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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photocatalytic functionality such as deodorant, antibacterial, antistatic of polyester
fabrics treated with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According to UV/visible spectrometry result, the UV-visible peak
of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was found to be red shift at 420 nm sensitive in the visible light region. Also, the
deodorizing and antimicrobial performance were shown to be retained more than 99% both before washing and even after
25 times washing. According to washing durability of polyester fabrics treated with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the reduction effects for gas such as ammonia, trimethylamine, formaldehyde and toluene after 25 times washing appeared
to be retained as much as before washing. At both before washing and after 25 times washing, antistatic property showed
frictional voltage of approximately 250V.
Keywards: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polyester fabrics, deodorization, washing durability, antibacterial, antistatic.

Introduction
2003년 사스(SARS), 2009년의 신종플루 그리고 금년 2015

는 장점과 항균, 소취, 초친수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재
료로서 21세기 유망기술분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광촉매는 400 nm 이하의 자외선을 받게 되면 전자(e−)와
정공(h+)을 형성하고, 공기 중의 물과 산소로부터 hydroxy

년의 메르스(MERS)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예방을 위한 대
책으로 항균기능을 갖는 섬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

radical (·OH)과 superoxide anion (·O2−)을 생성하고 생성된

지고 있다.
최근에는 의복, 침구류 등의 섬유제품이 유해한 오염물질,

hydroxyl radical과 superoxide anion은 강력한 산화·환원력
을 가지고 있어 항균, 탈취, 방오성, 각종 유기물의 효과적 분

악취, 병원균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

해력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10 이러한 장점에
도 불구하고 광촉매로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티타늄은 400 nm

이다. 따라서 섬유산업계에도 범용 소재가 아닌 친환경적이
면서 항균, 소취 등의 기능을 갖춘 기능성섬유 개발이 요구되

이하의 자외선이 조사되어야만 활성을 나타낸다는 단점을 갖

고 있다.1-3 그러한 상품들 중의 하나로서 항균성 염료나 화학
항균제 등을 사용한 항균섬유제품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인체

고 있어 실용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다.11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바나듐, 크롬 및 철과 같

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 항균제 대신 인체 독성이 낮은 무기
소재를 복합하여 섬유제품에 항균성을 부여하는 연구가 활발

은 전이금속을 이산화티타늄에 도핑하여 가시광을 흡수하는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상품화도 이

히 진행되고 있다.4-7 이러한 관심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루어지고 있다.12-18
광촉매의 섬유제품에의 응용에 대해서는 섬유고분자내의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광촉매의 특성을 활용하는 연구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

투입에 의한 방법과 표면 코팅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19 그

광촉매는 1972년 Nature지에 소개된 혼다-후지시마효과9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학계에 관심을 받게 되었다. 광

러나 원사제조단계에서의 이러한 기능을 갖는 섬유소재 개발
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개발기간 및 많은 투자를 요구하기

촉매는 일반적으로 태양광중 자외선을 받아 물질 표면에서 강

때문에 표면처리, 코팅 등과 같이 섬유 표면의 특성을 변형시
켜,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하는 표면개질이 중요하다고 인식

력한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반도체 물질로써 빛에너지의 이용
만으로도 다양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분해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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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졸-겔법에 의한 광촉매 함유 섬유코팅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검토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에서도 광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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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하는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를 제조하고, 이것을 폴
리에스터섬유에 처리한 다음 탈취, 정전기 방지, 항균성, 항곰
팡이성 등의 광촉매 효과와 세탁내구성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이를 통하여 신발류, 의류, 침구류, 위생용품 나아가서는 의
료기관용 섬유제품 등과 같은 직물에의 가시광선감응형 광촉
매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olyester Fabrics.
Weave
structure
Plain

Yarn Number

Fabric counts
(thread/5 cm)

Warp

weft

Warp

Weft

75/36

75/36

210

191

Weight
(8/m)
70±5

섬유소재는 시판 폴리에스터섬유를 선택하였다. 합성한 가시
광선감응형 광촉매는 10배로 희석하여 가공액으로 사용하였

21

Experimental

21

1.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의 합성

으며, 가공처리는 1 dip-1 nip 방식으로 wet pick up 80%가 되
도록 하였고, dipping 처리온도는 25±5 oC에서 10분간 실시하
였으며, 열처리는 120 oC에서 3분간 텐터(tenter)로 하였다.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는 TiO2의 전구체로 TTIP (titanium
tetraisopropoxide, Junsei)와 용매 IPA (isopropyl alcohol, DaeJung)를 이용하여 sol-gel법으로 제조하였다. 침전의 생성이나

