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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terial infect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and universal cause of disease spreading associated with medical

and surgical environment. Antimicrobial function of plasticized polyvinyl chloride (PVC) will be useful for making hygienic

environments. Here, we synthesized the PVC composite by the addition of inorganic bacteriocide containing silver, zinc and

zeolite. And we investigated the growth inhibition rate for Staphylococcus aureus and Klebsiella pneumoniae which were

analyzed in the presence of PVC composite with different doses of inorganic bacteriocide (1~15 wt%). Bacterial prolif-

eration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3 wt% of inorganic bacteriocide containing PVC composite. And we found the inhi-

bition of bacterial biofilm formation by 5 wt% of inorganic bacteriocide containing PVC composite by the observation of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Our data suggested that the antimicrobial effect of inorganic bacteriocide was caused

by disturbing the bacterial biofilm formation.

Keywords: antimicrobial activity, inorganic bacteriocide, PVC composite, biofilm formation, scanning electron micros-

copy (SEM)

Introduction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고기능성의 제품 및 다양

한 신소재의 개발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NT (Nano

technology)와 BT (bio technology) 분야에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다.1,2 소재 분야에서는 나노,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여 새

로운 특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학 분야인 생체재료에 대한 연구가 확

대 되고 있으며 그 시장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3 이에 따라 여

러 질병과 균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균제, 또는 항

균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

라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육아용품이나 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용품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항균 및

탈취기능을 부여하고 있다.4-6 

최근 항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은 또는 아연이 함

유된 고분자 복합체에 대한 항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7 은(Silver, Ag)은 인체에는 독성이 없으나, 미생물 체내의

신진대사 기능을 다방면으로 억제하여 650여 종류의 유해 세

균을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아연(Zinc, Zn)은 임상실험

에서 면역 조절과 항균효과 등을 나타내어, Zn 함유 상처 드

레싱은 상처관리에 이용되고 있으며, 산화아연은 피부 궤양

등의 치료 보조제로 이용되고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다공성 물질이며 흡착성이 우수

한 제올라이트(zeolite)의 미세한 구멍에 은과 아연을 흡착한

inorganic bacteriocide (무기 항균제, 크기 1.04~1.10 µm)를 고

분자 PVC에 혼합하여 PVC 복합체의 항균성을 증대시켜 의

료, 인테리어 산업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위생적인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소재로 개발하고자 한다. Twin screw ex-

truder와 injection molding machine을 이용하여 inorganic

bacteriocide/PVC 복합체를 제작하였다. PVC 복합체의 항균

력은 탁도 분석법, 진탕 배양법, 이중 염색법, drop-test를 사

용하였다. 그리고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PVC 복합체의

항균 원인을 살펴보았다.10 

Experimental

1. 재료

Inorganic bacteriocide/PVC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씨

엔드씨(Goryeong-gun, Korea)에서 생산중인 inorganic bacterio-†Corresponding author E-mail: khjhee@kumo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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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e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PVC는 ㈜청송산업(Jeonju-si,

Korea)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Agar powder (Daejung,

Korea), nutrient broth (BD, USA), peptone (Daejung, Korea)

은 미생물 배양에 사용하였으며, 미생물 염색 시약으로 calcein-

AM (Sigma-Aldrich, USA)과 propidium iodide (Sigma-Aldrich,

USA)을 사용하였다. Drop-test 실험에 사용한 phosphate buffer

saline 용액은 potassium diphosphate (Daejung, Korea), di-

potassium phosphate (Daejung, Korea), chloric acid (Daejung,

Korea)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2. 미생물

본 연구에서는 Gram 양성균인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48, USA)와 Gram 음성균인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 USA)를 미생물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 KCTC, http://kctc.kribb.re.kr)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3. 복합체 및 시편제조

Inorganic bacteriocide와 PVC powder를 70°C 오븐에서 12

시간 건조한 후 3개의 kneading zone을 가진 intermeshing co-

rotating twin screw extruder (LG Machinery, MT-30-S2-42C,

Φ30, L/D = 42)를 사용하여 복합체를 제조하였다(Figure 1).

압출 및 시편제조 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압출된 복합체는

수냉 공정을 거쳐 펠렛타이져를 통해 펠렛으로 제조하였다.11

제조된 펠렛은 충분한 건조 후 사출성형기를 통해 특성 분석

용 시편은 가로 1 cm, 세로 1 cm, 두께 0.2 cm로 성형되었다.

복합체의 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1. Schematic pictures of (a) twin screw extruder and (b) injection molding machine (CY: cylinder).

