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나노은을 이용한 저수조 항균 코팅제에 관한 연구

박정제, 권태혁, 최정화*, 진수영, 김선애, 강기화, 백귀선, 백원섭

수질분석과

A Study on Antibacterial Coating Materials using Nano-Silver 

in a Water Tank 

Jung-Jae Park. Tae-Hyok Kwon. Jeoung-Hwa Choi*. Su-Young Jin. 

Sun-Ae Kim. Gi-Hwa Kang. Gui-Seon Baek. Won-Sub Baek. 

Water Analysis Division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eco-friendly coating materials that have 

anti-bacterial capacity by using nano-silver, could be prevent the 

drinking water pollution in a water tank. 

Various organic injurious compounds such as Toluene, Ethylbenzene, 

Xylene, phthalate and MIBK were detected in the elution of a water 

tank coated with epoxy. In case of epoxy materials without adding 

nano-silver, bacteria look like decreased due to toxins such as organic 

compounds. Heavy metals and organic compounds were not hardly 

detected in water tanks coated with Hwangto and Ceramics which were 

eco-friendly materials. Hwangto and Ceramics were coated by 

nano-silver more than them without nano-silver can extremely limited 

the growth of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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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 구 개 요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00년  초반 근 적 상수도 설비가 도입된 후 우리나라 상수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1970년  경제, 산업,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로 인해 인구의 도시집중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용수 수요를 크  증  시켰으며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상수원수

의 수질오염, 수도시설의 낙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전 국민의 수돗물에 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에서는 수돗물 원수 및 정수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정수처리 기준강화, 정수장 평가제, 기술지원, 기술진단 등을 

통해 취수원, 정수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고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수돗물 수

질개선으로 연결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은 배․급수관 분배

시스템에서 오염될 뿐만 아니라 단위 아파트, 형건축물의 수돗물을 보관하는 지하저

수조, 고가수조, 옥내 급수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공급과정에서 2차 오염문제가 제기 되

었다. 따라서 이들 시설물들에 한 적정관리가 중요문제로 부각되었고 특히 아파트를 비

롯한 형건축물의 지하저수조는 수돗물이 전달되는 과정에 가장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종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생물에 의한 질병 및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보고되면서 

이에 한 방지를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염소계열의 살균제에 의존해 왔던 미

생물 감염 예방은 인체에 무해하고 따로 소독을 하지 않아도 미생물 감염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항균 위생물질에 한 개발이 적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지하저수조는 안정적인 배･급수 체계의 구축과 비상시 식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차원에서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나, 기존의 저수조는 오랜 체류시간으로 인해 잔

류염소 농도 유지가 어렵고 저수조 재질, 퇴적층의 상태, 벽체 등 생물막의 형태와 환경 

조건에 따라 미생물 재성장 가능성이 단히 크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 내 저수조의 재

질은 FRP, PE, 스테인레스(STS)강판, SMC, 콘크리트로 제작 또는 건설되었다. 이중 건

물 건설시 콘크리트로 지하에 구축된 저수조는 콘크리트면을 그 로 놓아둔 무도장 형태

와 콘크리트 표면에 부식방지와 오염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코팅한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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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재로는 액상 에폭시 수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계통의 수지 도료와 

비교할 때 소재에 한 접착력, 내수성, 내약품성, 강도 등이 뛰어나고 경제성, 작업성이 

우수하여 급수, 저수 분야에 30년 가까이 사용되어온 도료이다. 그러나 에폭시 도장을 한 

경우 먹는물에서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MIBK 

등 각종 유해 영향 유기화합물들이 용출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체에 무해하고 내수성과 접착

력이 강하며 안정성이 뛰어난 무기계 항균 물질을 이용한 코팅제의 개발로 수질을 개선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2 연구목적 및 내용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각종 용도의 많은 건물들이 량으로 보급되

어 건물의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새로운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이 높아지

면서 먹는물에 한 관심이 높아져 오염여부는 민감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

해 건물 급수의 질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 적으

로 필요한 시점에 있다. 즉 공동주택단지나 형건물은 사유재산에 속하여 지금까지 관리

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였고 먹는물 관리가 중앙집중식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

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먹는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는 건물의 수명만큼이나 오래 사용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다중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먹는물 용기와는 개

념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저수조의 재질과 코팅재는 먹는물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게 됨으로 이제 국민 건강차원에서 저주조 재질로는 어떤 재질이 가장 적합하고 위생적

이며 친환경적인 재질인가를 판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과 형빌딩의 지하 저수조, 마을상수도 배수지 등 

먹는물에 한 수질 안정성 확보 및 저수조로 인한 2차적 오염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맛

있는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방수 기능 외에 유해 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서 나노은을 이용한 항균코팅 물질을 개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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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주요 연구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1>

첫째,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급수 저수조 코팅재를 회사별로 구분하여(국내 A,B,C,D사) 먹는

물 분석 일반항목 및  중금속, 유기화합물질 등 용출물질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나노은을 첨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변화 하면서 미생물 성장 속도를 비교 관찰

하여 살균 및 항균 효과의 기능성을 연구한다. 

셋째, (주)오스모, 티오켐(주), 한주택공사 환경 에너지 개발팀과 기술 협력하여 친환경

소재 저수조용 항균 코팅제를 개발한다.

연  구  범  위 연  구  내  용

 저수조 재질 및 도장재의 재료별 특성분석  ◎ 저수조 재질의 종류와 재질별 특성

    - 콘크리트,강판,STS,FRP,SMC,PDF(HDPE)

 ◎ 저수조 도장재의 종류와 특성

 ◎ 저수조 도장재에 의한 유해유기물질 용출분석

    - GC/MS로 확인된 용출 물질

 나노은을 이용한 에폭시 코팅재의 항균  ◎ 나노은 기술 및 특징

 특성 분석  ◎ 나노은의 항균 메카니즘

 ◎ 나노은 함량별 미생물 살균 및 항균력 비교 

     분석 

 친환경 소재와 나노은을 이용한 저수조  ◎ 황토의 구성 및 일반적 성질

 코팅제의 특성 분석     - 황토의 구성 광물 및 문헌연구 

      (황토의 역사, 효능 및 민간요법) 

    - 황토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

 ◎ 친환경 코팅제 (황토,세라믹,백색시멘트)용출실험

    - 먹는물 수질 항목 및 GC/MS 분석

 ◎ 나노은 함량별 최적 살균, 항균력 비교 분석  

<표 1-1> 연구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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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 효과

21세기는 “웰빙의 시 ”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모든 점에서 최상의 쾌적함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 친화적이며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생물학적으로 유해하

지 않는 친환경, 항균 저수조 코팅제의 개발로서 발생되는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항균 및 살균 기능의 친환경적인 저수조 코팅제의 개발로 수질 오염을 방지한다.

② 아파트 공동주택 및 형건축물의 지하저수조 및 농․어촌, 도서지역의 마을 상수도 

배수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③ 염소계열 외 소독제 체품으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④ 저비용으로 수질 안정성을 확보한다.

⑤ 친환경 소재로 인한 수질 개선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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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수조 재질과 도장재료의 특성조사

2.1 저수조 재질 종류와 특성

저수조에서 수돗물이 체류하는 동안에 예상되는 수질 변화 요인은 저수조의 재질과 구

조 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공동주택 또는 형건축물에 저수조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조 재질의 역사를 보면 1960년 -RC(철근콘크리트), 1970년 -FRP, 1980년

-STS203, 1990년 -SMC, 2000년 -STS304, PDF, STS316/444, SMC보강제품, 

HDPE 등으로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다.

2.1.1 콘크리트 저수조

콘크리트 저수조는 시공이 보편화 되고, 타 재질에 비해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

여 용량 저수조에 적합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조 수축과 균열에 취

약하며, 지나친 알칼리성 재질로서, 그냥 사용하기에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에 방수 및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하여 내부 도장을 한다. 콘크리트 저수조의 장점으로는 

성형이 자유롭고 기계적 강도가 강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길다. 또한 보수가 용

이하고 표면강도가 높아 부재의 접착이나 설치가 용이하다. 단점으로는 산에 약하고 염소

이온에 의해 중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성화가 되면 알칼리 용출로 인해 식수로 부

적합하기 때문에 코팅을 하게 된다. 1990년 부터는 수돗물 전용 무용제형 에폭시수지도

료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최근에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코팅제도 개발되고 있으나 충분한 

임상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1.2 강판 저수조

강판 저수조는 값싸고 가공성과 작업성이 좋아 중․소형 저수조로 보급되었지만 1996년 

이후 거의 사라 졌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량의 저수조로 잔존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부

식에 의한 붉은 녹이 발생하므로 최소 3년에 1회 정도 무용제형 에폭시수지도료를 이용 

라이닝(Lining)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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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저수조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통상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불려지

기도 한다. FRP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복합되어 좋은 강도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수, 

내약, 내열성이 좋은 수지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한편, 항강력에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유

리섬유를 복합재료로 하여 내식성과 높은 강도를 동시에 갖는 재료이다. 비중이 철의 1/4 

정도로 단히 가벼운 반면 중량에 한 강도비는 크다. 열전도율이 철의1/180 밖에 되

지 않아 보온 보냉이 필요 없으며 내식성, 내약품성이 우수하여 금속과 치하여 모든 설

비와 건설기기 및 화학 산업 설비에 광범위하게 이용 되고 있다. 열경화성 수지이므로 고

온에서도 연화하거나 변형되지 않고 또한 저온에서도 부서지거나 크랙(Crack)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성형 작업이 양호하여 형설비나 복잡한 성형이라도 단 한번에 성형되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접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타 재질과의 혼성이 용이하고 반투명하여 내면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다. FRP는 

휄트로 된 유리섬유에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를 형틀에다 여러 겹으로 적층(積層)하여 

제조하며 표면부위에는 방수재의 일종으로 겔 코트(Gel Coat)라는 재질로 마감하는데 겔 

코트에는 스티렌모노머 라는 물질이 30~50%까지 포함되어 적절한 배합비율을 지켜야 

하며, 불완전 건조시 스티렌모노머의 용출 가능성이 많다. 또한 시간 변화에 따른 강도의 

감소로 유리섬유 용출가능성이 크고 탄성률이 적고 표면강도가 낮고 상처받기 쉬우며 알

칼리성 유기용제에 약하다. 가연성이 있으며 자외선에 약하다. 저수조의 특성상 내부 수

압을 받혀 주는 보강 가 필요하며 보강 는 내식성 자재로 사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볼트 및 너트 등의 보강재 교환이 필요하다. 

2.1.4 PE(PolyEthylene) 저수조

PE저수조는 1980년  후반에 금형 틀 속에서 사출제품으로 만들어져 10톤이하의 소용

량 저수조로서 가정용이나 소형빌딩의 고가수조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로 법의 사각지

에 설치 관리되고 있는 표적인 저수조이며, 값이 단히 싸고, 내약품성과 잘 깨지지 

않으며 이동성이 좋아 소위 물탱크라고 부르는 현장용 다목적 저수조로 많이 쓰인다. 이 

저수조는 단판의 저수조로서 햇빛이 투과하기 쉬우며 뚜껑부위가 열화에 의해 부스러지

기 쉬워 빗물 등의 침투가 쉽다. 햇빛이 투과될 경우 콘크리트 바닥부위의 복사열로 인하

여 수온이 상승되고 수온 상승에 의한 잔류염소 농도가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서 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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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 각종 미생물의 서식 조건을 충족시켜 조류(Algae)의 증식은 물론 심지어는 하

루살이나 실지렁이까지 나오는 원인이 되어 수돗물 불신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

다. 건축법상 물탱크실로 만들어진 실내에 꼭 설치되어야 하며, 부득이 외부 노출 설치 

경우 차광이 될 수 있는 보온커버와 차폐시설이 있어야 한다.

2.1.5 SMC(Sheet Molding Compound) 저수조

SMC저수조는 FRP와 같은 소재로 만들며 재료의 구성은 통상 유리섬유 25%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가 75% 정도의 비율로 일정한 모형의 금형 틀속에 넣어 고온에서 성형

압출시켜 제조하여 판재사이에 패킹을 넣어 볼트로 접합하는 저수조로 수지의 양이 수작

업 FRP저수조에 비해 많아 인장강도는 다소 떨어지나(타격에 약함), 반면에 착색이 가능

하며 내면이 매끄럽고 미려한 형상이 특징이다. 그러나 접속부위의 패킹재질을 저가형으

로 쓸 경우에는 이음부 고무경화로 인한 누수의 위험이 많고, 외부 접속부위의 볼트, 너

트를 일반의 스틸 볼로 쓰는 경우에는 쉽게 부식되므로 다소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버팀

와 함께 스테인레스강 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청소 시 알칼리성 유

기용제에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철수세미 등으로 연마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2.1.6 STS(Stainless Steel) 스테인레스강 저수조

스테인레스강은 철(Fe)에 일정량의 크롬(13%이상)을 넣어서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들

어진 강으로 필요에 따라 탄소(C), 니켈(Ni), 규소(Si), 망간(Mn), 몰리브덴(Mo)등을 소량

씩 포함한 복잡한 성질의 합금강을 말한다. 스테인레스강은 그 자체가 녹이 슬지 않는 것

이 아니라 그 표면에 생기는 산화피막에 의하여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와 산화물의 침

입을 방지하여 더 이상의 산화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재질로, 내식성과 위생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화성 분위기일 경우에는 부동태화가 쉽지만 환원성일 경우 보호피

막이 파괴되고 특히 물속에 녹아있던 염소가스에 의한 공식(Pitting Corrosion)과 용접열

에 의한 입계부식(Intergranular Corrosion), 금속과 금속 사이의 틈새부식(Crevice 

Corrosion)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염소가스의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기

관에는 반드시 배기 팬을 달아 주는 것이 좋으며, 저수조실 역시 결로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활한 환기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시 패널의 용접을 위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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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내부에 용접부위가 2.5㎝ 이상 돌출되어 잔수 처리가 매우 어렵고 수압을 지탱하기 

위한 보강 가 매 접합부위 코너에 설치되어 출입과 작업자의 위치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 분 사각 패널형 용접시 원통,웨이브형 용접시 사각 패널형 볼트 조립식

조 립

구 조

- 표준패널에 의한 전용접구조 - 표준패널에 의한 전용접 구조 - 표준패널 볼트조립

- 내부보강 - 무보강 - 내․외부 고강

특 성

- 용접에 의한 밀봉 누수 없음 - 용접에 의한 밀봉 누수 없음.
- 무용접으로 용접부 부식

   없음

- 국내실적 20년이상 검증되어 - 구조적 안정적,위생성 우수
- 비숙련공으로 조립 설치

  가능

   구조,위생성 안정적임 - 외부설치시 효율적임 - 볼트 조립에 의한 씰링

- 용량 수조 적합 - 내부보강이 거의 없어 유지   재부위 누수발생 우려

- 제작높이 7M까지 가능   관리가 용이 - 제작높이 한계(약5M)

<표 2-1> 스테인레스 저수조의 종류

  

항 목 STS 304 STS 316 STS 444 2205(Duplex)

주성분(%) Cr18, Ni8 Cr17, Ni11,Mo2 Cr18, Mo2, Nb0.4, Cr22, Ni5.6, Mo3

기

계

적

성

질

Y.S(㎏/㎟)

T.S(㎏/㎟)

EL(%)

경도(Hv)

33

68

55

160

31

66

53

160

36

52

30

170

54

75

45

250

자 성 비자성 비자성 자성 약자성

-가장 넓은용도 사용 -Mo 첨가로 내식성 -Cr계의 단점을 보 -300계와 400계의

-Ni이 함유되어 Cr보  고온 강도가  완하기 위하여 Mo  장점만을 혼합한 

특 성  다 내식,내열 기계적   뛰어남  을 첨가 내식성 향  2상조직으로 

 성질이 양호하여 가  상 -고온강도,고내식성

 공성이 우수 -고온 응력 부식성  적합

 에 강함

-가정용 주방용품 -화학(염료,초산,비 -내부 고온응력 부 -가스,석유화학

-식품,의료  료)  식용기(열교환기, -담수화 설비

-자동차,선박,건축 -식품,건축  온수가열기등) -열교환기,온수가열기

용 도 -온수 가열기 -열교환기,온수 가 -식품용기 -탈황설비

-물탱크  열기 -물탱크 -물탱크

-해수설비

-물탱크

<표 2-2> 스테인레스 재질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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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수조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강 종류에는 STS 203(용접접합된 제품), 

STS 304(녹발생 문제 해결노력), STS 316, STS 444, 2205(Duplux) 등으로 분류한다

(STS 328은 일본만 사용). 이중 담수 부위에는 STS 316이상, 물의 유동부위 이상 천장

재까지 STS 444이상 사용되어야 한다. 최근 STS 444 이상의 강종을 이용하여, 바닥면은 

평면으로 구성되고 절곡을 이용한 방법으로 벽체의 압력을 받게하여 내부의 보강 를 최

소화한 저수조도 출현하고 있다.