3. 측정 및 분석

액상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산(HNO3, Samchun)을 사용하

3.1. UV-visible spectrum 분석

였다.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의 활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
해 구리(Cu), 백금(Pt) 및 알루미늄(Al)을 도핑하였다. 구리의

본 연구에서 섬유에 처리되는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에 대
하여 UV-visible spectrum분석을 행하여 광활성을 시판중인

전구체로 질산구리(copper nitrate trihydrate, DaeJung)와 백금
의 전구체로 H2PtCl6 (Hydrogen hexachloroplatinate solution,

일반 광촉매(G사, W제품, Japan)와 비교·확인하였다. UVvisible spectrum분석은 IM Technology사의 Optizen 2120UV

Sigma Aldrich)와 알루미늄의 전구체로 AIP (Aluminum iso-

(Korea)를 사용하였으며,22,23 파장 300~700 nm를 매 5 nm 파

propoxide, Sigma Aldrich)를 사용하였다.
합성은 500 mL 3구 플라스크에 증류수 380 mL와 질산 2

장단위로 주사하면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mL을 혼합하여 넣고 온도를 90 oC로 유지하였다. 여기서 1 M
의 TTIP를 IPA 120 mL에 혼합하여 10분간 dropping하였고, 질

3.2. 탈취 및 세탁내구성21,24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시험편에 대한 탈취

산구리 0.2 g과 H2PtCl6 0.5 mL와 AIP 2 g을 첨가한 다음
90 oC의 온도에서 500 rpm 이상의 속도로 교반하면서 12시간

성능은 DIN규격 EN 20105-C01의 방법으로 섬유시험편을 세

반응시켜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를 제조하였다. Figure 1에

탁하고 상온(25 oC)에서 건조시킨 다음, 세탁전과 25회 반복
세탁후의 가스분해성능을 가스텍검지관법으로 측정하여 비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의 합성공정을 나타내었다.

교하였다. 대상가스는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을 사용하였으며, Gastec사의 암모니아 검지관(No.

2. 섬유에의 처리19,21

3L), 트리메틸아민 검지관(No. 180L), 포름알데히드 검지관

본 연구에서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를 코팅처리하기 위한

(No. 91L) 및 톨루엔 검지관(No. 122L)으로 측정하였다. 시험
은 세탁전과 25회 반복 세탁후의 각각의 시험편을 200
mm×100 mm 크기로 잘라 각각의 테들러백에 넣고 대상가스
와 신선한 공기를 주입, 밀봉한 후 자외선이 아닌 가시광선,
즉 형광등(FT5001-21W, Shagyu Fortune Electric, China)조사
하에서 120분간 방치시킨 다음 대상가스 검지관으로 측정하
였다. Figure 2에 탈취 및 세탁내구성 시험공정을 나타내었다.
3.3. 정전기 방지25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섬유시험편을 세탁
전과 25회 반복 세탁후 일본공업규격 JIS-L-1094-2014의 방
법으로 마찰대전압을 측정하였으며, 시험편은 50 mm×80 mm
의 크기로 하였다. 시험기기는 Daiei Trading사의 마찰대전성

Figure 1. Schematic diagram for the preparation of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시험기 REP-20N을 사용하여 드럼 회전 속도 400 rpm, 온도
20±2 oC, 습도 40±2%RH의 조건으로 하였다. 마찰포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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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ating System.
Observed Growth on Specimens Rating

Rating

None

0

Traces of Growth (less than 10%)

1

Light Growth (10-30%)

2

Medium Growth (30-60%)

3

Heavy Growth (60% to complete coverage)

4

M b – Mc
- × 100
Bacteriostatic ratio (%) = ---------------Mb
여기에서, Mb : 18시간 배양 후 대조편의 박테리아 수
여기에서, Mc : 18시간 배양 후 시험편의 박테리아 수
3.5. 항곰팡이성27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시험편에 대한 항곰
팡이성은, ASTM-G-21-2009의 방법으로 하였으며 시험편은
50 mm×50 mm의 크기로 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곰팡이 균주
는 Aspergillus niger ATCC 9642, Penicilium pinophilum ATCC
11797, Chaetomium globosum ATCC 6205, Gliocladium virens
ATCC 9645, Aureobasidium pullulans ATCC 15233의 혼합균
주로 포자수가 1,000,000±200,000 spore/ml인 곰팡이 현탁액

Figure 2. Schematic diagram for test method.

