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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 니켈 및 산화아연의 항균특성 활용을 목적으로 새로운 항균 나노 복합 재료를 개발하였
다. 니켈 코팅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및 그들의 동시발생 집중 및 비활성 세균에 대한 항균소재의 잠재적 응용성을 
평가하였다. 제조된 니켈 도금 탄소나노튜브의 형상 및 니켈 도금은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FE-SEM) 및 X선 에너
지 분산 분광기(ED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나노복합소재의 항균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타깃 세균은 황색포도상구
균과 대장균으로 지정하였다. 니켈 도금된 탄소나노튜브와 산 처리된 탄소나노튜브로 각각 강화된 나노복합소재의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에 대한 항균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니켈 도금된 탄소나노튜브/산화아연으로 강화된 나노복
합소재의 항균 특성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도금된 니켈이 복합소재 내에서 세균의 살균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첨가된 산화아
연은 나노복합소재의 항균특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novel antimicrobial nano-composites, with the aim of fully utilizing antimicrobial proper-
ties of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CNTs), nickel (Ni) and zinc oxide (ZnO). Ni coated-MWCNTs (Ni-CNT) were 
prepared and evaluated for their potential application as an antimicrobial material for inactivating bacteria.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d X-ray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were used to characterize the Ni 
coating and morphology of Ni-CNT.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and Escherichia coil (E. coil) were employed as the 
target bacterium on antimicrobial activities. Comparing with the nitric acid treated MWCNTs and Ni-CNT which have been 
previously reported to possess antimicrobial activity towards S. aureus and E. coil, Ni-CNT/ZnO exhibited a stronger anti-
microbial ability. The nickel coating was confirm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bactericidal action of Ni-CNTs/ZnO 
composites. Also, the addition of ZnO to the developed nanocomposite is suggested to improve the antimicrobial property.

Keywords: antimicrobial, nano-composites, zinc oxide, nickel coating

1)

† Corresponding Author: K.-H. An, Jeonju University, Department of Nano &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55069, Korea / B.-J. Kim, R&D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arbon Convergence Technology, Jeonju 54853, Korea
Tel: +82-63-220-2228, +82-63-219-3720  
e-mail: khandragon@jj.ac.kr, kimbj2015@gmail.com

pISSN: 1225-0112  eISSN: 2288-4505 @ 2016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ll rights reserved.

1. 서    론

인구의 증가, 경제 성장에 따른 도시 확대, 생활 수준의 향상 및 대

량소비체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원,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나라들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아파트, 주택단지 등 밀집되어 생활

하는 공동 주거 단지가 많이 형성되어있다. 그에 따라 쓰레기통, 분리

수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도 공동으로 처리하는 음식물 공동 수거를 

대부분의 주택단지에서 시행하고 있다[1-3]. 특히, 우리나라의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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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antimicrobial activities of zinc oxide.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electroless nickel plating on the 
carbon nanotubes surfaces.

쓰레기는 생분해성 특성과 높은 수분함량을 보이므로 공동 수거되는 

과정에서 음식물의 악취나 부패, 오수는 운반의 어려움, 환경오염, 해

충 번식 및 일반세균에 노출되어 생활 위생에 취약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의 덮개, 수거함 주변에 오염 되어있는 세균이 손이나 신발 주위에 전

이되어 가정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2차 오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

다[2,4-5]. 이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위생적인 보관 및 수거를 위

하여 높은 항균력을 가진 수거용기의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6].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주로 사용되는 고분자 플라

스틱에서의 오염과정을 살펴보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박테

리아와 같은 세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또한, 음식물을 버리고 회수하는 과정

에서 수거함 내외부 표면에 발생될 수 있는 스크래치 및 균열은 세균

의 침투와 번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음식물쓰레

기의 수거용기에서 주로 발생되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세균

번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뛰어난 항균성능을 가지는 하이브리드 필러

가 강화된 나노복합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7-8]. 

