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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항균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N-halamine에 알킬기를 도입하여 페인트용 항균성 물질인 Dichlorohexyl
isocyanuric acid (DCHICA)를 합성하였다. 그램 음성균인 E. coli를 사용한 항균테스트, 곰팡이를 이용한 antifungal 테스
트를 진행하여 우수한 항균성을 확인하였고, 페인트와의 혼합농도, 시간에 따른 항균성 역시 관찰하였다. 또한, 도입
된 알킬기로 인해 도포시에도 우수한 표면항균활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Novel antibacterial N-halamine materials with alkyl group were prepared for paint application. Using E. coli and Fungi, antibacterial property of the dichloro hexyl isocyanuric acid (DCHICA) was determined and influences of the antibacterial agent’s
concentration and the bacteria test time on the antibacterial ability were also investigated.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film
made using DCHICA showed better surface biocidal activity against the bacteria and fungi than that of dichloroisocyanuric
acid (DCICA) in the absence of alkyl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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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4급 암모니움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유기금속 화합물은 전체적으
로 살균성이 강하지만 유기수은 화합물, 유기크롬산 구리화합물 등은
특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균제로 적용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유기계 항균제는 염소페닐 에테
르계, 유기실리콘 제4급 암모니움계, 유기질소계 화합물, 양이온 활성
을 가진 유기실란 화합물 등이다[3]. 두번째 방법은 항균성을 보이는
무기입자 및 금속입자를 소재와 혼합하거나 컴파운딩 하여 소재에 첨
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자의 방법에 비하여 항균성 측면에서
낮은 특성을 보이는 단점이 있으나 그 지속성 측면에서 전자에 비하
여 약간 우수한 특징이 있다. 무기계 항균제는 제오라이트, 실리카알
루미나 등의 무기담체에 은, 구리, 아연, 등과 같이 항균성이 뛰어난
금속 이온을 치환시킨 것으로 미세한 기공을 가진 3차원의 골격구조
를 지니기 때문에 표면적이 크고 내열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그러
나 페인트에 적용하는 경우 황변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정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와 항균 물질 연구의 발전은
보다 폭넓은 응용이 가능한 고분자 재료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활발한 기술 개발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페인트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쾌적성
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1,2]. 페인트
의 쾌적성 개선을 위하여 여러 제품이 시판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단
순히 방향(Aroma)을 통한 냄새제거에서 점차로 항균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항균은 실질적으로 접촉에 의해서만 작용되기
때문에 항균 물질의 단순 물리적 분산에 의한 항균물질의 항균 특성
은 효과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항균물질의 항균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첫 번째 방법은 유기계 항균 화학물질을 소재의 표면이나 내부에
도입하여 항균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항균성 측면에서 비
교적 높은 특성을 보이나 그 지속성 측면에서 유효기간이 매우 짧다
는 단점이 있다. 현재 문헌상에 보고된 물질들은 유기수은 화합물, 유
기크롬산 구리화합물, 유기구리 화합물, 유기아연 화합물, 기타의 유
기금속 화합물과 염소페닐 에테르계, 유기질소계 화합물, 유기 실리콘

항균페인트에 이용되고 있는 물질은 항균성 무기입자나 아민 계통
의 저분자 물질들이 있으나 그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4-6]. 습한 조건에서 도포된 페인트의 경우 습기 함유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미생물의 서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미생물이 서
식하면서 대사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냄새의 문제와 미생물이 죽은 후
그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냄새의 문제가 있다. 페인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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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ynthesis of DCHICA.
한 번 도포된 이후 매우 긴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서식한 미
생물의 문제는 도포된 페인트를 모두 제거하고 다시 도포하지 않는
이상 미생물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고 그러한 이유로 페인트의 항
균화 연구는 매우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구적으로 항균성을 보유하고 표면항균활성이 우
수한 항균페인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항균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N-Halamine과 알킬기를 동시에 지닌 물질을 합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페인트에 적용시 항균성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 항균물질의 함량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 알킬기의 존재에 따른 표면활성 강화를 통한
도료로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한 isocyanuric acid (ICA), potassium hydroxide, sodium
hypochlorite, 1-bromohexane 등 모든 시약은 Aldrich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1H NMR spectrum은 300 MHz (JEOL JNM-LA 300), IR 스
펙트럼은 Perkin Elmer Spectrum 2000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얻었다.