30 ml를 접종한 다음, 27±2 oC, 자외선이 아닌 가시광선, 즉
형광등(FT5001-21W, Shagyu Fortune Electric, China)조사하

Table 2. The Rating System of Antistatic.
Frictional charge (V)

Grade

Classification

V < 100

3

Excellent

100 ≤ V < 500

2

Good

500 ≤ V < 1000

1

Fair

의 조건에서 28일간 배양하였고 1주일 간격으로 곰팡이포자
수를 Table 3에 따라 평가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UV-visible spectrum 분석

공업규격 JIS-L-1083에 규정된 양모 및 면 첨부 백포를 사용
하여 시험편을 마찰시켜 마찰대전압을 측정하여 Table 2에 따
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섬유에 처리되는 가시광선감응형광촉매에 대
하여 UV-visible spectrum 분석을 행하여 광활성을 일반광촉
매와 비교·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냈다.

21,26

3.4. 항균성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를 코팅처리하지 않은 시험편과 가
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시험편을, 각각 0.4g씩 채
취하여 KS규격 K-0693-2011의 방법으로 자외선이 아닌 가시
광선, 즉 형광등(FT5001-21W, Shagyu Fortune Electric, China)
하에서 실시하였다. 공시균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으로 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균주는 37±1 oC에서 18
시간 배양으로 31.6배 이상 균주 배양이 되어지는 활성을 가
져야 한다. 시험에 의한 균 감소율(%)은 정균율로서, 가시광
선감응형 광촉매를 코팅처리하지 않은 시험편과 가시광선감
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시험편의 18시간 후의 생균수의
상대적 감소율인 균수 측정법으로,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하
였다.

Figure 3. Absorbance pattern of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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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광촉매는 약 380 nm
이하의 파장, 즉 자외선영역에서 흡수피크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합성한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는 약 420 nm의 파장
영역에서 흡수피크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spectrum이 자외
선영역에서 가시광영역으로 red shift28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반광촉매는 자외선영역에서 광활성을 띠지만, 본 연
구에서 합성한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는 가시광선영역에서
도 효과적으로 광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탈취 및 세탁내구성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되지 않은 폴리에스터
섬유와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폴리에스터섬
유에 대한 탈취성능은 DIN규격 EN 20105-C01의 방법으로
세탁한후에 상온(25 oC)에서 건조시킨 다음, 세탁전과 25회
반복 세탁후의 가스분해성능을 가스텍검지관법으로 측정하
여 Figure 4과 Figure 5에 나타냈다. Figur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폴리에스터섬유
가 무처리 폴리에스터섬유보다 현저한 암모니아의 감소효과
를 나타냈으며, 트리메틸아민,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도 현
저한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Figure 5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를 코팅처리하여 25회 반복 세탁한
시험편에서도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를 코팅처리한 세탁전
의 시험편과 동일한 저감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시광선
조사하에서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폴리에스
터섬유의 표면에서 생성된 hydroxy radical(·OH)과 superoxide
anion (·O2−)이 대상가스를 다음과 같은 mechanism으로 분해
·제거한다고 사료된다.
NH3 + ·OH, ·O2− → H2O, NO2, N2,
(CH3)3N + ·OH, ·O2− → H2O, CO2, N2,
HCHO + ·OH, ·O2− → H2O, CO2,
C6H5CH3 + ·OH, ·O2− → H2O, CO2
이 결과로 볼 때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되었을때 자

Figure 5. Washing durability of polyester fabrics treated with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a) ammonia, (b) trimethylamine, (c) formaldehyde, (d) toluene.

외선이 아닌 가시광선, 즉 형광등하에서도 효과적인 탈취성
Figure 4. Reduction effect of gas (ammonia, trimethylamine,
formaldehyde, toluene) of polyester fabrics treated with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반복하여 세
탁을 하여도 가시광촉매가 섬유로부터 탈락되지 않고 견고하
게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광촉매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아 세
탁내구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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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istatic of Polyester Fabrics Treated with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Unit : Volt)
Before washing
Frictional
electrostatic
voltage

Cotton
friction fabric
Wool
friction fabric

After repeated
washing 25 times

Table 5. Antibacterial Activity of Polyester Fabrics Treated with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Unit : cells/ml)
Fabrics
None-treated

240
250

250
260

3. 정전기 방지

Treated

Times

Before washing

After washing

Early

1.2×105

2.8×105

After 24h

6

4.7×10

4.7×106

Early

1.2×105

1.2×105

After 24h

<10

<10

흡착시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흩어지게 하여 정전기의 축적
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25회 반복 세탁후의
시험편을 일본공업규격 JIS-L-1094-2014의 방법으로 마찰대
전압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냈다. Table 4에 나

4. 항균성

타낸 바와 같이 마찰대전압은 면 마찰포 및 양모 마찰포 사
용조건에서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처리되고 세탁을 거치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시험편을, DIN규격
EN 20105-C01의 방법으로 세탁하고 상온(25 oC)에서 건조시