2.1.7 P.D.F, H.D.P.E 저수조 

PDF(Polyethylene Double Frame)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을 

원료로 하여 특수공법에 의해 Double Frame Panel을 제작하여 하니콤 구조를 형성함으

로써 압축강도 및 휨 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켜 형 저수조 탱크제작에 적합하며 안

전성이 뛰어나다. 특히 P.D.F. 저수조는 상수도에서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염소에 의해서

도 전혀 부식되지 않으며 패널이 이중구조를 형성함으로 압축강도가 뛰어나고, 공기 단열

층이 형성되어 보온효과가 뛰어나며 구조 및 규모에 제한 없이 제작이 가능하며 내부 보

강재의 간격이 넓어 청소와 유지 관리 등이 아주 용이하다.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저수조는 1990년  후반부에 출현하여 급속한 신장

세를 보이는 저수조로서 차세  저수조의 재질로 각광 받을 수 있는 소재다. HDPE는 

Engineering Plastic의 하나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는 소재이다. 고밀도 폴

리에틸렌은 인장강도나 내충격성은 물론 내화학성도 갖추고 있으며, 소재의 착색이 용이

하며 매끄러우나 경도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흠이 있다. 

2.2 저수조 도장재의 종류와 특성

2.2.1 저수조 도장재의 특수성

저수조의 도장은 내부도장과 외부도장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저수조 내부 

도장에 하여 기술 한다. 저수조의 도장은 부식을 방지하고 사용 수명을 연장시킴과 동시

에 저수조 내부 벽면에 서식하는 각종 미생물의 부착을 막아주며 외관상 청결감을 주는 

효과를 겸하게 된다. 저수조의 도장은 그 특수성으로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으므로 신속한 

작업을 요하고 빠른 시간 내 건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먹는물에 해롭지 않은 도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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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되고 공기 소통이 잘 되지 않은 저수조 내부에서 작업을 하므로 심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작업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도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하여 최근에는 바탕 콘크리트와의 접착성이 좋고 보강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

수 에폭시합성수지 도료가 많이 개발되어 실용화 되고 있다. 에폭시 수지는 1920년  후

기에 개발되어 도료, 접착제, 방식제, 성형제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수용성

이 없어서 접착이나 경화작용에 방해받지 않고 수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도료들로 개발되

었다. <그림 2-1>과<그림 2-3>는 에폭시 수지의 화학적 구조와 경화된 에폭시 수지의 

구조를 나타내었다[3]. 특히 저수조 내부용 도료는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질식위험과 인

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에폭시수지도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결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무용제 에폭시합성수지도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2-1> 에폭시 수지의 구조(Bisphenol-A)

<그림 2-2> 에폭시를 기초로하는 비닐에스터 수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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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경화된 에폭시 수지의 구조

2.2.2 저수조 도장재의 종류

에폭시 수지 도료는 다른 계통의 수지 도료와 비교할 때 경제성과 작업성이 우수하여 급

수, 저수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저수조 내부 도장으로는 유성에폭시 도장과 

수성에폭시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었던 수용성 에폭시는 작업 용이

도 에서는 탁월하지만 콘크리트의 양생 연수가 길어 습윤 면에 칠한 것과 다름이 없어, 청

소 시 박리되거나 묻어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저수

조 내부 도장용 에폭시 수지 도료의 형식과 각각의 특성에 해 살펴본다. 

(1) 수성 에폭시 도료

주제(에폭시수지)를 유화시키고 경화시킬 수 있는 변성 아민을 경화제로 사용한 도료로

서 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희석제로 물을 사용한다. 제조사에 따라서는 소량의 수용성 유기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수성 에폭시 도료가 수질 관계에만 사용할 뿐 아니

라 토목, 건축 분야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건조 속도는 온도보다도 주위의 습도에 더 영향

을 받으므로 탱크 내부에 도장할 경우 내부의 습도를 낮추어 주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

며 장마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

화가 이루어지면 도막의 강도나 물성이 떨어져 내수성이 현저히 약화되며 결국은 수질을 

오염시키게 된다. 더구나 규정된 도막 두께를 이루기 위하여 완전 건조 되지 않은 도막을 

중첩하여 올린 후 담수 하게 되면 치명적 수질 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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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제형 에폭시 도료

도료에 유기 용제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용제가 증발하여 건조 도막을 이루는 형

태이다. 따라서 화재. 폭발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특별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1회에 올릴 수 있는 도막 두께가 제한 되

어 있다. 비록 표면은 건조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막 내부에는 소량의 용제가 남아 있게 마

련이며 추천 기간 이내에 담수 했을 경우 미량의 용제가 물에 용출되어 물맛을 이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런 현상은 후막으로 했을 경우, 기온이 내려갔을 경우, 환기가 불

충분 했을 때 더 나타나게 된다.

(3) 무용제형 에폭시 도료

용제나 물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도료로서 1회에 후막을 올릴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의 지연이나 수질오염의 위험이 적다. 그러나 점도가 높아 작업성이 떨어지며 후막을 형성

함으로 시간이 경과한 후 크랙이 가거나 들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   능 특성 및 장점 구입시 확인 사항

- 비중 : 1.16:1.13(주제:경화제) - 용제(신나류)를 사용하지 않는  - 인체에 미치는 유해

 - 점도 : 5,000CP:4,000CP   100% 무독성임    성 여부 

 - 도막두께 : 0.87mm 이상 - 경화시간이 짧음(20도 3시간)  - 제조자명, 제품명

 - 건조시간 : 상온 20도에서 3시간   (도막두께와 온도에 따라 다름)  - 주제와 경화제의 배

    ~7시간(도막 두께와 저수조 내 - FRP 타입이여서 오물침투를    합비율

  부온도에 따라 다름)   완전방지하고 방수처리까지 됨  - 배합 후 도포 가능

- 압축강도 : ㎏/㎠ 980이상 - 접착성이 강함    시간

- 항장력   : ㎏/㎠ 700이상  - 1회 도장으로 반영구적으로  - 배합방법

 - 경    도 : 190㎏ 이상    처리됨  - 도료의 제조일과 유

 - 접착강도 : 170㎏ 이상  - 물리적으로 견고함    효기간

 - 열변형온도 : 비등수 24시간 변  - 화학적으로 내약품성에 강함  - 도포할 때 적정온도

                화 없음    

 - 내산성, 내알칼리서이 강함

 - 염    산 : 25% 80도 이상없음

 - 유    산 : 25% 80도 이상없음

 - 수산화나트륨 : 25% 80도 이상

                  없음

<표 2-3> 무용제 에폭시합성수지도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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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저수조 도장재료에 의한 영향

(1) 유해성 유기물질의 영향

우리나라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보면 1963년 보건사회부령으로 장균군, 일반세균등 

30개 항목을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으로 제정․ 공포하였고, 1984년에는 규산을 제외한 

28개 항목에 해서 음용수에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후 2002년 7

월 1일 현재 미생물에 관한 기준 4개 항목[(분원성 장균군-추가), ( 장균군-추가),(총

장균군-기준강화)],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1개 항목[(카드뮴-기준강화)], 건강상 유

해영향 유기물질 24개 항목 [(말라티온-삭제),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신설),(잔

류염소-신설), (클로랄하이트레이트-신설),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신설), (디클로로아세

토니트릴-신설),(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신설), (할로아세틱에시드-신설], 심미적 영향

물질 16개로 55개의 항목에 하여 관리하고 있다.(‘02.06.21제정, ’02.7.1시행)<표 2-4>

에 먹는물 수질기준 나타내었다.

구 분 수   질   항   목 종 전 개 정 비  고

총    계 47개 55개

 신설:9개항목

 강화:2개항목

 삭제:1개항목

미

생 

물

 일반세균 (Psychrophilic bacteria)

 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  강화

 분원성대장균군 (Fecal Coliform)  신설

 대장균 (Escherichia Coli)  신설

유

해

영

향

무

기

물

질

 납 (Pb; Lead)

 불소 (F: Fluoride)

 비소 (As: Arsenic)

 세레늄 (Se: Selenium)

 수은 (Hg: Mercury)

 시안 (CN: Cyanide)

 6가크롬 (Cr :Hexachromium)

 암모니아성 질소 (NH₃-N:Ammonium Nitrogen)

 질산성 질소 (NO₃-N:Nitrate Nitrogen)

 카드뮴 (Cd: Cadmium)  강화

 보론 (붕소, B:Boron)

<표 2-4> 먹는물 수질기준 (‘02.6.21 제정, ’02.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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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질   항   목 종 전 개 정 비  고

유

해

 

영

향

유

기

물

질 

휘

발

성

유

기

물

질

 페놀 (Phenol) 0.005㎎/L 0.005㎎/L

 1.1.1-트리크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L 0.1㎎/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Tetrachloroethylene) 0.01㎎/L 0.01㎎/L

 트리클로로에틸렌 (TCE:Trichloroethylene) 0.03㎎/L 0.03㎎/L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0.02㎎/L 0.02㎎/L

 벤젠 (Benzene) 0.01㎎/L 0.01㎎/L

 톨루엔 (Toluene) 0.7㎎/L 0.7㎎/L

 에틸벤젠 (Ethylbenzene) 0.3㎎/L 0.3㎎/L

 크실렌 (Xylene) 0.5㎎/L 0.5㎎/L

 1.1디클로로에틸렌 (1.1 Dichloroethylene) 0.03㎎/L 0.03㎎/L

 사염화탄소 (Tetrachlorocarbon) 0.002㎎/L 0.002㎎/L

농

약

 다이아지논 (Diazinon) 0.02㎎/L 0.02㎎/L

 파라티온 (Parathion) 0.06㎎/L 0.06㎎/L

 말라티온 (Malathion) 0.25㎎/L -  삭제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0.04㎎/L 0.04㎎/L

 카바릴 (Carbaryl) 0.07㎎/L 0.07㎎/L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 - 0.003㎎/L  신설

소

독

부

산

물

 잔류염소 (Residual Chlorine) - 4.0㎎/L  신설

 총트리할로메탄 (THMs:Trihalomethanes) 0.1㎎/L 0.1㎎/L

 클로로포름 (Chloroform) 0.08㎎/L 0.08㎎/L

 클로랄하이드레이트 (Chloralhydrate) - 0.03㎎/L  신설 시행시기

10만톤이상

03.1.1

10만톤미만

04.7.1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Dibroacetonitrile) - 0.1㎎/L  신설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Dichloroacetonitrile) - 0.09㎎/L  신설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Trichloroacetonitrile) - 0.004㎎/L  신설

 할로아세틱에시드 (HAA:Haloaceticacid) - 0.1㎎/L  신설

심

미

적

영

향

물

질

 경도 (Hardness) 300㎎/L 300㎎/L

 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₄) 10㎎/L 10㎎/L

 냄새(소독외의 냄새) (Odor) 이취없을것 이취없을것

 맛(소독외의 맛) (Taste) 이미없을것 이미없을것

 동 (Cu:Cooper) 1 1

 색도 (Color) 5도 5도

 세제 (ABS:Alkyl B둨둗 Sulfate) 0.5 0.5

 수소이온농도 (pH) 5.8~8.5 5.8~8.5

 아연 (Zn:Zinc) 1㎎/L 1㎎/L

 염소이온 (Cl-:Chloride) 250㎎/L 250㎎/L

 증발잔류물 (Total Solds) 500㎎/L 500㎎/L

 철 (Fe: Iron) 0.3㎎/L 0.3㎎/L

 망간  (Mn:Manganese) 0.3㎎/L 0.3㎎/L

 탁도  (Turbidity) 1NTU 1NTU 수돗물0.5NTU

 황산이온 (SO₄:Sulfate) 200㎎/L 200㎎/L

 알루미늄 (Al: Aluminium) 0.2㎎/L 0.2㎎/L

과거에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미량유해물질에 해 국내 실태조사 자료가 미흡하고 

국제 또는 학계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단편적인 조사결과와 외국기준만을 고려하여 급

박하게 수질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검사방법. 기술인력. 및 장비확보가 지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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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 전국적

인 검출실태를 조사한 후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라 

함은 전국적으로 먹는물에서의 검출수준이 매우 낮아 현재로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

리할 필요는 없으나 먹는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검출상태 등

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감시항목의 선정은 수돗물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

태 조사결과와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 등을 검토하여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중에서 선정하며, 수질기준 설정을 위한 전 단계이다.

감시항목으로 선정되면 광역시 이상의 정수장을 중심으로 정기적(분기1회 이상)으로 일

정기간 동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 로 검출빈도, 위해성 및 외국의 관리실

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는 199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수돗물에서의 미량유해물질 분석법 및 함유실태

조사’ 용역결과 추천물질 20종을 1997년 9월 5일 감시항목으로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실

시하고 있었으나 그 중 2000년 7월 1일부터 수질기준 항목으로 격상시킨 클로로포름,보

론 및 국내 생산․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아트라진은 제외시키고,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

진 클로로에탄,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등 22종, 2004년 7월 1일부터는 클로랄하이드레이

트등 염소소독부산물질 7개 감시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반영 시행하고 2004년 12월 6

일 포름알데히드와 1,4다이옥산 항목과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 모노브로모아세틱에시드,

모노클로로아세틱에시드 항목이 추가 되어 현재 먹는물 감시항목은 20개 항목으로 조정하

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 항목과 수질기준은 <표 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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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항 목
수  질  기  준 비  고

계 20 WHO 미 국 신설:5개항목

휘발성

물  질

 Vinyl Chloride 5 2

 Styrene 20 100

 Chloroethane -

페 놀 류

 Chlorophenol 0.1~10

 2,4-Dichlorophenol 0.3~40

 Pentachlorophenol 9

 2,4,6-Trichlorophenol 2~300

염소소독

부 산 물

 Ethylendibromide -

 Bromochloroacetonitrile - -

농약류와

할로초산

 2,4,-D 30 70

 Alachlor 20 2

 Dibromoacetic acid - 60  신설

 Monobromoacetic acid - 60  신설

 Monochloroacetic acid - 60  신설

프탈레이트와

아디페이트

 Bis-2(ethylhexyl)phthalate 8 6

 Bis-2(ethylhexyl)adipate 80 400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Benzo(a)pyrene 0.7 -

무 기 물 질  Antimony(㎎/L) 5 6

기  타
 Formaldehyde 900 -  신설

 1,4-Dioxane - -  신설

<표 2-5>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 (2004.12.6개정, 2005.3/4시행)                 (단위:㎍/L)

미국의 경우 유해유기물질인 휘발성 유기물질(VOCs)8가지를 3개의 Category로 나누었

는데 Category Ⅰ에 속하는 물질은 급성독성으로 Maximum Contaminant Level(MCL)이 

0으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취급하며, Category Ⅱ와 Ⅲ는 만성발암성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 2-6>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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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Ⅰ Category Ⅱ Category Ⅲ

발암성 물질 발암 가능성 물질
임상실험에서의 증거는 

없으나 부적절한 물질

Benzene 

Vinyl Choride 1,1,1-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ide 1,1-Dichloroethylene p-Dichlorobenzene

1,2-Dichloroethane

Trichloroethylene

<표 2-6> 유해유기물질인 휘발성 유기물질(VOCs)

이와 같은 유해성유기물질에 한 시민의 관심이 증 됨에 따라 처리에 의하여 오염물

질을 제거한 것보다는 처음부터 오염 잠재능력을 가진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면서 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 개발이 중요하다.

