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제자료
최근,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항균, 방곰팡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용도 및 범위도
산업용에서 가정용까지 넓고, 이후 시장은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균에 오염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들의 주위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정용품과
건축물 내장용의 소재에 곰팡이가 생육하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은
종류에 따라 균에 대한 저항성이 다르나, 주로 오염물이 부착되면 그것을
영양분으로 균이 생육하고, 또 플라스틱 그 자체까지도 균에 의하여
열화된다.
1. 항균,방미의 의미
"살균"이 유해한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사멸시키는 방법인 반면에,
"항균,방미"는 일정기간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혹은 플라스틱 maker 에 있어서, "곰팡이", "세균" 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적다. 그 때문에 상업적으로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항균"이라
하면, 세균의 발생을 막는 것을 가리키고, "방곰팡이"라 하면
곰팡이(포자로 증식하고, 균체가 사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총칭)의 발생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2. 항균, 방곰팡이처리의 목적
균이 표면에 발생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항균 방곰팡이

처리의 목적이다. 처리 방법에는 성형가공 중에 약제를 내첨하는
혼련법(混練法)과, 성형 후에 표면 가공하는 후처리 법이 있으나,
플라스틱의 경우 혼련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처리 목적 및 용도는
여러 가지이나,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1) 쾌적성 유지
곰팡이가 표면에 생육하는 경우, 먼저 사용자에게,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은 , 미관의 손상, 악취의 발생, 비위생적 이미지 등의 종합적
인상이고, 상품가치를 크게 저하시킨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쾌적성에
악영향을 주는 곰팡이의 발생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많은 플라스틱 제품이
개발되어 있다. 세균과 효모의 대사물인 색소는 , 가소제 등에 용해되고,
염화비닐, 실리콘, 우레탄 등을 착색시킨다. 이 경우 표면에 발생한 세균을
닦아 내거나 살균해도 얼룩으로 남는다. 또 세균이 생육하는 점액질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욕실 부엌 등 특히, 세균이 발생하기 쉬운 물 주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항균처리 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균이 대사하는 분해
효소가 악취 발생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적으로 방취를 목적으로해
항균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2-2)위생관리
세균에는 병원성을 가진 것도 많아, 식중독, 감염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MRSA 가 원내 감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많은
항균제품이 의료 시설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 일반 대중의 위생지향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일반용도에 있어서도 항균성이 부가가치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병원성을 가진 균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 구균 등의 세균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생관리 제품은 세균을 타켓으로 한다. 그러나, 곰팡이도 중독증,
감염증, 알레르기 등 건강장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료시설 만이
아니라, 식품관련 시설, 주택 등에서는 방곰팡이 처리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점을 어필한 제품도 개발되고 있다.
위생관리 제품의 경우는 효능에 대한 오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 방곰팡이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도 오염원은 따로 있고, 환경 중에서 모든 균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위생상태를 높이기 위해 유용한 방법의
하나이다. 이 점은, 미생물 억제에 있어서 다른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위생관리 제품에 있어서 특히, 제품 기획의 단계에서 유의하고, 기능의
표시에 있어서도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2-3) 물성의 노화 방지
플라스틱 중에는 균의 작용에 의해 기계적 성질(인장 강도, 신율 등)이
저하되고, 침식되거나 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방수시트는 균의 작용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물이 새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처럼 건재,
토목자재 중에는 미관의 손실은 영향이 없으나 강도가 저하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균의 작용을 입는 정도에 있어서는, 연구자 또는 시험 조건에 따라서
연구결과의 세부는 다르나, 재료별 경향은 다음과 같다.
우레탄(특히, 에스테르계), 연질 PVC, 실리콘, 나이론 등 첨가제를 많이
사용하는 수지와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수지는 곰팡이의 침해를 받기 쉽다.
한편, 경질 PVC, 폴리프로필렌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곰팡이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

2-4) 기능장해 방지
프랜트 배선 기판에 곰팡이가 발생하면, 절연 불량이 일어난다. 또, 토목용
필터가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 슬라임으로 막히는 등 세균의 발생으로
제품 본연의 기능 저하되고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해양용도에 있어서는, 조류, 패류 등의 해양생물의 부착에 의해서, 중량
증가, 막힘 등의 기능 장해를 일으키는 것이 많다. 그러나, 바다 속은
약제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조건이고, 해양생물의 발육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양용도는 특히 환경오염에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력의 균형을 고려해 약제 처리를 하고, 형상의 연구와 함께
해결책을 쁹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용도 분류

내 용
- 내장재: 벽지, 장판, 샤워커튼
- 건재: 실란트, 가스켓, 텐트
- 가전제품: 세탁기, 공조기, 냉장고, 식기

쾌적성 유지
세척기
- 일용잡화: 부엌 소품, 욕실 소품, 수납용
소품.
- 의료시설 용도: 인테리어, 가구, 의류, 신발,
문방구
위생관리

- 일반가정용품: 공조기, 정수기, 가습기,
전화기
- 식품관련 용품; 도마, 행주, 식품포장, 칫솔

물성의 노화

- 방수재(시트, 코팅, 메지), 전선피복, 신발

방지

창.

기능장해 방지

- 해양용 방오처리

3. 항균, 방곰팡이 제품에 필요한 약제의 성능
항 목

내

용

플라스틱의 항균, 방곰팡이 처리는, 일부의 표면
가공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첨 가공이다. 그래서,
내열성

이러한 항균, 방곰팡이 효력이 우수해도, 성형시의
온도에 견디어내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사용할 수
없다
항균방곰팡이제는 수지 및 첨가제와 반응해 분해해,

상용성

효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 각각의 배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지
물성에

열과 첨가제에 의한 항균, 방곰팡이제의 반응
생성물이, 최종제품의 기계적 성질을 저하시키거나,

대한 영향 변색시키는 경우가 있다.
항균 방곰팡이제는 내첨의 경우, 플라스틱에 첨가하기
쉬운 성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액체, 페이스트,
가공성

파우더, 펠렛 등 공정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형상은
다르다. 또 형상이 부적당하면 가공성이 나쁘고
분산불량을 일으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균이 존재하므로,
항균 스펙트럼이 되도록 넓은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항균

요망된다. 그러나, 단독 약제로 많은 균에 효력을

스펙트럼 나타내는 것은 적고, 용도에 맞는 항균 스펙트럼을
가진 약제를 선택하던지, 복수의 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효력을 높이는 시도가 있다.

내구성

플라스틱 재료의 제품을 1 회용품과 구별되게 그
내구성이 요구된다.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약제의 첨가량, 표면적에 대한 수지량,
플라스틱의 종류, 약제의 내후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

4. 항균, 방곰팡이제의 평가법
4-1) 방곰팡이 시험법
방법

내 용
합성 수지제품의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으로

KS K 0702
규정된 방법이다. 단, 이 시험은 재료 자체의
(JIS Z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시험하는 것이고, 방곰팡이
2911)
약제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오염을 산정해 포자 현탁액에 무기 영양염류를
첨가한다. 탄소원은 프라스틱으로부터 취하도록
ASTM G21
한다. 무기한천배지를 사용한 습식법 이기 때문에
방곰팡이 시험에 적당하다
ISO 846

ASTM 법에 부가해, 특히 영양조건이 악조건으로 한

것이 ISO 법이다. 포자 현탁액에는 포도당 또는 당을
첨가해 영양이 풍부한 조건하의 시험이다.
보다 실제의 조건에 가까운 시험방법 이다.
항온항습실을 2 개로 나누어, 칸막이 판에 붙인
벽지에 영양분을 가한 포자 현탁액을 접종한다.
BL 법
그리고 겨울의 실내와 옥외의 온도 조건을
설정하여, 벽에 강제로 결로를 만들어 곰팡이를
배양하는 악조건으로 시험 한다
습도와 영양분에 있어서 조건을 나누어 설정했다.
(습식법, 건식법, 영양 첨가법, 보통법) 또,
KJK 법

시험균은 재료에 따라 선택하고, 곰팡이의 생육
정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육안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하는 등의 연구를 한다.

4-2) 항균시험
시험명

내 용
규격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조건은 시험기관에 따라
다르다. 사용 균종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세균이

할로 Test

사용된다. 사용하는 배지(보통한천배지, 표준한천배지,
TSA 배지, TGA 배지)에 따라, 또는 배지에 접종하는 균
수(103 ∼ 106)에 따라 시험결과의 차이가 있다

균수

섬유의 항균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AATCC100 을 기본으로

측정법(적하법) 하여 제정한 시험법이다. 균 수를 측정한 균액을
제품의 표면에 접종하고, 18 시간 후의 균 수를
측정한다. 할로시험과는 달리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단,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섬유제품과는 달리 발수성이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항균력을 측정하는데 적당하지
않다.
균수 측정법을 발수성이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평가용으로 개량하였다. 균액을 접종한 시료에
가압 밀착법
폴리에틸렌 필름을 높아, 균액과 시료 면의 접촉면적을
넓게 한다.
처음에는 비용출형의 항균제로 가공한 섬유의 항균력
평가시험으로 미국의 다우코닝사가 개발한 시험법이다.
균수를 조정한 균액과 시료를 플라스크에 넣고
shake flask 법 진탕배양하고, 1 시간 후의 균의 증감을 측정한다.
섬유의 항균력의 평가에는 사용되나, 플라스틱 제품에
있어서는 시험조건이 실제 사용되는 상황과 크게
다르므로, 실제적이지는 않다.

