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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the antibacterial effect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LA composites with in organic porous zeolite-

type bacteriocides. The specimens were prepared by an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 using different con-

tents of inorganic bacteriocide. The degree of dispersion of the in organic bacteriocide in the PLA composite was confirmed

by FE-SEM. The contents of Ag and Zn in the composite were also investigated by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at dif-

ferent concentrations of the inorganic bacteriocide. The antibacterial effects were analyzed by turbidity analysis, shaking

culture, and drop-test. The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the tensile and flexural properties, impact strength, and physical

properties, were also investigated. As the content of inorganic bacteriocide increased, the antibacterial activity was

increased, especially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Mechanical properties, namely, tensile strength, elongation, flexural

strength, and impact strength, tended to decrease with an increase in inorganic bacteriocide content, but the tensile and flex-

ural modulu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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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각 국가에서 관심이 크다. 또한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

로 자원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함과 동시에 많은 양의 폐

기물을 배출함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토지에 매립할 경우 분해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소

각 시에는 고열과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

반적인 고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만, 수명이 다한 경우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

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

근에는 미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가 각광받고 있으며 친환경 소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된다. 생분해성 고분자는 옥수수, 감자와 같은 식물의 전분에

서 원료를 추출하여 생산되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이다. 생분

해성 고분자의 개발은 천연자원의 재활용 및 석유자원의 의

존성 감소,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간주된다. 그 중 대표적

인 생분해성 고분자는 Poly(Lactic-Acid)로 석유화학계 고분

자를 대체 가능한 잠재력이 큰 생분해성 열가소성 플라스틱

으로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 개발이 진

행 중에 있는 재생 가능한 고분자 소재이다.1,2 PLA는 성형성,

내열성 및 기타 물성이 우수해 다양한 용도로 응용이 가능하

며 특히 생체적합성 및 생체흡수성을 활용한 수술용 봉합사

로 의학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3 일회용 식품 용기로 식품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특히, 의료 및 식품분야에 취약한

균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PLA를 이용하여

항균성을 부여한 연구는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4 이렇듯

여러 질병과 균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균제 또는 항

균성을 가지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에

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육아용품, 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

료용품 등에 항균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5-8 항균 효과가 있다

고 알려진 은 또는 아연을 함유한 고분자 복합체에 대한 항

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 은(Silver, Ag)은 예부터 식

기, 수저와 같은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다른

금속과 달리 무독성으로 미생물 체내의 신진대사 기능을 여

러 방면으로 억제하여 650여종의 유해 세균을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9-11 신진대사 기능 억제 외에도 금속 은(Ag)이

방출하는 은 이온(Ag+)의 전기적 능력으로 미생물의 생식기

능에 영향을 주어 뛰어난 항균 및 살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연(Zinc, Zn)은 임상실험에서 면역조절

과 항균 효과 등을 나타내며,12 아연이 함유된 상처 드레싱은

상처관리에 이용되고 있으며, 산화아연은 피부 궤양 등의 치

료 보조제로 이용되고 있다.13
†Corresponding author E-mail: dsbang@kumo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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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열가소성 플라스

틱 중 하나인 Poly(Lactic-Acid)에 항균특성 부여를 위하여 제

올라이트계 무기항균제를 첨가한 PLA 복합체를 이축압출기

를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복합체의 항균 효과와 기

계적 특성 변화를 고찰하였다.

Experimental

1. 재료

본 실험에서 고분자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고

분자 매트릭스로 사용한 Poly(Lactic-Acid)는 NatureWorks

LLC에서 2003D를 구매하였으며 항균성을 부여하기 위한 충

전제인 inorganic bacteriocide (IB)는 ㈜씨앤드씨에서 3~4 µm

인 백색 분말형태의 Bactecide-N을 구매하였다. Agar powder

(Daejung), nutrient broth (BD), peptone (Daejung)은 미생물

배양에 사용하였다. Drop-test 실험에 사용한 phosphate buffer

saline 용액은 potassium diphosphate (Daejung), dipotassium

phosphate (Daejung), chloric acid (Daejung)를 사용하여 제조

하였다. 또한 균 실험에 사용한 미생물은 그람 양성균인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ATCC 6548)와 그람 음성균

인 Klebsiella pneumoniae (K. pneumoniae, ATCC 4352)를 미

생물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 KCTC,

(http://kctc.kribb.re.kr)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샘플 제조

2.1. 압출공정을 이용한 복합체 제조

압출 공정에 앞서 PLA와 inorganic bacteriocide를 80oC 건

조 오븐에서 8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PLA 복합체의 샘플함

량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복합체는 Bautek사의 Intermesh-

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 (BA-11, Screw Diameter:

11 mm, L/D=40)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압출조건은 온도 구

간은 150~175oC, 스크류 속도는 20 rpm로 설정하였다(Table

2). 복합체를 압출하기 전에 PLA와 inorganic bacteriocide는

충분히 premixing 해주었다. Die를 통해 빠져 나온 압출물은

펠렛타이저를 거쳐 pellet로 제조되었다.