지 않은 섬유에서 약 250V로 측정되어 우수한 것으로 나타

킨 다음, 세탁전과 25회 반복 세탁후의 섬유시험편을 각각
0.4g씩 채취하여 KS규격 K-0693-2011의 방법으로 항균성시

났다. 또한 25회 반복 세탁후에도 세탁전과 유사한 마찰대전
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가시광선감

험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5과 Figure 6에 나타냈다. Table 5

응형 광촉매가 섬유표면에서 가시광선 조사를 받아 광촉매작
용으로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시켜 전자전도성 표면저항치가

과 Figur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시광선 조사하에서 가시광
선감응형 광촉매를 코팅처리하지 않은 시험편은 황색포도상

낮아져 전자전도성이 커지고, 또한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구균이 세탁전과 세탁후 모두 1.2×105 cells/ml에서 4.7×106
cells/ml로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섬유표면의 친수성에 의하여 공기 중의 수분을 잘

Figure 6. Antibacterial activity of polyester fabrics treated with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a) Before washing of untreated
fabrics, (b) After washing of untreated fabrics, (c) Before washing of treated fabrics, (d) After washing of treated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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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tifungal Activity of Fabrics Treated with Visible-light
Responsive Photocatalyst
(unit : cells/ml)
After 1
weeks

After 2
weeks

After 3
weeks

After 4
weeks

None-coated

4

4

4

4

Coated

0

0

0

0

리된 시험편은, 4주 후에도 시험편의 접종한 부분에 균사의 발
육이 전혀 인지되지 않았다.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
처리된 시험편 표면의 전자와 정공에 의해 활발하게 생성된
hydroxy radical (·OH)과 superoxide anion (·O2−)이 곰팡이 포
자와 접촉하여 포자의 세포막을 파괴·분해함으로서 뛰어난
항곰팡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29

Conclusion
코팅처리된 시험편은 그 효과가 1.2×105 cells/ml에서 <10
cells/ml로 99.9% 이상으로 세탁전과 세탁후에도 효과의 저하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가시광선감응형 광
촉매가 코팅처리된 시험편 표면의 전자와 정공에 의해 활발
하게 생성된 hydroxy radical (·OH)과 superoxide anion (·O2−
)이 박테리아와 접촉하여 박테리아 세포막을 파괴·분해함으
로서 뛰어난 항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29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반복하여 세탁을 하여도 섬유 조
직으로부터 탈락되지 않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으며, 섬유
에 코팅처리된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는 자외선이 아닌 가시
광선, 즉 실내의 형광등만으로도 광촉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균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실생활에서 가
시광선감응형 광촉매를 코팅처리한 의복, 침구류 등의 섬유
제품을 사용한다면, 사용자들의 세균에 의한 감염예방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감염성 질병에 노출빈도가 높
은 의료계 종사자들인 의사, 간호사의 의복과 입원환자의 입
원복에 적용한다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5. 항곰팡이성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시험편에 대한 항곰
팡이 특성을 ASTM-G-21-2009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Table 6과 Figure 7에 나타냈다. Table 6과 Figure 7에 나타낸

자외선뿐만 아니라 실내의 형광등 즉, 가시광선에서도 광촉
매 작용을 하도록 하는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를 폴리에스터
섬유에 코팅처리하여 탈취성능, 정전기 방지, 항균성 및 항곰
팡이성 등의 광촉매 특성을 평가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에서 합성한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의 UV-visible
spectrum분석 결과, 약 420 nm의 파장영역으로 red shift되어
가시광선영역에서도 광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를 코팅처리한 폴리에스터섬유의
탈취성능은 세탁전과 세탁후에도 모두 99% 이상의 가스제거
율을 나타내었다.
3.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의 코팅처리에 따른 정전기방지
는 세탁전과 세탁후에도 효과의 저하없이 마찰대 전압을 약
250V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폴리에스터섬유의
항균성은 99.9% 이상의 균수 저감효과를 나타냈으며, 25회 반
복 세탁 후에도 세탁전과 같이 성능의 저하 없이 항균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곰팡이성도, 가시광선감응
형 광촉매가 코팅처리된 시험편에서 균사의 발육이 인지되지
않았다.
5. 이상의 결과로서,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를 신발류, 의
류, 침구류, 위생용품 나아가서는 의료기관용 섬유제품 등과
같은 섬유제품에 적용한다면, 탈취, 정전기 방지효과 및 항균

바와 같이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를 코팅처리하지 않은 시험
편은, 곰팡이 포자가 1주일만에 균사 발육부분의 면적이 전체

성으로 소비자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면적의 60%로 나타났으며, 가시광선감응형 광촉매가 코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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