4.3) 그외 시험
전술한 항균, 방곰팡이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용도에 맞는 내후 처리를
하므로써, 어느 정도 실제에 있어서의 효력의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옥외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있어서는, 시료를 내후 시험기기에
걸고, 그 후의 항균, 방곰팡이 시험의 결과에 의해 약제가 햇빛과 비바람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노화되는지 예측한다.

실험실에서 만든 환경조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용현장에서 실제 시험을 하여 성능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단, 실제
시험의 경우 많은 요인이 더해지므로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5. 안전성
항균, 방곰팡이제는 세균과 곰팡이라고 하는 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작용을 가지고 있다. 작용이 크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균,
방곰팡이제의 대부분은 약제의 실용 농도가 매우 낮고, 원체가 플라스틱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미량의 용출은 있다), 실제 항균, 방곰팡이제가
첨가된 플라스틱제품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된다.
항균, 방곰팡이제는 성형공장의 작업자와 항균, 방곰팡이 제품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안전성이 다르다. 약제의 농도, 인체에의 접촉 가능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독성을 일율적으로 판단 할 수는 없다.

항균방곰팡이제의 확인 항목

제품(항균상품)의

독성시험 자료

확인 항목

노출위험 종류
물성시험 자료

급성경구독성
입으로 빨 경우

아급성, 만성독성

용해도(물)

용출성

변이원성(발암성)
먹을 경우

상동
급성흡입독성

휘발성

변이원성(발암성)

분자량

흡입의 경우

휘발성(가열시험)

증기압
휘발감량
급성경피독성
접촉의 경우

Patch test
피부 일차자극성

6.전망
현재 항균, 방곰팡이 가공을 한 플라스틱제품의 개발은 하나의 붐이라
할만큼 활발하다. 이들 상품은 사용목적, 사용환경, 비용 등에 맞추어
개발되어야한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히 개발된 항균상품들 중에는 필요성과
효력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도 있다. 이후 이들 이미지 상품과 실효성
있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항균, 방곰팡이제의 표준화가 중요하게 되었다.
기능의 대상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지만, 사용자가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준이 필요하다.
최근, 플라스틱용 항균, 방곰팡이제를 포함한 환경은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PVC 등 일부의 플라스틱에 있어서는, 그
자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또한, 항균, 곰팡이제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학적
작용을 가지고있는 항균, 방곰팡이제는 더욱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환경 및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비과학적 사용은 배제되어야 하며, 적정한
사용에 의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항균, 방곰팡이제는 이후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단,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항균, 방곰팡이제를 사용하는
것도, 항균, 방곰팡이제를 하나의 화학물질로 간주하여 사용을 피하는 것도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에게 있다. 이후는 약제의 사용 유무, 성능기준,
안전기준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판단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생물이란 ? [ 미생물에 관한 기초지식 l 레지오넬라 l 대장균 l
MRSA ]

< 미생물에 관한 기초지식 >

항균제 사용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생활의 쾌적함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고, 그 방법은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생장을 제어하는 것이다.

항균제가 사용되는 목적을 가장 경제적으로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균 물질과 그대상인 미생물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우선 그 대상인 미생물에 관하여
1.미생물의 생물분류학 상의 위치
2.그 모양, 크기, 생태
3.미생물의 생육조건
4.인간 생활에 끼치는 영향
5. 미생물에 관한 상식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자.

1.미생물의 생물학적 분류
동물
식물
원생동물(protozoa: 짚신벌레, 아메바등)
조류(algae: 광합성을 하는 고등미생뭉)
고등미생물
(진핵:조직이 분화됨) 지의류(liches: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
생물
균류(fungi: 곰팡이, 효모, 버섯류)

미생물
하등미생물
(원핵:조직이 분화

분열균류(세균, 방선균, 고세균)

남조류(광합성 능력이 없는 하등미생물)

안됨)

2.형태와 생태
1) 세균
•

크기 : 0.2 - 10 ㎛

•

그람양성균/그람음성균 : 덴마크의 의사인 Christian Gram이 동물 조직 중의
세균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으로, 세균의 세포를 염기성 색소로 처
리 하여 염색이 되는 것을 그람양성균(Gram positive) 염색되지 않고 탈색되
는 것을 그람음성균(Gram negative)이라고 한다.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은 성질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구분

그람음성균

그람양성균

muco 복합체와

주로 단백질과

teichoicacide

지방으로 구성

페니실린

높다

낮다

스트렙토마이신

낮다

높다

리소자임

높다

낮다

원형질분리

일어나기 어렵다

일어나기 쉽다

기계적 파괴

어렵다

쉽다

세포벽 조성

약제에 대한
감수성

•
•

•

증식 : 증식은 분열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시간은 보통 20 -30 분으로 증식
속도가 매우 빠르다(대장균 17분, 유산균이나 효모는 1 - 4시간).

•

형태

2) 곰팡이

•

크기 : 5 - 1000 ㎛

•

형태와 증식 : 균사와 균사가 강목상으로 된 균사체를 형성하며, 포자에 의해
증식한다. 증식은 균사체의 일부를 배양기에 접종하여 증식-포자 형성-포자
발아-발아관의 신장-균사-균사체의 형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3) 효모

•

크기 : 5 - 80 ㎛

•

형태 : 단세포의 비교적 견고한 구조를 가지며 구형, 타원형,

삼각형 등의

형태를 가진다.
•

증식 : 세포의 표면에 돌기가 생기고 성장하여 그 속으로 핵이 이행하여 세
포가 형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세포가 된다.

4) 조류
조류는 단세포 생물로서 물이 있는 곳(습한 토양, 바위, 나무 등)이면 어느

곳이나 자랄 수 있다. 조류는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생성하며 수중에서의
유기물생산은 대부분을 미세조류인 플랑크톤이 하고 있다
홍조류, 규조류, 녹조류, 황색편모조류, 등이 있으며 남조류는 세포핵에 핵막이
없이 원시 핵을 가지고 있고, 단세포가 다수 모여 사상체나 균체를 형성하며,
세균에 가까워 세균과 함께 취급한다
조류는 눈속이나 극지의 얼음 속, 고산지대에서도 서식하며, 50- 54℃ 에서 자라는
고온성 조류도 있지만 90℃에서 자라는 것도 있다.

3.미생물의 생육조건
1)영양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영양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최적 영양소는 다르다.
비교적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원소로는 C, H, O, N, S 등이며, 필요한
미량원소에는 Mg, K, Fe, Cu, Co, Mn, Mo 등이 있다.
2)수 분 : 일반적으로 수분함량 40% 이상에는 세균이 40% 이하에서는 곰팡이가
주로 생육하며, 효모는 그 중간 정도에서 생육한다.
3)산소 : 곰팡이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세균은 산소를 꼭 필요로 하는
절대 호기성균(초산균등)과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만 생육하는 절대혐기성
균(낙산균, 아세톤-부탄올균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통성혐기성 균으로 산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육할 수 있다.
4)pH : 곰팡이는 pH 4 - 6 의 약산성 및 중성에서 최적조건이 되고 효모는
- 7 의 약산성 및 중성에서 최적조건이 되고 세균은

pH 7 - 8 의 중성 및

PH 5

약알카리에서 최적조건이 되고 호알카리성 세균은 pH 9 - 11 에서 최적조건이 되나
생육은 강산성부터 강알카리까지 매우 넓은 영역에서도 가능하다.
5)온도

최저온도 최적온도 최고온도
명칭

비고
(℃)

(℃)

(℃)
해양세균의 일부,부패균의

저온 균 -10 - 0 10 - 20 20 - 30
중온 균 5 - 15

25 - 40 40 - 50

일부
곰팡이 효모등 대부분의
미생물

고온 균

25 - 45 50 - 60 75 - 85
고온성 Bacillus 등

6)빛 : 광합성세균등 일부세균을 제외하고, 광선은 대부분의 미생물에 있어서
유해하다. 특히 자외선은 유해하여 살균작용을 나타내므로 자외선 살균등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은 생물체에 커다란 손상을 주어 사멸시키는데 이 방사선을 이용한
살균에는 열이 관계하지 않으므로 cold sterilization(냉 살균)이라 불리 운다.
4. 미생물과 인간 생활
생태계에서 생물은 다른 생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사람도

무수한 미생물과의 교습 속에서 일생을 영위한다.
인간의 경우 사회가 발전하여 복잡성을 더해감에 따라 미생물과의 접점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1)미생물이 인간 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

식품공업:간장, 된장, 청국장, 김치등의 발효식품 및 맥주, 포도주, 탁주, 청
주등 주류공업에의 응용과 요쿠르트 등의 유산균제품

•

미생물이 생산하는 각종의 물질을 이용:의약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페니실린
등 각종의 항생제 생 및 썩는 플라스틱의 원료, 각종 효소의 생산

•

인간생활 부산물의 분해 :오염된 하천등 수질의정화 및 음식물, 폐유, 폐타이
어, 플라스틱류, 중금속, 다이옥신, 각종 생활쓰레기의 분해

•

공해없는 미생물농약, 제초제, 비료등

2)미생물이 인간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

병원균:각종의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

•

식품의 변질:식품을 부패 시키거나 곰팡이가 기생하여 먹을 수 없게 하거나,
세균성 식중독을 유발

•

산업제품의 변질:인간 생활에 유익한 각종의 물질(제품, 원료물질)들에 기생
하여 그 효용가치를 저하시킴.