뛰어난 항균성을 가졌다고 잘 알려진 은나노는 의료 장비, 섬유제

품, 포장용기, 위생도구 및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소비제품으로 이미 널리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인 은나노 소재

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계점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로 살균기능을 가지는 금속소재가 대두되고 있다. 니켈 

및 구리와 같이 살균기능이 있는 금속들은 임상 표면에서 감염을 일

으키는 미생물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9]. 

이 외에도 항균, 항박테리아 특성을 지니는 소재로는 금(Aurum, Au), 

은(Argent, Ag),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 산화아연 

(Zinc oxide, ZnO)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10,11]. TiO2와 ZnO는 대

표적인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균 필

러 중에서도 ZnO는 광범위한 세균에 대한 우수한 항균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뛰어난 물리, 화학적 특성 등으로 인해 광촉매, 

반도체 소자, 기능성 장비 열전자 소재 등 다양하고 우수한 특성에 비

해 저가 소재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12-16]. 

ZnO의 항균 활성화 메커니즘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14]. 

복합소재의 기계적 강도 및 항균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 

나노 탄소소재인 탄소나노튜브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에 의해 고분자

에 분산되는 경우 복합소재의 기계적 강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소재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17-20]. 또한, 탄소나노튜

브의 높은 유연성, 낮은 질량 밀도, 우수한 박테리아 및 미생물흡착 

용량 등 많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소재로서 지난 몇 년 동안 나노 

항균소재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탄소나노튜브의 항균 작용은 미생물

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어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균에 대한 뛰어난 항균성능을 보이는 ZnO 

소재와 살균능력을 가진 니켈 및 구리와 같은 금속을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도금하여 고분자 플라스틱에 첨가한 나노복합소재를 제작하

였으며, 이에 따른 나노복합소재의 항균성능과 기계적 강도를 확인하

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본 실험에서 제조된 복합소재의 고분자 기지로는 polypropylene 

(PP, LOTTE CHEMICAL CORPORATION Co., Korea)을 사용하였으

며, 기계적 강도의 향상을 위해 multi walled carbon nanotube (MWCNTs, 

KUMHO Co., Korea), Carbon fibers (T300, Toray Advanced Materials 

Co., Japan)는 질산을 통해 각각 표면의 불순물을 처리하였다. 복합소

재의 항균성능을 위해서 zinc oxide (ZnO, DEAJUNG Chem., Korea)

를 정제과정 없이 구입한 그대로 사용하였다. 탄소나노튜브의 도금처

리를 위해 사용된 무전해 니켈 도금액은 영인플라켐(ENF, Young-In 

Plachem Co.,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탄소나노튜브 무전해 도금

복합소재에 필러로 첨가되는 탄소나노튜브의 무전해 니켈도금 과

정을 Figure 2에 도식화하였다. 니켈 도금을 실시하기 전, 표면의 불순

물 제거를 위하여 0.3 M의 질산 용액(nitric acid, HNO3)을 이용하여 

30 min 동안 전처리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pH 6까지 세척하였다. 무

전해 니켈도금은 활성화 과정과 금속침착 과정으로 나누어 처리하였

다. 먼저 0.1 M 염화주석(thin chloride, SnCl2, Aldrich, Korea)을 이용

하여 30 min 동안 1차 활성화시킨 후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이후 0.1 

M 염화팔라듐(Palladium chloride, PdCl2, Aldrich, Korea)을 이용하여 

30 min 동안 2차 활성화 처리 후 마찬가지로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활

성화 처리를 통해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Sn/Pd 핵이 형성되며, 탄소나

노튜브 표면에 형성된 Sn/Pd 핵은 무전해 니켈도금 시 니켈입자들이 

표면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도금 핵 생성 역할을 한다. 무전해 니

켈도금에 필요한 표면처리의 상세한 설명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활

성화 처리가 끝난 탄소나노튜브는 82-87 ℃의 니켈인 도금용액에서 

도금 처리되었다. 0, 1, 3 min, 그리고 5 min 도금 시간에 따라 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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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rocess Chemical Concentration Temperature (℃) Time (min)

