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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고체표면 특성을 조절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

한 소재와 표면 개질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의료용구 

등의 박테리아(bacteria) 부착 및 증식 억제를 위한 친수성 표면 개질

을 들 수 있다[1-3]. 박테리아는 표면에 쉽게 부착이 되고 짧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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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빠르게 증식하여 바이오필름(biofilm)이라고 불리는 박테리아 군

집체를 형성한다. 바이오필름 내의 세균들은 부유 상태의 보다 항생

물질에 대한 내성이 10~1000배 이상 높아져 항생제로 다루기가 쉽지 

않고, 숙주의 면역 반응에 저항하여 의료 도구의 세균 증식에 의한 병

원 내 감염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 

파이프라인이나 정수 처리시설, 열교환기, 선박, 식품가공 장비 등에 

세균, 단백질, 해양생물과 같은 생물 개체가 부착하여 성능을 떨어뜨

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3차원으로 성장한 바이오필

름은 세균의 저장소 역할을 하며, 물리적 접촉에 의해 탈착되거나 일

정 임계량에 다다르면 공기 중으로 부유 세균과 악취를 방출하고 확

산시킨다. 따라서 다양한 표면의 항균 코팅을 통한 박테리아 및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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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체 표면의 박테리아 부착억제를 목적으로 고분자를 이용한 친수성 표면 개질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부착억제 
기능은 세포독성이 아닌 작용으로 바이오필름 형성의 초기단계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친수성 또는 이온성 고분자가 
도입된 고체 표면은 단백질, 박테리아 등 생물 개체의 부착방지에 효과적이다. 이는 표면에서의 친수층 형성으로 인한 
표면 장벽 형성, 고분자 사슬에 의한 반발력과 삼투압성 응력 작용, 그리고 이온성 고분자와 세포 표면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부착억제를 위한 고분자의 표면 도입은 주로 표면 기능기와의 결합을 이용한 접합 방식과 자연
모방 접착 기능기를 활용한 침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표면 도입 시 부착억제 기능을 보이는 
대표적인 고분자의 종류, 코팅방법, 및 항균 특성을 소개하고 향후 공공시설, 산업 등으로의 대면적 응용을 위한 고려
사항들을 다루고자 한다. 

Abstract
The formation of hydrophilic surface based on polymers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due to the anti-adhesion of bacteria on 
solid substrates. Anti-adhesion coatings are aimed at suppressing the initial step of biofilm formation via non-cytotoxic mecha-
nisms, and surfaces applied hydrophilic or ionic polymers showed the anti-adhesion effect for bioentities, such as proteins 
and bacteria. This is attributed to the formation of surface barrier from hydration layers, repulsions and osmotic stresses from 
polymer brushes, and electrostatic interactions between ionic polymers and cell surfaces. The antifouling polymer coating is 
usually fabricated by the grafting method through the bonding with functional groups on surfaces and the deposition method 
utilizing biomimetic anchors. This mini-review is a summary of representative antifouling polymers, coating strategies, and 
antibacterial efficacy. Furthermore, we will discuss consideration on the large area surface coating for application to public 
facilities and industry.

Keywords: Anti-adhesion coating, Antibacterial coating, Antifouling polymers, Polymer-grafted surface, Polymer-deposit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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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antibacterial adhesion on 
polymer-brush surfaces.

물의 부착과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기술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항균 특성을 가지는 표면 설계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3]. 항균 코팅(antibacterial coating)은 박테리아의 부착방지(anti-
adhesion) 또는 접촉살균(contact-killing)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두 작용기작이 포함된 다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4-8].
부착방지를 위한 항균코팅은 세포독성이 아닌 작용원리(non-cytotoxic 

mechanism)로 바이오필름 형성의 초기단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Figure 1). 친수성 고분자와 이온성 고분자, 천연 유래 다당류 등의 

표면 고정화는 단백질, 박테리아 등의 부착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2,7]. 부착방지 효과는 표면에서의 친수층(hydration 
layers) 형성으로 인한 표면 장벽과 연관이 있으며 표면 친수성은 친수