•

산업활동의 각종 공정에 악영향: 공업용수, 냉각수등 공정수의 부패와 이물질
의 생성으로 생산효율을 저하시킴.

< 대장균 >

1.대 장 균
대장균은 Enterobacteriaceae 과에 속하는 그람음성 가균이다. 항원으로는
O 항원이 164 종, H 항원이 75 종, K 항원이 103 종 있다. 장관에서 감염증을
일으키는 대장균(E. coli)은 외부에서 침입된 세균이고 장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E. coli 와는 다르다. 장관독성 대장균은 특히 독소 (enterotoxin)를
만들어 설사를 일으킨다. 장관침입성 대장균은 장관상피세포에 감염되어
이질증세를 나타내며, 장관병원성 대장균은 유아의 위장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으로 독소를 생산하지 않는다.
2. 감염 및 전파경로
무증상 감염자의 분변에 오염된 음식, 식수, 혹은 개달물에 의해 감염된다.
출산동안에 모성으로부터 아기에게 전차된다. 잠복기는 12~72 시간이며,
감염자는 수주간 전염이 가능하다. 영아 특히 미숙아와 영아 불량아들이
장병원성 대장균주에 감수성이 높다.
3. 대장균 감염증
감염되면, 잠복기는 12~72 시간이며, 무증상 분변에 오염된 음식, 식수 등에
의해 감염된다. 대부분 특이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증세가 심할 경우
항생제를 투여하면 효과적이다. 설사환자는 격리시켜야 하며,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손을 깨끗이 씻고, 알려진 환자와 의심되는 환자의
잔배설물을 따로 처리해야 한다.

대장균 종류별 감염증
(1) 장관병원성 대장균 생물학적 성상으로는 보통의 대장균과 구별되지
(enterpathogenic

않으나 특정의 O 및 K 혈정형을 가진 대장균이

E.coli, EPEC)

설사증의 원인이 된다.
신생아실 급성설사증의 집단발생을 일으킨다.

(2) 장관조직침입성
이질균처럼 대장점막 상피세포에 침입, 증식하는
대장균
성질이 있어서 이질과 유사한 장염을 일으킨다.
(enteroinvasive
점액성, 혈액성,설사를 나타낸다.
E.coli, EIEC)
이균은 100℃에서 30 분 가열에 견디는 내열성과
(3) 독소원형 대장균 가열에 의해 실활되는 이열성의 entero- toxin 중
(enterotoxingenic
E.coli, ETEC)

어느하나 또는 2 가지 모두를 생산하여 병원성을
갖는다.
수양성설사, 구토, 복부경련을 일으킨다
근래에 알려졌으며 수양성 및 혈액성 설사를
주증상으로 하는 출혈셩 대장염(hemorrhagic

(4) 장관출혈성 대장균
colitis)을 일으키는 대장균이다.
(enterohemorrahagic
솔비톨 발효성이있는 O-157: H7 이 주목받고 있다.
E.coli, EHEC)
출혈성 설사를 동반하며 이질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4. 진단 및 치료
대장에서 대장균을 분리하여 침습성, 독소의 생성, 상업용 항혈청을 이용한
장병원성 등을 적합한 방법으로 검사함으로서 이루어 진다. 경구 혹은
정맥으로 전해질과 수분을 공급한다. 대부분 다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심한 장병원성 영아 설사의 경우 네오마이신이나 콜리스틴을 5 일간
투여한다. 심한 여행자 설사증은 박트림(160/180 ㎎)을 경구로 매일 2 회씩
조기에 투여하면 효과적이다.
5. 관리 및 예방
설사하는 환자는 격리시켜야 하며, 알려진 환자와 의심되는 환자의
장배설물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경우에는 적어도 2 주일간 관찰해야 한다. 특히
설사를 하는 산모가 출산한 영아는 적어도 6 일간 다른 신생아와 격리시켜야
한다. 가능하면 모유를 먹이며,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유를
반드시 소독하여 무균적으로 준비하여 먹여야 한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
자주 손을 씻고 일반적으로 무균 처치에 중점을 둔다.

< 레지오넬라 >
1.레지오넬라의 감염경로
1976 년 여름, 미국의 필라델피아호텔에서 개최된 재향군인회 참가자와 호텔
주변의 통행인 등에게 원인 불명의 중증페렴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221 명
중에서 29 명이 사망한 것이 보고되었다.미국의 질병관리센타(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의 원인조사에 의해 이페렴은 지금까지 보고 되지
않은 새로운 세균에 의한 감염증인 것이 밝혀졌다.

1979 년 이 균에 새로운 과로 Legionellaceae 가 만들어지고, Legionella 속

Legionella pneumophila 라 명명 되었고, 현재까지 40 여종 가까운
레지오넬라의 존재가 보고되었다.
그후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증상의 보고가 있다르고, 동시에
환경으로 부터도 레지오넬라가 분리되게 되었다.
이 결과 이 균은 토양을 시작으로 하천수, 저수지, 호수 등 자연계에 넓게
분포하여 있고, 인공적인 환경의 물에 높은빈도로 생식하고 있는 것이 알려
졌다.
이균의 감염경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미국등의 집단발생의
역학적 조사로부터 감염원으로서 레지오넬라가 많이 생식하고 있는 공조용
냉각탑의 물에 매우 의심이가고, 여깅에서 비산된 Aerosol 에 의해 감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후의 조사에서도 60_70%의 냉각탑의 물에서 레지오넬라가 생식하고 있는
것이 판명 되었다.
레지오넬라의 감염원은 공조기용 냉각탑 만이 아니라 냉각탑이 가동되지
않는 겨울을 포함하여, 년중을 통하여 레지오넬라증이 발생하는 원내감염의
예로서는, 상수계 특히 급양장에 대한 레지오넬라의 오염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검축물내의 급양장에 대한 레지오넬라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약 10%의 낮은 비율이지만 레지오넬라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레지오넬라는 호흡기계감염의 원인세균 이므로 이균을 함유한 Aerosol 이
비산하고, 이것을 흡입 함으로서 감염되다고 한다.

여러사람이 가까이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물이 있는 환경은 종종있지만
에어로졸이 다량으로 비산할 가능성이 큰 경우의 하나로, 공원과 역광장
고층건물의 중앙공원 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분수와 폭포가 있는 연못이
있다. 이들 물이 원인이 되어 레지오넬라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나라도
있다.
일본에서도 이들 조경용수의 20%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고 있다.
또, 1996 년 말부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24 시간 공증목욕탕에서의
레지오넬라 오염에서는, 70%를 넘는 욕조수로부터 본균이 검출되어 감염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레지오넬라 균의 특징
레지오넬라의 형태학적 특징은 개개의 세포가 가늘고 길다는 것이다.
신선분리균으로는 0.3 ∼ 0.9 × 2 ∼ 5 ㎛의 간균으로 비교적 균일한
세포가 괄찰되지만, 몇대 배양을 반복하거나, 배양조건에 따라 20 ㎛ 또는
그 이상의 긴 간균이 혼재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람 염색에서는 붉게 음성으로 염색되지만 대장균 등의 음성균에 비해서는
염색이 잘되지 않는다.
레지오넬라의 생리적인 특징으로는 발육에 미량의 철이온을 필요로하고,
특히 L 시스틴은 필수 영양소이다. 따라서 레지오넬라용 배지에는 이들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환, 발육저해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전분이나 활성탄을 첨가하지
않으면 안되다. 일반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시판용 배지에는 활성탄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레지오넬라용 배지는 검은색을 나타낸다. 또한,

레지오넬라는 pH6.8 ∼ 6.9 의 범위에서가 아니면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배지중의 pH 를 일정하게 나타내기 위해 완충제가 필요하다.
이들 레지오넬라의 증식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BCYEα 한천배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레지오넬라용 배지를 사용하면, 이 균은 보통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발육한다. 그러나 1 개의 세포가 2 개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세대시간)이 4
∼ 6 시간으로 매우 느리기 때문에 육안으로 독립 집락을 확인하는데는 5 일
이상의 배양이 필요하다.
레지오네라는 배지 상에서의 증식 적정조건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자연 환경에 있어서는 온도와 pH 등 물리화학적 조건이 다른 넓은 범위에서
생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이유의 하나로서, 환경수중의 레지오넬라는 어떤 남조류나 녹조류의
세포외 대사산물을 탄소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이들 조류와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레지오넬라는 생체 중의
매크로파아지나 환경 중에 생식하고 있는 아메바 등의 원생동물의 세포
내에서도 증식하는 것이 가능해, 통성세포내증식성 세균이라 불린다.