N-Cl로의 성공적인 chlorination을 확인하였다, 또한 알킬기가 나타내
는 3.62 (t, J = 7.3 Hz, 2H, NCH2), 1.52∼1.50 (m, 2H, NCH2CH2),
1.28∼1.24 (m, 6H, (CH2)3), 0.85 (t, J = 6.4 Hz, 3H, CH3)의 peak으로
hexyl기의 치환을 확인하였다.
2.3. 항균페인트 제조

1 L의 수성페인트에 합성된 항균제 DCHICA를 0.03, 0.3 wt%의 비
율로 혼합하여 최종 항균페인트를 제조하였다.
항균특성 측정을 위해 아래의 방법으로 항균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코팅은 페인트의 높은 점도로 인해 Dipping을 이용하였다.
2.4. 항균 특성

항균특성 평가는 항균력 지표 미생물인 대장균(E. coli)에 대한 항균
성능을 실험하였다. 항균물질을 pH 조절을 위한 인산완충용액(phosphate
buffer solution) 16 mg/L의 영양배지(nutrient)에 접종 및 배양시킨 후
일정량의 액체 속에 진탕시켜 배양된 미생물을 추출한 후 이 액체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를 측정하였다. 사용 균주는 Escherichia Coli/
ATCC 25922을 사용하였다.
2.5. 항곰팡이 특성

2.2. 항균물질 제조

페인트용 항균 물질은 ICA에 알킬기를 치환시키고 염소화를 진행
시켜 제조하였으며 그 화학구조와 반응식은 Figure 1과 같다. 알킬화
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보고된 방법[7]에 따라 H2O에 suspension시킨 isocyanuric acid에 1당량의 KOH를 반응시켜 potassium isocyanurate (1)를 얻었다. 다음 알킬화를 진행시키기 위해 메탄올에서
(1)과 1당량의 1-bromohexane을 60 ℃에서 12 h 동안 reflux시켰다. 반
응이 끝난 혼합물에서 감압을 통해 메탄올을 제거한 후 생긴 흰 색
물질을 ethyl acetate를 통하여 추출하여 60%의 수율로 hexyl isocyanuric acid (2)를 얻을 수 있었다(Figure 1).
항균성을 부여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이 NaOCl 4% 수용액 100 mL
에 합성된 hexyl isocyanuric acid (2) 10 g을 혼합하여 상온에서 24 h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난 후, 감압으로 NaOCl 수용액을 제거하고
H2O washing을 3회 진행시켜 최종 물질인 Dichloro hexyl isocyanuric
acid (DCHICA)를 얻었다.
1
H-NMR (300 MHz, CDCl3) δ11.37 (br s, 2H, NH), 3.62 (t, J =
7.3 Hz, 2H, NCH2), 1.52∼1.50 (m, 2H, NCH2CH2), 1.28∼1.24 (m,
6H, (CH2)3), 0.85 (t, J = 6.4 Hz, 3H, CH3) IR (KBr) 3204, 3089, 2958,
2920, 2857, 1766, 1685, 1464, 1416, 1376 cm-1
구조 분석과 합성 여부는 FT-IR과 1H-NMR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FT-IR을 통해서는 chlorination 전후의 shift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chlorination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1H-NMR (300 MHz,
CDCl3)의 δ11.37 (bs, 2H, NH) peak intensity 감소를 통해 N-H에서
공업화학, 제 22 권 제 1 호, 2011

냉동 보관된 균주 stock 100 µL를 SDA (DifcoTM Sabouraud Dextrose
Agar) 배지 위에 유리막대를 이용해 고루 펼친 후 항온 항습기(28 ℃,
습도 95%)에서 7∼8일 배양한다. 곰팡이가 자란 배지 위에 mineral-salt/wetting agent (NaNO3 2 g, KH2PO4 0.7 g, K2HPO4 0.3 g, KCl
0.5 g, MgSO4⋅7H2O 0.5 g, FeSO4⋅7H2O 0.01 g, H2O 1000 mL,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0.1 g)와 백금이를 이용하여 곰팡이 포자
를 회수한 뒤 필터를 이용하여 포자 이외의 불순물들을 걸러낸다. 그
후에 mineral-salt (mineral-salt/wetting agent에서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만 불포함)와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워싱을 한다. 준비된 균
주의 숫자는 적절히 희석한 뒤에 SDA 배지 위에 도말하여 배양한 후
자라난 균주의 숫자를 확인하여 환산한다.

