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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the characteristics on chitosan from source, the 
crab and the shrimp.

Chitosan was depolymerized in NaBCb • 4H2O under various reaction time and temperature.
4 chosen chitosan dissolved in acetic acid and treated to cotton fabrics.

The cotton fabrics treated with chitosan showed an exellent antibacterial activity irrespec
tive of the viscosity. Stiffness of the treated cotton fabrics increased 3~8 times than untreated 
cotton fabric, it gives harshness to treated cotton fabrics like linen.

Air permeability of the treated cotton fabrics increased. St迁fness and air permeability are re
spective to viscosity of the chitosan.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

I . 서 론 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지구오존층 파괴로 인 한 자외선과 우주선에 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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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악화에 

따라 의류개념도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의 

복은 인체를 외부의 악조건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특수한 기능성이 부여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자파나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 

여주고, 대기오염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 

록 하거나 산성비의 산성도를 중성화시킬 수 있 

는 아lemical 흡착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기능성 

섬유, 병원균에 대한 해를 줄여 줄 수 있는 항균 

성 섬유 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의류가공에 

서 항균의 개념은 모호한 면이 있다. 항균력을 갖 

는 가공제가 피부에 접촉하여 체내 유입 위험성 

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ceramic 계 항균제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chitin, chitosan 등의 천연 가식성 물질들이 항 

균력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는成3> 매우 다행스 

러운 것들이다. Chitin, chitosan은 물질 자체가 

매우 안정되어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로 사용"되 

고 있기 때문에 의류가공제로 사용될 경우 안전 

성이 지극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chitosan 내부 

에 포함된 functional group인 一NHz기의 작용 

에 의해 우수한 항균력引이 발현되어 안전하고 우 

수한 항균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장식적 면과 인간의 감 

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유의 handle과 

drape성이 요구되고 있다.

Chitosan°1 용매에 용해되었을 때 높은 점성을 

갖기 때문에 chitosan 용액을 직물표면에 도포하 

면 수지가공처리와 유사한 handle효과6"를 나타 

내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게갑각과 새우 

갑각으로부터 chitosan을 제조하여 갑각의 종류 

에 따른 diitosan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직 

물가공에 적 합한 분자량을 갖는 chitosan을 제조 

하는 방법"을 조사하였다. 제조된 chitosan 수용 

액을 면포에 처리하여 chitosan의 분자량 차이, 

면포에 pick up시킬 때의 pick up율 변화에 따른 

항균력 변화, 공기투과도의 변화, handle변화, 백 

색도의 변화9> 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n.실 험

1. Chitosan의 제조

1) 갑각으로부터 석회질 제거

기계적 교반기가 부착된 10 용량의 3구 flask 
에 IN HC1 수용액 500ml를 넣은 다음 서서히 가 

열시켜 3012에 도달하면 1mm 정도의 직 경으로 

분쇄한 건조 게갑각이나 새우갑각 20g을 가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반응시킨 

다. HC1처리가 완결된 갑각은 20 용량의 flask 
에 옮겨 10 증류수를 가하여 10분간 교반시킨 

다음 여과하였다. 여과된 갑각은 1.5 Q 증류수에 

침지시킨 후 IN NaOH(pH 8.5)용액 속에 4시간 

동안 방치한다. 4시간 방치 후 다시 갑각을 여과 

하여 흐르는 물로 세척하여 세척액이 중성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다시 1.52 증류수 속에 24시 간 

동안 방치한 후 여과하여 4(TC 진공 oven 속에서 

24시 간 동안 건조시 켰다.

2) 갑각으로부터 단백질 제거

2£ 용량의 3구 flask에 앞에서 석회질을 제거 

시킨 갑각 30g을 넣고 10% NaOH수용액을 1.2 
£ 가한다. 100°C 에서 3시 간 동안 가열하여 단백 

질 성분을 제거하였다. 단백질 성분이 제거되면 

여과하여 NaOH를 제거한 후, 증류수로 4회 세척 

하고 여과하여 1.5 0 증류수 속에서 증류수 액성 

이 pH 7이 될 때까지 IN HC1 로 중화시킨다. 중 

화된 용액 속에 5시 간 동안 방치 한 후 여과하여 

1.5£ 증류수 속에 침지하여 24시간 방치한 후 여 

과하여 40°C 진공 oven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 

켰다.

3) Chitin의 탈아세틸화

기계적 교반기가 장치된 1Q 용량의 3구 flask 
에 앞에서 제조된 chitin 15g을 넎고 45% NaOH 
수용액 800ml를 첨가하여, 110°C 에 서 5시 간 가열 

시킨 다음 여과하여 NaOH를 제거한다.