3. 일본에서의 레지오넬라증과 그 대책
일본에서는 후생성 레지오넬라증 연구반이 레지오네라증 환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조사하였다. 이조사에 의하면 1979 년부터 1992 년
까지 14 년간 발생한 레지오넬라 증은 86 건 이고 전국에 걸처 분포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산발적인 것이고, 필라델피아나 런던에서처럼 대규모의 집단
발생은 없었다. 그러나 1994 년 8 월, 동경도 내에서 집단 발병한
열성질환은 레지오넬라에 의한 폰티악열인 것이 발혀지고, 45 명의 집단
발생은 일본 최초의 예이다. 또, 1997 년 7 월에는 경응대학병원 에서의
레지오넬라 감염에 의한 신생아 사망 예가 보도되어, 원내감염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 균은 발견 초기에는 병원성이 강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건강한 사람이 발병하는 것은 드물고, 유아나 고령자 또는 입원환자 등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감염되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레지오넬라 균을 흡입하면 발병하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레지오넬라가 원인인 질병은, 레지오네라증이라 통칭되지만, 임상증상에서
페렴형과 폰티악열형으로 대별되고, 보고된 예는 전자가 대부분이다.
페렴형의 초기 증상은 전신권태, 피로감, 두통, 식욕부진, 근육통 등
일정치 않은 증상으로 시작하고, 통상 인두통과 비염 등의 상기도염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발병 3 일 이내에 오한을 동반한 고열이 난다. 정신,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고열은 스테로이드제에 반응하기
어렵고, 흉부에

異常陰影이 출현하고 부터는 위독하고,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발병 7 일 이내에 사망하는 예가 있다.
포티악열형에는 주 증상이 발열이고, 평균 38 시간의 잠복기 뒤에, 오한,
근육통, 권태감, 투통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6- 12 시간 이내에 오한을
동반한 발열이 출현한다. 흉부 X 선상 , 胸水가 괴인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폐렴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외의 증상으로는 상기도염 증상도
보인다. 많은 환자가 5 일 이내에 치료 없이도 회복되나 질병이 있는 환자는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의 예는 보고되지 않았다.
1994 년 3 월, 후생성의 "레지오넬라증 방지 지침" 이 간행되었다. 이는
일본에서의 레지오넬라에 관한 최초의 공적 지침이다.
수 환경으로부터의 검출 균수를

100CFU/100ml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를 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냉각탑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레지오넬라 전반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아, 더욱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레지오넬라의 검출법
레지오넬라를 검출하는데는, 레지오넬라를 대상으로 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 레지오넬라는 전용의 배지가 아니면 발육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균시험에서 동시에 검출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레지오넬라의 검출에는 통상, 농축, 전처리, 선택배지에의 도말이 필요하다.
검출 순서는 , 채취한 시료 1000ml 를 0.2 ㎛의 멤버레인 필터로 흡입
여과한다. 이 필터를 5ml 의 멸균 증류수가 들어있는
삼각플라스크(100ml 용)에 넣고, 약 1 분간 볼텍스믹서로 강하게 진탕 한다.
여기에 0.2M HCl-KCl 용액(pH 2.2)를 5ml 첨가하고, 다시 1 분간 진탕한다.
이것을 수시로 교반하면서 실온에서 정확히 15 ∼ 20 분간 작용 시킨다. 이
것을 0.1ml 씩, 5 매의 WYOα 한천배지나 GVPCα 한천배지 등의
레지오넬라용 선택배지 전면에 충분히 흡수할 때까지 도말 하고, 36℃에서
배양한다.

매일 관찰을 하고, 3 일째 부터 출현하는 푸른색을 띠는 습윤 집락을 계수한
후, 수개의 집락을 B-CYEα 한천배지로 재분리 한다. 이들 순수배양 균주는
그람염색을 하면서,

L-시스틴을 함유하지 않은 CYE 한천 기초배지 또는,

혈액 한천배지에 도포하여, 36℃에서 5 ∼ 7 일간 배양해, L-시스틴
요구성을 시험한다. 균체가 0.3 ∼ 0.9 × 2 ∼ 20 ㎛ 또는 그이상의
가늘고 긴 그람음성 간균으로, L-시스틴을 함유하지 않은
CYE 한천기초배지나 혈액한천배지에는 발육하지 않는 균주를 레지오넬라균
속으로 한다. 균주의 동정은 면역혈청에 의한 슬라이드 응집 반응과, DNADNA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따라 행한다.

레지오넬라균 속의 검사

供試水 1,000ml
↓
0.22 ㎛의 멸균 멤버레인 필터로 흡입여과
↓
이 필터를 멸균 증류수 5ml 에 넣고, 볼텍스믹스로 1 분 격렬하게 교반
↓

0.2M HCl-KCl 용액(pH 2.2)를 5ml 첨가하고, 다시 1 분간 격렬하게 진탕
한다.
↓
수시로 교반하면서 실온에서 정확히 15 ∼ 20 분간 작용 시킨다
↓
것을 0.1ml 씩, 5 매의 WYOα 한천배지나 GVPCα 한천배지 등의
레지오넬라용 선택배지 전면에 충분히 흡수할 때까지 도말 한다
↓.
36℃에서 7 일간 배양한다.
↓
푸른색을 띠는 습윤 집락을 계수한 후, 수개의 집락을 B-CYEα 한천배지에
이식하여 순수배양한다.
↓
그람 염색시험
↓
L-시스틴을 함유하지 않은 CYE 한천 기초배지 또는, 혈액 한천배지에
도포하여, 36℃에서 5 ∼ 7 일간 배양한다

↓
가늘고 긴 그람 음성 간균으로, L-시스틴을 함유한 B-CYEα 한천배지에서만
발육한 것을 레지오넬라균 속으로 한다.
↓
면역혈청에 의한 슬라이드 응집 반응, 또는 DNA-DNA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의해 균 동정을 한다.
↓
B-CYEα 한천배지에 배양 후,

密栓하여 4℃에서 보존한다.

--- 동경도립위생연구소 吉 畑 勝 則 의 논문에서 ---

< 항균시험방법 >
(각 시험명을 선택하면 세부 시험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AATCC TEST METHOD-100
이 실험은 항균 활동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방법이다.

AATCC Test Method-174
이실험은 새로운 카펫 직물의 항균 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압밀착법(FC-TM-20)
이실험은 위생가공한 플라스틱 제품(plate 혹은 film 상태의
시료)에
대한 세균의 생육억제 효과를 시험하는 방법이다.
위생가공이란 플라스틱 위에서의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세균에 의한 플라스틱의 2 차오염을
방지하여 방취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KS A0702
이 시험은 특히 곰팡이의 저항성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제품 또는
공업용
재료의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의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K 0692-1991
규격은 직물의 항균성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공시 균으로 접종한 한천배지 위에 살균한 시험편을 올려놓고
배양한 후에,
시험편 주위에 세균의 성장이 억제되어 생긴 세균 저지대의
크기를 측정하고
관찰하여, 이것을 직물의 항균성으로 평가한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한천배지에 쉽게 확산되지 않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가공한 경우
(2) 한천배지와 접촉을 방해하는 표면처리 가공을 한 경우
(3) 배양기와 반응하는 항균제로 가공한 경우
(4) 한천배지와 접촉을 어렵게 하는 표면에 긴 털을 많이
갖고 있는 직물

KS K 0823
이 규격은 새로운 카펫의 항균성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험편과 같은 재질의 미처리 대조편을, 한천배지에 미리 실험
시험균으로
선을 그어 접종된 평판 배지 위에 놓고 배양시켜 시험편 주변과
밑면의 세균
발육 상태로 직물의 항균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KS K 0890
이 규격은 섬유제품의 항균성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시험편과 같은 재질의 미처리 대조편을, 한천배지에 미리 실험
시험균으로
선을 그어 접종된 평판 배지 위에 놓고 배양시켜 시험편
주변과 밑면의 세균
발육 상태로 직물의 항균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KS K0693-2000

이 규격은 직물 밑 기타 섬유제품의 항균도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K0693
이 규격은 직물의 항균도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험편과 대조편을 공시균으로 접종 및 배양시킨 후 일정량의
액체 속에
진탕 시켜 배양된 세균을 추출시킨다. 이 액체 속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가
측정되면, 항균성있는 시험편에서의 세균 감소율이 계산된다.
즉, 이것은 직물의 항균성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다.

KS M 5000-1990
이 규격은 작은 환경실을 이용하여 도료피막에 발생하는
곰팡이의 생성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은 또한
4 주일간의 시험기간을 통한 재현성을 평가하는 환경실의 조작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SHAKE FLASK 법(FC-TM-19)

이 실험은 위생가공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균의 생육억제
효과를
시험하는 방법이다. 위생가공이란 플라스틱 상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여
세균에 의한 플라스틱의 2 차 오염을 방지하여 방취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ASTM E 1428(99) Pink stain Test
이 실험은 이 test method 는 방선균인 Streptoverticillium

reticulum 의
오염에 대한 저항성 synthetic polymeric solid 에 이용되는
항균제의 지속
효과를 구하는 것이다.