(2) 도장재료별 유기물질 용출 현황

송 ․ 배 ․ 급수계통에서의 배수관망, 저수조내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장방법

(Coating) 및 재질에 한 기준은 각 나라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도장재료로부

터 용출되는 유기물에 한 기준으로 미국수도협회(AWWA)에서 제시한 최 오염물질기준

목표(MCLG : Maximum Contaminant Level Goal)는 다음과 같다.

Compounds 톨루엔 자일렌 Epichlorohydrin Vinyl Chloride PAHs

농도(㎍/L) 2000 44 0 1 Database 부족

<표 2-7> 유기물에 대한 최대오염물질기준목표(AWWA)

미국수도협회연구재단(AWWARF)에서 에폭시 사용에 따른 용출물질에 해서 제시한 

것에 따르면 Methyl Isobutyl Ketone, o-xylene, m-xylene, p-xylene은 TOC 물질수지의 

51%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에폭시 경화제로 사용되는 미량성분(Epoxy 

Ethyl Acetate, Methyl Benzaldehyde)과 3-chloro-MIBK, 1-chloro-MIBM 등에 의한 염

기-중성 그리고 산성화합물들로부터 TOC 1%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997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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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된 내부도장재료별 용출실험에서의 결과를 보면 총 유기탄소(TOC) 농도는 콜타

르에나멜시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타르 Epoxy, 액상 Epoxy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8>은 200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 수행한 자료로 GC/MSD 측정 결과이

다.[4]

시     료 UV254 Extracted with Benzene 
Extracted with 

Methylchloride

콜타르에나멜 0.2434 1H-Indole

Aziridine

Hexane

2,4,6 Pyrimidinetrione

액상 Epoxy A 0.0419

8-Methylisothiaxolo

Ethyl Benzene1H-Indole

1-Thioxomethyl

브론아스팔트 0.0160

1,2-Benzisothiazole-Acetic Acid 

1,2 Pentadiene1H-Indole

5-Nitrobenzofuran-2-Carboxyl Acid 

타르 Epoxy 0.1097

2-Acetylamino-5-Methoxy-4-Methyl-B

6-chloroctylacetate외 

다수

Methyl-2 Phenylindole

1H-Indole

2-Methyl-3-Phenyl

액상 Epoxyl B 0.0151

2-(p-Methoxyphenyl)(2,6,6-H2)
Butynol

Isoxazole

Cyclopropane외 다수

4,6,8a-Trimethyl-4a-Trideuteriomethyl

1-pyrene

Acetamide

액상 Epoxy
0.0141

2,5 Cyclohexadine Phenol

무용제형 1,1-Dioctyloxyoctane Caboxylic Acid 

<표 2-8> 도장재료별 용출실험 결과(200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공시료 UV254= 0.006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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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나노은(Nano Silver)의 특성조사

본 장에서는 나노은의 특성과 살균 및 항균 특성을 조사하여 친환경 저수조 코팅 소제

로의 활용도를 살펴본다. 

3.1 나노은의 연구배경 및 특징

오래전부터 인류는 광범위한 여러 가지 살균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왔다. 

고대 로마, 고대 페르시아보다도 더 일찍이 사람들은 은(silver)으로 된 기구로 액체를 

담아두어 부패를 방지하였으며 또한 식기나 수저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하였다.

은(Siver)은 인체에 유해한 다른 금속과는 달리 인체에 무해하고 항균성이 매우 뛰어

나며, 살균 방취, 전자파차단 등 그 기능이 우수하고 650가지 이상의 세균을 죽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의보감, 본초강목에도 “은을 지니고 있으면 오장이 편하고 심

신이 안정되며, 사기(邪氣)를 내쫓고 몸을 가볍게 하여 命을 길게한다”고 그 효능을 설

명하고 있다. 이러한 은의 효능으로 인류는 수 천년동안 은을 천연살균(항생)제 등으로 

사용하여왔다.  

최근 인간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생활기기 등 주위 환경에서 수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

스가 발견되는가 하면 이러한 미생물에 의한 질병 및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보고되

면서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염소계열의 살

균제에 의존하여 미생물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하였지만, 현재는 인체에 무해하고 따로 소

독을 하지 않고도 미생물 감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항균 물질에 

대한 개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8].

현재 미국 FDA는 은 용액의 콜로이드 상태인 콜로이드 실버를 항생제로써 판매를 인정

했으며 용액의 체외 및 체내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물질을 분자·원자 단위에서 규명하고 제어하는 현대의 나노기술은 은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은을 10억분의 1mm 이하의 크기로 쪼개면 원래 

은의 성질에는 없었던 강력한 항균, 살균, 탈취, 전자파 차폐등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데, 이렇게 은을 나노기술에 접목한 것을 은나노 기술(Nano Silver) 이라고 한다. 

특히 은은 나노 사이즈로 만듦으로서 적은 양으로도 넓은 표면적을 만들어 고가의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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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은을 적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놀라운 항균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 착안 하여 만들어진 

소재이다. 은나노 기술의 관건은 누가 더 물성의 변화가 전혀 없이 상온 보존할 수 있는 

초미립자로 쪼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은 입자가 작아질수록 전도성, 항균성, 탈취, 

원적외선방출 등의 자제 특징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 입자의 크기와 농도에 따른 효능은 <그림 3-1>과 같이 크기가 작을수록 

효능은 높게 나오며 또한 농도는 포화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농도가 높을수록 그 효능이 

높게 나타난다.

  농도입자의 크기

효능 효능

농도입자의 크기

효능 효능

<그림 3-1> 입자의 크기와 농도에 따른 효능

 

금속으로서 은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외선 차단기능

자외선의 파장은 330~390nm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자외선 차단기능은 

100nm 정도의 입자를 코팅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주로 화장품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② 전자파 차폐기능

은은 전기저항이 10-2Ω밖에 되지 않아 전자파 차폐 효과에 탁월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③ 제전기능

은은 뛰어난 전기 도전성을 가지며 정전기 발생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④ 항온 및 단열기능

은처리가 된 면과 안 된 면과의 기온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하여 항온 및 단열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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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나노은의 제조 방법

 은(銀)의 효용성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은자체가 고가의 금속이므로 지금까지

는 쉽게 사용 할 수가 없었다. 나노은 기술은 나노 기술(Nano Technology)의 힘으로 고가

의 금속인 은을 잘게 쪼개는 방법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일반적으로 은은 전기분해

나 화학적 분해방법을 이용, 나노단위의 미세한 입자 상태인 ‘은용액(콜로이드)으로 제

조 생산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제올라이트계, 인산칼슘계, 인산지르코늄계,금속산화물계

등과 같은 무기물에 나노은을 치환하여 만든 Powder 상태의 나노은을 제조하여 사용하기

도 한다.

3.2.1 콜로이드(Colloid)형 나노 실버

(1) 화학적 분해방법 

량 생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액체 상태의 계면활성제와 질산은 수용액을 섞는 방법

으로 생산을 한다. 

이 방법은 <그림 3-2>와 같이 1단계에서 액체 상태의 계면활성제와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며 다음 2단계에서 질산은에서 은원자(검은색)가 분리된다. 3단계에서는 은 원자들

이 뭉쳐진다. 이때 계면활성제는 은 입자 주위에 달라붙어서 나노 크기 이상으로 은 원자

들이 뭉쳐지는 것을 막는다.

<그림 3-2> 은나노 입자의 생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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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분해 방법

전기분해를 이용하여 콜로이드 상태의 은나노 입자을 생성하는 방법은 물(용매) 속에 

순도 99%의 은판을 넣은 후 전압을 걸어서 전기 분해에 의하여 생성한다. 이 경우에 은

판의 닿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극에 가해지는 전압을 일정한(30초) 간격

으로 바꿔준다. 생성된 은 이온의 농도 변화는 전압이 일정하더라도 물의 온도와 경도, 

또한 물의 유속에 따라 달라진다[5].

<그림 3-3>은 생성된 은 콜로이드 상태를 TEM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 3-3> TEM Image of Colloid Silver

3.2.2 분말형(Powder) 나노 실버

(1) 이온 교환(Ion Exchange) 및 담지화

무기물의 담지체인 제올라이트, 인산칼슘, 인산지르코늄, 실리카겔등을 질산은과 수용

액 상태에서 80℃로 12시간이상 반응시킨 후 세척 또는 건조 후 500℃ 이상에서 6시간 소

성 시킨다. 보통 평균 입도가 2~3㎛정도로 분쇄하여 사용한다. <그림 3-4>는 생성된 분

말형 은의 상태를 SEM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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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SEM Image of Powder Silver

3.3 나노은의 항균 메커니즘

나노은(Nano Silver)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항균력 이다. 

항균이란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살균과는 달리 미생물의 번식이 억제되

거나 미생물 생성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물질을 항균 물질이라 

한다. 이러한 항균 물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인체에 무해하고 휘발이나 분해가 일

어나지 않는 등 안정성이 뛰어나 광범위하게 응용 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무기계 항균 

물질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

다.

따라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나노은의 항균 메커니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살펴보면, [9]에서는 은나노 입자를 함유한 폴리부틸렌 수도관을 이용

하여 균주들의 살균능력을 있음을 보였다.  

[12]에서 Prashant Jain 등은 은나노 용액에 침지시켜 은나노 입자를 코팅한 우레탄 폼

을 물속의 필터로 사용하여 물속의 대장균 오염 방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으며, 우레탄의 

-NH의 니트로겐과 나노입자의 상호 결합으로 폴리 우레탄 폼 표면에 결합된 나노 입자로 

인해 우수한 항 미생물성이 있음을 보였다.  

[13][14]에서는 이온이 어떻게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가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로 은 이

온(Ag+)이 세포벽에 있는 thiol group 과 반응하여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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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은의 살균작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은의 양이온 (Ag+)에 의한 항균 및 살균 작용

은은 단세포 병균의 소화나 호흡 등의 신진 사를 도와주는 효소의 작용을 무력화시켜 

병균을 살균하고, 방출하는 은이온(Ag+)의 전기적 부하가 병균의 생식기능력을 제거하기 

때문에 은과 접촉해서 6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세균은 없다. 세균의 -SH기, -COOH기, 

-OH기 등과 강하게 결합하여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 또는 세포의 기능을 교란시키는 것

으로 추정한다.

② 활성산소에 의한 살균작용

콜로이드 은이 촉매작용을 하여 산소가 SOD(Superoxide Dismutase)로 전환되어 살균

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OD는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효소로서 몸 안에 필

요 이상의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 이것을 제거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활성산소의 산화반응

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유해산소(활성산소)가 

동식물의 체내에 존재하게 되면 침입한 세균뿐만 아니라 자체의 세포에까지 해를 미치게 

된다. 이때 몸에 있는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피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유해산소(활

성산소)를 제거시킨다. 이들 효소 중에서도 SOD라는 효소가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의 해

독을 방지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③ 금속(Matal)으로서의 항균 및 살균작용

다른 금속이나 일반은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노은은 실버가 1nm이하의 작은 크기로 나

노화가 되어 있기에 100nm~200nm 정도의 미생물이 이를 섭취가 가능하고 섭취시 호홉

기 장애 및 사 장애로 균이 죽는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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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황토의 특성 조사

본 장에서는 기존 에폭시 코팅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하여 황토의 

특성과 활용도를 살펴본다.

황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재료로써, 온돌 바닥이나 벽체에 황토가 많이 쓰인 것

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황토는 본래 개 기공으로 되어 있어 균열이 가고 강도가 

약하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 여물을 혼합해서 사용했지만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몇 번 정도의 미장작업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황토를 현 적인 건축 재료로 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황토가 

가지고 있는 재료역학적인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현 적 재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실용화 단계에 있지는 않지만 황토와 세라믹스, 백색시멘트를 이용하

여 공동주택, 형건축물, 농.어촌 마을상수도의 콘크리트형 저수조 마감재로서의 활용가

능여부 및 인체 유해성 물질의 용출여부 그리고 나노은을 사용하여 살균, 항균기능을 첨

가한 기능성 코팅제를 한주택공사 환경에너지 개발팀과 (주)오스모, 티오켐(주)이 공동

으로 협력 개발하여 콘크리트형 저수조 마감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한다.

4.1 토양의 일반적 특성

토양의 일부인 황토에 해 이해하고 황토를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토

양의 성질을 알아야 한다. 

토양이란 장기간에 걸쳐서 토양생성 작용을 받음으로써 형성된 뚜렷한 층, 즉 토층을 

보여주는 지표의 물질을 가리킨다. 모든 토양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 밑의 기반암이나 단순한 풍화산물과 구분된다.[15]

토양의 형성과정과 물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암석이 풍화에 의하여 잘게 부스러지고, 

원광물이 점토광물을 비롯한 2차 광물로 변해가면서 토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물질의 첨

가 과정, 물질의 전이와 이동 과정 및 물질의 제거 과정 등을 거치면서 성숙하게 된

다.[16]. 이결과 형성된 토양은 일반적으로 색․조직․구조등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층, 즉 토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을 토양단면이라고 한다. 주요 토층은 <그

림 4-1>에서처럼 깊이에 따라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식물이 자라는 O층(유기물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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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에 해당하는 A층(용탈층), 점토광물을 비롯한 풍화산물이 집적되는 B층(심토층), 풍화

인 C층, 고결암으로 된 D층 순으로 구분된다. 

         D층

C층

B층

A층

O층

D층

C층

B층

A층

O층

<그림 4-1> 토양단면

또한 모든 토양은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토양색은 토양의 발달과정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데 유기물이 분해되어 미세하게 쪼개진 부식의 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나게 된다. 부식의 양은 일반적으로 식생의 상태 및 미생물의 활동과 관계가 밀접한데, 

부식은 유기물이 다량으로 추가되는 가운데서도 분해속도가 빠르지 않아야 많이 집적된

다.

4.2 황토의 정의

황토를 국어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누렇고 거무스름한 흙.

(2) 륙의 내부에서 풍화로 부서진 암석의 미세한 알갱이들이 바람에 날려와 쌓인 흙. 

   누런빛이나 누런 갈색을 띠며 중국의 북쪽, 특히 황허강 유역과 유럽 북아메리카등

   지에 분포한다.(loess)

한편 지질학 용어 사전에서는 황토(loess)를 ‘바람에 의하여 운반된, 주로 실트 크기의 

입자로 구성된, 연황색-황갈색 퇴적물로서 균질하고, 비층상이며, 기공이 많고, 쉽게 부

스러지는 성질을 가지며, 약한 점착력이 있으며 석회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정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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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에서 보듯이 황토는 풍성 기원의 퇴적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황토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도 이 정의에 따라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에 분포하는 토양을 조사한 연구자들에 [17][18]의하면 풍성기원의 퇴적물에서 나타

나는 광물조성이나 특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20]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황토는 가까운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황색 내지 적갈색의 풍화토

이므로, 암석의 풍화 결과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풍성퇴적물인 황토

(loess)와는 다른, 암석이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아 변질되어 토양화된 풍화잔류토(풍화

토)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황토는 기반암의 풍화결과 형성된 것이므로, 기반암의 종류와 풍화 정도, 기

후조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잔류토양으로 부분 B층의 토양에 해당된다. 

모암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황토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 유기물을 다

량 함유한 것일수록 검은 색을 띠고, 풍화작용이 덜 진행된 약간 깊은 부분에서는 황색에 

가까운 색을 띠는 경향이 있다. 