3. 결과 및 고찰
ICA에 표면활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알킬기를 도입하고 항균성
을 가지는 Cl기를 치환하여 페인트에 응용 가능한 새로운 N-halamine
계 항균물질인 DCHICA를 합성하였다. 페인트에 혼합되는 DCHICA
함량에 따른 그램 음성균에 대한 비활성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코팅
전과 코팅 후의 항곰팡이 테스트를 통하여 알킬기의 표면활성 강화를
통한 페인트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3.1. 항균특성

DCHICA 항균특성 평가는 시험편과 대조편을 고시균으로 접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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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activation Ability of DCHICA Against E. coli and Fungi
Sample

3 h

6 h

Fungi 3 h

Blank

-0.2

-0.1

-0.2

0.03 wt% DCHICA

-5.0

-5.1

-2.5

0.3 wt% DCHICA

-6

-6

-4

배양시킨 후 페인트 배합비율을 달리하며 3, 6 h이 경과된 시점에서
균 수의 측정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초기
주입 균 수 대비 균 수 감소율이 높은 경우 항균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시험결과 DCHICA 미첨가 페인트의 경우 초기 균 수
대비 6 h 후 거의 균 수의 감소를 보이지 못했다. 반면 DCHICA 0.03 wt%
첨가 페인트의 경우 3 h 경과, 6 h 경과 후의 결과에서 모두 약 -5 log
reduction정도로 E. coli를 불활성화 시켰다. 또한 DCHICA 첨가량이
0.3 wt%인 경우에도 3, 6 h 모두 -6 log reduction의 뛰어난 미생물 불
활성화 능력을 보였다. 이로부터 DCHICA첨가 페인트는 일반 항균
6
미처리 페인트에 비하여 10 배 이상의 항균 상승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염소이온이 염소화 과정을 통해 ICA에 화학적
으로 도입됨으로써 최종 합성물질에 항균성을 부여하는 것을 입증하
는 결과라고 판단이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료 분야의 새로운 화
학적 항균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2. 항곰팡이 특성

페인트에 혼합되는 항균제의 경우 도포 후의 환경이나 곰팡이가 미
생물보다 고등개체라는 점에서 항곰팡이 성능이 더욱 중요하다.
DCHICA의 항곰팡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균물질을 물이 담긴
용기에 고르게 분산시킨 후, 곰팡이를 넣어 항균제를 곰팡이와 24 h
동안 접촉시킨 뒤 용액테스트법(suspension test)을 통하여 곰팡이의
개수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DCHICA가 곰팡이에도 뛰어나 불활성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항균성능과 마찬가지로 ICA에 치환된 염소이온 때문이다. 염소
이온의 경우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곰팡이에도 우수한 항곰팡이 성능
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다[8].
3.3. 표면항균활성

도료에 첨가되는 항균제의 경우 도포 후에도 미생물이나 곰팡이에
대해 저항성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찰하고자 석고보드에
DCHICA가 혼합된 페인트를 도포하여 곰팡이에 대한 항곰팡이 성능
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페인트 도포 연구시에 적용되고 있는
석고보드에 DCHICA포함 페인트를 도포하여 곰팡이 비활성화 평가
를 하였다. DCHICA가 혼합된 페인트 석고보드로의 도포 후 항곰팡
이 성능 평가결과는 Figure 2와 같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DCHICA는 곰팡이에 대해서 매우 우수한 불활성화 능력을 가지
는데 도포 후에도 이와 같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알킬기의
존재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알킬기가 포함되지 않은 디클로로
이소시아누르산(DCICA)의 경우 Table 2에서와 같이 항균성이 매우
우수한 물질임에도 코팅시에는 현저하게 항곰팡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킬기와 같은 친유기가 포
함된 물질의 경우 물의 반발을 받아 표면으로 가기 때문에 알킬기가
포함된 경우 페인트 도포 후에도 우수한 항균 성능을 가지지만
DCICA 같이 알킬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도포 후에 항균성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
(b)
Figure 2. Surface biocidal activity of DCHICA against Fungi. (a)
Control and (b) DCHICA.

Table 2. Antifungal Effect of Dichloro Isocyanuric Acid (DCICA)
0 h

3 h

6 h

DCICA Suspension

0

-5 log reduction -5 log reduction

DCICA Film

0

-1 log reduction -2 log reduction

4. 결

론

우수한 항균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N-halamin을 이용하
여 항균페인트를 제조하여 항균특성을 조사하고 알킬기의 존재에 따
른 표면항균활성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첫째, 항균성 측면에서 DCHICA가 첨가된 페인트는 박테리아,
곰팡이 모두에 항균성을 보이며 적은 함량에도 항균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항균제의 첨가량이 페인트 대비 0.3 wt% 이상
첨가되는 경우 항균성이 기존 일반 항균 미처리 페인트에 비하여 약
1000배 높은 항균특성을 가지며, 이는 N-Cl 기의 우수한 항균작용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알킬기의 도입으로 인해 도포 시에도 매우 우수한 항균성
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포 후에 항균성을 가지지 않을 경
우 실제 페인트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면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알킬기의 도입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물은 페인트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항균화 방법을 제
시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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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9년도 (주)삼화페인트와의 산학협동 과제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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