항균과 관련된 시험과 효력의 인증을 제공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입니다

기관명

기관약어

인증로고

주요 인증 내용
원적외선 관련 품질보증

한국원적외선

KICM

(원적외선 방사율, 항균,

응용평가센터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방곰팡이, 탈취, 적외선
열화상, 음이온 측정)

위생가공
한국소비과학

FITI

연구센타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항균방취, 자외선차단,
전자파 차폐, 대전방지)
한국화학시험

KOTRIC

안전

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 항균, 살균)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원적외선응용평가센터
1. 원마크에 대하여
1-1) 원 마크의 의미
원적외선(far infrared) 품질보증제도의 줄임말로서 응용제품의 품질 및
기능성을 보증하는
원적외선 품질보증 마크입니다.
원마크 표시제품에 대해서는 원적외선 방사와 항균, 항곰팡이, 탈취 등의
기능성 및 물성에
대해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임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제도입니다.

1-2) 목적
원적외선관련 품목 생산업체에 적합한 품질보증 시스템 보급 및 정작화.

원적외선 생산업체의 품질유지 및 품질보증 기능.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도모.
품질 차별화를 통한 원적외선 관련업체의 수준향상과 과대선전 방지효과 및
대외 경쟁력 확보

1-3) 주요대상
공업분야(도료, 목재, 제지, 잉크, 고분자 등), 주방용품, 건강용품, 요업제품,
온돌난방,
건축내장재, 코팅제, 온열매트류, 철강제품, 기타 건자재제품

2.센터의 주요 업무
각종 검자재, 무기재료, 생활용품 등의 원적외선 방사체 가열, 상온응용,
방사원료 관련
상품분야에서 원적외선을 응용생산하는 업체 및 품목증가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원적외선응용평가센터에서는 원적외선 방사에너지 및 방사율을 포함,
건자재에 대한 항균,
항곰팡이, 탈취시험, 적외선 열화상, 음이온 측정업무 등 여러 기능성에
대한 품질시험과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원적외선 관련 상품의 신뢰구축, 품질향상,
보급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원간에 기술교류회, 원적외선 및 건자재관련 수탁연구, 세미나 등
실시한다.

2-1) 품질시험
원적외선방사측정 및 방사에너지 측정
항균, 항곰팡이 시험
탈취 시험
적외선 열화상 측정
음이온 측정
기타 물성분석
2-2) 품질보증제도
원적외선 건축 원,부자재, 방사제품, 응용제품, 세라믹 신소재제품 등
2-3) 원적외선응용기술교류회
원적외선관련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
국내외 산,학,관 기술교류 및 협력강화
기술지도, 품질보증을 위한 각종기술지원
2-4) 중소기업 기술지원
원적외선제품의 공정 및 품질개선, 원적외선 방사효율 향상
원적외선 효율적 이용분야, 자재의 에너지 절감분야
2-5) 원적외선 관련수탁연구
원적외선 관련분야 및 상품의 효능평가
원적외선관련 신소재 및 제품개발
2-6) 특허기술편가기관 지정
원적외선 원,부자재 및 응용제품 특성 평가

특허기술 및 발명의 평가지원, 기술의 활용, 파급성, 제품생산 가능성 등의
평가
2-7) 세미나 개최
기술지도 사례 및 수행연구 결과의 보급전파
원적외선 측정 분석평가 사례보고
국내,외 응용 분야 사례발표 및 이용기술
3. 세미나 개최
국내 원적외선 관련 분야의 건전한 육성, 기술향상, 정보교환을 위해 매년
실시
천연광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 활용기술
에너지 절약기술 및 환경기술
생체에 미치는 영향사례
우수 기술사례 및 수탁연구과제 수행결과의 보급전파
원적외선 관련 정보제공 및 문헌제공
원적외선 측정 분석평가 사례보고

4. 연락처
주소:(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 3 동 1465-4 번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원적외선응용평가센터
TEL.:(02)3415-8880
FAX.:(02)3415-8891
http://www.kicm.re.kr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소비과학연구센타
1. SF 마크
SANITARY FINISHED(위생가공)의 약자로서 가공제의 인체안전 및 무독성과
위생가공품의
위생기능성 및 내구성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과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국가 공인시험
검사기관인 FITI"한국소비과학연구센타"에서 보증하는 위생가공 신뢰마크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실현
소비자와 기업간의 신뢰성 증진
소비자의 질좋은 상품 구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위생가공의 내용
인체 안전위해는 물론 소비자의 쾌적 지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공으로
항균방취
자외선차단
전자파 차폐

대전방지
등의 가공을 의미합니다.

3. SF 마크의 보증사항
위생가공의 효과
위생가공효과의 내구성
가공제의 안전성

4. 대상 품목
생활용품, 주방용품, 가구 및 실내장식 용품, 토목 건축용품, 산업제품, 문구
및
사무용품, 섬유 및 의류제품, 스포츠레저용품.

5. 적용시험 항목
5-1)가공제
성분분석
안전성-급성독성, 복귀돌연변이, 소핵시험, 피부자극시험

5-2)위생가공제품
위생가공 성능
위생가공 내구성

국소독성
유해물질함유
제품의 양호한 품질수준 등

6. 연락처
주소:(130-062)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소비과학연구센타
TEL.:(02)960-8052
FAX.:(02)960-8054
http://www.fiti.re.kr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 S 마크란?
안전성보증 제도로서, 안전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및 일반
생활용품 중 안전성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유독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정제품 및
인체에 위해 요소가 없거나 기준치 이내인 것을 보증해주는 단체규정.

2. 안전의 4 분야
화학적 안전성
물리구조적 안전성
환경적 안전성
식품 안전성
3. 인증범위
1)화학소재 및 제품의 유독성 여부
2)미지물질의 유해성 여부
3)항균 및 항곰팡이제의 효력 및 안전성 여부
4)저독성 여부
5)구조적 안전성 여부
6)식품 및 음용수의 안전 유해성 여부
4.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 가 88
TEL.: (02)2634-0011
FAX.: (02)2634-0016
http://www.kotr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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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 2.9*10
Blank

6.5*10 3.2*10

항균처리전

제시

#2

항균

상태

처리후
환경
처리후

감소율
(%)

5.9*10 2.6*10
Blank

6.3*10 2.5*10

5.9*10 3.1*10

#1

0 Hour 24Hour

6.0*10 3.3*10

5.7*10 2.4*10

16.5

5.9*10 2.3*10

13.1

6.2*10 2.7*10

14.8

6.3*10 2.5*10

16.5

5.9*10 2.5*10

22.3

6.0*10 3.3*10

25.3

5.7*10 2.1*10

99.9

5.9*10 2.1*10

99.9

6.2*10 2.6*10

99.9

6.3*10 2.6*10

99.9

5.9*10 2.5*10

99.8

6.0*10 2.5*10

99.9

5.7*10 5.8*10

99.8

환경

5.9*10 5.8*10

99.6

6.2*10 6.4*10

99.8

처리

6.3*10 6.4*10

99.7

5.9*10 2.5*10

99.9

후

6.0*10 2.5*10

99.8

#1

항균처리전

제시

#2

항균
처리후

상태

항균처리 전

항균처리 후

3.황색포도상구균
구분

항균처리 전

항균처리 후

4.고초균

시료명세

0 Hour 24Hour

감소율
(%)

구분

시료명세

6.1*10 3.1*10
Blank

5.8*10 2.8*10

항균처리전

제시
상태
#2

항균
처리후

항균처리 전

5.살모넬라균

감소율
(%)

5.9*10 3.1*10
Blank

6.0*10 3.3*10

6.3*10 3.2*10

#1

0 Hour 24Hour

5.8*10 2.8*10

6.1*10 2.5*10

20.3

5.8*10 2.4*10

13.6

6.3*10 2.7*10

17.3

6.1*10 6.3*10

99.8

5.8*10 2.5*10

99.9

6.3*10 2.1*10

99.9

#1

6.1*10 6.3*10

99.8

처리

5.8*10 8.5*10

99.7

후

6.3*10 9.7*10

99.7

항균처리 후

15.5

6.0*10 2.8*10

16.8

5.8*10 2.2*10

21.4

5.9*10 6.3*10

99.8

6.0*10 6.7*10

99.8

5.8*10 2.4*10

99.9

환경 5.9*10 6.3*10

99.8

처리 6.0*10 1.0*10

99.7

항균처리전

제시
상태
#2

환경

5.9*10 2.7*10

항균
처리후

후

항균처리 전

6.폐렴규균

5.8*10 8.5*10

99.7

항균처리 후

항균처리 전

항균처리 후

항균처리 전

항균처리 후

7.O157균

항균처리 전

미생물이란 ?