성 고분자의 수소결합, 쯔비터(zwitter) 이온 고분자의 이온성 용매화

(ionic solvation) 현상에 기인한다. 또한 긴 고분자 사슬을 가지는 고분

자 표면에 단백질, 박테리아가 접근하면 이 사슬의 압박으로 인해 반

발력과 삼투압성 응력(osmotic stresses)을 발생시킨다. 폴리에틸렌 글

라이콜(polyethylene glycol, PEG)은 대표적인 부착억제 성능을 가지

는 고분자의 표준 접근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9,10]. PEG이 

도입된 표면에서는 긴 고분자 사슬에 의한 브러쉬로 인해 표면 장벽

을 형성함으로서 단백질과 박테리아 세포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반면, 단백질과의 소수성 상호작용이 약하고 말단 수산화 그룹은 산

소와 전이금속이 존재할 경우 알데히드로 쉽게 산화되어 항균 지속성

이 떨어진다[11,12]. 따라서 항균 코팅 효과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

하여 정전기적 작용에 의한 강한 친수 성질을 갖는 이온성 고분자가 

관심을 받고 있으며 PEG 코팅 표면보다 단백질 및 박테리아의 부착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13]. 또한 알긴산(alginic 
acid)[14] 및 아가로즈(agarose)[15]와 같은 천연유래 다당류도 친수 성

질 또는 음전하를 가지는 고분자로 박테리아 부착 억제에 효능이 있

음이 알려져 있다.
접촉살균은 항균물질이 박테리아 세포벽에 흡착 후 세포막을 파괴

하여 세포 구성물질을 용출시키거나 DNA의 구조를 변형시켜 유전자 

복제를 방해한다. 양이온성 유기화합물인 4차 암모늄 화합물(quaternary 
ammonium compound, QAC), 키토산 유도체(chitosan derivatives), 항
균 펩타이드(antimicrobials peptide, AMP) 등이 접촉살균 물질 대상이

다[4]. QAC와 4차 암모늄기를 도입한 키토산 유도체의 항균 기작은 

양이온 폴리머 사슬이 음이온성 세포벽 구성성분과 정전기적으로 결

합하여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세포 내로 침투하여 DNA에서 RNA로의 

전사를 방해하여 성장을 억제한다. 항균 펩타이드 또한 양이온과 소

수성 기능기를 가짐으로서 음이온으로 대전된 박테리아 세포벽 및 세

포막에 작용하여 기능을 교란시키고 소수성 사슬은 세포벽의 지방산 

아실(fatty acyl)기와의 작용으로 세포벽 합성을 저해한다[6].
본 미니총설에서는 박테리아의 부착억제 특성을 보이는 고분자를 

중심으로 항균 코팅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항균성 

고분자를 표면 기능기와의 결합을 이용한 접합(grafting) 또는 자연모

방 접착 기능기(anchor)를 활용한 침적 방식으로 고체 표면에 도입 시 

부착억제 효율을 살펴보고 잠재적 응용 및 산업, 의료분야 등으로의 

이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고찰해보자 한다.

2. 접합(grafting) 방식 항균 코팅

항균 기능성 고분자를 표면에 공유결합하는 방법으로 ‘grafting onto’
와 ‘grafting from’ 방식이 있다. ‘Grafting onto’ 방법은 고분자를 합성 

후 티올(thiol)기, 수산화(hydroxyl)기 등의 기능기를 가진 표면에 도입

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grafting from’ 방식은 개시제(initiator)를 표면에 고정 시킨 후, 단분자 
및 촉매의 존재 하에 표면 개시-원자 이동 라디칼 중합(surface-initiated 
at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 SI-ATRP)을 수행하여 고분자를 

도입한다. ‘Grafting onto’ 방법에 비해 고분자 사슬을 고밀도로 도입

할 수 있으며 고분자 브러쉬의 두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진다.
박테리아의 부착억제 성능을 보이는 친수성 및 이온성 고분자의 구

조를 Figure 2에 나타내었으며 접종 박테리아의 종류와 부착억제 효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polyethylene glycol, 

Polymer Substrate Bacteria Inoculation (cells/mL) Adhesion (cells/cm2) Ref.
Poly(TMSMA-r-PEGMA) SiO2, TiO2, Al2O3, glass E. coli 1.0 × 107 no adhesion [16]

EG3OH Au S. aures, S. epidermidis 2.5 × 108 a < 5.0 × 103, a < 5.0 × 103 [9]
PEG PET Pseudomonas sp. 1.0 × 106 103~104 [17]

POEGMA Au S. epidermidis, P. aeruginosa 1.0 × 108 < 1.0 × 105 [18]

PAAm Si/SiO2
S. aureus, S. salivarius, 

Candida albican 3.0 × 108 ~2.0 × 106, 6.7 × 106, 
0.6 × 106 [21]

