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류산업학회지 J. Kor. Soc. Cloth. Ind. 
제7권 제3호, 2005 Vol. 7, No. 3, pp.333-338(2005) 
＜연구논문＞
은 용액 처리와 세탁 조건에 따른 면직물의 항균효과 

정혜원·김미경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Antimicrobial Effects of Laundering and Colloidal Silver Treatment 

on a Cotton Fabric

Hae-Won Chung and Mi-Ky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Abstract : We examined the antimicrobial effects of the cotton fabrics which were laundered at different conditions and 
treated with a colloidal silver solution using Staphylococcus aureus. Colloidal silver solution was made from commercial 
colloidal silver generator by electrolysis. The fabric which was innoculated and washed with water before drying had no 
more Staphylococcus aureus, but which was innoculated and dried before washing with detergent solution had lower reduc-
tion rate. The fabric washed with oxygen bleach did not have an antimicrobial effect, but rinsed with 0.07% fabric softner 
showed antimicrobial properties. The fabric rinsed with 0.7ppm colloidal silver solution had better antimicrobial effects. 
As the treating concentration of silver solution increased, the antimicrobial property of the fabric was increased. The fabric 
treated with 5% silver solution sustained reflectance and whiteness of untreated fabric. The colloidal silver treated fabric 
lost antimicrobial property after washing because nano-sized silver particles were located on uneven fiber surface without 
chemical bonding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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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은 인류 역사상 지속적인 관심      

의 대상이었으며 최근 웰빙 열풍으로 이에대한 관심이 더욱 고        

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화       

과정으로 환경오염이 증가하며, 전자기기에 의한 전자파 장애      

등이 발생함으로써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복도 전에는 주로 심미성과 편리성을 추구하였      

으나 최근에는 위생적이며 쾌적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       

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항균성이다. 의복은        

착용 중에 인체로부터 땀, 피지, 피부 탈락물, 분비물, 배설물        

등에 의해 오염되며, 외부로부터는 공기 중의 매염과 먼지, 생        

활환경에서 식품, 화장품, 문방구와 미생물 등에 의해서 오염된       

다. 인간의 피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매우 많은 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들 미생물은 피부 분비물과 함께 의복으로       

옮겨져 증식이 계속된다. 피부에 기생하는 미생물의 수는 인체       

부위와 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한 예로 피부에 대단         

히 많은 수가 기생하는 Staphylococcus aureus는 손에만 대략     

7.7 × 10
5
개/cm

2
개가 있고 Corynebacteria는 8.6 × 10

2
개/cm

2
개     

가 서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복에 부착된 세균수도 의복의 종     

류와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름철에 발을 씻고 12시간이     

지난 후에도 양말 바닥의 가운데 부분에서 3.0 × 10
5
~5.0 × 10

7     

개의 균이 측정되었으므로 우리의 피부와 의복에는 많은 세균     

이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장병호 외, 1994). 

한편 정희근·최정화(1996)는 여름에 양말 착용 시 양말에     

잔존하는 세균 수에 비하여 발 표피의 세균수가 더 많다고 보     

고하였으며, 또한 가정에서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가족 구성     

원의 의복을 같이 세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균에 대한 저항성     

은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양말 등 의복의 착용 전·후 및 세     

탁방법에 따라 잔존하는 세균 수를 검토하여 위생적인 의복 환     

경 조건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생물은 광의로 원생동물류(protozoa), 조류(algae), 곰팡이,    

효모 등의 진핵생물과 세균, 방선균 등의 원핵생물을 의미하나,     

협의로는 균류(bacteria), 진균류(fungi), 바이러스(virus)가 포함된    

다(박종오 외, 1998). 균류는 의류, 피부 등에서 영양을 섭취하     

며 번식하는데 섬유상에 부착하고 있는 많은 균은 경우에 따라     

서는 저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아이에게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섬유제품에 균이 서식하면 섬유가 미생물에 의해 가     

수분해되어 취화가 촉진 될 뿐 아니라, 섬유에 부착되어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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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또는 오염물에 의해 균이 더욱 빨리 증식되어 착색 또는         

변색되며 악취도 발생하게 된다. 