2.2. 시편 제조

PLA 복합체의 펠렛을 건조 오븐에서 80oC에서 8시간 동안

충분히 건조시켰다. 항균 시편을 제조하기 위하여 압축성형

(heating press controller, GE-122S, ㈜국제싸이엔)을 이용하였

으며, compression molding machine을 180oC로 예열한 후, 시

트형태로 제작하였다. 압축 온도는 180oC로 설정하고 압력은

500, 1000, 1500 psi에서 각각 1분씩 유지하였다. 몰드를 냉각

시킨 후, 몰드에서 시트를 떼어내고 항균 실험에 사용하기 위

해 가로, 세로(1 cm × 1 cm)를 잘라 시료 시편으로 사용하였

다. 기계적 물성 시편의 경우에는 injection molding (Pro-

WD80, Dongshin Hydraulics Co., Ltd.)을 이용하였고, 사출조

건은 Table 3과 같이 온도 구간은 hopper에서 nozzle까지

160~180oC로 설정하였으며, 금형의 온도는 상온으로 유지, 냉

각시간은 20초로 설정하였다. 

3. 항균 특성

3.1. 탁도 분석법

복합체에 의한 그람 양성균 S. aureus 및 그람 음성균 K.

pneumoniae의 균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탁도 분석법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S. aureus와 K. pneumoniae는 전 배양 후,

분광광도계(Agilent 8453, Agilent Technologies)를 이용하여

660 nm에서 균의 탁도(Optical Density, O.D)값이 0.5인 시료

를 채취하여, NB medium으로 1,00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시험관에 3 mL씩 분취한 후, 제작한 복합체(0~20 wt%) 시편

Table 1. Formulations of PLA Composites with 0~20% IB

Sample
Poly(Lactic-Acid) 

(wt%)

Inorganic Bacteriocide 

(wt%)

PLA/IB

composites

100 0

95 5

90 10

85 15

80 20

*IB: Inorganic Bacteriocide

Table 2. Conditions of Extrusion Process for Preparation of PLA

Composites 

Extrusion

Temperature (oC)

Cy1 150
Screw speed 100 rpm

Cy2 155

Cy3 160
Feed rate 20 rpm

Cy4 165

Cy5 170
Screw configuration 3-Kneading block

Die 175

Table 3. Conditions of Injection Molding Process for the Prepa-

r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Test Specimen of PLA Composites

Injection molding

Temperature (oC)

Cy1 165
Injection pressure 70 kgf/cm2

Cy2 170

Cooling time 20 sec

Cy3 175

Mold temperature Room Temp.
Cy4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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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 시험관에 4장씩 넣고 shaking incubator에서 배양하였

다. 6시간 배양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O.D660 nm의 변화

를 측정하였다.

3.2. 진탕 배양법

S. aureus 와 K. pneumoniae의 균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먼

저, 균을 전 배양 한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O.D660 nm값

이 0.5 일 때, NB medium으로 1,000배 희석하여 시험관에 3

mL씩 분취한 후, 각 시험관에 복합체(0~20 wt%)를 4장씩 넣

고 shaking incubator에서 배양시켰다. 6시간 배양 후, 균액

100 μL를 NB medium으로 105배 희석하여 NB agar medium

에 희석된 균액 100 μL를 spreading 하였다. 배양기(Incubator,

Figure 1. FE-SEM data of PLA composites with 0~20%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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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701, LABOTECH)에서 37oC, 15시간 배양 후, 생성된 콜

로니(colony) 수를 측정하였다.

3.3. Drop-Test

복합체 표면 위에서의 항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drop-test

를 사용하였다. 전 배양 후, S. aureus와 K. pneumoniae는 분

광광도계를 이용하여 O.D660 nm 값이 0.5를 나타낼 때, NB

medium으로 1,000배 희석하였다. 1 cm × 1 cm로 일정한 크기

의 복합체(0~20 wt%) 시편을 24 well-cell culture plate에 위

치시킨 후, 복합체 표면 위에 균액 100 μL를 dropping하고,

37oC incubator에서 6시간 배양하였다.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증류수를 incubator 내에 배치하였다. 배양 후, 1x phosphate

Figure 2. SEM-EDS data of composition ratio of PLA composites with 0~20%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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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saline (pH 7.3) 900 μL로 복합체 표면 위의 균을 희석

시킨 후, NB agar medium에 균액 100 μL를 spreading 하였

다. 37oC인 incubator에서 15시간 배양 후, 생성된 콜로니 수

를 측정하였다. 