1 Sensitizing SnCl2/HCl 15.16 g/l 32 m/l Room temperature 30

2 Rinse DIW pH 6 Room temperature 5

3 Activator PdCl2/HCl 0.2 g/l 2 m/l Room temperature 30

4 Rinse DIW pH 6 Room temperature 5

Table 1. Electroless Plating of Nickel on Carbon Naonotubes

Sample name 5NC (wt%) CF (wt%) ZnO (wt%)

AsP 0.0 0.0 0.0

0.5 NCZ 0.5 0.0 7.0

1.0 NCZ 1.0 0.0 7.0

1.5 NCZ 1.5 0.0 7.0

0.5 NCFZ 0.5 0.5 7.0

1.0 NCFZ 0.5 1.0 7.0

1.5 NCFZ 0.5 1.5 7.0

Table 2. Content Ratio of Fillers into the Nanocomposites and Their 
Called Sample Names

(a)
  

(b)

(c)
  

(d)

Figure 3.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images of nickel coated carbon nanotubes (NC) as different plating 
treatment time; (a) 0NC; (b) 1NC; (c) 3NC; and (d) 5NC.

코팅된 탄소나노튜브를 각각 0NC, 1NC, 3NC, 그리고 5NC로 명명하

였다. 

2.3. 복합소재 제조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높은 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점 이상의 

온도를 가해주어도 다른 소재들과의 혼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열가소성 고분자 복합소

재의 가공에 주로 이용되는 internal mixer를 사용하여 복합소재를 제

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internal mixer를 사용하여 PP수지와 탄소섬

유, 탄소나노튜브 그리고 항균성 필러인 ZnO를 혼합하였다. 사용된 

PP수지의 융점은 110 ℃ 이상으로 필러 입자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을 만큼의 점도를 가지려면 180 ℃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PP수

지와 탄소나노튜브, 탄소섬유, 그리고 ZnO를 internal mixer에 각각 넣

고 180 ℃에서 50-60 RPM의 회전속도로 60 min 동안 회전시키며 혼

합하였다. 혼합이 모두 끝난 후 잘 혼합된 시료를 회수하여, hot-press

를 이용하여 180 ℃의 온도와 10 MPa의 압력으로 30 min 동안 가압 

제조하였다. 복합소재의 제조를 위한 수지 및 필러들 간의 함량비율

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2.3. 측정방법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도금된 니켈을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

법(X-ray diffraction, XRD)을 이용하여 20°에서 80°까지 5 ℃/min의 

스캔속도로 Cu-Kα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니켈이 도금된 탄소나노

튜브의 표면변화와 도금된 니켈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전계방사 주사

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과 

X선분광분석기(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또한,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도금된 니켈의 함량과 탄소

나노튜브의 열 안정성 알아보기 위해 열중량 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Air분위기에서 10 ℃

/min의 승온 속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무전해 니켈도금된 니켈을 정성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EDS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복합소재의 인장 강도 

및 인장 탄성률은 ASTM D419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충격 강도는 

ASTM D6110 기준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복합소재의 항균특성은 

JIS-Z-2801 기준의 필름밀착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복합소재 시편은 

34 ℃-36 ℃에서 시험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을 시편의 표면

에 24 h 정치 배양 후의 남아있는 균수를 계산하여 항균 활성치를 측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ure 3은 산처리 및 니켈 도금된 탄소나노튜브의 표면 형상을 각

각 FE-SEM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이다. Figure 3 (a) 0NC는 로드의 

길이가 길고 평균 직경이 30 nm이며, 비교적 표면이 매끄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도금시간을 1, 3, 5 min으로 조절하여 얻어진 