PAAm Au S. epidermidis, P. aeruginosa b 5.0 × 105, b 2.4 × 105 1.4 × 104, 6.4 × 103 [19]
PHEMA Au Cytophaga lytica 6.0 × 108 3.8 × 104 [22]
PCBMA Glass P. aeruginosa, P. putida 1.0 × 108 3.0 × 106, 2.5 × 106 [24]

PSBMA Au
Cytophaga lytica  6 × 108 7.5 × 104 [22]

S. epidermidis, P. aeruginosa 1.0 × 108 < 1.0 × 105, < 1.0 × 106 [18]
a concentration of adhesion (colonies/mL), b concentration of bacteria on uncoated Au (cells/cm2).

Table 1. Anti-adhesion Efficacy of Polymer-grafted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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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mical structures of hydrophilic and zwitterionic polymers 
for anti-adhesion coating.

PEG)은 대표적인 친수성 고분자이며 코팅표면에서 고분자 브러쉬에 

의해 표면 장벽을 형성함으로써 단백질과 박테리아 세포의 부착을 방

지한다. PEG를 표면에 도입하는 방법으로 공유 결합을 이용하여 고

정화한 연구가 알려져 있으며 Figure 3(a) 사례에서는 PEG 유도체를 

고분자 자기조립 단분자막 형성(polymeric self-assembled monolayers, 
pSAMs) 방식으로 표면 도입 시 항균 성능을 발현할 수 있는지 검증하

였다[16]. 트리메톡시실란(trimethoxysilyl) 말단기를 포함하는 랜덤 공

중합체 poly(TMSMA-r-PEGMA)를 라디칼 중합반응에 의해 합성하고 

공중합체 용액에 실리콘 옥사이드(silicon oxide, SiO2), 이산화 티타늄

(titanium dioxide, TiO2), 알루미늄 옥사이드(aluminium oxide, Al2O3), 
및 유리기판을 침지하여 공중합체를 ‘grafting onto’ 방식으로 접합하였

다. 그람음성균인 대장균(Escherichia coli, E. coli)에 노출하여 6 h, 24 
h 배양 결과, 표면 처리되지 않은 산화 기판에서는 대장균으로 오염되

어 있는 반면, 코팅 표면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PEG 기반 공중합체가 접합된 산화 기판의 항균효과는 표면 고

정화된 공중합체 브러쉬와 물의 수소결합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친수성이 큰 공중합체 브러쉬 표면은 매개 단백질과 박테리

아 세포의 소수성 작용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에틸

렌 글라이콜(ethylene glycol, EG) 유도체인 HS(CH2)11EG3(OH)를 자

기조립 단분자막 형성을 통해 접합 코팅한 금(Au) 표면에서 항균 효

과가 보고되었다[9]. 2 mM 농도의 HS(CH2)11EG3(OH) 에탄올 용액에 

금표면을 침지하여 코팅하였으며, 2.5 × 108 cells/mL 농도의 그람 양

성균인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과 표피포도상구균(S. epidermidis)을 
접종 후 배양시킨 결과 코팅 표면에서는 박테리아 수가 5.0 × 103 (co- 
lonies/mL) 미만으로 감소되어 부착이 억제되는 것을 보였다. 자기조

립 단분자막 형성을 통한 표면 코팅 외에도 표면 기능기와 PEG과의 

공유결합을 통해 접합하는 방식도 알려져 있다[17]. PET 표면을 아미

드(amide)기로 변환 후 PEG-aldehyde[CH3O(CH2CH2O)5000CHO]와의 

아미드 결합을 통해 도입하였으며 코팅 표면은 그람음성균인 녹농균

(Pseudomonas sp.)에 대해 대조군 대비 103~104배로 부착이 감소되는 

Figure 3. Schemes for (a) grafting PEGMA derivative onto oxide 
substrates, (b) grafting PAAm from ATRP initiator immobilized on 
aminosilanized substrates, and (c) Quantification of microorganisms 
adhered to uncoated and PAAm coated silicon wafers.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21], Cringus-Fundeanu et al., Langmuir, 23, 5120 
(2007). © 2007, American Chemical Society.