4. 기계적 특성

인장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편은 ASTM D638 규격에 따

라 제조하였고, Universal Test Machine(AG-50kNX Plus,

Shimadzu)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50 kN의 load

cell을 사용하였고, crosshead speed는 50 mm/min로 설정하여

인장강도와 인장탄성률, 신장률을 측정하였다. 굴곡특성은

ASTM D790 규격에 따라 시편을 제조하였으며, load cell은

50 kN을 사용하였고, crosshead speed는 5.1 mm/min으로 설

정하여 굴곡강도와 굴곡탄성률을 측정하였다. 충격강도의 경

우 ASTM D256 규격에 따라 시편이 제조되었으며, 중앙 부

Figure 3. SEM-EDS graph of PLA composites with 0~20%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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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께가 10.16 ± 2 mm가 되도록 notch 작업을 한 후 notched

izod impact test를 실시하였다. 기계적 특성은 시편 별로 각 5

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5. 형상학적 특성

복합체에 분포된 무기항균제의 분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FE-SEM, JEOL, JSM6380)을 이용하여 인장

강도 시험 후 생긴 파단면을 관찰하였다. 또한 복합체의 표면

형태와 구성 성분 분석을 이온증착기(E1020, HITACHI)를 이

용하여 무기항균제 함량에 따른 Ag와 Zn의 흡착된 양의 측

정을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분석법을 사용하

였다.14 모든 시편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sputtering 방법

으로 아르곤 가스 존재 하에서 표면에 백금(Pt)으로 12초간 코

팅 후 형상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형상학적 특성

PLA 복합체 내에서 inorganic bacteriocide의 분산과 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인장특성 측정 후의 PLA/IB 복합체 파단면

을 관찰한 SEM 이미지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inorganic bacteriocide의

입자 수가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PLA 매트릭스 내

에 inorganic bacteriocide가 고르게 분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를 통하여 PLA와 상용성이 없는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계적 특성에서 인장강도와 신장률, 굴

곡강도 및 충격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PLA/IB 복합

체의 표면과 표면 성분을 SEM-DES로 확인한 이미지를

Figure 2와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의 분석결과를

Table 4에 정량적으로 나타내었다. C와 O는 PLA의 구성성분

이고, Si, Al, O는 inorganic bacteriocide의 제올라이트 성분

이다. 또한 Ag, Zn은 제올라이트에 흡착되어 항균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Si, Al, Ag, Zn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2. 항균 특성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에 따른 PLA/IB 복합체의 항

균력은 탁도분석법(Figure 4), 진탕배양법(Figure 5), Drop-test

법(Figure 6)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세가지 항균측정

법 모두에서 PLA/IB 복합체는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항균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4의

탁도 분석법에서는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O.D660 nm 값이 감소하였다. 이는 그람 양성균인 S. aureus

및 그람 음성균인 K. pneumoniae 모두에서 PLA/IB 복합체가

항균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inorganic bacteriocide

의 함량이 20 wt%에서는 두 균 모두 90% 이상의 높은 항균

력을 보였다. 진탕 배양법 결과에서는 S. aureus는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이 10 wt% 이상일 때의 콜로니 수가 1% 이

하가 되었고, [Figure 5(a)] K. pneumoniae는 20 wt%의 inorganic

bacteriocide에서 1% 미만의 콜로니를 나타내었다. [Figure

Table 4. Composition Ratio of PLA Composites with 0~20% IB

Composites

(wt%)

Composition ratio of PLA composites

C O Al Si Zn Ag

Neat PLA 55.89 44.18 *N.A. N.A. N.A. N.A.

PLA/IB 5 wt% 54.55 43.80 0.54 0.76 0.30 0.02

PLA/IB 10 wt% 54.35 42.88 0.87 1.14 0.64 0.04

PLA/IB 15 wt% 52.63 43.07 1.21 1.91 1.22 0.05

PLA/IB 20 wt% 50.99 42.58 1.74 2.48 1.56 0.07

Figure 4. Bacterial growth assayed by turbidity change. Each

sample has different PLA composite containing 0~20% inorganic

bacteriocide (IB); (a) S. aureus and (b) K. pneumon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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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이 결과로 복합체에 존재하는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이 S. aureus에서는 10 wt%, K. pneumoniae에서는 20

wt%가 항균성에 필요한 inorganic bacteriocide의 농도임을 알

수 있다.15,16 Drop-test는 동일한 복합체의 표면에 노출된 균

의 수를 측정한 결과로 S. aureus는 inorganic bacteriocide 함

량이 10 wt% 이상에서 콜로니 수가 1% 미만인 99% 이상의

항균력을 보였으며, K. pneumoniae에서는 15 wt% 이상의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에서 99% 이상의 항균력을 나타내