항균처리 후

[ 미생물에 관한 기초지식 l

레지오넬라

l 대장균

l MRSA ]

< 미생물에 관한 기초지식 >

항균제 사용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생활의 쾌적함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고, 그 방법은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생장을 제어하는 것이다.

항균제가 사용되는 목적을 가장 경제적으로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균 물질과
그대상인 미생물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우선 그 대상인 미생물에 관하여
1.미생물의 생물분류학 상의 위치

2.그 모양, 크기, 생태
3.미생물의 생육조건
4.인간 생활에 끼치는 영향
5. 미생물에 관한 상식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자.

1.미생물의 생물학적 분류

동물
식물
원생동물(protozoa: 짚신벌레, 아메바등)
고등미생물
(진핵:조직이 분화됨)

생물
미생물

조류(algae: 광합성을 하는 고등미생뭉)
지의류(liches: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
균류(fungi: 곰팡이, 효모, 버섯류)

하등미생물

(원핵:조직이 분화 안됨)

분열균류(세균, 방선균, 고세균)
남조류(광합성 능력이 없는 하등미생물)

2.형태와 생태

1) 세균

•

크기 : 0.2 - 10 ㎛

•

그람양성균/그람음성균 : 덴마크의 의사인 Christian Gram이 동물 조직 중의 세균
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으로, 세균의 세포를 염기성 색소로 처리 하여 염

색이 되는 것을 그람양성균(Gram positive) 염색되지 않고 탈색되는 것을 그람음성
균(Gram negative)이라고 한다.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은 성질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구분

그람음성균

그람양성균

muco 복합체와

주로 단백질과

teichoicacide

지방으로 구성

페니실린

높다

낮다

스트렙토마이신

낮다

높다

리소자임

높다

낮다

원형질분리

일어나기 어렵다

일어나기 쉽다

기계적 파괴

어렵다

쉽다

세포벽 조성

약제에 대한
감수성

•
•

•

증식 : 증식은 분열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시간은 보통 20 -30 분으로 증식 속도
가 매우 빠르다(대장균 17분, 유산균이나 효모는 1 - 4시간).

•

형태

2) 곰팡이

•

크기 : 5 - 1000 ㎛

•

형태와 증식 : 균사와 균사가 강목상으로 된 균사체를 형성하며, 포자에 의해 증식
한다. 증식은 균사체의 일부를 배양기에 접종하여 증식-포자 형성-포자발아-발아
관의 신장-균사-균사체의 형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3) 효모

•

크기 : 5 - 80 ㎛

•

형태 : 단세포의 비교적 견고한 구조를 가지며 구형, 타원형,

삼각형 등의 형태를

가진다.
•

증식 : 세포의 표면에 돌기가 생기고 성장하여 그 속으로 핵이
형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세포가 된다.

이행하여 세포가

4) 조류

조류는 단세포 생물로서 물이 있는 곳(습한 토양, 바위, 나무 등)이면 어느 곳이나 자랄
수 있다. 조류는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생성하며 수중에서의 유기물생산은 대부분을
미세조류인 플랑크톤이 하고 있다
홍조류, 규조류, 녹조류, 황색편모조류, 등이 있으며 남조류는 세포핵에 핵막이 없이 원시
핵을 가지고 있고, 단세포가 다수 모여 사상체나 균체를 형성하며, 세균에 가까워 세균과
함께 취급한다
조류는 눈속이나 극지의 얼음 속, 고산지대에서도 서식하며, 50- 54℃ 에서 자라는 고온성
조류도 있지만 90℃에서 자라는 것도 있다.

3.미생물의 생육조건

1)영양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영양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최적

영양소는 다르다.
비교적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원소로는 C, H, O, N, S 등이며,
K, Fe, Cu, Co, Mn, Mo 등이 있다.

필요한 미량원소에는 Mg,

2)수 분 : 일반적으로 수분함량 40% 이상에는 세균이 40% 이하에서는 곰팡이가 주로
생육하며, 효모는 그 중간 정도에서 생육한다.

3)산소 : 곰팡이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세균은 산소를 꼭 필요로 하는 절대
호기성균(초산균등)과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만 생육하는 절대혐기성 균(낙산균,
아세톤-부탄올균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통성혐기성 균으로 산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육할 수 있다.

4)pH : 곰팡이는 pH 4 - 6 의 약산성 및 중성에서 최적조건이 되고 효모는
약산성 및 중성에서 최적조건이 되고 세균은

PH 5 - 7 의

pH 7 - 8 의 중성 및 약알카리에서

최적조건이 되고 호알카리성 세균은 pH 9 - 11 에서 최적조건이 되나 생육은 강산성부터
강알카리까지 매우 넓은 영역에서도 가능하다.

5)온도

최저온도

최적온도

최고온도
비고

명칭
(℃)

(℃)

(℃)

저온 균

-10 - 0

10 - 20

20 - 30

해양세균의 일부,부패균의 일부

중온 균

5 - 15

25 - 40

40 - 50

곰팡이 효모등 대부분의 미생물

고온 균

25 - 45

50 - 60

75 - 85

고온성 Bacillus 등

6)빛 : 광합성세균등 일부세균을 제외하고, 광선은 대부분의 미생물에 있어서 유해하다.

특히 자외선은 유해하여 살균작용을 나타내므로 자외선 살균등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은 생물체에 커다란 손상을 주어 사멸시키는데 이 방사선을 이용한 살균에는
열이 관계하지 않으므로

cold sterilization(냉 살균)이라 불리 운다.

4. 미생물과 인간 생활

생태계에서 생물은 다른 생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사람도 무수한
미생물과의 교습 속에서 일생을 영위한다.
인간의 경우 사회가 발전하여 복잡성을 더해감에 따라 미생물과의 접점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1)미생물이 인간 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

식품공업:간장, 된장, 청국장, 김치등의 발효식품 및 맥주, 포도주, 탁주, 청주등
주류공업에의 응용과 요쿠르트 등의 유산균제품

•

미생물이 생산하는 각종의 물질을 이용:의약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페니실린등 각
종의 항생제 생 및 썩는 플라스틱의 원료, 각종 효소의 생산

•

인간생활 부산물의 분해 :오염된 하천등 수질의정화 및 음식물, 폐유, 폐타이어, 플
라스틱류, 중금속, 다이옥신, 각종 생활쓰레기의 분해

•

공해없는 미생물농약, 제초제, 비료등

2)미생물이 인간생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

병원균:각종의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

•

식품의 변질:식품을 부패 시키거나 곰팡이가 기생하여 먹을 수 없게 하거나, 세균
성 식중독을 유발

•

산업제품의 변질:인간 생활에 유익한 각종의 물질(제품, 원료물질)들에 기생하여 그

효용가치를 저하시킴.
•

산업활동의 각종 공정에 악영향: 공업용수, 냉각수등 공정수의 부패와 이물질의 생
성으로 생산효율을 저하시킴.

최근,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항균, 방곰팡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용도 및 범위도 산업용에서 가정용까지
넓고, 이후 시장은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균에 오염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들의 주위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정용품과 건축물 내장용의 소재에 곰팡이가
생육하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은 종류에 따라 균에 대한 저항성이 다르나, 주로
오염물이 부착되면 그것을 영양분으로 균이 생육하고, 또 플라스틱 그 자체까지도 균에
의하여 열화된다.

1. 항균,방미의 의미
"살균"이 유해한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사멸시키는 방법인 반면에, "항균,방미"는
일정기간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혹은 플라스틱 maker 에 있어서, "곰팡이", "세균" 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적다. 그 때문에 상업적으로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항균"이라 하면, 세균의 발생을 막는

것을 가리키고, "방곰팡이"라 하면 곰팡이(포자로 증식하고, 균체가 사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총칭)의 발생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2. 항균, 방곰팡이처리의 목적
균이 표면에 발생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항균 방곰팡이 처리의
목적이다. 처리 방법에는 성형가공 중에 약제를 내첨하는 혼련법(混練法)과, 성형 후에
표면 가공하는 후처리 법이 있으나, 플라스틱의 경우 혼련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처리 목적 및 용도는 여러 가지이나,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1) 쾌적성 유지
곰팡이가 표면에 생육하는 경우, 먼저 사용미관의 손상, 악취의 발생, 비위생적 이미지
등의 종합적 인상이고, 상품가치를 크게 저하시킨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쾌적성에
악영향을 주는 곰팡이의 발생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많은 플라스틱 제품이 개발되어
있다. 세균과 효모의 대사물인 색소는 , 가소제 등에 용해되고, 염화비닐, 실리콘,
우레탄 등을 착색시킨다. 이 경우 표면에 발생한 세균을 닦아 내거나 살균해도 얼룩으로
남는다. 또 세균이 생육하는 점액질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욕실 부엌 등 특히, 세균이
발생하기 쉬운 물 주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항균처리 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균이
대사하는 분해 효소가 악취 발생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적으로 방취를
목적으로해 항균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2-2)위생관리
세균에는 병원성을 가진 것도 많아, 식중독, 감염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MRSA 가 원내 감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많은 항균제품이 의료 시설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 일반 대중의 위생지향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일반용도에
있어서도 항균성이 부가가치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병원성을 가진 균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 구균 등의 세균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생관리 제품은 세균을 타켓으로 한다. 그러나, 곰팡이도 중독증, 감염증, 알레르기 등
건강장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료시설 만이 아니라, 식품관련 시설, 주택 등에서는
방곰팡이 처리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점을 어필한 제품도 개발되고 있다.
위생관리 제품의 경우는 효능에 대한 오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 방곰팡이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도 오염원은 따로 있고, 환경 중에서 모든 균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위생상태를 높이기 위해 유용한 방법의 하나이다. 이 점은, 미생물
억제에 있어서 다른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위생관리 제품에 있어서 특히, 제품 기획의
단계에서 유의하고, 기능의 표시에 있어서도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2-3) 물성의 노화 방지
플라스틱 중에는 균의 작용에 의해 기계적 성질(인장 강도, 신율 등)이 저하되고,
침식되거나 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방수시트는 균의 작용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고
물이 새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처럼 건재, 토목자재 중에는 미관의 손실은
영향이 없으나 강도가 저하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균의 작용을 입는 정도에 있어서는, 연구자 또는 시험 조건에 따라서 연구결과의 세부는
다르나, 재료별 경향은 다음과 같다.
우레탄(특히, 에스테르계), 연질 PVC, 실리콘, 나이론 등 첨가제를 많이 사용하는
수지와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수지는 곰팡이의 침해를 받기 쉽다. 한편, 경질 PVC,
폴리프로필렌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곰팡이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