4.3 황토의 구성 광물 

황토는 다른 종류의 토양과 같이 유기물, 수분, 공기, 무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무기물을 제외한 성분은 황토의 이용 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무기물 성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토양 내의 무기물은 90% 이상 광물로 되어 있으므로 토양의 

구성 성분을 알기 위해서는 토양 내 광물들의 종류와 함량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황토의 광물은 조암광물, 점토광물, 산화-수산화광물로 구성 되며 이중 점토광물이 약 

40~80%로 다량 함유되어 있고 그 외에 석영, 장석, 각섬석, 칠섬석, 깁사이트 등의 여러 

광물이 포함되어 있다. 점토광물로는 카올리나이트, 할로이사이트, 일라이트, 수산화층간 

버미귤라이트, 운모/버미귤라이트 혼합층광물, 녹니석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황토는 

모암에 따라 황토 구성광물의 조합과 함량에 차이를 나타내는데 화강암에 있어서 쥬라기 

화강암의 것이 상 적으로 많은 카오린광물을 포함하고, 백악기 화강암은 상 적으로 버

미귤라이트와 일라이트가 다량 포함되는 차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적색에 가까운 황토에

서는 카오리나이트와 버미귤라이트가 많으며 황색에 가까운 황토에서는 일라이트와 할로

이사이트가 상 적으로 많이 함유된다. 황토의 구성광물은 모암 중의 장석과 운모 등의 

조암광물이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아 일라이트, 할로이사이트, 운모/버미귤라이트 혼합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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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버미귤라이트 등으로 변화되고 최종적으로 카올리나이트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20]

황토 내에 점토광물 다음으로 많이 포함된 Al-Fe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은 황토 고유의 

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철석이 많이 포함되면 붉은색을 띠게 되

고, 침철석이 많이 포함된 경우에는 황색을 나타내게 된다.[22]

점토 광물은 수산화알루미늄 규산염으로서 층상규산염광물에 해당된다. 점토 광물의 

정의는 점토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용어로, 점토는 구성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로지 

입자의 크기만을 고려하는 데 반해, 점토광물은 광물의 결정 구조에 바탕을 둔 분류의 개

념이다. 이들의 구성성분은 규산염광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SiO2와 Al2O3가 주성분이며, 

Fe2O3, FeO, MgO, CaO, Na2O 및 K2O를 함유하는데 광물의 종류에 따라 함량의 차이가 

있다. 이들은 함수광물로서 예외 없이 다량의 물을 함유하고 있다.

점토 광물은 물리-화학적으로 다양한 성질을 갖지만 층상인 분자구조 때문에 부분 

공통적으로 판상의 결정을 갖고 있다. AIPEA에서 명명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면

(Plane)은 원자들의 이차원적 배열이고, 판(sheet)은 이러한 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사

면체, 팔면체 등 다면체의 평면배열을 말한다. 층(layer)은 판들의 집합으로서 사면체 판

과 팔면체 판이 결합되는 수에 따라 1:1 또는 2:1로 결합한 단위이므로 그 규모는 면<판

<층의 순서가 된다. 1:1층형은 하나의 사면체판과 하나의 팔면체판이 결합된 것을 말하

며, 2:1 층형은 가운데 팔면체판, 팔면체판의 위 아래에 사면체판이 두 개가 오는 구조를 

말한다. 모든 층상규산염광물은 두 개의 기본 구조단 즉 Si-O로 결합된 사면체와 Al-O의 

결합으로 된 팔면체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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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용    도 이용되는 광물 용도를 결정하는 성질

석유

공업

 석유 시추시 이수용,차수용  벤토나이트  점토의 팽윤성과 접착성

 원유의 탈색정제  산성백토,활성백토  점토의 흡착성 및 촉매제

요 업

 도자기, 기와  카올린광물,세리사이트  점토의 가소성과 소결 특성

 타일  납석

 내화벽돌  카올린점토

 시멘트  카올린점토

 주물사의 점결제  벤토나이트  점토의 점착성

화 학

공 업

 제지용충진제,코팅제
 카올린점토,납석,

 세리사이트
 충진제,코팅제

 고무의 충진제

 합성수지의 충진제

 유지의 탈색제,정제제  산성백토,활성백토  점토의 흡착성

 안료,페인트
 벤토나이트산성백토,활

 성백토,카올린 점토
 점토의 현탁성

 화장품  카올린점토  점토의 흡착성

 의약품
 카올린점토,산성백토,

 활성백토 
 해독제,위장약

 방사성폐기물처리제
 벤토나이트,산성백토,

 활성백토
 점토의 흡착성,염기교환성

농 업

 토양개량제  벤토나이트
 점토의 흡수성,합착성,염기

 교환성

 농약의 분산제  벤토나이트,산성백토  점토의 분산성,현탁성

 농업용수누수방지제  벤토나이트  누수에 따른 수온감소 방지

재해

요인

 산사태  몬모릴로나이트  점토의 팽윤성

 지반침하,건축구조물의 변형  대부분 점토광물  점토층의 압밀

 터널의 변형  몬모릴로나이트  점토의 팽윤성

<표 4-1> 점토 광물의 활용과 특성 

4.4 황토의 효능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파장되는 원적외선이다.

원적외선은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발히 하고,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유해물질을 방출하

는 광전효과가 있다. 또한 정화력, 분해력이 있는 황토는 인체의 독을 제거해주어 제독

제, 해독제로 사용되고 있다. 황토의 효능을 이용한 이용사례는 <표 4-2>와 같다.

(1) 황토의 약성

동물은 상처를 입었을 때 소나무 송진을 상처에 바르거나 그들만이 아는 약초를 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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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고치기도 하지만 최고의 치료제는 황토이다. 황토에는 다양한 약성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제독작용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항균작용 및 지혈작용과 동시에 응고제로서 뛰어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2) 약 80배의 효과가 있는 약탕기

황토의 원적외선은 전통 약탕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전통 약탕기는 약을 달이는 이

의 정성뿐만 아니라 열 침투력이 일반 약탕기보다 약 80배정도의 약효 추출효과가 있어 

그 효험이 뛰어 났다고 한다.

(3) 화상치료

온몸에 중화상을 입은 사람은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를 땅에 묻고 토수를 먹이면 화상

이 치료됐다. 황토요법으로 치료한 화상은 후유증이 거의 없는 큰 장점이 있다.

(4) 황토아궁이

황토로 구운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고 부엌일을 하던 옛 여인들에게서 부인병이 없었던 

것은 열을 받은 황토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이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신체리듬을 원활

히 해 부인병을 예방했기 때문이다.

(5) 숨쉬는 황토 옹기

우리의 전통식품인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이 적당히 발효되어 맛을 내는 이유는 흙으로 

구워 만든 옹기들이 숨을 쉬기 때문에 음식이 적당히 발효되어 맛을 낸다. 이때 황토의 

제독작용으로 음식의 나쁜 독성이 제거되고 밀폐되지 않음으로 신선한 공기가 통하기 때

문에 최고의 맛을 낸다. 

(6) 민간요법으로 쓰인 기와

현 처럼 상비약이 없었던 시 , 옛 조상들은 배가 아프면 황토로 구운 기왓장을 달구

어 배위에 올려놓는 민간요법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는 황토가 제독제, 해독제로 쓰인 경

우로 황토기와의 원적외선이 인체 깊숙이 스며들어 몸의 독소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7) 독충으로부터의 보호 기능

오동잎에다 황토를 섞어서 놓아두면 파리나 기타 곤충이 접근을 못하며 이것을 된장 항

아리에 넣어 두면 쇠파리나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 황토요법은 세계 원주민에게도 

이용되고 있는데, 자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온몸에 황토를 발라 독충으로부터 

몸을 보호 하고 있다.

(8) 적조를 막는 황토

우리나라 남해 연안의 적조 현상 때 황토를 살포한 결과 황토가 지닌 살균작용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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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현상이 현저히 줄었으며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9) 기근을 면하게 한 식토

조선 태종 때 지금의 함경도에 식토가 나왔는데 흉년이 계속되면 많은 기민들이 이 진

흙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 기근을 면했다. 이 같은 토식의 예는 선조 갑오년에        

 기근이 들었는데, 황해도 봉산땅의 진흙이 밀가루와 같이 부드러워 이 진흙 70%에 싸라

기 30%를 섞어 떡을 해 먹었으며, 이것을 먹어 질병도 앓지 않게 되었다고한다. 이처럼 

황토는 해독제, 제독제 뿐만 아니라 훌륭한 용식으로도 그 역할을해냈다.

(10) 훌륭한 자양분의 황토

양질의 황토에서 자란 약초는 다른 곳에서 자란 약초보다 그 효능이 뛰어나며 황토에서 

자란 버섯의 경우는 다른 곳에서 자란 버섯보다 항암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노후 양식장

에서 황토를 뿌린 결과 물고기의 성장이 빠르며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 영험한 지장수

지장수는 황토를 걸러 받은 물을 말한다. 눈이 피로해 눈꼽이 끼거나 가벼운 안질에 걸

렸을 경우에 지장수로 씻으면 효험을 보고 채소나 과일에 잔류된 농약을 씻어내는데도 

화학세제보다 더욱 안전하다.

응용분야 내         용 자 료 원

축산사료

 ◦ 경북 영주시와 건국대 협력 황토한우 양육  대구/경북뉴스

 ◦ 고급 육질의 토종 한우 쇠고기 생산  영주 - 이해만 기자

 ◦ 저 콜레스테롤로 항암효과 있음

적조생물 제거
 ◦ 적조가 발생한 어장지역에 살포  해양연구소

 발표자료 ◦ 어류 폐사의 원인인 코클로디니움 제거

양어사료
 ◦ 어류 양식용 사료로 이용  특별기획 - 황토

 ◦ 어류의 발육촉진 및 내성강화  KBS영상사업단

황토주택
 ◦ 원적외선 발산으로 건강증진  삼성물산,대우,벽산,

 ◦ 바닥재, 황토 몰탈  LG건설응용

 어패류 양식사료
 ◦ 5 ~ 15% 가량 산소량 증대  한국 해양대학 

 연구진 ◦ 각종 오염균 제거

황토침대  ◦ 한국의 전통 온돌방을 침대화  흙침대(주)황토원

 황토직물
 ◦ 직물에 황토 염색 - 개량한복, 황토내의, 침구,  군산대 화학과, 한국

   환자복 등   Amazing power(주)

<표 4-2> 황토의 대표적 이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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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황토의 일반적 특성

4.5.1 물리적 특성

황토의 일반적인 특성은 토양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보아 점토에 속하기 때문에 우선 점

토의 성질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건축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물리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입도

   보통 0.002mm이하의 미립자인데 여기에는 콜로이드(colloid)가 포함된다.

   (콜로이드 크기는 0.1μ ~ 0.001μ)

(2) 가소성

    점토입자가 미세할수록 가소성이 좋다. 가소성은 모래 등으로 조절된다.

(3) 공극률

    점토의 입자간에 존재하는 모공용적은 30~90%인데 보통 50%내외이다.

(4) 수축

    건조수축은 점토의 조직에 관계할 뿐만 아니라 더하는 수량도 영향을 준다.

(5) 함수율

    건조시 적은 것은 7~10%, 많은 것은 40~45%정도이다.

(6) 색상

    철산화물이 많으면 적색을 띠며 석회질이 많으면 황색을 띤다.

(7) 강도 및 기타

    점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 일정치는 않다. 인장강도는 점토의 조직에 관계

    되고 입자의 크기가 현저한 영향을 준다. 인장강도는 3~10㎏/㎠이며 압축강도는 

    인장강도의 약 5배 정도이다.

4.5.2 화학적 특성

황토입자의 화학적 성분은 석영 ․ 장석 ․ 운모 ․ 방해석 등 다양한 광물 입자로 구성 되

어있다. 황토의 화학적 성분은 보통 모암의 성분에 영향을 주는데 모암의 종류와 함께, 

풍화 시간 및 풍화조건 등에 따라 크게 좌우 된다. 황토의 화학적 조성을 보면 SiO2 

40~50%, Al2O3 20~30%, Fe2O3 5~6%, MgO 2%, Na2O 2%, K2O 2%, CaO 8% 정도이

며 모암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Ca, Mg, Na, P, S, Zr, Sr, Ce 등이 체

로 많은 함량을 보이고 Li, V, Cr, Co, Ni, Cu, Y, Nb, La, Nd, Pb, Th도 포함되어 있

다.[23] 황토 입자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pH는 중성이다. 황토 성분중 20~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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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산화알루미늄은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황토가 해수 중에 용해되면 알루

미늄 이온이 용출되어 유기물을 흡착하는 것으로 연구 되었다.[24]

4.5.3 생물학적 특성

황토에는 1,300여종류에 달하는 효소가 존재하며 이중 흙속에서 활성이 이루어지는 효

소는 50여 종류가 있다.  이중 중요한 효소 성분에는 카탈라아제(흙의 효소 중 가장 높은 

활성-생물에 해 독소를 나타내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하여 생물에게 적절한 토양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 디페놀옥시다아제(토양산화력의 지표), 사카라제(비료효과), 프로테아

제가 있다(정화작용). 

(1) 카탈라아제(Katalase)효소

인체 내에서 사 작용 과정에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소가 발생하면 노화현상이 오는데, 

이때 황토 속에 몸을 넣고 있으면 흙의 강한 흡수력으로 체내 독소인 과산화 지질이 중화

내지 희석된다.

(2) 디페놀옥시다아제(Diphenol Oxydase)효소 

흙이 단독으로 산화력, 분해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흙속의 미생물과 효소가 이런 산

화력, 분해력을 강하게 발산시킨다.

(3) 사카라제(Saccharase)효소

효소 사카라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 황토의 활성이 흑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산, 

질소, 칼리의 순서로 벼와 보리의 비료 3요소의 필요순위와 맞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남쪽 

지방은 보리 재배가 많고 북쪽 지방은 수수, 좁쌀, 콩등 잡곡이 많은 이유가 황토와 무관

하지 않다고 본다.[25]

(4) 프로테아제(Protease)효소

이 효소는 단백질 속의 질소가 무기화할 때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가수 분해 시킨다. 

일종의 흙 속의 정화작용, 즉 분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항원 면역

력이 있는 한 면역력 밖의 암, 종기, 기타 부패한 세포는 황토 안에들어있는 효소인 프로

테아제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분해, 파괴시킬 수 있다. 그래서 흙, 모래, 진흙찜질, 삼림욕

을 하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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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황토의 유해성 실험결과

황토는 고령토의 저급품으로 고령토에 철분(Fe2O3)이 다량 함유된 점토광물로서 고령

토 광산의 표피층이 주로 황토로 구성되어 있다. 황토의 화학적 성분을 보면 부분이 실

리카(SiO2)와 알루미나(Al2O3)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황토는 농업에 사용된 층이 많아 이로 인해 유해

물질이 포함된 황토층이 빈번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황토의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알기 

위해 폐기물 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4-185호)으로 유해성 물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분석항목 Pb Cd Cr6 Cu As Hg CN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시험결과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표 4-3> 황토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 분석결과

* ND : 불검출

4.7 황토의 원적외선 방사율 분석 결과

본 실험에 사용된 황토의 원적외선 방사 성능 분석을 위하여 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표 4-4>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의뢰 시료는 유리시편 

(38mm×38mm×3mm)에 황토 코팅한 시편과 황토 마감 처리후 다시 나노은 함유 코팅

한 시편을 구분하여 원적외선 방사 성능을 분석하였다.

시험항목 시 험 결 과 시 험 방 법

원적외선 

방출량

(40℃)

방사율

(5~20㎛)

황토코팅 0.922

KICM-FIR-1005

나노은

코팅황토
0.914

방사에너지

(W/㎡)

황토코팅 3.72×102

나노은

코팅 황토
3.69×102

<표 4-4> 원적외선 방사율 시험 결과

* 본 시험결과는 FT-IR Spectrometer를 이용한 Black Body 대비 측정 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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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사용된 황토와 나노은 코팅 황토의 원적외선 방사율 분석 결과 황토만으로 

마감 처리한 시료는 92.2%의 방사율을 나타내었고 황토 마감 처리 후 다시 나노은을 함

유한 코팅제로 재마감 처리한 시료는 91.4%의 방사율을 나타냈다. 이것은 Black Body 

비(100%방사율) 측정값으로 나노은 코팅 황토 시료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8 황토의 가공

 황토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기후조건하에서 암석

이 풍화된 잔류토양으로 토양단면의 B층 토양에 주로 해당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황토

는 지리산 지역에서 채취한 것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도록 가공처리 하

였다. 먼저 황토의 분포지역 중 문명 훼손이 비교적 적은 지리산 지역의 황토를 선별하여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표토층 제거 후 그 아래 황토층을 사용하였다. 황토는 그 

입자가 불규칙하고 구성성분에 따라 광물학적, 물리학적 특성이 달라지는데 황토가 가진 

특성을 극 화하기 위하여 입도에 따라 황토를 분리 하였다. 