회수된 chitosan을 흐르는 물로 계속 세척하 

여, 세척액이 pH 7이 될 때까지 반복 여과한다. 

이후 증류수 속에 48시 간 동안 방치 한 다음 여 과 

하여 451： 진공oven 속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 

켜 chitosan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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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itosan의 저분자화 반응

Chitosan 5g을 magnetic stirrer가 장치 된 12 
용량의 flask에 증류수 10 를 넣고 NaBO3 - 
4HQ를 첨가하여 저분자화 반응을 진행시켰다. 

NaBO3 • 4庄0의 첨가량은 4.4g 또는 8.8g이 었고 

皿, 반응온도는 3SC 또는 50°C 이었고 반응시간 

은 1, 2, 4시간으로 하였다.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저분자화 반응이 완결되면 내용물을 흐르는 물로 

수회 세척한 후 12 증류 속에서 24시간 동안 방 

치한 후 다시 여과한다.

다시 ethanol 속에 24시간 동안 방치한 후 여과 

하여 hood 속에서 72시간 동안 건조시켜 분자량 

이 저 하된 chitosan을 얻었다.

3. Chitosan의 탈아세틸화도 측정

Chitosan의 탈아세틸화도는 Mima의 IR법 

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4. Chitosan의 잔류 석회질 함량과 잔류 단 

백질 함량

Chitosan에 포함되어 있는 잔류 석회질 함량 

측정은 chitosan을 80(/0에서 1시 간 연소시킨 다 

음에 측정하였다. 잔류 단백질 함량은 Bio-red사 

의 단백질 분석 kit을 이용하였다.

5. Chitosan 의 점도 측정

Chitosan의 점도 측정은 1% 초산 수용액을 이 

용하여 1% 농도로 chitosan을 용해시켜 chito
san 초산 수용액을 제조하여 Haake RV 20형 회 

전식 점도계를 이용하였다.

6. Chitosan을 이용한 직물가공

1) Chitosan 가공액의 제조

1% 초산 수용액 990g에 기제조된 chitosan 
10g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기계적 교반기로 교반 

하면서 24시간 동안 용해시켰다. 가공에 이용된 

chitosan 초산 수용액에서 chitosan 농도는 1% 
로 조절하였다.

2) 시험포의 Chitosan 용액처리

Chitosan으로 가공될 시 험포의 규격은 30NeX 
30Ne, 130X68, 184g의 평직물이었고, 25cmx 
25cm 크기로 제작하였다. 시험포는 앞에서 제조 

된 Chitosan 초산 수용액에 5분간 침지한 후 

mangle을 이용하여 시험포 무게의 80% 또는 

120%가 되도록 pick-up을 조절시켰으며, 24시간 

동안 자연건조시 킨 후 60°C 진공 oven 속에 서 10 
분간 curing을 시켰다.

3) Chitosan 가공면포의 항균력 측정

Chitosan 가공면포의 항균력 측정은 gram 양 

성균인 황색포도상구균(SS力似"ococcks aureus) 
을 사용하였고, Shake flask method(C • T ■ M. 
0932) 에 의거하여 균감소율을 항균력으로 평가 

하였다.

4) Chitosan 가공 면포의 굽힘 강성 측정

굽힘강성 측정은 Kawabata Evaluation Sys- 
tem(KE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ES-FB2 
를 사용하여 곡율(K) 의 한계를 2.5cmT로 하였 

다.

5) Chitosan 가공 면포의 공기투과도 측정

공기투과도 측정은 Textest FX 3000을 사용 

하여 125pa조건에서 측정하였다.

6) Chitosan 가공포의 백도 측정

백도는 Minolta Chroma Meter CR2000을 사 

용하여 백도를 측정하여, white index(WI) 값을 

백도로 정 의 하였다.

皿. 결과 및 고찰

1. 갑각의 근원에 따른 chitosan의 차이

Chitosan이 얻어질 수 있는 근원은 게와 새우 

등의 갑각과 곤충의 갑각 등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는 수율이 비교적 높은 게갑각과 새우 

갑각으로부터 chitin을 추출하고 탈아세틸화하여 

아litosan으로 변환시켜 면포에 처리하였다.

게갑각이나 새우 갑각에서 얻어지는 chitosan 
은 화학적 조성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게갑각은 

석회질 함량이 크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반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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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갑각은 석회질 함량이 낮은 반면 단백질 함량 

이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석회질과 단백질 함 

량 차이가 크다는 사실은 갑각으로부터 chitin을 

추출하는 방법이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HC1 에 의한 처리조건이 갑각의 종류에 따라 달 

라야 함을 의미 한다.