NC의 경우 니켈 입자들이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에서부터 구형으로 형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금 시간이 증가할수록 탄소나노

튜브간의 응집이 높아지고 단일 가닥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금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나노튜브 

표면에서 성장된 니켈과 인접한 위치의 다른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에

서부터 형성된 니켈이 서로 접촉하고 연결됨으로써 탄소나노튜브가 

응집한 것과 같이 두꺼운 표면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Figure 5 (a) 0CN과 (d) 5CN의 표면을 비교하였을 때 로드의 직경이 

100 nm 정도로 두꺼워진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DS를 통해 도

금시간에 따라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형성되는 니켈의 함량 변화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도금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Ni 원소의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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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t%)

C Ni P O

0NC 100.00 0.00 0.00 0.00

1NC 41.70 34.76 5.01 18.53

3NC 37.18 56.78 1.82 4.22

5NC 9.63 63.47 9.10 17.80

Table 3. Ingredient Contents of Ni coated Carbon nanotubes by EDS 
Results

(a)

(b)

Figure 4. (a) X-ray diffraction (XRD) patterns and (b)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of the NC.

(a) (b)

(c) (d)

Figure 5. (a) Tensile strength and (b) tensile modulus of 5NC/ZnO 
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c) Tensile strength and (d) tensile 
modulus of 5NC/ZnO 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as function of 
carbon fiber contents.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금 처리시간에 따라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도금된 니켈의 확인과 

그에 따른 탄소나노튜브의 질량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XRD와 

TGA로 분석한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 (a)를 통해, 도

금처리 되지 않은 미처리 탄소나노튜브를 제외한 나머지 탄소나노튜

브의 XRD 패턴에서 2θ = 44, 60° 부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Ni 

및 Ni-O의 특성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XRD의 결과는 

Figure 3의 SEM의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석출된 구형의 입자가 니켈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니켈의 특성 피크 점차 점차 증가되는 

것을 통해서 도금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더 많은 

니켈이 형성됐다고 사료된다. 니켈 도금된 탄소나노튜브의 열적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TGA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Figure 4 (b)에 나타

내었다. TGA는 산소(Air) 분위기에서 10 ℃/min 승온 속도로 실시하

였다. 또한, 산처리 및 니켈 도금된 탄소나노튜브를 비교 분석함으로

써, 니켈 도금이 탄소나노튜브의 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다. Figure 4 (b)에서 산처리 된 탄소나노튜브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표면 산화 반응이 일어났으며, 약 550 ℃에서 열분해가 시작되어 약 

700 ℃에서 반응이 종료되었다. 니켈 도금된 탄소나노튜브는 300 ℃ 

부근에서 열분해가 시작되어 약 630 ℃에서 종료되었다. 산처리된 탄

소나노튜브보다 니켈이 도금된 탄소나노튜브가 더 낮은 온도에서 열

분해가 시작된 것은,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자리 잡은 니켈이 촉매작

용을 일으켜 탄소나노튜브의 연소를 촉진시킴으로써 나타난 현상으

로 사료된다[20]. 5NC의 경우 1NC 및 3NC와 비교하였을 때 탄소나

노튜브 표면에 도금된 니켈의 함량이 더 많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Table 3), 280 ℃의 낮은 온도에서 가장 먼저 열분해가 시작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ure 5는 고분자 내 탄소계 충전재의 함량에 따른 시편의 인장강

도(tensile strength)와 탄성률(Young’s modulus)을 나타낸 결과이다. 