4.8.1 황토 입도 분리 방법

일반적으로 황토의 분말가공 과정은 황토층을 고온의 소성로에 800~900℃의 열로 가

열한 후 볼밀등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분쇄하는 과정을 가진다. 고온의 소성로에서 열

로 가열한 황토를 인위적인 힘으로 분쇄하기 때문에 황토의 입도별 구성성분의 차이가 

다르게 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황토의 정제방법은 수중침강법으로 인위적인 분쇄없이 

자연 그 로의 황토를 입도별로 분리 하여 정제하였다. 천연 황토의 경우 pH가 산성으로 

보통 물에서는 분산이 잘 되지 않으므로, 황토의 현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탄산나트륨

과 인산나트륨을 분산제로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SBR반응기는 유효부피가 3L

인 아크릴소재의 원형관으로 제작되었으며, 높이는 150cm, 직경은 8cm, 내부분리관의 

직경은 4cm이다. 반응기의 개략도는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공기 주입은 airpump에 

의해 반응기 중심부 하단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공기는 내부분리관 안쪽으로 공기와 같

이 부상하는 상향류의 흐름과 내부분리관 바깥쪽의 자연낙하에 의한 하향류의 흐름을 분

리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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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황토 정제를 위한 반응기 모식도

 

  SBR의 운전은 유입, 폭기, 침전, 유출 단계로 하였으며, 반응기로부터 데이터를 PLC를 

거쳐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Air pump, 

Solenoid valve, Feed pump, pH pump 등을 제어 하였다. 황토의 현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산나트륨을 pH pump를 통해 주입하였으며, pH가 6.0 이상을 유지하도록 pH 

control 하였으며, 반응기의 온도는 20℃~25℃ 사이의 실온에서 유지되었다. 황토의 정

제는 1차적으로 혼합조에서 물과 황토를 1:9의 비율로 Feed pump를 통해 반응기로 유

입이 되면 air pump를 통해 현탁액이 순환을 하다가 air pump를 정지시키면 그때부터 

황토는 입도별로 침전이 되기 시작한다. 본 실험에서는 황토 미립자를 위해 settling time

을 3minute로 하여 실험을 하였다. 정제된 황토의 미립자는 높은 비표면적, 흡착성, 이온

교환성 등의 다양한 성질을 가지며 정제하지 않은 황토보다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발표

되고 있다.

4.8.2 황토 정제 후 입자 형태

  일반적인 황토의 화학적 조성을 보면, 실리카 40~50%, 철분 5~6%, 알루미나 

20~30%, 산화마그네슘 2%, 나트륨 2%, 칼륨 1.5%, 석회 8% 정도 이다. 황토의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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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할수록 금속이온의 제거율이 높아진다고 발표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그림 

4-2>의 황토 입도분리 방법 후 황토의 구성성분을 EDS(Energy Dispersive Spectrum)법

으로 측정한 결과 <표 4-5>와 같은 구성성분을 보였다. 

성분 C-K O-K Al-K Si-K K-K Fe-K Mg-K

함량(wt%) 6.54 44.18 17.27 18.86 0.33 12.31 0.51

<표 4-5> 정제된 황토의 구성 성분

또한 <그림 4-3>는 정제된 황토 입자를 SEM(Scannig Electron Microscope)으로 촬영

한  영상이다. 

<그림 4-3> 정제된 황토의 SEM 영상

4.9 수성 에멀젼

4.9.1 수성 에멀젼의 물리적 특성 및 구성 성분

정제된 황토와 혼합된 재료로 본 실험에 사용한 수성 에멀젼 수지는 폴리아크릴릭 에스

테르계 에멀젼으로 접착성, 수밀성, 방수성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데, 12~40Wt%일

때 가장 좋은 접착성, 수밀성, 방수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위의 하한 수치보다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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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추종성과 접착력에 문제점이 있고, 상한 수치보다 클 경우는 강도에 문제점이 있으므

로 상기와 같은 수치 범위의 에멀젼을 사용하여야 한다. 폴리 아크릴릭 에스테르계 에멀

젼은 황토 또는 시멘트와 혼화성이 좋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물리적 특성은 <표 4-6>와 

같다.

외 관 비 중 pH 고형분 점 도(cP) 입자의크기(nm)

백색액상 1.012 7 51 30 100

<표 4-6> 폴리아크릴릭에스테르계에멀젼의 물리적 특성 

수성 에멀젼은 아크릴계 모노머를 주성분으로 하고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해 에폭시를 

도입하여 공중합체한 것으로, 아크릴수지는 화학 구조적으로 내열성(-40~204℃), 고온

에서의 내유성, 내산성, 내용제성(특히 Aliphatic hydrocarbons), UV저항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림 4-4>은 수성 에멀젼의 화학 구조이며 <표 4-7>는 에멀젼 액상의 주요 

구성 성분을 나타내었다.

CH2 CH

CH3

C

OR

O

n

R = CH3

R = CH2CH3

R = CH2CH2CH3

CH2 CH

CH3

C

OR

O

n

R = CH3

R = CH2CH3

R = CH2CH2CH3

<그림 4-4> 폴리아크릴릭에스테르계에멀젼의 화학 구조

원 재 료 특   성

Initiator 중합개시

분산제 Emulsion 분산

BA(Butyl acrylate) 탄성증진

MMA(Methyl methacrylate) 표면경도 및 강도증진

AA(Acrylic acid) 친수성 및 수화생성물과 반응증진

소포제 Gas 제어효과

기타 첨가제 시공성 및 물성의 보완

<표 4-7> 수성 에멀젼의 주요 구성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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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수성 에멀젼의 활성탄 흡착처리

  활성탄 흡착처리 시설은 아래 모식도와 같다. Feed tank로부터 이송펌프를 통해 활성

탄 흡수탑으로 수성 에멀젼이 이동하게 된다. 활성탄 흡수탑은 일반 활성탄(AC)와 섬유

상 활성탄(ACF)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입상 활성탄(평균 입자 사이즈 : 

1~2mm)를 사용하여 macropore 이상의 기공에서 1차적으로 흡착을 하였다. 1/2지점 이

하 부분에서 섬유상 활성탄을 이용하여  2차로 흡착을 하였고 최종부분에서 섬유상 활성

탄을 설치하여 흡착물질 제거율을 높였다. 

<그림 4-5> 수성 에멀젼의 활성탄 흡착처리 모식도

4.10 세라믹스

세라믹스(ceramics)는 고체분말의 성형체를 가열하고, 구워 단단하게 만든 무기질 비

금속 재료를 표현하는 말로서, 그리스어의 keramos에서 유래한 영어이다.

세라믹스란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산화물(oxide), 질화물(nitride), 탄화물(carbide)

등과 같이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화합물을 뜻한다. 이러한 재료

는 일반적으로 금속재료, 고분자 재료 등에 비하여 강도, 경도, 내식성, 내열성 및 내마모

성이 매우 크며, 다양한 기능을 갖는 현  공업재료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도자기, 유리, 시멘트, 내화물 등은 전통 세라믹스(traditional ceramics)이고, 전통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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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믹스에서는 기 할 수 없었던 정밀하게 고도화된 고성능 및 고기능성의 전자재료, 기계

재료 등은 파인 세라믹스(fine ceramics, new ceramics or advance ceramics)라고 불리

고 있다.[27]

4.10.1세라믹 코팅제 일반 성상 및 물성

세라믹 코팅제는 티오켐(주)에서 자체 개발한 다기능성 코팅제로 투명한 액상의 졸 상

태로 인체에 무해한 무기화합물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상품명 THC-100, THC-200을 티오켐(주)에서 제공받아 사

용하였으며 THC-200에 색상을 위한 무기안료 15%, 기타3%를 첨가한 것은 하도로, 

THC-100에 나노 실버 무기항균제를 첨가한 것은 상도로 사용하였다. <표 4-8>과 <표 

4-9>는 본 제품의 일반성상 및 물성을 나타낸 것이다.

항        목 성        상

주  성  분 불소수지, 나노소재(SiO2, Al2O3, TiO2 등) 

무기물 함량 20 ~ 50wt%

비 중(20℃) 0.8 ~ 1.0

pH 산성, 중성, 염기성

입 자 크 기 20nm 이하

경 화 조 건 상온 ~ 400℃

외       관 투 명

<표 4-8> THC-100, THC-200의 일반성상 

항    목 측 정 방 법 측 정 결 과

경    도 연필경도 9 H

소 수 성
발수도(JIS-S-1092 스프레이법),

표면에 흡착된 습기여부
100

내 산 성 10% HCl spot test 이상무

내 후 성 ASTM(2248-68), 색상변화 이상무

내알칼리성 MORTAT RAT test(5% NaOH spot test) 이상무

내염수성 5% salt, 100F 이상무

부 착 성 Cross Hatch(1/16)에 의한 테이프 시험 이상무

내 열 성 500 ℃ 이상무

저장안정성 상온보관 6개월 이상 이상무

<표 4-9> THC-100, THC-200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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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세라믹 코팅제 화학적 조성

표적인 세라믹 코팅제의 기본 조성은 RSi(OH)3의 실란올의 부분축합물과 낮은 지방

질의 알코올-물의 용액에 콜로이드 실리카가 분산되어 있는 형태이다. 본 코팅제 조성의 

불휘발분은 콜로이드 실리카와 실란올의 부분 축합물로 구성된다. 적당한 치환기를 가진 

트리알콕시실란을 산성 및 염기성의 콜로이드 실리카와 반응시켜 트리실란올을 생성하

며, 이는 히드록시기의 축합반응에 의해 -Si-O-Si- 결합을 형성시킨다. <그림 4-6>은 

실란 모노머의 구조식이다.

Si

OCH3

CH3 OCH3

OCH3

Si

OCH3

CH3 OCH3

OCH3

       

Si

OCH2CH3

CH3CH2O OCH2CH3

OCH2CH3

Si

OCH2CH3

CH3CH2O OCH2CH3

OCH2CH3

  

                                   

          (a) TEOS                                  (b) MTMS

                            

              

SiCH3

OCH2CH3

OCH2CH3

OCH2CH3SiCH3

OCH2CH3

OCH2CH3

OCH2CH3

         

Si

OCH3

O OCH3

OCH3

O

Si

OCH3

O OCH3

OCH3

O

  

    

        (c) MTES                                        (d) GLYMO  



      나노은을 이용한 저수조 항균 코팅제에 관한 연구

- 43 -

<그림 4-6> 모노 실란의 화학적 구조

본 제품의 특징은 원료물질인 실리콘 모노머에 접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

열성등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첨가제를 선정, 폴리실록산과 반응 및 합성 시켜 

조성을 최적화 하였다. 또한 sol-gel 법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의 금속산화물인 Al2O3, 

SiO2, TiO2등을 제조하였다. sol-gel 법이란 미분체를 sol 상태로 분산시키거나 금속 알

콕사이드를 가수분해 및 축중합시켜 gel을 만들고, 건조 소결시켜 금속산화물을 제조하

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sol-gel 법은 높은 반응성의 비표면적 및 분자레벨 정도의 균질성

을 갖는 고순도의 금속산화물을 제조하는 공정의 하나로 다양한 용도에 응용되고 있

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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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에폭시와 친환경 도장재의 용출실험 분석

5.1 에폭시 도장재를 사용한 저수조의 용출실험

5.1.1 실험조건 및 분석방법

(1) 저수조 모형 제작

저수조 내부 코팅재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용제형  액상에폭시

(Epoxy,국내 A,C,D사-유성, B사-수성)를 사용하였고 에폭시 도장으로부터의 용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 저수조를 제작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형 저수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가로(300mm), 세로(300mm), 

높이(250mm), 두께(25mm)로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저수조 모형의 사진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저수조 모형

위 모형에 무용제형 액상 에폭시를 회사별 A,B,C,D로 구분(수성-B,유성-A,C,D)하여 각

각의 제품별 사양을 준수하면서 도장을 실시하였다. 도장을 할 때는 붓에 도료가 너무 많

이 묻지 않고 붓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60°정도의 각을 유지하였으며 도장 후 7일간 공기 

중에서 충분히 건조 시킨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용출실험을 위한 실험 조건

본 용출실험에 사용된 실험수는 역삼투 방식의 초순수제조기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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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저수조에 10ℓ 초순수 증류수를 넣고 24시간, 48시간, 7일이 지난 후에 각각 시료를 채

취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항목 및 방법

본 실험의 용출물질 분석 항목은 pH, 탁도, KMnO₄소비량,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m,p-자일렌, o-자일렌, 납, 비소, 크롬, 카드늄, 수은, 세레늄, 안티몬, 알루미늄 등이며 

각 항목에 따른 분석방법은 먹는물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① pH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pH시험법에 따라 pH Meter(Metrohm 654)로 측정하였다.

② 탁 도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탁도 시험법에 따라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탁도

계로서 HACH 2100AN Turbidi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③ KMnO₄소비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란 물 속에서 피산화성물질에 의해 소비되는 과망간산칼륨양을 

말하는 것으로 피산화물이란 주로 유기물질을 의미하므로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오염의 

지표로서 활용되는 항목이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분석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

라 분석하였다.

④ 납,비소,크롬,카드늄,수은,세레늄,안티몬,알루미늄,은

에폭시 도장에 따른 용출액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도결합플라즈마란 시료를 

아르곤 플라즈마에 도입하여 6000 ~ 8000K에서 여기(Exite)된 원자가 바닥(ground)상태

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발광선 및 발광강도를 측정하여 원소의 정성 및 정량을 분석하는 

기기로 (Jobin Yvon 138) 중금속류 전용 분석기기이다. 플라즈마 자체가 광원으로 이용되

기 때문에 매우 넓은 농도범위에서 시료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한번에 여러 가지 원소를 동

시에 분석이 가능하다.

⑤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 

에폭시 도장에서 주로 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일렌 항목을 비롯한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 벤젠,톨루엔,에틸벤젠은 GC(Gas- Chromatograpy)로 분석하였다.(검출기 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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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전처리는 Purge-and-Trap 장치(Tekmar 3000)를 사용하였고 시료 주입량은 

5mL, Purge time 10분, desorb time 4분, Bake time 10분의 조건으로 하였으며 가스크

로마토그라피 분석 조건은 <표 5-1>과 같다

Instrument HP 6890

Column RTX-624 (75m×0.53mm I.D×3.0㎛)

Carrier Gas 99.999% N

Detector Temp. 250℃

Oven Temp. Program
Init; 2 min at 80℃, 3℃/min to 110℃,

30℃/min to 150℃, 1 min at 200℃

<표 5-1> GC 분석조건

⑥ GC/MSD Analysis

액상 에폭시에서 발생 되는 유기화합물질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GC/MSD(Gas 

Chromatograpy/Mass Spectrometry) 분석을 실시 하였다. 7일간 담수한 각각의 용출액을

채수한 후 LLE(Liquid Liquid Extraction) 추출법으로 전처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처

리 과정에서 시료 200mL를 n-Hexane 5mL로 추출 하였고 GC/MS분석 조건은 <표 5-2>

과 같다.