었다(Figure 6). 즉 inorganic bacteriocide 10 wt%의 복합체에

서 항균력이 S. aureus 99%, K. pneumoniae 23%를 나타내어

그람 양성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3. 기계적 특성

Figure 7~9는 인장특성의 결과로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에 따른 PLA/IB 복합체의 인장강도와 인장탄성률, 신장

률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복합체는 inorganic bacterio-

cide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와 신장률은 감소하는 경향

Figure 5. Bacterial growth assayed by shaking method. Each

sample has different PLA composite containing 0~20% inorganic

bacteriocide (IB); (a) S. aureus and (b) K. pneumoniae.

Figure 6. Bacterial growth assayed by drop-test method. Each

sample has different PLA composite containing 0~20% inorganic

bacteriocide (IB); (a) S. aureus and (b) K. pneumoniae.

Figure 7. Tensile strength of PLA composites with 0~20%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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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다. 이는 매트릭스인 PLA와 충전제인 inorganic

bacteriocide 간의 상용성이 없어 외력에 대한 복합체 내의 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crack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 판단된다. 반면에 inorganic bacteriocide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탄성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고분자보다 탄

성률이 높은 금속 성분으로 구성된 제올라이트계 inorganic

bacteriocide의 작용으로 사료된다. Figure 10, 11은 굴곡특성

으로 PLA에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의 변화에 따른 복

합체의 굴곡강도와 굴곡탄성률 변화를 나타내었다. PLA/IB

복합체는 첨가된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이 증가할수록 굴

곡강도가 감소하며, 이는 매트릭스와 충전제 간의 상용성의

부재와 inorganic bacteriocide의 첨가로 굽힘에 대한 저항성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반면, 굴곡탄성률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탄성률이 높은 금속의 함량 또한 증가함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2는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에 따른 PLA/IB 복합체의 충격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

며,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충격강도 값

이 감소하였다. 이는 매트릭스인 PLA와 inorganic bacterio-

cide의 상용성 부재로 외부 충격으로 발생된 crack 형성에 좋

은 환경형성과 복합체 내 분산되어 있는 inorganic bacteriocide

의 상호작용 증가로 내충격성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8. Tensile modulus of PLA composites with 0~20% IB.

Figure 9. Elongation at break of PLA composites with 0~20% IB.

Figure 10. Flexural strength of PLA composites with 0~20% IB.

Figure 11. Flexural modulus of PLA composites with 0~20% IB.

Figure 12. Impact strength of PLA composites with 0~20%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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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Poly(Lactic-Acid)에 Ag, Zn이 포함된 zeolite

계 inorganic bacteriocide를 첨가하여 항균 효과 및 기계적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에 따른 항균성을 부여한 PLA/IB 복합체를 제조한 후 항

균 특성, 기계적 특성 및 형상학적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였으

며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LA/IB 복합체의 파단면으로 FE-SEM을 통해 확인한 결

과, PLA에 inorganic bacteriocide가 잘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PLA/IB 복합체의 표면을 SEM-EDS로 관찰 한

결과,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체

에 존재하는 Ag와 Zn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Ag와 Zn을 함유한 inorganic bacteriocide가 박테리

아의 생장을 억제하여 항균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2. 항균력 측정은 세가지 방법, 즉 탁도 분석법, 진탕 배양

법, drop-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가지 방법 모두에서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PLA/IB 복합체의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람 양성균인 S. aureus의 항균력

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인장강도와 신장률, 굴곡강도의 경우 inorganic bacteriocide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PLA/IB 복합체의 인장강도, 신장률과

굴곡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PLA와 inorganic

bacteriocide는 상용성이 없어 외력에 대한 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트릭스 내에 crack으로 작용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Inorganic bacteriocide 함량에 따른 PLA/IB 복합체의 인

장탄성률 및 굴곡탄성률은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PLA에 비하여 탄성

률이 높은 금속으로 구성된 제올라이트계 inorganic bacteriocide

의 작용으로 인장탄성률 및 굴곡탄성률이 증가하여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5. 충격강도 또한 inorganic bacteriocide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값이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으며, 이는 인장강도 및 굴곡강

도와 마찬가지로 매트릭스와 충전제 간의 상용성의 부재로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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