것으로 나타났다. POEGMA{Poly[oligo(ethylene glycol) methyl ether 
methacrylate]} 또한 대표적인 PEG 유도체로 ‘grafting from’ 방식에 의

해 표면에 도입하여 항균 성능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18]. 티올(thiol) 
개시제의 자기조립으로 기능화된 금표면에 OEGMA를 단량체로 사용

하여 원자 이동 라디칼 중합을 통해 POEGMA를 도입하였다. 1.0 × 
108 cells/mL 농도의 표피포도상구균(S. epidermidis)과 녹농균(P. aer-
uginosa) 부유액에 각각 3 h 동안 배양시켰을 때 부착 박테리아의 농도

는 1.0 × 105 cells/cm2 미만으로 유리기판 대조군 농도(6.0 × 105~107 
cells/cm2) 대비 부착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POEGMA 표면의 

부착억제 성능 역시 수소결합에 의한 친수성질과 긴 고분자 사슬에 

의한 표면 충전 효과로 볼 수 있다.
폴리아크릴아미드(PAAm, polyacrylamide)는 물과 1차 아미드 그룹

과의 강한 수소결합에 의한 친수성질 때문에 하이드로겔 형태로 약물

전달, 단백질 분리, 물과 오일의 분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19]. 
또한 광화학 반응으로 실리콘 고무에 코팅된 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피브리노겐(fibrinogen)과 이뮤노글로불린 G(immunoglobuline G)의 

흡착이 억제될 수 있다[20]. Figure 3(b)에서는 PAAm를 실리콘 표면에 
‘grafting onto’ 방식으로 도입한 합성 과정을 보여준다[21]. 실리콘 웨

이퍼 표면을 아미노실레인(aminopropyltriethoxysilane)의 자기조립을 

통해 아민기로 기능화 후, 4-(chloromethyl)benzoyl chloride를 ATRP 
개시제로 고정시켰다. 아크릴아미드 단량체의 중합을 통해 형성된 

PPAm 코팅 표면은 Figure 3(c)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살리바리우스(S. salivarius), 및 칸디다 알비칸스(C. albicans)에 

대해 코팅 처리되지 않은 대조군 대비 각각 92, 70, 및 83%의 효율로 

부착이 감소하였다. 금표면 또한 SI-ATRP를 통해 PAAm를 도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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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피브리노겐(fibrinogen), 리소자임(lysozyme), 알부민(albumin) 
등의 단백질에 대해 흡착이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 표피 포

도상구균(S. epidermidis)과 녹농균(P. aeruginosa)에 대해서는 48 h 배
양 결과 코팅되지 않은 대조군 대비 표면 부착이 97% 감소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Poly(2-hydroxyethyl methacrylate) (PHEMA) 역시 수산

화기가 풍부하여 친수성을 가지는 고분자이며 20~45 nm의 최적화된 

고분자 브러쉬 두께에서 단백질 흡착이 거의 억제됨이 보고되었다

[22]. 금표면에 ATRP 개시제(ω-mercaptoundecyl bromoisobutyrate)를 

SAM을 통해 고정하고 2-hydroxylethyl methacrylate (HEMA) 단량체

의 중합으로 PHMEA를 표면에 도입하였다(‘grafting onto’). PHEMA 
코팅 금표면에 ~6 × 108 cells/mL 농도의 그람음성균 Cytophaga lytica 
해수 용액을 공급 후 배양시킨 결과 아무 처리 되지 않은 금표면은 

대부분 부착이 일어난 반면, 코팅 표면에서의 박테리아 밀도는 3.8 × 
104 cells/cm2로 부착이 감소함을 보였다. PHEMA의 스테인리스 스틸

(stainless steel, SS) 표면 도입방안으로는 자연모방 고정화기(anchor)
로서 따개비 접착제(barnacle cement) 또는 폴리도파민(polydopamine)
의 수산화기와 아민기를 활용한 사례를 들 수 있다[23]. 따개비 접착

제의 구성성분은 약 90%가 단백질이며 트레오닌(threonine), 세린

(serin), 및 라이신(lysine)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표면에 코팅된 자연

모방 고정화기의 수산화기와 아민기에 ATRP 개시제를 결합하고 

HEMA 단량체의 중합을 통해 PHEMA를 도입하였다. PHEMA가 코

팅된 SS 표면을 대장균 부유액에 접종 후, 24 h 배양 결과 두 경우 

모두 대조군 대비 생존력(relative cell viability)은 70% 이상 감소하였

다. 더 나아가 따개비 접착제 또는 폴리도파민 기반 PHEMA 브러쉬

에 천연 유래 친수성 고분자인 키토산(chitosan)을 기능기로 도입하여 

항균 성능을 비교하였다. PHEMA의 수산화기를 카르복실 그룹으로 

변환 후 키토산의 아민기와 커플링을 통해 키토산 기능기를 고분자 

사슬에 결합하였으며, 코팅 표면에 대장균 접종 결과 아무 처리되지 

않은 SS 대조군 대비 대장균 생존력은 두 경우 모두 80% 이상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항균 효율은 PHEMA의 부착억제 기능에 