Instrument HP 6890N & 5973N

Column J&W DB-35MS (30m×0.25mm I.D×0.25㎛)

Carrier Gas 99.999% He

Injector Temp. 250℃

Transfer Line Temp. 280℃

Oven Temp. Program
Init; 1 min at 50℃, 5℃/min to 120℃,

5℃/min to 250℃, 1 min at 300℃

<표 5-2> GC/MS의 분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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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실험 결과

(1) 내부 도장재 용출 특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수조 내부 도장재인 무용제형 액상 에폭

시를 4개 회사( A,C,D사-유성, B사-수성 )별로 구분, 모형 저수조에 도장을 한 것과 도

장을 하지 않은 무도장 저수조 형태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콘크리트 무도장 저수조는 

수성에폭시와 유성에폭시 도장 시료에 한 비교군 으로써 활용하고 초순수 시료는 표준

시료(blank)로서 측정 하였다. A,B,C,D 모두 무용제형 도료이라고 하지만 용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미리 섞여있어 용출이 가능할 것이며 실제 분석 결과 액상 에폭시로 도장한 4

개의 모형 저수조로부터 용제의 용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모형 저수조에 무도장 콘크리트와 유성,수성 에폭시를 도장한 저수조를 24시간~48시

간 동안 침적 시킨 후 시료를 채취 하여 분석한 실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탁도는 무도장 콘크리트 경우 blank 시료에 비해 4배정도 증가하였으나 도장한 4개의

시료는 모두 탁도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코팅재로 인한 입자상 물질의 용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소이온농도는 무도장 저수조 시료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크리트 재질로 인한 결과이며 도장한 저수조에서는 A도료만이 별다른 

영향이 없고 B,C,D도료 모두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의 경우 A,B,C도료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탕시료에 비해 농도 값이 2배씩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출되는 유기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음을 알수 

있고 유기물질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질에 한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D도료는 24시간 후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증가하지 않았고 48시

간 경과 후에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도장 저수조의 경우 48시간 침적 후 시료

를 분석해 본 결과 값이 크게 증가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 5-3><그림 

5-2><그림 5-3>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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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초

순

수

무도장 A 도료 B 도료 C 도료 D 도료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탁도(NTU) 0.05 0.20 0.20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pH 7.5 10.5 10.5 7.6 7.6 8.1 8.1 8.1 8.1 8.2 8.2

과망간산칼륨

소비량(㎎/L)
0 2.5 2.8 4.9 8.6 3.7 6.5 4.4 8.5 0 1.5

<표 5-3> 에폭시 도료의 용출실험 결과

* 각각의 값은 3회 측정 후 평균값임.

* 48시간후의 값은 누적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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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24시간 후의 용출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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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48시간 후의 용출실험결과

무도장 형태의 모형 저수조와 에폭시 코팅을 도장한 A,B,C,D의 시료를 24시간과 48시

간 경과후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9개항목 납,비소,크롬,카드늄,수은,세레늄,안티몬,알루

미늄,은을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시료에 해 검출되지 않았다. 무도장 콘트리트 저수조에 

한 도료로부터의 유해 유기물질은 전혀 용출되지 않았으며 도장한 A,B,C,D사의 휘발

성 유기화합물질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BTEX)에 한 분석 결과는 <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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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A 도료 B 도료 C 도료 D 도료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벤젠(㎍/L) ND ND ND ND ND ND ND ND

톨루엔(㎍/L) 8.758 17.018 ND ND ND ND ND ND

에틸벤젠(㎍/L) 23.145 28.191 ND ND 37.960 53.617 ND ND

m,p-자일렌(㎍/L) 78.838 100.844 ND ND 15.361 22.398 ND ND

o-자일렌(㎍/L) 75.901 94.187 ND ND 9.122 12.017 ND ND

<표 5-4>에폭시 도료의 BTEX 용출 실험 결과(24시간~48시간)

* 각각의 값은 3회 측정 후 평균값임.   * 48시간후의 값은 누적값임  * ND : 불검출

B도료(수성)와 D(유성)도료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BTEX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A

도료에서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B,C,D도료에서 검출 되지 않은 톨루엔이 검출 되었다. 

48시간 경과 후에는 그 농도가 2배로 증가하였다. 에틸벤젠의 경우 A도료는 48시간 경과 

후 농도가 약간 상승하였으나 C도료의 경우 1.5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일렌

의 경우 A,C도료모두 48시간 경과 후 1.2~1.5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일렌에 

한 항목은 외국 문헌과 국내 문헌에서도 언급 되었듯 본 실험 결과에서도 많은 양이 용

출되었다. A도료의 경우 BTEX 전체 용출물 중 자일렌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C도료

의 경우는 자일렌보다 에틸벤젠이 BTEX 전체 용출물질 중에서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A도료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를 <그림 5-4>와 <그림 5-5>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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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12시간 후 BTEX 용출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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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48시간 후 BTEX 용출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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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저수조 체류시간과는 다소 무관하게 도료 회사별로 나타나는 용출물질의 특

성을 보기 위하여 7day간 침적 후 BTEX 항목에 한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5-5> 

측정항목 A 도료 B 도료 C 도료 D 도료

벤젠(㎍/L) ND ND ND ND

톨루엔(㎍/L) 124.456 3.369 10.613 6.743

에틸벤젠(㎍/L) 209.382 ND 653.617 19.263

m,p-자일렌(㎍/L) 948.564 ND 322.883 16.166

o-자일렌(㎍/L) 541.931 6.399 90.466 7.357

<표 5-5> 에폭시 도료 BTEX 용출 실험 결과 (7 day)

7일 후의 실험 결과를 보면 모든 도료로부터 벤젠은 전혀 검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고, 처음 침적후 A도료에서만 검출 되었던 톨루엔이 7일후에는 모든 도료에서 검출되

었다. 48시간 침적 후에도 검출된 항목이 전혀 없었던 B도료(수성에폭시)에서 톨루엔과 

자일렌(o-xylene)이 검출되었으며 D도료는 BTEX항목이 모두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코팅제에 따른 용출 물질 평가

GC(Purge&Trap) 분석 자료만으로는 액상 에폭시에서 발생되는 유기물의 성분들을 모

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GC/MS 분석을 통한 유기물의 성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실

험에서 사용한 4개회사별 액상에폭시의 용출액에 해 LLE(Liquid Liquid Extraction)추

출법으로 전처리하여 GC/MS을 통하여 성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5-6>~<그림 

5-9>와<표 5-6>에 액상 에폭시 코팅제로부터 발견된 유기물질들을 모두 나타내었다. 

<그림 5-10>는 발견된 유기화합물질들의 화학 구조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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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GC/MS 분석 그래프 A사

<그림 5-7> GC/MS 분석 그래프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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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GC/MS 분석 그래프 C사

<그림 5-9> GC/MS 분석 그래프 D사

GC/MS분석 결과 액상 에폭시 도장을 한 모든 도료로부터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질이 

검출되었고 <표 5-7>는 용출물질 중 BTEX항목을 제외한 각각의 도장 재료로부터 검출

되어진 유기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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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Formula RT MW
Mass peaks

P1 P2 P3

1. methyl isobutyl ketone C6H12O 4.01 100 43 58 41

2. Toluene C7H8 4.36 92 91 92 65

3. unkonwn - 4.38 - 40 44 91

4. m,p-ethyltoluene C9H12 4.60 120 105 120 77

5. Acetic acid butylester

   (Butyl 2-ethylexylester)
C6H12O2 5.06 116 43 56 73

6. m,p-ethyltoluene C9H12 5.95 120 105 120 77

7. Etylbenzen C8H10 6.16 106 91 106 77

8. m,p-Xylene C8H10 6.32 106 91 106 105

9. 1,2,3-trimethylbenzene C9H12 6.65 120 105 120 119

10. unkonwn - 6.75 - 93 40 44

11. o-Xylene C8H10 7.04 106 91 106 105

12. unkonwn - 7.27 - 57 41 45

13. 4-Heptanone,2,6-dimethyl C9H18O 8.37 142 57 85 41

14. unkonwn - 8.38 - 91 40 44

15. o-ethyltoluene C9H12 8.48 120 105 120 77

16. 1,2,3,-trimethylbenzene C9H12 8.87 120 105 120 77

17. unkonwn - 9.21 - 43 58 41

18. 1,2,3,-trimethylbenzene C9H12 9.30 120 105 120 77

19. 2Ethyl hexanol(1-hexanol,2-ethyl) C8H18O 10.09 130 57 41 43

20. unkonwn - 10.57 - 40 44 57

21. 1,3,5,-trimethylbenzene C9H12 10.75 120 105 120 77

22. unkonwn - 11.51 - 117 40 44

23. Benzyl alcohol(Benzenemetanol) C7H8O 12.49 108 79 108 77

24. unkonwn - 13.66 - 32 341 73

25. 1H-Indene,2,3-dihydro-

    1,1,3,trimethyl-3-phenyl
C18H20 30.07 236 221 143 91

26. Phenol,4(1-methyl-1-phenylethyl) C15H16O 34.62 212 197 212 91

27. Dibutyl phthalate C16H22O4 35.62 278 149 205 223

<표 5-6> 액상 에폭시 코팅제에서 발견된 유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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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ethyl isobutyl ketone

OO

Methyl isobutyl ketone
        

O,m,p-ethyltolueneO,m,p-ethyltoluene

OO

Acetic acid, butyl ester

OO

Acetic acid, butyl ester      1,2,3 -
1,3,5 -

Trimethylbenzene
1,2,3 -
1,3,5 -

Trimethylbenzene
1,2,3 -
1,3,5 -

Trimethylbenzene

OH

Benzyl alcohol

OH

Benzyl alcohol
           OH

Phenol,4(1-methyl-1-phenylethyl

OH

Phenol,4(1-methyl-1-phenylethyl



      나노은을 이용한 저수조 항균 코팅제에 관한 연구

- 55 -

<그림 5-10> 액상 에폭시 코팅제에서 발견된 유기화합물 구조식
  

구 분 검출 물질 및 면적

A

도

료

Methyl isobuthyl ketone 225,101

Acethic acid butyl ester (Butyl 2-ethylexylester) 1,299,948

1,2,3-trimethylbenzene 1,3,5-trimethylbenzene 3,834,528

o,m,p-ethyltolune 2,267,785

1H-Indene,2,3-dihydro-1,1,3,-trimethyl-3-pheny 1,205,420

Phenol,4,[1-methyl-1-phenylethyl] 1,182,081

C

도

료 

4-Heptanone,2,6-dimethyl 1,092,616

Benzyl alcohol 1,593,776

Dibutyl Phthalate 1,734,328

<표 5-7>GC/MS로 확인된 액상 에폭시 검출물질

<표 5-7>를 보면 B도료(수성)와 D도료(유성)에서는 톨루엔과 에틸벤젠, 자일렌만이 

검출되었으나 A도료에서는 MIBK와 Ester류, Phenol류, 벤젠 화합물 등이 검출 되었다. B

도료와 D도료에서는 BTEX항목외 다른 물질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C도료에서

는 Dibutyl Phthalate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butyl Phthalate는 NFPA 등급으로 보건 2등급, 화재 1등급, 반응성 0으로 색상은 무

채색에서 노란색까지 색을 띄며, 이상한 악취가 난다. 주요 건강위험성으로는 흡입시 유

해, 호흡기도 자극, 눈 자극 등이 있으며 물질의 흐름 또는 혼합에 의하여 정전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또한 Dibutyl Phthalate의 물리․화학적 특성, 위험 유해성, 안정성 및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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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적 규제현황 등에 해서 <표 5-8>~<표 

5-13>에 나타내었다.

물리적 특성 액  체

색  상 무채색에서 노란색까지

구  조 유성의 구조

냄  새 이상한 악취

맛 쓴  맛

분자량 278.35

분자식 C -H -(C-O₂-C₄-H )₂

끓는점 644F(340℃)

어는점 -31 F (-35℃)

증기압 <0.01mmHg (20℃)

증기 밀도(공기=1) 9.58

비중(물=1) 1.047

물 용해도 4500 ppm(25℃)

수소이온지수(pH) 없  음

휘발성 0%

취기한계 5 ppm

증발율 0(부틸 초산염=1)

점  도 0.203 P (20℃)

물/오일 분산계수 없  음

용매 가용성 아세톤,알코올,에테르,벤젠,유기용제

<표 5-8> Dibutyl Phthalate의 영향 평가(물리 ․ 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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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경로 잠재적 건강 영향

흡  입
 . 단기간 노출: 자극, 두통, 졸음, 현기증, 경련

 . 장기간 노출: 단기간 노출시 보고 된 영향과 같음, 극도의 고통

피부 접촉
 . 단기간 노출: 자극

 . 장기간 노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눈 접촉
 . 단기간 노출: 자극

 . 장기간 노출: 자극

섭  취
 . 단기간 노출: 자극, 구역, 구토, 설사, 위통, 두통, 현기증

 . 장기간 노출: 중 한 부작용에 한 정보는 없음

<표 5-9> Dibutyl Phthalate의 영향 평가(위험 유해성)

반응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혼합금지 물질  . 산, 염기, 산화제, 환원제

위험한 분해생성물  . 열분해생성물: 기타 분해생성물

중합 반응  . 중합하지 않음

<표 5-10> Dibutyl Phthalate의 영향 평가(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 자료
 . 4250 mg/㎥ 흡입-쥐 LC50:20ml/㎏

   피부-토끼 LC50:7499mg/㎏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국소 영향 자극제: 흡입,눈

급성독성 수준
독성 : 흡입

저독성 : 섭취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신장 이상

<표 5-11> Dibutyl Phthalate의 영향 평가(독성에 관한 정보)

어독성  700㎍/L 96시간 LC50(사망율) 불루길 송어

무척추동물 독성  540㎍/L 7시간 LC50 7시간 (재생) 편형동물

해조류 독성  3.4㎍/L 96년시간 EC50 (성장) 와편모조

기타 독성  340㎍/L 2주 (집단) 수생군집

생물 축적  3500 ㎍/L 24일 작은곤충 0.18㎍/L

<표 5-12> Dibutyl Phthalate의 영향 평가(환경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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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TWA 5mg/㎥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 소방법 : 4류 3석유류

미국 규정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부틸 프탈산(DIBUTYL PHTHALATE) : 10 LBS RQ

 . SARA 302 규정(40CFR355.30): 규제 상 아님

 . SARA 304 규정(40CFR355.40): 규제 상 아님

 .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yes, 만성:no, 화재:no, 반응성:no, 갑작스런 배출:no

 . SARA 313 규정((40CFR372.65): 디부틸 부탈산(Dibtyl phathalate)

 . O놈 규정(29CFR1910.119): 규제 상 아님

주 규정  .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규제 상 아님

유럽연합 규정

 .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구문:

   R 50   수생생물에 독성이 매우 높음

   R 61   태아에게 해로울 수도 있음

   R 62   생식장애 위험이 있음

   S 45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가능하면 경고표지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

           를 함께 제공토록 함)

   S 53   노출을 피하여야 함 - 사용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것

   S 61   환경으로 배출을 피할 것. 환경관련법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할 것

<표 5-13> Dibutyl Phthalate의 영향 평가(법적 규제현황)

5.1.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는 콘크리트 모형 저수조를 이용 무도장 콘크리트 저수조와 무용제형 액상

에폭시 코팅제를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4개 회사별로 제품을 구분하여 코팅한 후 

24시간,48시간 침적 후 용출 특성에 해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무도장 콘크리트 저수조에서는 용제의 용출로 인한 유기 물질과 중금속류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소이온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탁도 역시 코팅제를 사용한 저수조에 비해 값이 증가하였다. 이는 콘크리트 재질

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에폭시 코팅을 사용한 저수조는 탁도 변화가 없었으며 수소이

온농도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과 BTEX용출량과의 상관관계로부터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증가한 

도료가 BTEX 용출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금속 9개 항목 분석결과 모든 

시료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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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회사별로 제품을 구분하여(A,B,C,D) 액상에폭시 코팅을 한 저수조 A와 C도료(무용

제형 유성)에서는 48시간 침적 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톨루엔과 에틸벤젠, 자일렌 등

이 검출 되었다. 그러나 먹는물 수질기준(톨루엔:0.7㎎/L, 에틸벤젠 0.3㎎/L, 자일렌 0.5

㎎/L이하)을 초과 하지는 않았다. 무용제형 수성 에폭시를 사용한 B저수조와 유성에폭시 

도료인 D저수조에서는 48시간 침적 후 BTEX물질은 검출 되지는 않았으나 수성 에폭시

는 최근 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물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에 

접착면과의 탈리 현상으로 수질 오염을 초래하여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저수조 체류시간과는 무관하게 용출 특성을 고찰하고자 7일 침적 후 BTEX항

목에 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48시간 경과 후에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B도료에서 톨루

엔과 자일렌(o-xylene), D도료에서 톨루엔과 에틸벤젠 자일렌(o,m,p-xylene)항목이 검

출되었다. A,C도료에서는 톨루엔과 에틸벤젠, m,p-자일렌, o-자일렌등이 초기 농도에 

비해 7~2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LE 추출법 으로 GC/MS을 이용하여 성상을 분석한 결과 A,B,C,D도료 모두에서 톨루

엔,에틸벤젠, m,p-자일렌, o-자일렌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A도료에서는 MIBK(Methyl 

Isobuthyl Ketone), Ester류, 페놀류, 벤젠화합물등이 검출되었고 C도료에서는 Dibutyl 

phthalate 등이 발견되었다.