의복에 부착한 오물 및 이물질은 세탁하여 제거함으로써 의       

복의 위생적 성질 및 심미성을 어느 정도 원래의 상태로 복원         

하고 있다. 세탁 시 의복에 부착된 오염 제거거동 및 의복의         

변형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세척방법에 따른       

균의 제거 및 항균성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피부와 의복에 널리 부착하고       

있으며 섬유류의 항균 시험에 널리 쓰이는 Staphylococcus      

aureus를 사용하여 세탁방법에 따른 항균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가 세탁 후 필요에 따라 섬유린스를 처리하여 유연성을 향        

상시키거나 대전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일        

회적이지만 의복의 항균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세탁 후, 은         

콜로이드 용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조사하였다. 은(銀)은 금속      

중에서 미량의 사용으로도 항균성이 우수하나 독성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高野, 橫山,       

1990; Simpson, 2003), 최근에는 은 용액을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        

는 은 용액 제조기에서 만든 은 용액으로 처리한 면직물이 항         

균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였으며, 이 조건에서 처리        

한 면직물의 백도 변화도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및 시약

시료 : 사용한 시료는 Table 1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탄산         

나트륨 10% o.w.f.용액으로 정련, 수세 후 건조하여 5 × 10 cm          

의 크기로 잘라 사용하였다. 

시약: 항균성 시험을 위해 균주는 그람양성균의 Staphylococcus      

aureus(ATCC No. 6538)를 사용하였으며, 배지로 Bacto-Peptone,     

Beef Extract, Bacto Agar(DIFCO Lab.)를 사용하였다. NaCl,      

Disodium phosphate, 비이온 계면활성제인 Triton X-100(東京     

化成) 등의 기타 시약은 1급 이상, 은 용액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silver acetate는 표준 용액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의 세탁        

용수로는 수돗물을 사용하였다. 

2.2. 세척

세척은 Terg-o-tometer(Yasuda Seiki, Japan)에서 행하였으며,    

세제, 표백제, 유연제는 시판제품을 권장농도로 사용하였다. 세      

척은 합성세제 0.07%, 비누 0.2% 용액으로 온도 25
o
C에서 10        

분간 세탁하고 2분 간 2회 헹군 후 자연 건조 하였다. 표백제          

를 사용 시에는 과탄산나트륨의 산소계표백제 10 g을 세제용액     

30 l에 가하여 50
o
C에서 처리하였으며, 유연제는 물 30 l에     

20 ml를 가하여 사용하였다. 

2.3. 은 용액 처리

은 용액 제조 : 은 용액은 99.99% 순은막대가 설치된     

colloidal silver제조기(Fig. 1, 코코실버 제품)의 비커에 규정 용     

량의 수돗물을 넣은 후 전원을 연결하여 제조하였다. 은 용액     

농도는 전도도 측정기(CO 150, Hach)에서 TDS(Total     

dissolved solid)로 대략의 농도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적정 농도     

로 희석한 은 용액을 준비하였다. 생성된 은 용액은 물의 온도,     

경도 뿐 아니라, 뚜껑에 고정되어 있는 은 막대가 휘어져 간격     

이 변하여도 농도가 달라졌다. 실험 시 70 ppm 내외인 수돗물     

을 사용하여 25
o
C에서 30분 동안 생성된 은 용액 농도는 약     

40 ppm이었다. 이 용액을 희석하여 초음파 세척기에서 10분 이     

상 처리하여 균일하게 분산시킨 후, silver acetate를 표준물질     

로 원자흡수 분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AAS, AA-Scan1, Thermo Jarrell Ash Co., U.S.A)에서 정확     

한 은 용액 농도를 측정하였다. 