게갑각에 포함된 chitin은 분자량이 대체로 크 

고 결정화도가 높기 때문에 HC1처리에 의 한 chi
tin 분자쇄의 절단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새우갑 

각의 chitin은 분자량이 낮고 결정화도가 낮아 

HC1처리에 의해 chitin분자쇄의 절단이 심하게 

일어나므로 게갑각에 비해 분자량이 높은 chitin 
이나 chitosan을 얻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갑각으로부터 석회질 성분 제거 

시 HC1 의 처리온도를 30°C로 고정하고 처리시간 

을 1~3시간 범위로 변화시켜 처리함으로써 갑각 

의 종류에 따른 chitosan의 분자량 차이를 유도 

하였다.

얻어진 chitin은 45% NaOH 수용액에서 HOP 
를 유지하면서 5시간 동안 가열하여 탈아세틸화 

시킴으로써 chitosan을 얻었다. 이런 강 Alkali조 

건 하에서 Chitin의 탈아세틸화 반응이 진행되면 

chitin과 chitosan의 심각한 분자쇄 절단도 병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우갑각으로부터 얻어진 다litin은 분자 

량이 낮고 결정화도가 낮기 때문에 심각한 분자 

량 저 하가 나타나고 있다.

반응에 의해 얻어진 chitosan의 특징은〈Table 
1〉과 같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석회질 제거시 

HC1 의 처리시간을 변화시킴에 따라 얻어진 chi- 
tosan은 갑각원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탈아세틸화도도 HC1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록 갑각원 종류에 관계없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C1 처리시간이 길어지면 탈아세틸화도가 상 

승되는 이유는 석회질 잔류함량이 낮은 chitin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갑각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새우갑각에서 

얻어진 chitosan은 HC1 처리 시간이 짧게 설정되 

어도 석회질 성분제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게갑각에서 얻어지는 chitosan은 HC1 처리 

시간이 3시간 정도 설정되어야 잔류석회질 함량 

을 낮추어 탈아세 틸화도를 90%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itosan의 분자량을 별도로 계 

산하지 않고 분자량의 크기를 대표할 수 있는 점 

도로 표시하여 분자량 변화를 정량적으로 표시하 

였다. 시료 1의 chitosan점도가 362.4cps로 측정 

되고 있음은 게갑각 속에 포함된 chitin 자체의 

분자량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새우 

갑각에서 얻어진 chitosan의 점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은 chitin자체의 분자량이 낮음을 

의미한다.

HC1처리시간이 연장됨에 따른 chitosan점도 

저하는 chitin자체가 산처리에 의한 가수분해반 

응과 NaOH에 매 우 취 약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chitosan from crab and shrimp

Sample 
No.

S 이uce

Time 
treated 

with 
HCKhr.)

Degree of 
deacety- 

lation(%)

Viscosity
(cps)

Remain of 
calcium 

(%)

Remain of 
protein 

(%)

Take-up 
of chitin 

(%)

Take-up 
of 

chitosan 
(%)

1 crab 1 79.6 362.4 3.24 1.24 15.5 12.4
2 shrimp 1 85.4 201.2 1.02 0.86 11.5 9.2
3 crab 2 87.5 312.0 2.81 1.18 14.8 11.8
4 shrimp 2 90.0 160.4 0.82 0.52 9.5 6.3
5 crab 3 89.2 276.2 0.98 0.94 14.0 11.2
6 shrimp 3 91.4 90.8 0.15 0.12 8.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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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의 점도결과에 의하면 새우갑각으로 

부터 분자량이 높은 chitosan을 얻기 위해서는 

본 실험에 적용된 조건보다 온화한 실험조건이 

요구되어진다.

Chitin과 chitosan의 회수율은 게갑각은 15. 
5%, 새우갑각은 11.5%로 나타나고 있어, 게갑각 

내부에 chitin함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chitin함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HC1 처리온도를 

더욱 저하시키고 HC1 농도를 낮추고 처리시간을 

단축시켜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hitin을 chitosan으로 변환시키는 탈아 

세틸화 반응에서도 갑각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고 있다. 새우갑각의 chitin은 자체분자량이 낮고 

결정 화도가 낮아 탈아세 틜화도중 심 한 분자량 저 

하로 인해 수용성 chitosan이 대 량 생산되 어 chi- 
tin에서 chitosan으로의 생성수율이 저하된다. 

게갑각으로부터 얻어진 chitin과 chitosan은 

HC1처리와 NaOH에 의한 영 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자량이 높은 chi tin 이나 chi
tosan 을 얻고자 할 때에는 게갑각을 사용하는 것 

이 유리 하다고 판단되 어진다.