키토산의 살균(bactericidal)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암모늄 이온과 카르복실 이온을 포

함하는 poly(carboxybetaine methacrylate) (PCBMA)는 대표적인 쯔비

터 이온 고분자이다[24]. 개시제가 고정화된 유리기판에 CBMA 단량

체의 표면 개시 ATRP에 의해서 접합(‘grafting from’)을 진행하였으며 

장시간 동안의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성능을 제시하였다. 코팅 표면의 

정전기적 작용에 의한 강한 친수성질 때문에 녹농균(P. aeruginosa)에 

대해 240 h 후 균 부착율은 대조군 대비 95%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푸티다균(P. putida)도 192 h 동안 95% 부착이 억제됨을 보였다. 
Poly(sulfobetain methacrylate) (PSBMA)는 암모늄기와 황산기를 가지

며 표면 개시 ATRP로 접합된 금표면에서 그람음성균 Cytophaga ly-
tica에 대해 대조군 금표면에 비해 약 104배(cell/cm2) 부착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였다[22]. PSBMA가 표면 개시 ATRP로 도입된 금표면의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는 표피포도상구균(S. epidermidis)과 녹농

균(P. aeruginosa)에 대해서도 평가한 사례가 있으며, 코팅되지 않은 유리

기판 대조군에 비해 각각 92%와 96%의 부착억제 효율을 보였다[18].

3. 침적(deposition) 방식 항균 코팅

접합방식에 의한 고분자의 표면 도입은 고분자 사슬간의 간격이나 

두께를 분자 수준에서 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보다 다양한 표

면에서의 SAMs 적용 및 중합반응 개시제 도입, 충전밀도(packing 

density) 개선 등의 여지가 남아있고 대면적 응용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접합에 비해 침지법(immersion), 스핀 코팅(spin coating), 스프레

이 코팅(spray coating) 등 침적 방식을 통한 항균 재료의 표면 도입은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대면적 표면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침적 코팅표면의 조성과 두께에 따라 항균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코팅물질 구성비, 농도, 코팅 시간, 휴지 기간 등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다당류나 친수성 고분자는 그 자체로 표면에 코팅하기는 어려우므

로 고분자에 접착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모방 접착제인 카테콜

(catechol, 1,2-dihydroxybenzene)기를 가진 도파민(dopamine), 탄닌산

(tannic acid)을 도입하거나 구성물질 간 가교결합을 통해 수화된 코팅

층을 형성한다(Figure 4). 카테콜기는 홍합의 접착 단백질 중 비천연 

아미노산인 도파(3,4,-dihydroxy-phenylalanine, DOPA)에 포함된 기능

기이며 유기 및 무기 표면들에 강한 접착성을 나타내는 핵심 부분이

다. 이러한 접착 특성을 가지는 카테콜기와 Fe3+의 상호작용을 이용하

여 에틸렌 글라이콜(ethylene glycol, EG)을 표면에 도입할 수 있다

[Figure 5(a)][25]. 에틸렌 글라이콜에 DOPA 유도체의 커플링을 통해 

OEG-DOPA (ethylene glycol-derivatized DOPA)를 합성하였으며 티타

늄(Ti/TiO2) 기판을 OEG-DOPA와 Fe3+ 혼합용액에 침지 후, NaIO4 용
액에 24 h 동안 추가로 침지하여 코팅을 수행하였다. 카테콜기는 금속

이온 Fe3+과의 복합체(catecholate)를 형성하고 NaIO4에 의한 산화 중

합을 유도하여 OEG-DOPA 박막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틸렌 

글라이콜 코팅표면의 친수성으로 인해 코팅되지 않은 티타늄 대비 대

장균 부착 개체수가 96% 감소하였으며, Fe3+ 또는 NaIO4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필름을 형성한 경우에는 대조군 대비 오히려 대장균 수가 

증가하였다. 에틸렌 글라이콜 유도체에 카테콜기를 적용하여 침지법 

외에도 스핀 코팅을 통해 표면에 도입된 사례가 있다[26]. PEG의 표

면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 염소 치환기를 가진 도파민(2-chlorodopamine)
을 도입하여 PEG 유도체(poly(ethylene glycol) O, O’, O’’, O’’’-tetra 
[acetic acid chlorodopamine] amide, PEG-ClDop)를 합성하였다. 염소 