제조한 은 용액 중 은 입자의 크기를 입자분석기(Zetasizer,     

Malvern Instruments, UK)로 측정한 결과 입자 분포는 Fig. 2     

와 같으며, 은 용액의 농도 1 ppm에서 평균 colloid 입자의 크     

기는 13 nm이었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fabric

 Fiber  Cotton 100%

 Fiber count  40Ne

 Weave  Plain

 Fabric count  64 × 58/inch 

 Fabric weight  86.5 g/m
2

Fig. 1. Colloidal silver solution generator.

Fig. 2. Particle size of colloidal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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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용액 처리: 시료의 은 용액 처리는 Terg-o-tometer (Yasuda        

Seiki, Japan)의 비커에 증류수로 희석한 일정농도의 은 용액       

600 ml와 5 × 10 cm 크기의 시험포를 4매 씩 넣고 25 
o
C에서            

10분간 교반하여 처리한 후 공기 중에서 건조하였다. 

2.4 살균성 및 항균성 측정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각종의 균과 접하게 되며 의복에도      

많은 균이 부착하여 있으므로, 세탁에 의해 의복에 부착되       

어있는 균의 제거거동 즉 살균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방법에 의해 실험하였다. 시료는 고압 살균기에서 증기압      

1055 g/cm
2
, 온도 120

o
C에서 10분간 살균과정을 거쳤으며,      

공시 균으로는 Staphylococcus aureus를 사용하였다. Nutrient     

한천평판배지에서 배양한 Staphylococcus aureus를 채취하    

여 시험관에서 배양한 후 생균 수 1±0.3 × 10
5
개/ml의 농         

도가 되도록 희석하여, 30 ml용량의 유리병에 넣은 시료에       

1 ml의 접종액을 골고루 투여하였다. 이때 시료가 접종액을       

모두 흡수하고 유동하는 접종액이 없도록 4매의 시료를 넣       

었다. 4매의 시료를 동일 세탁 비커에서 세탁한 후 시료에        

서 분리된 실이 남지 않도록 모두 수거하여 수세, 건조하였        

다. 이 시료로부터 균을 배양하여 세탁 후 남아있는 균수로        

부터 제거율을 계산하였다. 시료의 항균성은 KS K 0693에       

의하여 실험하였으며, 배양한 생균수가 30-300개의 콜로니     

가 있는 페트리접시로부터 콜로니를 세고 희석배수를 고려      

하여 생균수를 계산 한 후 다음 식에 의해 균 감소율을 계          

산하였다. 

     균 감소율(%) = 

여기서  A=18시간 배양된 시험편에서 재생된 세균 수

        B=접촉시간 ‘0’의 시험편에서 재생된 세균 수 

2.5 SEM 측정

은 콜로이드 용액으로 처리한 섬유에 은 입자의 부착 형태        

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백금으로 코팅한 후, 주사전자현미       

경(S-4300, Hitachi, Japan)에서 배율은 20,000배로 관측하였다.     

이 때 가속전압은 5 kV이었다

2.6 직물의 반사율 및 백도 측정

시험포의 반사율은 색차계(Color-Eye 2180, Macbeth, USA)     

로 광원 D65, 시야 10
o
에서 측정하였으며, 520 nm에서의 반사        

율, Gantz 백도 지수를 조사 비교하였다. 백도(whiteness      

index)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WICIE=Y-800(xn-x)-1700(yn-y)y

여기서 Y는 3 자극치이며, x, y는 광원과 시야에 따른 색도         

계수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세탁 시 균 제거 및 항균성 

균을 가하여 세탁한 시료에 남아있는 균의 수를 측정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10
0
배 희석 용액에서 배양한 균이 검출     

되지 않았을 때는 콜로니수 100개미만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     

으므로(AATCC, 1988) 콜로니수 9.9 × 10
1
는 균이 검출되지 않     

은 것이다. 본 실험에서 접종 후 바로 세탁하였을 때, 즉 젖은     

상태일 때로 세탁 시에는 모든 세탁 조건에서 균이 모두 제거     

되었다. 균이 섬유에의 부착과 제거과정은 고형오구가 섬유에     

부착 또는 제거되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섬유에서     

고형오물의 제거는 결합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섬유와 고     

형오구와의 접촉 면적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Cutler et al.,     

1972). 마찬가지로 균이 섬유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도 균이     

접종액을 매개로 섬유에 부착되어있으면 섬유와 균 간에 결합     

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 쉽게 제거되며, 세탁 시 액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균이 섬유에서 떨어져 나온 후 세액에서 재 부착     