시편은 탄소나노튜브와 탄소섬유의 함유량에 따라 각각 3개의 시편을 

제작 및 실험하였다. 먼저 Figure 5 (a)의 인장강도는 탄소나노튜브 

0.5 wt%가 강화된 시편에서 18 MPa 값이 측정되었으며 1.0, 1.5 wt%

에서는 각각 29, 34 MPa의 점차 증가되는 인장강도 값을 보이므로 탄

소나노튜브가 증가된 복합소재일수록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ure 5 (b)는 인장시험의 원 데이터에서 응력과 변

형률의 기울기를 통하여 얻게 되는 탄성률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5 

(b)에서 복합소재의 탄성률은 탄소나노튜브의 함량이 0.5 wt%일 때 

0.9 GPa을 나타냈으며, 1.0 wt%와 1.5 wt%에서 각각 1.5 GPa와 1.7 

GPa로 점차 증가됨을 보였다. 이는 고분자소재 자체에 비해 탄소나노

튜브 자체의 탄성률이 매우 큰 값을 가지므로, 탄소나노튜브의 투입

량이 점점 증가된 복합소재일수록 높은 탄성률을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Figure 5 (a)의 인장강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소나노튜

브가 증가된 모든 시편의 탄성률이 증가를 보였는데, 실험했던 범위 

내에서는 충전재의 양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탄성률이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탄성

률은 첨가되는 탄소나노튜브의 함량이 증가될수록 증가한다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Figure 5 (a)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0.5 NCZ 시편에 탄소

섬유를 각 함량에 따라 첨가하였을 때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탄성률

의 변화를 Figure 5 (c)와 (d)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ure 5 (c)에서 각각

의 시편들은 Figure 5 (a) 0.5 NCZ (18 MPa)보다 모두 5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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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phylococcus aureus (b) AsP (c) 1.5 CFZ (d) 1.5 NCFZ

The initial number of bacteria (The number of bacteria/cm2) 1.3 × 104 1.3 × 104 1.3 × 104 1.3 × 104

After 24 h 1.9 × 104 5.8 × 103 1.3 × 10 < 0.6

Antibacterial activity value (log) - 0.5 3.2 4.5

Table 4.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Value of ZnO/Ni-CNTs Composites Towards Staphylococcus Aureus

(a) Escherichia coil (b) AsP (c) 1.5 CFZ (d) 1.5 NCFZ

The initial number of bacteria (The number of bacteria/cm2) 1.3 × 104 1.3 × 104 1.3 × 104 1.3 × 104

After 24 h 1.3 × 106 8.1 × 103 2.3 × 102 1.3 × 10

Antibacterial activity value (log) - 2.2 3.7 5.0

Table 5. The Antibacterial Activities Value of ZnO/Ni-CNTs Composites Towards Escherichia Coil

(a)
 

(b)

Figure 6. (a) Impact strength of 5NC/ZnO 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b) Impact strength of 5NC/ZnO 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as function of carbon fiber contents. 

된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5 NCFZ에서 최고 36 MPa 

값이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ure 5 (a)의 최고 값을 보

이는 1.5 NCZ보다 약 6% 더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장강도와 마찬가지로 Figure 5 (d) 시편의 탄성률도 0.5 NCZ (0.9 

GPa)보다 각각 80% 이상의 증가를 모두 보이며, 1.5 NCFZ에서 최대 

2.0 GPa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탄소섬유가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탄성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6는 복합소재 내 탄소계 충전재의 함량에 따른 시편의 충격강

도(Impact strength)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ure 6 (a)에서 복합소재 내

에 강화되는 탄소나노튜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시편의 충격강도가 상

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1.5 NCZ에서 최대 13 kJ/m2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복합소재 내에 탄소나노튜브의 효과적

인 분산으로 인해, 고분자 내에 탄소나노튜브의 함량이 증가될수록 우

수한 물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Figure 6 (b)에서 시편

의 충격강도는 탄소섬유의 함량이 증가될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복합소재 내에 첨가되는 탄소섬유의 함량

이 증가될수록 그에 따른 고분자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때, 감소된 고분자 수지가 첨가된 섬유의 기지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

하게 되어, 순간적으로 시편에 가해지는 충격을 복합소재가 모두 흡수

하지 못하고 파단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기계적 강도 특성에서 최적화된 값을 나타낸 1.5 NCFZ와 미처리 