치환된 카테콜 고리는 전기음성적인 성질로 인해 수산화기의 pKa를 

낮추어 산화 전위를 낮춘다. 그 결과 PEG의 표면 침적을 용이하게 하

며 자가 중합이 적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다. 스핀 코팅을 통해 유리 

기판에 300 nm 두께로 도입된 PEG-ClDop 박막은 고분자 사슬 간 가

교결합을 유도하고 하이드로겔을 형성하여 약 80%의 대장균 부착이 

억제됨을 보였다. PEG 외에도 알긴산(alginic acid), 히알루론산(hya- 
luronic acid), 젤라틴(gelatin)에 염소 치환 도파민을 도입할 경우, 도파

민을 단독으로 적용할 경우에 비해 대장균 부착이 현저히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친수성 고분자뿐만 아니라 침적 방식에 의한 쯔비터 이온 고분자의 

도입 사례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기판을 MPC 고분자(0.5% wt/vol, 에탄올)로 코팅한 연구가 보

고되었다[27]. 2-Methacryloyloxyethyl phosphorylcholine co-polymer 
(PMPC)는 음전하와 양전하로 하전된 포스포릴콜린(phosphorylcho- 
line)기를 포함하며, 친수성 코팅 PET 표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뮤탄스균(S. mutans), 녹농균(P. aeruginosa), 칸디다 알비칸스

(C. albicans)에 대해 코팅되지 않은 대조군 대비 부착 개체수가 1 × 
105~1 × 106 cells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침적코팅 표

면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PMPC 공중합체의 가교결합을 

이용한 연구가 있다[28]. MPC 단량체 외에 라우릴 메타크릴레이트

(lauryl methacrylate, LMA), 히드록시프로필 메타크릴레이트(hydroxy- 
propyl methacrylate, HPMA), 트리메톡시실릴프로필 메타크릴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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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ethoxysilylpropyl methacrylate, TSMA) 단량체를 혼합하여 라디

칼 중합반응을 진행하였다. 이 중 TSMA는 가교결합제로 사용되었으

며, PMPC 공중합체(MPC23LMA47HPMA25TSMA5) 에탄올 용액에 기

판의 침지 및 열경화를 통해 친수성 표면을 형성하였다. 나노압입 시

험(nanoindentation technique) 결과로부터 가교결합 되지 않은 코팅표

면은 탄성 특성을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가교결합 코팅표면은 초기 

두께의 70% 가량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을 이용하여 부착

억제 효율 평가결과 폴리염화비닐, 라텍스, 실리콘의 코팅표면은 코팅

되지 않는 표면 대비 대장균이 80~9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조류 유래 천연물 중 기능성 화합물의 존재가 알려짐에 따라 이

를 이용한 응용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갈조

류에 존재하는 다당류인 알긴산을 예로 들 수 있다. 알긴산은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낮은 독성으로 단백질과 세포 등의 생물부착 억제 기능

을 가지므로 의료 용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29].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긴산은 수산화기 및 카르복실기를 다량 포함하고 있어서 

강한 친수성을 갖는 물질이며, 카르복실기의 영향으로 음전하를 형성

한다. 접착성 알긴산을 이용해 산성, 중성 및 염기성 조건에서 안정한 

항균 코팅을 형성하는 방법이 보고되었다[14]. PEG과 마찬가지로 접

착성 부여를 위해 카테콜 기능기를 가지는 도파민과의 아미드 결합을 

통해서 알긴산 유도체(Alg-Dop)를 합성하였다. 박막 형성방법은 폴리

도파민(polydopamine)을 침지법으로 코팅한 Si/SiO2 표면에 Alg-Dop
을 스핀 코팅한 후 철이온(Fe3+)과 카테콜 작용기 간의 상호작용을 이

용하였다. Fe3+가 배위된 알긴산 복합체(Alg-Dop/Fe3+) 박막은 염기성, 
산성, 및 중성 용액에서도 안정함을 보였으며 10 nm 이상의 두께를 

가질 경우 대장균의 흡착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 

시 99% 이상 억제될 수 있다. 최근 알긴산뿐만 아니라 갈조류에서 유

Figure 4. Catechol-conjugated antifouling materials for the anchoring on surfaces.