기회가 거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균을 가하여 마르지 않은 상     

태에서 세탁하면 균이 모두 제거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시료에 균을 투여하고 일정시간(4일) 보관함으로써     

건조된 시료를 세탁하여 잔존하는 균을 배양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보관과정에서 일부 균이 떨어져나갔음을 알 수 있으     

며, 물로만 세탁 시에도 84.5%, 세제로 세탁 시에는 98.6%의     

균이 제거되어 균의 감소율이 크지만, 남아 있는 균의 수는 물     

로 세탁 시 3.4 × 10
8
개, 세제 용액으로 세탁 시에는 3.0 × 10

7     

개로 아직도 많은 수의 Staphylococcus aureus가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균이 용액으로 주입된 후 건조되면, 균이 섬유와 매     

우 가까이 접근하여 결합력이 증대하게 되므로 세탁 후에도 많     

은 수의 균이 남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세탁방법을 달리하여 세탁한 포에 균을 가하여 배양한 후 남     

아있는 균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항균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세제만으로 또는 표백제와 함께 세탁한 포는 항균성     

을 가지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탁 후 유연제로 처리한     

B A–

B
-------------- 100×

Table 2. Reduction rate of bacteria with laundering methods

 Laundering methods No. of bacteria Reduction(%)

Control 1.8 × 10
10

-

Water 9.9 × 10
1

99.999

Detergent 9.9 × 10
1

99.999

Detergent+Bleach 9.9 × 10
1

99.999

Laundering with detergent & rinse 9.9 × 10
1

99.999

Table 3. Reduction rate of bacteria on the fabric which was inoculated    

before laundering

 Laundering methods No. of bacteria Reduction(%)

 Control 1.8 × 10
10

-

 After 4 days 2.2 × 10
9

 Water 3.4 × 10
8

84.546

 Detergent solution 3.0 × 10
7

9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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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는 99.947%의 균이 제거되었으므로 유연제 처리는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하여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 섬유      

유연제는 4급 암모늄염의 양이온계면활성제로 세탁 후 처리하      

면 세탁포에 흡착되어 합성섬유에서는 대전방지효과를 나타내     

며, 면섬유 등의 천연섬유에서는 유연효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항균성을 가지고 있음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Singer,      

1994; Diz et al., 2001). 유연제 처리 직물의 생분해성이 다른         

조건으로 세척하였을 때보다 생분해성이 낮은 것(이혜원·박     

정희, 2001)도 양이온계면활성제의 항균성에 기인하여 본 실험      

결과와 같다. 4급 암모늄염이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기구는 물       

에서 양이온의 4급 암모늄염이 음하전을 띠는 세균을 흡착하       

여 세포막과 세포벽의 손상, 효소 단백질의 변성과 호흡저해 등        

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高麗 외, 2000). 

3.2. 은 용액 처리시의 항균성 

이상의 실험에서 세제 또는 세제와 표백제로 세탁한 포는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항균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은 용액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          

는 은 용액 제조기를 사용하여 제조한 은 용액으로 항균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위의 Table 4의 방법으로        

세탁 후 약 10 ppm의 은 콜로이드용액을 처리하여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한 항균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세탁        

후 항균성을 가지지 못하던 포를 은 용액으로 처리하면 항균성        

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나노 은 입자가 균과 접촉하면 균         

의 전자전달계에 저해를 가져오거나, 세포막손상, 또는 DNA와      

반응하여 세균의 증식을 막거나, 세포를 이루는 단백질과 결합       

된 물질이 은 이온과 쉽게 결합하거나, 중금속의 작용과 같이        

산화 작용으로 단백질 및 핵산의 불활성화를 초래하여 균의 증        

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高麗 외, 2000; 김현진·       

이승철, 2002). 세탁방법에 따라서는 잔존하는 균수에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세탁제의 종류는 은의 효과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은 용액으로 처리한 포는 항균성을 가지므로, 면직물을 은이     