복합소재의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에 대한 항균특성을 비교하여 

Table 4과 Table 5에 각각 나타내었다.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용기에서 주로 발생되는 식품 위생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세균이다. 항균 특성 실험은 타깃 세균인 황색포도

상구균 및 대장균을 34 ℃-36 ℃에서 24 h 정치 배양 후 복합소재 표

면에 남아있는 균수를 계산하여 항균 활성치를 나타내었다. 먼저 

Table 4에서 초기 균수는 모두 일정한 1.3 × 104으로 확인할 수 있으

나 24 h 후 황색포도상구균은 1.9 × 104로 증가되었으나, AsP 5.8 × 

103, 1.5 CFZ 1.3 × 10, 그리고 1.5 NCFZ < 0.6으로 초기 균수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균수와 24 h 

배양 후 균수의 편차를 계산하여 항균 활성치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

며, 활성치 값이 2.0 log 이상을 가질 때 항균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Table 4에서 산 처리된 탄소나노튜브와 ZnO가 첨가

된 1.5 CFZ 시편의 항균 활성치는 3.2 log를 보이며, 니켈 코팅된 탄

소나노튜브와 ZnO가 첨가된 1.5 NCFZ 시편은 4.5 log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니켈은 은과 같은 살균작용을 가지는 금속 소재

로써 산처리 된 탄소나노튜브로 강화된 복합소재에 비해 세균 박멸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5 또한 초기 균수

는 모두 일정한 1.3 × 104을 보이며, 니켈 도금된 탄소나노튜브가 첨

가된 복합소재의 시편이 1.3 × 10으로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항균 활성치 값은 모두 2.0 log 이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고분자 자체의 낮은 수분투과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소재는 수분의 출입이 원활하지 않으므

로 세균의 번식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소재이다. 따라서, Table 5의 대

장균에 대한 복합소재의 항균 활성치는 상대적인 값으로 AsP와 비교

하여 니켈 코팅된 탄소나노튜브가 첨가된 1.5 NCFZ이 2배 이상의 항

균 활성치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복합소재의 항균성 및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

키고자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니켈 금속을 코팅하였으며, ZnO 항균 필

러를 함께 도입하여 하이브리드 필러 나노복합소재를 제작하였다. 니

켈은 시간에 따라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도금처리 되었으며, 도금된 

니켈의 형상 및 변화는 XRD, SEM 및 TGA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

다. 가장 높은 니켈 코팅 함량을 보이는 5NC를 사용하여 나노복합소

재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나노복합소재의 기계적 강도를 평가

하였다. 인장강도 및 탄성률은 첨가되는 탄소나노튜브의 함량이 증가

될수록 최대 36.5 MPa와 2.0 GPa까지 각각 향상된 값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인장특성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0.5 NCZ 시편에 0.5 

wt%의 탄소섬유를 첨가하였을 때, 초기 값에 비해 인장강도가 49%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나노복합소재의 기계적 

물성은 탄소나노튜브 및 탄소섬유에 함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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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나노복합소재의 항균성

은 탄소나노튜브 및 ZnO충전재가 강화되었을 때 0.5 log에서 3.2 log

로 향상되었으며, 니켈 코팅된 탄소나노튜브가 강화되었을 때 4.5 log

으로 최상의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니켈과 같은 

금속 입자가 나노복합소재에서 세균에 대한 박멸 및 살균 효과의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NC/ZnO 강화 나노

복학소재의 경우 우수한 항균 및 기계적 특성을 보이므로 항균력을 

가진 음식물 수거용기로서의 응용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되나, 음식

물 수거용기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가 대량공정에 적합하지 않은 고가

인 문제점을 보인다. 따라서, 기계적 및 항균성 특성의 고기능화를 유

지하면서 대량공정이 가능한 고가 소재 대체에 대한 저가 소재 개발 

및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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