Figure 5. Schematic illustrations for (a) and (b) the coating of catechol-conjugated materials.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25,15], Cho et al., 
Langmuir, 35, 14465 (2019). © 2019, American Chemical Society. Kang et al., ACS Sustainable Chem. Eng., 5, 3055 (2017). © 2017, American 
Chemical Society. Schematic illustrations for (c) and (d) the coating via hydrogen-bonding interactions between antifouling materials and tannic 
acid on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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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된 다당류 중 수산화기 및 황산기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후코이단

(fucoidan)을 항균 코팅에 물질로 활용한 연구가 발표되었다[30]. 후코

이단은 친수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항응고, 항암, 항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다. 후코이단 역

시 표면에 코팅하기 위한 전략으로 카테콜기를 도입하여 접착성 후코

이단(FD-Dop)을 합성하였다. 접착성 후코이단 용액(tris buffer, pH 8.5)
에 티타늄(Ti/TiO2), 스테인리스 스틸(SS), 나일론(Nylon) 등을 침지한 

결과 다양한 기판에 대해 친수성 코팅막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항박테리아 성능은 22 nm 두께로 코팅한 Ti/TiO2 기판에 대장

균을 6 h 또는 24 h 배양하여 평가하였다. 6 h과 24 h 배양시간의 경

우 모두 코팅되지 않은 Ti/TiO2 대조군에서는 표면 전체에서 바이오 

필름 형성이 관찰되었으나 접착성 후코이단 코팅 Ti/TiO2 표면에서는 

박테리아 세포의 부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

균뿐만 아니라 혈소판의 부착도 대조군 대비 94% 억제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처럼 부착억제 효과는 접착성 후코이단 코팅 표면의 수산

화기로 인한 수분층 형성 및 음전하를 띠는 황산기와 세포벽 간의 정

전기적 반발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접착성 후코이단의 

실제 표면 적용을 위한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물을 모델로 하여 

피부 독성을 평가하였다. 토끼의 등 피부에 접착성 후코이단 용액(5 
mg/mL)을 0.5 mL 적용한 패치를 붙이고 72 h 경과를 관찰한 결과 1
차 피부자극지수(primary skin irritation index)는 ‘0’으로, 자극 정도는 

‘비자극성(nonirritatant)’으로 분류되어 피부 접촉에 대한 안전성을 보

였다.
표면 접착기능 부여를 위해 접착성 물질로 페놀산(phenolic acid) 종

류인 탄닌산(tannic acid, TA)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탄닌산은 접착성 트리히드록시페닐(trihydroxyphenyl)기로 인해 표면 

결합을 유도하며 그 자체로 항산화, 항암,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그리고 탄닌산과 탄닌산 유도체들은 빠

른 시간 내에 전이금속이나 란탄족 금속이온과 결합할 수 있으며, 특
히 Fe3+와 안정한 금속-유기물 복합체(metal-organic coordination com-
plex)를 이루며 나노미터 두께의 Fe3+-TA 필름을 형성한다. Fe3+-TA 필
름은 금, 실리콘,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

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 등 다양한 고체표면에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코팅이 가능하며 친수성 특성으로 항곰팡이 효과를 가진다

[32]. 신발안창의 백선균(trichophyton rubrum)에 대해서는 항곰팡이 

효과를 보이고 코팅된 과일표면은 코팅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곰팡

이 형성과 부패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수성 다당류인 아가로즈(agarose)가 코팅된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

의 세포 부착억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Figure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탄닌산을 표면 결합 기능기로 도입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5]. 
알킬 브로모기(alkyl bromo moiety)를 도입한 아가로즈와 탄닌산과의 

에테르화 반응(etherification)을 통해 탄닌산으로 기능화된 아가로즈

(Agr-TA)를 합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침지법으로 Agr-TA가 코팅

된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은 다양한 pH의 전해질에서 안정성을 보이고 

Agr-TA층의 수화(hydration)로 인해 대장균과 3T3 섬유아세포

(fibroblasts)의 부착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SS 대조군의 부착 

대장균 밀도는 4.1 × 105 cells/cm2인 반면 Agr-TA 코팅 스테인리스 

스틸의 대장균 밀도는 약 1.0 × 105 cells/cm2으로 나타났다. 천연 다당

류로서 키틴(chitin)의 탈아세틸화물인 키토산(chitosan)을 들 수 있으

며 키토산은 무해·무독성으로 세균증식 억제에 효과적이다[33]. 특히 

4차 암모늄기를 도입한 키토산 유도체가 포함된 배지에서는 대장균과 

포도상구균이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음이온으로 대전된 

세포벽과 세포막 성분들이 있어 고분자 양이온에 의해 세포 표면의 

흡착과 세포막과의 결합을 촉진하여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알킬기에 의한 소수성이 증가할수록 세포벽에 흡착능이 높아져 항균 