Table 1. Conditions of Extrusion and Injection Molding Processes

Extrusion

Temperature (oC)
Screw speed 200 rpm

*CY 1 50

CY 2

CY 3

CY 4

CY 5

Header

140

150

160

170

180

Feed 70 kg/h

Screw 

configuration

3-kneading 

block

Injection molding

Temperature (oC) Injection 

pressure
70 kgf/cm2

CY 1 155

CY 2

CY 3

165

175

Holding 

pressure
30 kgf/cm2

Nozzle

Mold

185

30
Cooling time 25 s

*CY: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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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체의 형태 및 표면 성분 분석

Inorganic bacteriocide/PVC 복합체의 표면 형태와 성분 분

석은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JSM-6500F, JEOL, Japan)

을 사용하였다. 이온 증착기(E-1020, HITACHI, Japan)를 이

용하여 아르곤 가스 존재 하에서 백금 코팅하여 교류전압

(ACC voltage) 15 kV에서 100 배율로 관찰하였다.

PVC 복합체의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에 따른 Ag과 Zn

의 흡착된 양의 측정은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분석법을 사용하였다.12 

5. 복합체의 항균 특성

5.1. 탁도 분석법

복합체에 의한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및 Klebsiella

pneumoniae (K. pneumoniae)의 균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탁

도 분석법(turbidity assay)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13 압출 공

정에 의하여 시편을 제조하였으며 복합체에 접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로 5회 세척 후, 70°C 오븐(OF-21E,

JEIOTECH, Korea)에서 3시간 건조 후 사용하였다. 박테리아

의 배양액은 Nutrient broth (NB) medium을 사용하였으며, S.

aureus와 K. pneumoniae는 진탕배양기(SH-802F, LABOTECH,

Korea)에서 37°C, 200 rpm 조건 하에서 12시간 배양 후, 분

광광도계(Agilent 8453, Agilent Technologies, USA)를 이용하

여 660 nm 파장에서의 균의 탁도(optical density, OD) 값이

0.5인 시료를 채취하여, NB medium으로 1,000배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시험관에 2 mL씩 분취한 후, 복합체(0~15 wt%)를

넣고 shaking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4시간 배양 후, UV-

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OD660 nm의 변화를 측정

하였다. 

5.2. 진탕 배양법

S. aureus와 K. pneumoniae는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OD660 nm

값이 0.5일 때, NB medium으로 1,000배 희석하여, 시험관에

2 mL씩 분취한 후, 각 시험관에 복합체(0~15 wt%)를 넣고

shaking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4시간 배양 후, 균액 100

µL를 NB medium으로 105배 희석하여 NB agar medium에 희

석된 균액 100 µL를 spreading하였다. 배양기(Incubator, SH-

701, LABOTECH)에서 37°C, 15시간 배양 후, 생성된 코로니

수를 측정하였다.

5.3. Drop-Test

복합체 표면 위에서의 항균력 측정에는 drop-test를 사용하

였다.14-18 S. aureus와 K. pneumoniae는 분광광도계를 이용하

여 OD660 nm 값이 0.5일 때 NB medium을 이용하여 1,000배

희석하였다. 복합체들(0~15 wt%)을 24 well-cell culture plate

에 위치시킨 후, 복합체 표면 위에 균액 100 µL를 dropping

하고 incubator에서 37°C, 4시간 배양하였다. 습도를 유지하

기 위해 40°C의 증류수를 incubator 내에 비치하였다. 배양

후, 1x phosphate buffer saline (pH 7.3) 900 µL로 복합체 표

면 위의 균을 희석시킨 후, NB agar medium에 균액 100 µL

를 spreading하였다. Incubator에서 37°C, 16시간 배양 후, 생

성된 코로니 수를 측정하였다.

5.4. 이중 염색법

정성적인 복합체 항균력 측정은 double staining assay를 사

용하였다.19 S. aureus와 K. pneumoniae는 분광광도계로 OD660 nm

값이 0.5일 때, NB medium을 이용하여 1,000배 희석하였으

며, 시험관에 2 mL씩 분취하였다. 복합체(0~15 wt%)를 넣고

shaking incubator에서 37°C, 200 rpm 조건 하에서 4시간 배

양 후, 원심분리기(Centrifugal separator, Combi-514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를 사용하여 4,000 rpm, 4°C 조건