온 용액의 농도를 달리하여 25
o
C에서 10분간 처리하여 건조한     

포의 항균성을 검토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은 용액의 농     

도가 매우 낮은 0.7 ppm 용액으로 면직물을 처리하였을 때에     

도 항균성이 우수하여 99.636%의 균이 제거되었으며, 은이온     

용액의 농도가 증가하면 항균효과도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섬     

유에 은 콜로이드 용액의 처리는 매우 낮은 농도로 항균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은     

용액 농도를 측정할 때의 오차의 범위는 ±0.1%로, 은 용액의     

농도를 0.7 ppm보다 낮은 농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웠다. 은 콜     

로이드 용액에서 직물을 처리하면 섬유표면에 부착한 은 입자     

가 균과 접촉하였을 때에 항균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면섬유는     

꼬임을 가진 관상의 형태이며, 스테이플 섬유이므로 실에서도     

은 입자가 부착할만한 많은 틈과 요철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     

한 가공 없이도 항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은 입자     

를 가공 처리하거나 방사원액에 은 입자를 혼합하여 방사하였     

을 때에는 표면의 은 입자만 항균 작용에 관련되어 은 이온     

농도가 높아야 하지만(이은지 외, 2001), 본 연구의 처리방법에     

의해서는 모든 은 입자가 섬유표면에 위치하며 항균 작용에 관     

여하므로 매우 낮은 은 이온 농도에서 높은 항균성을 보이게     

된다. 항균가공 직물의 항균성 인증기준이 규정되어있지는 않     

으나 일반적으로 원포에서 95%이상, 세탁 시에는 90%이상의     

균이 제거될 때 인증되는 것으로 알려 있으므로 은 용액으로     

세탁 후 처리방법에서는 은 용액 농도가 매우 낮은 0.7 ppm     

은 용액으로 처리 시에도 Staphylococcus aureus에 항균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은 입자가 섬유에 부착되어있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     

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은 입자의 크기는     

nm단위이므로 은 입자의 확인을 위하여서는 높은 배율이 필요     

하나 처리한 은 농도가 낮아 부착한 은 입자의 수가 극히 적     

으므로 정성적인 확인은 어려운 편이다. 면섬유는 표면에 피브     

릴 등으로 요철이 많고, 정련, 표백 등의 과정에서 섬유표면이     

손상되어 요철은 더욱 많게 되는데, Fig. 3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섬유의 피브릴사이 등에 은 입자들이 부착되어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면직물에서 섬유의 표면 구조 특성으     

로 부착할 수 있는 은 입자 수가 많아져서 항균성이 좋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은 용액을 면직물에 처리한 후 일반 세제로 Terg-o-tometer     

 
Table 4. Reduction rate of bacteria on the fabric which was inoculated           

after laundering

 Treatment methods No. of bacteria Reduction(%)

 Control 3.2 × 10
9

 -

 Syndet 3.8 × 10
9

-18.750

 Soap 2.9 × 10
9

-19.375

 Syndet+Bleach 5.0 × 10
9

-56.250

 Syndet+Rinse 1.7 × 10
6

-99.947

Table 5. Reduction rate of Staphylococcus aureus on the fabric treated          

with about 10 ppm colloidal silver solutions after Laundering

 Treatment methods No. of bacteria Reduction(%)

 Control 3.2 × 10
9

-

 Syndet 6.0 × 10
4

99.998

 Soap 1.0 × 10
4

99.999

 Syndet+Bleach 3.2 × 10
5

99.990

 Syndet+Rinse 9.0 × 10
3

99.999

Table 6. Reduction rate of Staphylococcus aureus on the fabrics treated    

with different colloidal silver solutions 

 Colloidal silver onc.(ppm) No. of bacteria Reduction(%)