액상 에폭시의 경우 접착성, 경도, 유연성, 내약품성 등에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유기물질의 용출과 냄새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에서 실험한 에폭

시에 한 용출물질을 살펴보면, Cholroform, Methyl Isobytyl Ketone, Xylene, Benzene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먹는물에 한 수준 높은 수질 향상을 요구하는 시 적 흐름에 부합하고 처음부터 오염

잠재력이 없는, 자연 친화적이면서 생체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 개발연구가 수행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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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친환경 도장재를 사용한 저수조의 용출실험

5.2.1 실험재료 및 분석방법

(1) 모형 저수조

본 실험에서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모형 저수조에 {가로(300mm), 세로(300mm), 높이

(250mm), 두께(25mm)} 마감 도장재를 상도, 하도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하여 실험하였

다. 하도 재료로는 황토, 쎄라믹, 백색시멘트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였고 상도로는 티오

켐(주)으로부터 제공받은 제품명 THC-100 코팅 재료에 분말형 나노은을 혼합하여 항균

기능을 첨가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먼저 하도 재료로서 황토 코팅제는 황토와 특수 제작

된 활성탄 처리기로부터 흡착 처리된 수성 에멀젼을 이용한 것으로 (주)오스모로부터 기

술 제공 받아 사용하였다. 쎄라믹 코팅제는 티오켐(주), 제품명 THC-200을 사용하였고 

백색시멘트는 한주택공사 환경에너지 개발팀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백색시멘트에 

파란색 식용색소를 넣어 만든 소재로 실험 하였다.

상도는 티오켐(주) 제품명 THC-100에 무기계 항균 나노 실버(제품명 NTU-300)를 고

속 혼합하여 마감 처리 후 실험하였다.

<그림 5-11> 친환경 코팅제로 도장된 모형 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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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는 콘크리트 모형 저수조에 위 재료들을 각각 코팅한 상태이며 도장 방법

은 붓 도장법을 사용하였다. 도장을 할 때는 붓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60° 정도의 각을 

유지하였으며 재료1은 황토, 재료2는 세라믹, 재료3은 백색시멘트로 구분하여 도장하였

다. 먼저 하도 도장 실시 후에는 공기 중에서 충분한 건조를 실행 하였고 그 위에 항균기

능이 첨가된 코팅제로 마감처리 후 실온에서 건조하였다.

(2) 용출 실험을 위한 실험 조건 

본 용출 실험에 사용된 실험수는 역삼투 방식의 초순수제조기를 사용하였으며 4장에서

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모형 저수조에 10L 초순수 증류수를 넣고 24시간, 48시간, 7일이 

지난 후에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항목 및 방법

본 실험의 용출물질 분석 항목은 pH, 탁도, KMNO4소비량,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m,p-자일렌, o-자일렌, 납, 비소, 크롬, 카드늄, 수은, 세레늄, 안티몬, 알루미늄, 은 등

이며 각 항목에 따른 분석방법 및 분석기기의 조건, 시료 전처리 과정 등은 제4장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5.2.2 실험 결과

(1) 친환경 소재의 재료별 용출 특성

황토와 세라믹 그리고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여 개발된 세 가지 형태의 코팅제를 재료별

로 각각 구분 하고 초순수 시료는 blank로서 측정 하였다. 또한 개발 코팅제의 비교군으

로써 콘크리트 무도장 저수조 모형을 활용하였다.

모형 저수조에 소재별로 구분하여 도장한 저수조에 초순수 시료를 넣고 24시간 ~ 48

시간 동안 침적 시킨 후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탁도는 무도

장 콘크리트 경우 blank 시료에 비해 약 4배정도 증가 하였으나 세라믹은 거의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토와 백색시멘트의 경우 24시간 경과 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48시간 침적 후 24시간 비 2배 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는 백색

시멘트 재료가 크게 상승 하였고, 무도장, 세라믹, 황토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먹는물 

수질항목 기준인 pH 5.8~8.5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황토는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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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높은 수소이온농도 결과는 재료의 

배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차후 배합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개선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황토와 세라믹 모두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백색

시멘트는 48시간 경과 후 바탕 시료에 비해 농도 값이 약 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이를 <표 5-14><그림 5-12><그림 5-13>에 나

타냈다.

측정항목

초

순

수

무도장 황 토 세 라 믹 백색 시멘트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탁도(NTU) 0.05 0.21 0.21 0.07 0.14 0.05 0.05 0.05 0.12

pH 7.6 10.6 10.6 8.6 8.9 9.7 9.9 11.5 11.5

과망간산칼륨

소비량(㎎/L)
0 2.2 2.5 0.6 1.3 1.6 2.5 2.9 5.7

<표 5-14> 친환경 코팅제의 용출 실험 결과

* 각각의 값은 3회 측정 후 평균값임.

* 48시간 후의 값은 누적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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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황 토 세라믹 백색시멘트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그림 5-12> 24시간 후의 용출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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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도 장 황  토 세 라 믹 백 색 시 멘 트

탁 도 수 소 이 온 농 도 과 망 간 산 칼 륨 소 비 량

<그림 5-13> 48시간 후의 용출실험 결과

       
 모형 콘크리트 저수조에 친환경 소재로(황토, 세라믹, 백색시멘트) 도장한 시료를 24시

간과 48시간 경과 후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15>과 같다.

중금속 13개 항목 분석 결과 모든 친환경 소재로부터 납, 비소, 크롬, 카드늄, 수은, 세

레늄, 철, 망간, 아연, 구리, 안티몬 등은 모두 검출 되지 않았으나 알루미늄의 경우 백색 

시멘트 소재가 24시간 침적 후 먹는물 수질기준의 2배, 48시간 후는 3배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백색 시멘트 소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은 용출 실험 결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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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소재에서 은이 극미량 검출 되고 세라믹과 백색시멘트 소재에서는 검출 되지 않았다. 

 

측정항목

(㎎/L)

황 토 세 라 믹 백색 시멘트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24시간후 48시간후

납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비  소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크  롬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카드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  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세레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철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망   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아   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구   리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안티몬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알루미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42 0.62

은 0.003 0.0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표 5-15> 친환경 소재 중금속 용출 실험 결과

* 각각의 값은 3회 측정 후 평균값임.

* 48시간 후의 값은 누적값임.

친환경 소재별로 유해영향 유기물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BTEX) 분석은 24

시간~48시간, 7day 침적 후 분석 결과 3가지 형태 도장재 모두에서 전혀 검출이 되지 않

았다.

(2) 친환경 소재 코팅 재료별 용출 물질 평가

각각의 재료별 용출물질의 특성을 보기 위하여 앞서 실행한 에폭시재 도료 용출 분석과 

마찬가지로 7day간 침적 후 LLE(Liquid Liquid Extraction) 추출법으로 전처리하여

GC/MS 분석을 통한 다른 유기물의 성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 5-16>과 

<그림 5-14>~<그림 5-16>에 친환경 코팅제로부터 발견된 유기물질들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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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Formula RT MW
Mass peaks

P1 P2 P3

 1. 2Ethyl hexanol C8H18O 10.07 130 57 41 83

 2. Ethanol, 2-ethoxy- C4H10O2 3.81 90 31 59 45

<표 5-16> GC/MS로 확인된 친환경 코팅제 검출물질

<그림 5-14> 황토 소재 GC/MS 분석 그래프

 

<그림 5-15> 세라믹 소재 GC/MS 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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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백색시멘트 소재 GC/MS 분석 그래프 

친환경 소재별 코팅제의 GC/MS 분석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BTEX)등과 같은 벤젠 고리형 유기 화합 물질들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다

만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고리형(방향족 탄화수소)이 아닌 사슬형(지방족 탄화수소) 구조

의 유기 화합 물질이 검출 되었다.  이것을 <표 5-17>에 나타내었다. 또한 황토와 백색

시멘트 소재에서 같은 물질인 2Ethyl hexanol이 검출 되었는데 이는 두 재료의 배합 재료

인 수성 에멜젼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 되며, 검출된 2Ethyl hexanol은  백색 시멘트 소

재가 황토 소재 보다 약 19배 정도 높은 면적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황토 소재

의 경우 수성 에멀젼을 활성탄 흡착 처리 과정을 수행한 결과로 생각된다. 세라믹 소재 

경우 Ethanol, 2-ethoxy- 물질이 검출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재료 배합 물질에 사

용된 용매제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림 5-17>는 검출 물질들의 화학적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구  분 검출 물질 및 면적

황 토  2Ethyl hexanol 118,214

세라믹  Ethanol, 2-ethoxy- 243,578

백색시멘트  2Ethyl hexanol 2,188,707

<표 5-17> GC/MS로 확인된 검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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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GC/MS로 확인된 검출 물질 화학 구조식

5.2.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는 콘크리트 모형 저수조를 이용하여 친환경 소재별(황토, 세라믹, 백색시

멘트)로 코팅 마감 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들 소재별 모형 저수조에 실험수(초순수)

를 넣고 24시간~48시간 경과 후 용출 특성에 해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세라믹 소재 코팅제가 탁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토와 백

색 시멘트 소재의 경우도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소이온농도는 모든 소재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값을 나타내었으나 이는 재료의 배합 비율 및 물성을 조절함으

로서 기술적 개선이 가능하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의 경우 모든 소재가 기준을 초과 하

지는 않았지만 백색시멘트 소재가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소재별로 중금속 13개 항목 실험 결과 중금속 11개 항목은 모든 재료에서 검출 되지 

않았다. 중금속 항목 중 알루미늄의 경우 백색 시멘트 소재가 48시간 침적 후 먹는물 수

질 기준(0.2mg/L)의 약 3배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은(silver)의 용출은 황토 소재에서 극미

량 검출 되었고 다른 친환경 소재에서는 검출 되지 않았다. 24시간~7day 동안 침적 후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BTEX) 분석 결과 모든 소재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LLE(n-hexane) 추출법으로 GC/MS을 이용, 성상을 분석한 결과 수성 에멀젼을 사용한 

황토와 백색시멘트에서 2Ethyl hexanol, 세라믹 소재에서는 분산매체로 인한 물질로 추

정되는 Ethanol, 2-ethoxy- 물질이 약간 검출 되었다. 하지만 두 물질의 구조가 화학적

으로 안정한 벤젠 고리(방향족 탄화수소)형태가 아니며, 활성탄 흡착기로 전처리한 황토 

소재가 같은 수성 에멀젼을 사용한 백색 시멘트 소재보다 훨씬 낮은 면적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 물질의 제어 가능성은 충분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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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나노은 코팅제의 향균 실험 분석

6.1 에폭시 소재와 나노은 합성 후 항균 실험

6.1.1 실험조건 및 방법

항균 실험에 사용한 나노은(nano silver)은 입자 사이즈가 Ag+으로 1nm이하이고 Ag°상

태로 10nm이하이며 나노은 6wt%인 TIOCHEM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표 6-1>. 나노

은의 살균 및 항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용으로 제조된 콘크리트 재질 모형 저수

조에 액상 에폭시 코팅제(D회사 도료: 무용제형 유성 에폭시)를 사용, 4군의 농도

(0.0Wt% 0.5Wt%, 1.0Wt%, 5 .0Wt%)로 혼합하여 도포하였다. 충분히 건조한 후 소독 

성분이 없는 지하수를 실험수로 사용하였으며 실험 진행 시간 동안 저수조 수온을 일정

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인큐베이터 온도를 35℃로 설정 하였다. 샘플링은 총 96hr에 하

여 24hr단위로 표본을 채취하여 생존한 균수를 계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항 목 특 성

담  체 제올라이트

형  상 분 말

색  상 백 색

조  성 SiO2, Al2O3, P2O5, Na2O-Ag,Zn 등

평균입도 2~3㎛

pH(1wt% 현탁액) 중 성

열안정성 800℃

원적외선 방사율 92% max

<표 6-1> 실험에 사용된 나노은의 특성

6.1.2 세균배양 및 계수 실험

우선 미생물을 배양하거나 담수상태 저수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상온

에서 정도 ±0.1℃를 유지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였다. 배지 제작이나 배지 혹은 

실험용 관에 세균을 접종하는 동안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클리벤치

(DK-BCB010)를 사용하였으며, 초기 멸균을 위하여 메틸알콜을 사용하였다. 배양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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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본을 분석하기 위하여 계수기(Colony counter)를 사용하고, 계수가 완료된 배지는 

증기멸균기를 사용하여 멸균처리 후 파기하도록 하였다. 접종과 샘플링 작업을 위해 멸균

주사기를 사용하였으며, 1회용 또는 수술용 장갑을 사용하여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오

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2>에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장비의 제원을 나

타내었다.

Instrument Specification

Incubator Temperature tolerance : 20 ~ 50℃±0.1℃

Colony counter SUNTEX 560

Clean bench
Air velocity : 0.45ul x 99.9999%)

Air volume : 0.45m/s

<표 6-2> 미생물 분석기기 

 미생물 배양 Incubator 온도는 35℃로 하였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황색포도

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장균(Escherichia coli), 살모레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을 선택하였다.

초기 접균을 위하여 각 균주는 24시간 배양하여 106~107 cfu/mL이 되도록 희석하였

다. 또한 초기 저수조 내의 멸균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에틸알콜로 소독하고 증류수로 

수회 세척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세척이 완료된 저수조에 실험수 10L를 채우고 밀봉한 

후 접균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클린벤치 내에서 작

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균이 완료되면 인큐베이터에 넣어 24시간 단위로 멸균 주사기

를 통하여 표본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채취된 표본은 10진 희석법에 의하여 각각의 배지

에 도말한 후 24시간 배양을 거치도록 하여 계수기를 통하여 변화된 균의 수를 계수하여 

살균성능을 산정하였다.

살균율의 평가는 계수된 균수를 산술 평균하고, <식 1>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Sr=
N 0-Nt
N 0

×100 <식 1>

여기서 Sr는 살균율(Sterilizing rate), N0는 초기 군락수, Nt는 t시간 후의 군락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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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균주별 은나노 코팅제의 실험평가

(1) 황색포도상균의 실험 

         농도

  시간

0 wt%

(N×103)

0.5 wt%

(N×103)

1 wt%

(N×103)

5 wt%

(N×103)

0 2800 2540 3280 2950

24 4180 1950 385 15

48 1521 985 20 1

72 680 450 9 0

96 320 150 0 0

<표 6-3> 황색포도상구균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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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황색포도상구균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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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황색포도상구균의 살균력(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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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황색포도상구균의 살균력(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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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reu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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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황색포도상구균의 살균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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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황색포도상구균의 살균력(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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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황색포도상구균의 살균력

(2) 장균의 실험 

         농도

  시간

0 wt%

(N×103)

0.5 wt%

(N×103)

1 wt%

(N×103)

5 wt%

(N×103)

0 3295 3308 3069 3180

24 4150 980 90 9

48 3250 91 3 1.2

72 1560 4 0.24 0

96 915 0.45 0 0

<표 6-4> 대장균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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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대장균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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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대장균의 살균력(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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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대장균의 살균력(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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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대장균의 살균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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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대장균의 살균력(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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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대장균의 살균력

(3) 살모넬라균의 실험 

         농도

  시간

0 wt%

(N×103)

0.5 wt%

(N×103)

1 wt%

(N×103)

5 wt%

(N×103)

0 2292 2750 2910 2392

24 5240 850 450 29

48 1280 125 50 11

72 680 5 0 0

96 320 0 0 0

<표 6-5> 살모넬라균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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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살모넬라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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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살모넬라균의 살균력(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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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살모넬라균의 살균력(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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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살모넬라균의 살균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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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살모넬라균의 살균력(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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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살모넬라균의 살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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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각의 배지에서 콜로니 측정

<그림 6-19> 황색포도상구균 배지

(0% 은나노 코팅)

  
<그림 6-20> 황색포도상구균 배지 

(5% 은나노 코팅)

  

<그림 6-21> 대장균 배지

(0% 은나노 코팅)

  
<그림 6-22> 대장균 배지

(5% 은나노 코팅 )

 

<그림 6-23> 살모넬라 배지

(0% 은나노 코팅) 

  
<그림 6-24> 살모넬라 배지

(5% 은나노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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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결과 및 고찰

액상 유성 에폭시 도료에 은나노 입자를 0.5 %, 1.0%, 5.0%의 비율별로 혼합 한 후 모

형 콘크리트에 코팅하여 살균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조군으로 은나노 입자를 혼합하지 

않은 유성 에폭시 코팅제와 비교 실험하였다. <표 6-3><표 6-4><표 6-5>에서 보는바

와 같이 나노은 함량이 높아질수록 살균력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군으로 사

용한 유성 에폭시를 코팅한 모형 저수조에서도 균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는 코팅제로부터 용출되어지는 물질로 인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표 6-3>과 <그림 6-1>~<그림 6-6>은 35℃ 모형 콘크리트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 

한 살균율을 나타낸 것이다. 나노은을 코팅하지 않은 조군에서는 24시간에서 2배 증

가하였지만 48시간 이후  45.7%의 살균력을 나타내었으며 96시간에서는 88.6%의 살균

을 나타내었다.