하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1x

phosphate buffer saline (pH 7.3) 용액 50 µL로 하층을 재현탁

하였다. Calcein-AM과 propidium iodide를 혼합한 용액 50 µL

를 사용하여 균액에 혼합시킨 후, 상온, 빛 차단 조건 하에서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염색된 균액 5 µL를 slide glass에

dropping하고 형광현미경(Fluorescence microscopy, Ti-S/L100,

Nikon)을 사용하여 200배율로 확대하여 생균과 사균을 관찰

하였다. 이중 염색 시약은 1 µM calcein-AM을 10 µL, propidium

iodide (1 mg/mL)을 15 µL, 그리고 1x phosphate buffer saline

(pH 7.3) 50 µL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5.5. PVC 복합체에 의한 박테리아의 형태와 biofilm 형성 관찰

복합체에 의한 박테리아의 형태 변화는 주사전자현미경

(JSM-6380, JEOL, Japan)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S. aureus

는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OD660 nm 값이 0.5에서 NB medium

을 이용하여 1,00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복합체(0~15

wt%)를 24-well cell culture plate에 위치시킨 후, 복합체 표면

위에 균액 100 µL를 dropping하고 incubator에서 37°C, 4시간

Table 2. Formulations of Inorganic Bacteriocide/PVC Composites

Sample 

No.
PVC (wt%)

Zinc/silver/zeolite composite 

(wt%)

1

2

3

4

5

6

7

8

100

99

98

97

96

95

90

85

0

1

2

3

4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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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하였다. 배양 후, 1x phosphate buffer saline (pH 7.3) 용

액으로 세척하였으며, 상온에서 자연 건조하였다. 이온 증착

기를 이용하여 아르곤 가스 존재 하에서 백금 코팅하여 교

류전압 5 kV에서 4,000 배율로 박테리아의 형태를 관찰하

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PVC 표면 형태 및 성분 분석

Inorganic bacteriocide의 배합비에 따른 PVC 복합체의 표면

Figure 2. FE-SEM images of PVC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zeolite/Ag/Zinc hybrid inorganic particles; (a) 0, (b) 5, (c) 10, and

(d) 15 wt%.

Figure 3. The EDS spectra of PVC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zeolite/Ag/Zinc hybrid inorganic particles; (a) 0, (b) 5, (c) 10, and

(d) 1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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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Inorganic bacteriocide의 배합

비의 증가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Inorganic bacteriocide의 배합비(0, 5, 10, 15 wt%)에 따른

PVC 복합체의 성분은 EDS에 의해 확인하였다(Figure 3). 그

리고 분석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C와 Cl은 PVC의 성

분이고, Si, Al, O는 제올라이트 성분이며, Ag와 Zn는 제올라

이트에 흡착되어 있는 항균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Si, Al, Ag, Zn 또한 비

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0 wt%의 PVC 복합체 표

면에서 O가 나타나는 이유는 PVC에 첨가하는 가소제의 성

분인 phthalic acid [C6H4(COOH)2] 때문이다. PVC는 강한 분

자간 인력으로 응집하고 있으므로 성형 시 가소제를 첨가한다.

2. Inorganic bacteriocide에 의한 균의 생장 측정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에 따른 균의 수 변화를 탁도

분석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에서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OD660 nm의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Gram 양성균인 S. aureus 및 음성균인 K.

pneumoniae 모두에게 항균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3. Inorganic bacteriocide에 의한 생균 측정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에 따른 코로니 생성 변화는

진탕 배양법으로 확인하였다. Figure 5(a)에서 S. aureus는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이 3 wt% 이상일 때 코로니의 수

가 1% 미만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복합체 표면에 존재

하는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이 Gram 양성균인 S.

aureus에서는 3 wt%, Gram 음성균인 K. pneumoniae에서는 2

wt%가 항균성에 필요한 inorganic bacteriocide의 농도임을 알

수 있었다.20,21 Table 3에서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이 5

wt% 일 때 PVC 표면에서의 Ag와 Zn의 함량비가 0.02%,

Figure 4. Turbidity of PVC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zeolite/Ag/Zinc hybrid inorganic particles; (a) S. aureus and (b) K.

pneumoniae (C: control).

Figure 5. The CFU analysis of PVC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zeolite/Ag/Zinc hybrid inorganic particles (a) S. aureus and (b)

K. pneumoniae (C: control).

Table 3. Elemental Compositions Ratio of Inorganic Bacteriocide/PVC Composites

Sample code
Composition of PVC composite (%)

C Cl Si Al O Ag Zn

0

5

10

15

44.17

44.68

37.46

35.02

38.5

33.74

37.06

34.94

*N.A.

0.5

1.21

2.06

 N.A.

0.54

1.22

2.17

11.03

13.87

16.77

18.3

N.A.

0.02

0.04

0.06

N.A.