성능이 증가되는 것이 보고되었다[34,35]. Figure 5(c)에서는 액상뿐만 

아니라 코팅표면에서의 항균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석영 기판 위에 

키토산(CH) 또는 트리메틸암모늄(trimethylammonium)기를 도입한 키

토산(CMCH)을 수소결합 받개로, 탄닌산(TA)을 수소결합 주개로 활

용하여 각각 pH 5, 7.4 침지 조건에서 다층박막(Layer-by-Layer, LbL) 
구조를 형성하였다[36]. CH/TA 및 CMCH/TA 다층박막 모두 대장균

과 포도상구균에 대해 부착억제 효능을 보였으며 특히, CMCH/TA 다
층박막은 4차 암모늄 양이온 말단기로 인해 CH/TA 다층박막보다 더 

큰 친수성을 가지며 대장균과 포도상구균의 부착이 약 80% 감소하였

다. 탄닌산의 접착성 트리히드록시페닐 그룹과 수소결합을 이용한 고

체 표면의 항균 코팅은 실크 세리신(silk sericin)의 경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Figure 5(d)][37]. 실크 세리신은 누에고치로부터 실크를 가공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실크의 외피 부분에 해당하며 18개

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물에 용해되는 단백질이며, 
아미노산 곁사슬의 극성 카르복실기를 수소결합 받개 역할로 탄닌산

을 수소결합 주개로 활용하고 탄닌산의 접착성 트리히드록시페닐 그

룹을 통해 실크 세리신-탄닌산 콘쥬게이트(SS-TA conjugate)를 표면

에 도입하였다. SS-TA 용액에 24시간 침지한 코팅 티타늄의 부착 개

체수는 대조군 티타늄 대비, 대장균의 경우 62%, 포도상구균은 75% 감
소함을 보였으며 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과 피브리노겐

(fibrinogen, FBG) 단백질의 부착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코팅 

표면은 L929 쥐 섬유아세포(mouse fibroblast cells)에 대한 낮은 세포

독성으로 생체 적합성을 나타내어 실크 세리신 유도체들의 합성 및 

기능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침지법은 기재 전체를 담그기 위해 코팅용액이 담겨있는 반응용기

의 크기가 제한됨에 따라 코팅할 수 있는 고체 기재의 크기도 제한되

어 왔다. 또한 침지 후 많은 양의 코팅용액이 폐기되기 때문에 생활, 
산업분야에의 폭넓은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스핀코팅 방식을 

통해 용액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기판 회전속도, 용액 농도, 코팅 횟

수에 따라 두께 조절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탄닌산과 철

이온의 표면 도입방법은 스프레이 기술이며 2차원 및 3차원으로 코팅

이 가능하고 물질농도, 조성, 두께, 코팅 시간, 휴지기간에 따라 두께, 
코팅 표면 조성 등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코팅 용액의 스프레이 분사 

시간 및 세척시간은 일반적으로 10 s 이내이기 때문에 침지코팅 방식

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코팅용액의 교차 오염이 

거의 없다. 현재 스프레이 코팅 방식에 의한 항균 코팅 연구보고는 상

대적으로 적은편이지만 항균 효과의 충족과 동시에 코팅 공정의 실용

성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결    론

부착억제 원리에 기반한 항균 코팅 기술은 고체 접촉 표면에서의 

병원성 세균의 감소뿐만 아니라 바이오필름 형성 후 공기 중으로의 

비산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PEG이

나 이온성 고분자의 표면 고정화는 우수한 박테리아 부착 억제 성능

을 보임으로써 항균 코팅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

만, 의료용구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공공시설 등으로의 적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재표면에 대한 항균성 물질 도입방법, 대면

적 코팅을 위한 스프레이 공정법 등의 개발과 넓은 면적의 고른 항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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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검증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장기간 표면에서의 안정성

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내구성 강화 방안, 그리고 표면에 남아있는 소

수의 박테리아 증식 우려에 대한 해결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장

기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균물질 방출 또는 접촉

살균 소재의 개발이 대두되고 있으며[38,39], 동시에 바이오 나노기술

의 발전으로 항균 특성을 가지는 표면 설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활

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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