 Control 1.64 × 10
9

-

 0.7 5.9 × 10
6

99.636

 1.3 2.2 × 10
6

99.865

 2.5 4.7 × 10
5

99.971

 5 1.8 × 10
5

9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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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탁하였을 때의 항균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1회 세척 후에 Staphylococcus aureus.의 항균성은 크게 떨어져       

서 74%이므로 항균성을 가진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므      

로 콜로이드 은 용액으로 면직물을 10분 처리하면 은 입자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 섬유에 부착되는데, 이는 세탁과정에서 고       

형 오물과 같이 거동하여 제거되므로 세탁 후에는 항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매 세탁 시, 유연제를 처리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은 콜로이드 용액은 항균성이 요구될 때마다 처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은 용액 처리 직물의 백도

은 입자는 공기 중의 황 화합물 등의 영향으로 짙은 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면직물에 은 용액을 처리하였을 때의 반        

사율을 검토하였다. 사용한 면직물은 시판 세제에 포함된 형광       

증백제에 의해 백도가 증가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련,       

표백포에 은 용액을 처리하여 비교하였다. 농도가 다른 은 용        

액으로 처리한 직물의 520 nm에서의 반사율과 백도지수는      

Table 7과 같으며, Fig. 5는 농도 5 ppm의 은 콜로이드 용액으          

로 처리 전, 후의 면포의 반사율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면직         

물에 농도 5 ppm까지의 은 용액을 처리 시에는 처리 전과 비          

교하여 520 nm에서의 반사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백도지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가시광선의 전 파장 영역에서 반사율곡선의 형태에 변     

화가 없을 뿐 아니라, 반사율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초음파 세     

척기로 균일하게 분산시킨 매우 낮은 농도의 은 용액을 액비가     

큰 조건에서 처리하므로 물세탁효과와 함께 광택을 가진 은 입     

자가 비교적 균일하게 부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상과 같이 면직물을 5 ppm 이내의 은 용액으로 처리하면 반사     

율이 원포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은 처리가 균일하게 이루어지     

면 백도 저하 문제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면직물에서 세탁조건이 다르거나 은 용액으로 처리하였을 때     

의 Staphylococcus aureus균에 대한 항균성과 백도 변화를 조     

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Staphylococcus aureus균을 주입 후 건조되기 전에 세탁     

하였을 때에는 물로만 세탁한 직물에서도 균이 모두 제거되었     

다. 그러나 균을 주입 후 건조된 후 세탁하였을 때에는 균 제     

거율이 떨어져 세제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많은 균이 남아 있     

었다. 

Fig. 3. SEM photograph(× 20,000) of colloidal silver (20 ppm) treated 

fabric. 

Fig. 4. Reduction rate of Staphylococcus aureus on the fabrics treated 

with colloidal silver solution and followed by Laundering.

Table 7. Reflectance and whiteness index of colloidal silver treated     

fabrics(standard deviation)

Concentration(ppm) Reflectance(at 520 nm) Whiteness index

0 73.3 69.9

0.7 74.1(0.6) 71.8(1.1)

1.3 74.9(0.3) 73.2(0.2)

2.5 74.8(0.4) 72.8(1.0)

5.0 74.9(0.6) 72.4(0.7)

Fig. 5. Reflectance of cotton fabrics treated with colloidal silver solution 

(5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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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탁 후 직물에 Staphylococcus aureus균을 주입하였을      

때에는 세제, 세제와 표백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였을 때에는 항       

균성이 없으나, 유연제를 사용하면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3. 세탁 후 전기분해법으로 제조한 은 용액을 희석하여 0.7        

ppm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에도 항균성을 나타내었으며, 은      

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항균성은 증가하였다. 은 입자는 면섬유       

표면의 요철 부분에 부착하여있음이 확인되었다.

4. 면직물을 5 ppm까지의 은 용액 처리하였을 때의 반사율과        

백도는 원포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반사율 곡선의 형태도 가시광선 전파장에 걸쳐 처리 전과 차이        

가 없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       

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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