2-4) 기능장해 방지
프랜트 배선 기판에 곰팡이가 발생하면, 절연 불량이 일어난다. 또, 토목용 필터가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 슬라임으로 막히는 등 세균의 발생으로 제품 본연의 기능
저하되고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해양용도에 있어서는, 조류, 패류 등의 해양생물의 부착에 의해서, 중량 증가, 막힘
등의 기능 장해를 일으키는 것이 많다. 그러나, 바다 속은 약제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조건이고, 해양생물의 발육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양용도는 특히
환경오염에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력의 균형을 고려해 약제 처리를
하고, 형상의 연구와 함께 해결책을 쁹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용도 분류

내 용
- 내장재: 벽지, 장판, 샤워커튼
- 건재: 실란트, 가스켓, 텐트

쾌적성 유지
- 가전제품: 세탁기, 공조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 일용잡화: 부엌 소품, 욕실 소품, 수납용 소품.
- 의료시설 용도: 인테리어, 가구, 의류, 신발, 문방구
위생관리

- 일반가정용품: 공조기, 정수기, 가습기, 전화기
- 식품관련 용품; 도마, 행주, 식품포장, 칫솔

물성의 노화 방지
기능장해 방지

- 방수재(시트, 코팅, 메지), 전선피복, 신발 창.
- 해양용 방오처리

3. 항균, 방곰팡이 제품에 필요한 약제의 성능

항 목

내

용

플라스틱의 항균, 방곰팡이 처리는, 일부의 표면 가공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첨 가공이다. 그래서, 이러한 항균, 방곰팡이
내열성
효력이 우수해도, 성형시의 온도에 견디어내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사용할 수 없다
항균방곰팡이제는 수지 및 첨가제와 반응해 분해해, 효력이
상용성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 각각의 배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열과 첨가제에 의한 항균, 방곰팡이제의 반응 생성물이,

수지 물성에
최종제품의 기계적 성질을 저하시키거나, 변색시키는 경우가
대한 영향
있다.
항균 방곰팡이제는 내첨의 경우, 플라스틱에 첨가하기 쉬운
성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액체, 페이스트, 파우더, 펠렛 등
가공성

공정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형상은 다르다. 또 형상이
부적당하면 가공성이 나쁘고 분산불량을 일으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균이 존재하므로, 항균
스펙트럼이 되도록 넓은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요망된다.

항균
그러나, 단독 약제로 많은 균에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적고,
스펙트럼
용도에 맞는 항균 스펙트럼을 가진 약제를 선택하던지, 복수의
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효력을 높이는 시도가 있다.
플라스틱 재료의 제품을 1 회용품과 구별되게 그 내구성이
내구성

요구된다.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약제의 첨가량,

표면적에 대한 수지량, 플라스틱의 종류, 약제의 내후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

4. 항균, 방곰팡이제의 평가법
4-1) 방곰팡이 시험법

방법

내 용
합성 수지제품의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으로 규정된

KS K 0702
방법이다. 단, 이 시험은 재료 자체의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JIS Z 2911)
시험하는 것이고, 방곰팡이 약제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오염을 산정해 포자 현탁액에 무기 영양염류를 첨가한다.
ASTM G21

탄소원은 프라스틱으로부터 취하도록 한다. 무기한천배지를
사용한 습식법 이기 때문에 방곰팡이 시험에 적당하다
ASTM 법에 부가해, 특히 영양조건이 악조건으로 한 것이

ISO 846

ISO 법이다. 포자 현탁액에는 포도당 또는 당을 첨가해 영양이
풍부한 조건하의 시험이다.
보다 실제의 조건에 가까운 시험방법 이다. 항온항습실을
2 개로 나누어, 칸막이 판에 붙인 벽지에 영양분을 가한 포자

BL 법

현탁액을 접종한다. 그리고 겨울의 실내와 옥외의 온도 조건을
설정하여, 벽에 강제로 결로를 만들어 곰팡이를 배양하는
악조건으로 시험 한다
습도와 영양분에 있어서 조건을 나누어 설정했다. (습식법,

KJK 법

건식법, 영양 첨가법, 보통법) 또, 시험균은 재료에 따라
선택하고, 곰팡이의 생육 정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육안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하는 등의 연구를 한다.

4-2) 항균시험

시험명

내 용
규격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조건은 시험기관에 따라 다르다.
사용 균종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세균이 사용된다. 사용하는

할로 Test

배지(보통한천배지, 표준한천배지, TSA 배지, TGA 배지)에 따라,
또는 배지에 접종하는 균 수(10

3

∼ 106)에 따라 시험결과의

차이가 있다
섬유의 항균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AATCC100 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한 시험법이다. 균 수를 측정한 균액을 제품의 표면에
균수

접종하고, 18 시간 후의 균 수를 측정한다. 할로시험과는 달리

측정법(적하법)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단,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섬유제품과는
달리 발수성이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항균력을 측정하는데 적당하지
않다.
균수 측정법을 발수성이 있는 플라스틱제품의 평가용으로
가압 밀착법

개량하였다. 균액을 접종한 시료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높아,
균액과 시료 면의 접촉면적을 넓게 한다.
처음에는 비용출형의 항균제로 가공한 섬유의 항균력 평가시험으로
미국의 다우코닝사가 개발한 시험법이다. 균수를 조정한 균액과

shake flask 법
시료를 플라스크에 넣고 진탕배양하고, 1 시간 후의 균의 증감을
측정한다. 섬유의 항균력의 평가에는 사용되나, 플라스틱 제품에

있어서는 시험조건이 실제 사용되는 상황과 크게 다르므로,
실제적이지는 않다.

4.3) 그외 시험
전술한 항균, 방곰팡이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용도에 맞는 내후 처리를 하므로써, 어느
정도 실제에 있어서의 효력의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옥외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있어서는, 시료를 내후 시험기기에 걸고, 그 후의 항균, 방곰팡이 시험의 결과에
의해 약제가 햇빛과 비바람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노화되는지 예측한다.
실험실에서 만든 환경조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용현장에서 실제
시험을 하여 성능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단, 실제 시험의 경우 많은 요인이
더해지므로 성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5. 안전성
항균, 방곰팡이제는 세균과 곰팡이라고 하는 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작용을 가지고 있다. 작용이 크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균, 방곰팡이제의 대부분은 약제의 실용 농도가
매우 낮고, 원체가 플라스틱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미량의 용출은 있다), 실제 항균,
방곰팡이제가 첨가된 플라스틱제품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된다.
항균, 방곰팡이제는 성형공장의 작업자와 항균, 방곰팡이 제품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안전성이 다르다. 약제의 농도, 인체에의 접촉 가능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독성을 일율적으로 판단 할 수는 없다.

항균방곰팡이제의 확인 항목
노출위험 종류

제품(항균상품)의

독성시험 자료

물성시험 자료

확인 항목

급성경구독성
입으로 빨 경우

아급성, 만성독성

용해도(물)

용출성

변이원성(발암성)
먹을 경우

상동
휘발성
급성흡입독성

분자량

변이원성(발암성)

증기압

흡입의 경우

휘발성(가열시험)

휘발감량
급성경피독성
Patch test

접촉의 경우
피부 일차자극성

6.전망
현재 항균, 방곰팡이 가공을 한 플라스틱제품의 개발은 하나의 붐이라 할만큼 활발하다.
이들 상품은 사용목적, 사용환경, 비용 등에 맞추어 개발되어야한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히 개발된 항균상품들 중에는 필요성과 효력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도 있다.
이후 이들 이미지 상품과 실효성 있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항균, 방곰팡이제의
표준화가 중요하게 되었다. 기능의 대상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지만,
사용자가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준이 필요하다.