0.34

0.88

1.13

*N.A. :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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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이므로 inorganic bacteriocide의 박테리아에 대한 항균

력은 Ag의 경우는 0.02%, Zn의 경우에는 0.34% 이상이 되어

야 항균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4. PVC 복합체 표면에서의 균의 생존율 측정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에 따른 PVC 복합체 표면에서

의 항균력 변화는 drop-test를 사용하였다(Figure 6). 동일한 복

합체의 표면적(1 × 1 × 0.2 cm3)에 노출된 균의 수 변화를 측

정한 결과, S. aureus, K. pneumonia가 동일하게 5 wt%에서

99% 이상의 항균력을 가짐을 나타내었다. Figure 6에서 3

Figure 6. The drop-test data of PVC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zeolite/Ag/Zinc hybrid inorganic particles; (a) S. aureus and (b)

K. pneumoniae.

Figure 7. The double staining images of PVC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zeolite/Ag/Zinc hybrid inorganic particles; (a) S. aureus

and (b) K. pneumon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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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의 복합체에서 항균력이 S. aureus는 60%, K. pneumoniae

는 35%를 나타나는 이유는 S. aureus의 세포벽이 K. pneumoniae

보다 약 10배 이상 두껍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의 내성에

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16 그리고 drop-test의 결과가 탁도 분

석과 진탕 배양에 의한 항균 결과보다 항균력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균과 접촉하는 표면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된

다. 즉, 탁도 분석과 진탕 배양은 액체 조건에서 항균력을 측

정하는 것으로써 균과 시편의 전면이 접촉하게 되지만, drop-

test의 경우는 시편의 단면에서 항균력을 측정해야 함으로 균

과 접촉하는 시편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5. PVC 복합체에 의한 생균과 사균의 관찰

PVC 복합체에 의한 생균 및 사균의 변화는 형광 현미경으

로 확인하였다(Figure 7). Inorganic bacteriocide의 양이 증가

함에 따라 S. aureus, K. pneumoniae 모두 생균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사균의 수는 변화가 미미함을 관찰하였다.19 이는

PVC 복합체의 inorganic bacteriocide의 양에 의해 전체 균의

수가 감소함을 나타내며, 따라서 inorganic bacteriocide에 의

한 항균은 균의 생장 환경 변화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6. PVC 복합체 표면 위에서의 박테리아 형태 및 biofilm 형

성 관찰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에 따른 박테리아의 형태 변화

는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였다. Figure 8(a)에서 PVC

표면에서 S. aureus가 서로 뭉쳐져 biofilm을 형성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inorganic bacteriocide 양의 증가에 따라 S.

aureus의 biofilm 형성이 감소하여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

이 10 wt% 이상일 경우, 표면에서 S. aureus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inorganic bacteriocide의 성분이 균의

생장 환경에 영향을 주어, biofilm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항

균력을 나타낸다고 사료된다.21-2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PVC 소재에 inorganic bacteriocide (silver/

zinc/zeolite)를 접목하여 PVC 소재에 항균성을 부여하고, 복

합체에 대한 항균 mechanism을 분석하였다. Inorganic bac-

teriocide의 함량비(0, 5, 10, 15 wt%)에 따른 PVC 복합체를 제

조하여 사용하였으며, 복합체 표면 변화 및 성분 분석은 FE-

SEM과 EDS를 통해 확인하였다. 복합체의 항균력은 탁도 분

석법, 진탕 배양법, drop-test로 측정하였으며, 복합체에 의한

박테리아의 생장 변화는 이중 염색법, SEM을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FE-SEM에서 inorganic bacteriocide 양의 증가에 따른

PVC 복합체 표면의 변화가 미미함을 나타내었다. 이는 복합

체 표면의 거칠기(roughness)와 항균력과의 상관관계는 미미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norganic bacteriocide의 양이 증가함

에 따라 복합체 표면에 존재하는 Ag과 Zn이 비례적으로 증

가함을 확인하였으며, inorganic bacteriocide의 양이 5 wt% 이

상일 때 최적의 항균력과 biofilm의 형성이 현저하게 감소하

였다. 즉, inorganic bacteriocide가 박테리아의 생장을 억제하

Figure 8. FE-SEM images of S. aureus on the PVC surface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zeolite/Ag/Zinc hybrid inorganic particles;

(a) 0, (b) 5, (c) 10, and (d) 1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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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항균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압

출가공에 의한 inorganic bacteriocide/PVC 복합체 제조가 가

능하고, PVC 소재에 항균력을 부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PVC 복합체의 항균 증대를 확인하여 위생

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본

연구에 사용한 inorganic bacteriocide의 인체에 대한 유해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 독성 실험을 수행하고, PVC 복합체

가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poly-lactic acid 소재에 확대 접목시

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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