나노은 함량이 0.5%인 코팅 콘크리트에서는 살균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72시간 이후 82.3%의 살균력을 나타내었으며 1.0%와 5.0% 에서는 24시간 이후 

각각 88.3%와 99.7%로 살균력의 시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4>과 <그림 6-7>~<그림 6-12>는 35℃ 모형 콘크리트에서 장균에 한 살

균율을 나타낸 것이다. 나노은 함량이 0%인 조군에서는 24시간 까지 25% 증가하였으

며 48시간 이후부터 균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96시간에 72.2%의 살균력을 나타내고 있

다. 이것 역시 코팅제로부터 용출되어지는 물질로 인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나노은 0.5% 

함량의 모형 저수조에서는 48시간에 97.2%의 살균력에 나타내고 있으며 1.0%와 5.0%

의 나노은 코팅 모형조에서는 24시간에 각각 97.1%와 99.7%의 높은 살균력을 보여주며 

살균력 시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5>과 <그림 6-13>~<그림 6-18>은 35℃ 모형 콘크리트에서 살모넬라에 한 

살균율을 나타낸 것이다. 나노은을 코팅하지 않은 조군에서는 24시간에 2배 이상 증가

를 보이다가 선형적으로 감소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96시간에 86.0%의 살균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 역시 유성 에폭시로부터 용출되는 물질들로 균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노은 0.5%는 48시간에 95%의 살균력을 보이며 5.0%는 24시간만에 각각 98%

의 높은 살균력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그림 6-19>~<그림 6-24>를 보면 황색포도상구균, 장균 및 살모넬라 모두 5.0% 

은나노 코팅한 저수조는 조군로 사용한 나노은 코팅을 하지 않은 실험군과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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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특 성

담  체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형  상 분 말

색  상 백 색

조  성 CaO, P2O5, Na2O, SiO2,,  Al2O3 Ag, Zn 등

평균입도 2~3㎛

pH(1wt% 현탁액) 중 성

열안정성 1000℃

원적외선 방사율 92% max

<표 6-6> 실험에 사용된 나노은의 특성

똑같은 희석배율에서 균이 전혀 자라지 않음이 관찰이 되었다.

나노은 함량별 분석 결과 3가지 미생물에 한 살균율은 0.5%,1.0%,5.0%모두거의 유

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군으로 비교 실험한 0.0% 모형저수조에서도 미생물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해 물질의 용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소재 

저수조 코팅제를 사용하여 시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 농도인 0.5%에

서도 유의성 있는 살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최적의 살균력 농도를  찾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농도의 추가시험에 한 필요성을 보여 준다.

6.2 친환경 소재와 나노은 합성 후 항균 실험

6.2.1 실험 조건 및 방법

나노은의 살균 및 항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용으로 제조된 콘크리트 재질 모형 

저수조에 하도로서 친환경 소재인 황토와 세라믹 백색시멘트를 사용하여 각각 내부 도장 

후 상도로서 THIOCHEM사의 제품명 THC-100에 무기계 항균 나노 실버(제품명 

NTU-300)를 4군의 농도로 (0.0Wt% 0.5Wt%, 1.0Wt%, 2.0Wt%)고속 혼합 하여 도포하

였다. 혼합기의(Conditioning Mixer AR-250) 교반 속도는 공전속도 2200rpm. 자전속도 

800rpm, 교반 settling time은 2minute 하였다. 친환경 소재별, 나노은 함량별로 코팅 처

리 후 충분히 건조하여 소독 성분이 없는 지하수를 실험수로 사용하였다. 실험 진행 시간 

동안 저수조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인큐베이터 온도를 35℃로 설정 하였다. 

샘플링은 총 6회 실시 하였고 6hr, 12hr, 24hr, 48hr, 72hr, 96hr 단위로 표본을 채취하여 

생존한 균수를 계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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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세균배양 및 계수 실험

본 실험의 세균배양 및 실험장비 제원, 계수 실험, 살균율의 평가는 6.1.2와 같으며, 다

만 초기 접균을 위한 균주는 24시간 배양하여 106~107 cfu/㎕가 되도록 희석 하였다. 사

용된 균주는 장균(Escherichia coil),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바실러스균

(Basillus)을 선택하였다.

6.2.3 균주별 은나노 코팅제의 실험평가

본 실험에서는 친환경 소재의 재료별 용출실험에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 황토와 세라

믹 소재를 콘크리트 모형 저수조에 도장하고 그 위에 나노은 입자의 함량을 0.0%, 0.5%, 

1.0%, 2.0%의 비율로 재코팅 한 후 각각의 재료별, 함량별 살균능력을 측정하였다. 조

군으로 은나노 입자를 혼합하지 않은 코팅제와 비교 실험하였다. 

(1) 장균의 실험

         농도

  시간

0 wt%

(N×103)

0.5 wt%

(N×103)

1 wt%

(N×103)

2 wt%

(N×103)

0 27 35 28 29

6 921 652 319 114

12 1561 1482 720 365

24 1849 1562 500 247

48 1252 1040 320 134

72 847 480 185 58

96 710 290 145 28

<표 6-7> 대장균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결과(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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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대장균의 나노은 함량별 균수와 살균력(황토)

         농도

  시간

0 wt%

(N×103)

0.5 wt%

(N×103)

1 wt%

(N×103)

2 wt%

(N×103)

0 25 30 32 27

6 540 210 93 64

12 820 480 160 86

24 720 310 52 23

48 610 260 33 2

72 560 220 10 0

96 450 160 5 0

<표 6-8> 대장균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결과(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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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대장균의 나노은 함량별 균수와 살균력(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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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균 배지에서의 콜로니 측정

(은나노 코팅 2%, 0시간) (은나노 코팅 2%, 12시간) (은나노 코팅 2%, 24시간)

(은나노 코팅 0%, 0시간) (은나노 코팅 0%, 12시간) (은나노 코팅 0%, 24시간)

(은나노 코팅 2%, 0시간) (은나노 코팅 2%, 12시간) (은나노 코팅 2%, 24시간)

(은나노 코팅 0%, 0시간) (은나노 코팅 0%, 12시간) (은나노 코팅 0%, 24시간)

<그림 6-27> 대장균배지 콜로니 결과(황토)

(3) 살모넬라의 실험

         농도

  시간

0 wt%

(N×103)

0.5 wt%

(N×103)

1 wt%

(N×103)

2 wt%

(N×103)

0 447 301 341 324

6 615 521 456 298

12 1111 790 715 350

24 1982 1655 1412 590

48 1790 1420 1150 490

72 1690 1210 960 390

96 1500 981 795 300

<표 6-9> 살모넬라균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결과(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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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살모넬라의 나노은 함량별 균수와 살균력(황토)

         농도

  시간

0 wt%

(N×103)

0.5 wt%

(N×103)

1 wt%

(N×103)

2 wt%

(N×103)

0 332 275 323 261

6 557 365 161 198

12 710 643 214 185

24 1850 1640 450 456

48 1722 1380 400 360

72 1577 1200 350 270

96 1450 980 290 178

<표 6-10> 살모넬라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결과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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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살모넬라의 나노은 함량별 균수와 살균력(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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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살모넬라 배지에서의 콜로니 측정

(은나노 코팅 2%, 0시간) (은나노 코팅 2%, 24시간) (은나노 코팅 2%, 48시간)

(은나노 코팅 0%, 0시간) (은나노 코팅 0%, 24시간) (은나노 코팅 0%, 48시간)

(은나노 코팅 2%, 0시간) (은나노 코팅 2%, 24시간) (은나노 코팅 2%, 48시간)

(은나노 코팅 0%, 0시간) (은나노 코팅 0%, 24시간) (은나노 코팅 0%, 48시간)

<그림 6-30> 살모넬라균 배지 콜로니 결과(세라믹)

(5) 바실러스균의 실험

         농도

  시간

0 wt%

(N×103)

0.5 wt%

(N×103)

1 wt%

(N×103)

2 wt%

(N×103)

0 180 193 150 168

6 225 210 80 57

12 230 198 68 41

24 161 115 38 21

48 114 58 23 9

72 104 41 11 4

96 96 32 6 2

<표 6-11> 바실러스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결과 (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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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황토)

0

50

100

150

200

250

0 6 12 24 48 72 96

Time (hour)

C
F
U

/u
L

0.0%

0.5%

1.0%

2.0%

 

Bacillus (황토)

0

10

20

30

40

50

60

70

6 12 24 48 72 96

Time (hour)

S
te

ril
iz
in

g
 r
a

te
 (

%
)

0.0%

0.5%

1.0%

2.0%

<그림 6-31> 바실러스의 나노은 함량별 균수와 살균력(황토)

         농도

  시간

0 wt%

(N×103)

0.5 wt%

(N×103)

1 wt%

(N×103)

2 wt%

(N×103)

0 340 320 300 330

6 310 250 144 120

12 255 198 95 76

24 215 138 78 42

48 184 115 55 25

72 165 95 48 15

96 154 76 39 6

<표 6-12> 바실러스의 나노은 함량별 실험결과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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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바실러스의 나노은 함량별 균수와 살균력(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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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실러스 배지에서의 콜로니 측정

(은나노 코팅 2%, 0시간) (은나노 코팅 2%, 12시간) (은나노 코팅 2%, 24시간)

(은나노 코팅 0%, 0시간) (은나노 코팅 0%, 12시간) (은나노 코팅 0%, 24시간)

(은나노 코팅 2%, 0시간) (은나노 코팅 2%, 12시간) (은나노 코팅 2%, 24시간)

(은나노 코팅 0%, 0시간) (은나노 코팅 0%, 12시간) (은나노 코팅 0%, 24시간)

<그림 6-33> 바실러스균 배지 콜로니 결과(황토)

6.2.4 결과 및 고찰

친환경 재료인 황토, 세라믹스 마감재 도료 위에 은나노 입자를 0.5%, 1.0%, 2.0%의 

비율로 혼합 한 후 모형 콘크리트에 재 코팅하여 살균능력을 측정하였다. 조군으로 은

나노 입자를 혼합하지 않은 친환경 소재 도료와 비교 실험하였다. 앞 절에서 실험한 에폭

시 코팅 도료에 나노은 5.0% 함유 코팅제가 살균율 99%의 높은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나노은 함유량 최 값을 2.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최적의 살균 능력을 측정 하였다. 또

한 초기 배양 실시 후 표본 채취 간격을 좁힘으로써 나노은 함량별 균주들의 증식 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6-7>~<표 6-12>의 결과에 나타나듯이 나노

은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황토와 세라믹 소재 모두에서 나노은 입자를 코팅 하지 않은 시

료에 비해 각 균주들의 증식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7>, <표 6-8>, <그림 6-25>, <그림 6-26>은 황토와 세라믹소재 모형 저수조

에서 장균에 한 균수의 증식과 살균율을 나타낸 것이다. 황토 소재에서는 나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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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5%가 48시간부터 균수가 감소하였으나 1.0%, 2.0%는 24시간부터 균수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경과 후 0.0%에서는 초기 균수에 비해 약69배 균수가 증

가하였으나 2.0% 나노은 코팅의 경우 약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라믹의 경우는 

24시간 경과 후 0.0%는 29배증가하고 2.0%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황토 소재에 

비해 우수한 항균율을 나타냈다.

<표 6-9>, <표 6-10>, <그림 6-28>, <그림 6-29>은 살모넬라균에 한 증식과 살균

율을 나타낸 것이다. 황토, 세라믹 소재에서  나노은 함량이 0.0%인 조군에서 24시간 

까지 약 4~5배 증가 하였으며, 초기 접균 24시간 경과 후 균의 증식이 정점을 보인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은 2.0%인 경우 황토는 12시간부터 96시간까지 

17~23%의 살균율을 보였으며, 세라믹은 48시간부터 96시간까지 21~34%의 살균율을 

보였다. 같은 시간 비 나노은 0.0%의 황토와 세라믹의 경우 모두 7~10%의 살균율을 

보였다.

<표 6-11>, <표 6-12>, <그림 6-31>, <그림 6-32>은 바실러스균에 한 시간별 증

식과 살균율을 나타낸 것으로 황토 0.0%는 12시간까지 증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

며 세라믹은 처음 접균 후부터 균의 증식 없이 균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황토 소재 나

노은 2.0%는 0시간부터 96시간까지 30~66%의 살균율을 나타냈으며 세라믹의 경우는 

초기 0시간부터 96시간 까지  37~64%의 살균율을 나타냈다.

나노은 함량별 분석 결과를 보면 3가지 미생물에 한 살균율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

의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군으로 실험한 0.0% 모형 저수조에서는 황토와 

세라믹 소재 모두에서 장균과 살모넬라균이 일반적인 미생물 증식 곡선 양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바실러스균의 경우 소재별로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

다. 황토의 경우 초기에 약간 증식 후 감소하였으나 세라믹 소재는 은나노 함량 

0.0%~2.0% 모두에서 초기부터 균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황토와 세라믹 소재의 나노은 함량 0.0%에 비해 0.5%와 1.0%에서도 균주별로 유의성 

있는 상당한 살균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2.0%의 경우 두 재료 모두 우수한 살균율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황토에 비해 세라믹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다소 우수한 살균율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실험결과 나노은의 미생물에 한 살균, 항균 능력이 확인 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장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균주나 균수는 모형적, 실험적 가상이며 실제 생활의 경우 

먹는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에 이 같은 미생물이 유입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일 것이다. 다

만 이와 같은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나노은의 살균, 항균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미생물 

재성장 가능성을 제어하고 저비용으로서 저수조에 유입되는 먹는물에 한 수질 안전성

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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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본 연구는 먹는물의 수질 오염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필

요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수돗물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은 급․배수

관 분배시스템에서 오염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형건축물의 수돗물을 보관하는 지하

저수조, 고가수조, 옥내 급수관등의 2차 오염문제가 제기 되었다. 

둘재, 수많은 종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

한 미생물에 의한 질병 및 피해가 보고되면서 이에 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셋째, 과거 염소계열의 살균제에 의존해 왔던 미생물 감염 예방은 인체에 무해하고 따

로 소독을 하지 않아도 미생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항균 위생물질

에 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저수조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유해 물질이 용출되

지 않는 친환경소재로서 나노은을 이용하여 항균 기능을 가진 코팅 소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행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수조 코팅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폭시 코팅재료의 용출 실험결과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프탈레이트, MIBK등 각종 유해 영향 유기화합물들이 검출되었다.

둘째, 에폭시 도장재에 나노은을 합성, 코팅 재료로 활용한 균주의 실험결과 사용된 균

주에 하여 나노은 함량에 따라 99%에 가까운 살균율을 보였으나 나노은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에서도 유의성 있는 살균율을 보여 친환경 소재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셋째, 친환경 소재로 선별한 황토와 세라믹스로 저수조 내부 코팅 후, 용출 실험결과 

황토와 세라믹 재료가 중금속 검출이 없으며 유기화합물질 용출 실험에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넷째, 황토와 세라믹 도장재에 나노은 합성 후 함량별 미생물 살균, 항균 성능을 실험

한 결과 나노은을 첨가하지 않은 소재보다 미생물 성장이 극히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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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 잠재력이 없는 친환경 저수조 코팅재료의 개발과 

살균력 및 항균력이 탁월한 나노은 입자를 활용한다면 저수조에 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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