최근, 플라스틱용 항균, 방곰팡이제를 포함한 환경은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PVC 등 일부의 플라스틱에 있어서는, 그 자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또한, 항균, 곰팡이제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학적 작용을 가지고있는 항균, 방곰팡이제는 더욱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환경 및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비과학적 사용은
배제되어야 하며, 적정한 사용에 의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항균, 방곰팡이제는
이후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단,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항균, 방곰팡이제를 사용하는
것도, 항균, 방곰팡이제를 하나의 화학물질로 간주하여 사용을 피하는 것도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에게 있다. 이후는 약제의 사용 유무, 성능기준, 안전기준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판단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항균과 관련된 시험과 효력의 인증을 제공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입니다

기관명

기관약어

한국원적외선

KICM

인증로고

주요 인증 내용
원적외선 관련 품질보증
(원적외선 방사율, 항균, 방곰팡이,

응용평가센터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탈취, 적외선 열화상, 음이온 측정)
위생가공

한국소비과학

FITI

(항균방취, 자외선차단, 전자파
연구센타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차폐, 대전방지)

한국화학시험

KOTRIC

안전

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 항균, 살균)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원적외선응용평가센터

1. 원마크에 대하여
1-1) 원 마크의 의미
원적외선(far infrared) 품질보증제도의 줄임말로서 응용제품의 품질 및 기능성을 보증하는
원적외선 품질보증 마크입니다.
원마크 표시제품에 대해서는 원적외선 방사와 항균, 항곰팡이, 탈취 등의 기능성 및 물성에
대해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임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제도입니다.

1-2) 목적
원적외선관련 품목 생산업체에 적합한 품질보증 시스템 보급 및 정작화.
원적외선 생산업체의 품질유지 및 품질보증 기능.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도모.
품질 차별화를 통한 원적외선 관련업체의 수준향상과 과대선전 방지효과 및 대외 경쟁력 확보

1-3) 주요대상
공업분야(도료, 목재, 제지, 잉크, 고분자 등), 주방용품, 건강용품, 요업제품, 온돌난방,
건축내장재, 코팅제, 온열매트류, 철강제품, 기타 건자재제품

2.센터의 주요 업무

각종 검자재, 무기재료, 생활용품 등의 원적외선 방사체 가열, 상온응용, 방사원료 관련
상품분야에서 원적외선을 응용생산하는 업체 및 품목증가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원적외선응용평가센터에서는 원적외선 방사에너지 및 방사율을 포함, 건자재에 대한 항균,
항곰팡이, 탈취시험, 적외선

열화상, 음이온 측정업무 등 여러 기능성에 대한 품질시험과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원적외선 관련 상품의 신뢰구축, 품질향상, 보급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원간에 기술교류회, 원적외선 및 건자재관련 수탁연구, 세미나 등 실시한다.

2-1) 품질시험
원적외선방사측정 및 방사에너지 측정
항균, 항곰팡이 시험
탈취 시험
적외선 열화상 측정
음이온 측정
기타 물성분석

2-2) 품질보증제도
원적외선 건축 원,부자재, 방사제품, 응용제품, 세라믹 신소재제품 등

2-3) 원적외선응용기술교류회
원적외선관련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
국내외 산,학,관 기술교류 및 협력강화
기술지도, 품질보증을 위한 각종기술지원

2-4) 중소기업 기술지원
원적외선제품의 공정 및 품질개선, 원적외선 방사효율 향상

원적외선 효율적 이용분야, 자재의 에너지 절감분야

2-5) 원적외선 관련수탁연구
원적외선 관련분야 및 상품의 효능평가
원적외선관련 신소재 및 제품개발

2-6) 특허기술편가기관 지정
원적외선 원,부자재 및 응용제품 특성 평가
특허기술 및 발명의 평가지원, 기술의 활용, 파급성, 제품생산 가능성 등의 평가

2-7) 세미나 개최
기술지도 사례 및 수행연구 결과의 보급전파
원적외선 측정 분석평가 사례보고
국내,외 응용 분야 사례발표 및 이용기술

3. 세미나 개최
국내 원적외선 관련 분야의 건전한 육성, 기술향상, 정보교환을 위해 매년 실시
천연광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 활용기술
에너지 절약기술 및 환경기술
생체에 미치는 영향사례
우수 기술사례 및 수탁연구과제 수행결과의 보급전파
원적외선 관련 정보제공 및 문헌제공
원적외선 측정 분석평가 사례보고

4. 연락처

주소:(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 3 동 1465-4 번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원적외선응용평가센터
TEL.:(02)3415-8880
FAX.:(02)3415-8891

http://www.kicm.re.kr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소비과학연구센타

1. SF 마크
SANITARY FINISHED(위생가공)의 약자로서 가공제의 인체안전 및 무독성과 위생가공품의
위생기능성 및 내구성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과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국가 공인시험
검사기관인 FITI"한국소비과학연구센타"에서 보증하는 위생가공 신뢰마크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실현
소비자와 기업간의 신뢰성 증진
소비자의 질좋은 상품 구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위생가공의 내용
인체 안전위해는 물론 소비자의 쾌적 지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공으로
항균방취

자외선차단
전자파 차폐
대전방지
등의 가공을 의미합니다.

3. SF 마크의 보증사항
위생가공의 효과
위생가공효과의 내구성
가공제의 안전성

4. 대상 품목
생활용품, 주방용품, 가구 및 실내장식 용품, 토목 건축용품, 산업제품, 문구 및
사무용품, 섬유 및 의류제품, 스포츠레저용품.

5. 적용시험 항목
5-1)가공제
성분분석
안전성-급성독성, 복귀돌연변이, 소핵시험, 피부자극시험

5-2)위생가공제품
위생가공 성능

위생가공 내구성
국소독성
유해물질함유
제품의 양호한 품질수준 등

6. 연락처
주소:(130-062)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소비과학연구센타
TEL.:(02)960-8052
FAX.:(02)960-8054

http://www.fiti.re.kr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 S 마크란?
안전성보증 제도로서, 안전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및 일반
생활용품 중 안전성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유독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정제품 및
인체에 위해 요소가 없거나 기준치 이내인 것을 보증해주는 단체규정.

2. 안전의 4 분야
화학적 안전성
물리구조적 안전성
환경적 안전성
식품 안전성

3. 인증범위
1)화학소재 및 제품의 유독성 여부
2)미지물질의 유해성 여부
3)항균 및 항곰팡이제의 효력 및 안전성 여부
4)저독성 여부
5)구조적 안전성 여부
6)식품 및 음용수의 안전 유해성 여부

4.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 가 88
TEL.: (02)2634-0011
FAX.: (02)2634-0016
http://www.kotric.or.kr

원적외선제품 및 원 부자재의 세균에 대한 균
증식억제, 항균능력 및 항균 활성측정

- 균의 생육억제 및 항균작용을 필요로 하는 각
종 건축 내장재 및 원료물질
- 항균 활성을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 및 건강제
품
- 인체에 직간접으로 접촉을 요하는 제품

1. KS K 0693 -'95 : 직물의 항균도 시험방법
2. KICM - FIR - 1002 (SHAKE FLASK 법)
3. KICM - FIR 1003 (가압밀착법)

1.

화농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2. 대장균 (Escherichia coli ATCC 25922)
3. 녹농균 (Pseudomonas aeruginosa ATCC
15442)

- 구형(coccus)의 세균으로 쌍(pairs)을 이루거나, 짧은 사슬 또는 다발이나
포도모양의 덩어리를 이룬다.
- 공기중, 먼지, 쓰레기, 물, 우유, 음식이나 음식용기, 사람, 동물 등에 존재한
다.
- 어떤 종류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병원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세포외부로 독
성물질을 분비하기도 한다.
- 병원성 : 부스럼, 종기, 여드름, 뾰루지, 농가진, 수술후 상처난 곳의 염증,
폐렴, 골수염등을 유발한다.

- 장내세균으로 수 백만 마리가 우리의 장(腸)에 존재하고 있으며, 장내에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거나, 몇몇 필요한 비타민을 만들기도 한다.
- 병원성을 나타낼 경우, 요도감염증이나 패혈증 및 뇌막염을 일으키며, 상처
난 곳에 감염증을 유발한다.

- 장관에서 감염증을 일으키는 대장균은 외부에서 침입된 세균이고, 장관내에
서

상주하고

있는

대장균과는

다르다.

장관독성대장균은

특히

독소

(enterotoxin)를 만들어 설사를 일으킨다.

- 자연에 널리 분포하며, 몇몇 종류는 사람 및 동·식물에 병원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 동물숙주에 서식하지 않으나, 저항성이 감소된 개체에는 감염될 수도 있다.
-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나 면역억제제로 치료를 받는 암환자, 그리고 낭포성
섬유증에 걸린 환자에게는 종종 치명적이다.

시험수수료 : 400,000원(부가세 별도)

문의 :

02) 3415-8871~80 |

게시판

이전 ← 적외선열화상측정 | 다음 → 항곰팡이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