2. Chitosan의 분자량 조절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chito- 
san을 이용한 직물가공에서는 분자량, 탈아세틸 

화 등이 일정한 한 종류의 chitosan이 사용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성질이 서로 다른 여러 종 

류의 chitosan을 사용하여 가공한 후 가공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면 최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chitosan의 품위 가 결정 될 수 있으리 라 판단되 어 

진다. 이에 탈아세틸화도가 유사하면서 분자량이 

다른 4종의 chitosan을 사용하여 가공에 사용되 

는 chitosan 분자량변화가 가공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저분자량 chitosan이 직물 

가공에 부적 당한 이유는 HC1 처리 과정에서 가수 

분해에 의해 분자량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이에 chitosan분자 

량을 조절하기 위하여〈Table 1〉에 제시된 결과 

중 가능한 한 분자량이 높은 chitosan을 택한 후 

산화제를 처리하여 저분자량 chitosan을 얻은 다 

음 직물가공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는 sample 
1과 sample 2를 택하였고, NaBO3 • 4H2O 산화제 

< Table 2> Depolymerization of chitosan

Sample 
No.

Source 
of 

chitosan

NaBOa
•4HQ

(g/l£)

Temp.
(°C)

Time 
(hr.)

Viscosity
(cps)

Take-up 
from 

source (%)

Degree of deacetyla
tion of depolymerized 

chitosan(%)

A】 C* 8.8 35 1 332.8 94.6 79.2
A? C 8.8 35 2 220.6 92.8 78.4
& C 8.8 35 4 142.5 88.4 72.1
A널 C 4.4 50 1 240.2 82.1 71.1
As c 4.4 50 2 110.6 78.9 68.5
Ag c 4.4 50 4 40.4 70,6 64.2
Bi s** 8.8 35 1 180.7 88.6 80.1
b2 s 8.8 35 2 136.2 82.4 74.5
b3 s 8.8 35 4 82.6 78.6 70.8
b4 s 4.4 50 1 120.4 72.3 68.9
b5 s 4.4 50 2 42.6 64.1 59.1
b6 s 4.4 50 4 28.5 52.1 52.1

C, : crab
S** : shr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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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NaBO3 • 4HQ의 농도와 반응온도, 반응시 간 

을 변화시켜 갑각원에 따른 chitosan의 저분자화 

반응의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Chitosan분자량 저 

하 실험결과는〈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듯이 NaBO3 - 4压0로 처리 

됨에 따라 고분자 chitosan의 분자량이 점차 저 

하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갑각에서 얻은 저분자량 chitosan(Al〜A6) 
에서 보면 NaBO3 • 4瓦0의 농도가 낮은 시료에 

서 분자량 저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산화제의 첨가량보다 반응온도 설정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반응시 

간이 연장될수록 저분자화 chitosan의 회수율도 

점차 저하되고 있음을 보는데, 이는 산화제에 의 

해 저분자화 과정에서 chitosan의 일부는 물에서 

용해성이 나타나 소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우갑각에서 얻은 chitosan의 저분자화 반응 

에서는 분자량 저하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게 갑각에 서 얻은 chitosan에 비 해 결정 화도 

가 낮고 분자량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새우갑각에서 얻은 chitosan으로 분자량 저하반 

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게갑각에서 얻은 아iito- 
san에 적용되는 반응조건보다 온화한 반응조건 

이 설정되 어야만 한다고 사료된다.

3. Chitosan 처리

실험에 의해 얻어진 분자량이 서로 다른 4종 

(&, &, Bi, B5)의 chitosan을 선택 한 후 초산수 

용액에 녹여 시험면포에 가공을 하였다. Chi- 
tosan의 분자량 변화가 황색포도상구균(&0》伽- 

lococcus 4但"2”)에 대한 항균력, 굽힘강성, 공기 

투과도 및 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1) Chitosan 처리 면포의 항균력 측정

항균력과 chitosan 분자량 간의 관계를 설명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량인 고점성도인 

chitosan 2종과 비교적 저분자량에 속하는 chi
tosan 2종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 

면 chitosan 가공에 의한 항균력은 전 시료에서 

90〜100%에 이르고 있어 극히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된다. 이는 chitosan의 분자량 차이 에 큰 영 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금까지 알 

려진 사실과 차이가 있다'2■">. 보고된 바에 의하 

면 항균력은 chitosan의 저분자량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막연히 분 

자량이 낮은 chitosan이 라고 표현되 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chitosan점도에 따른 분자량을 제 

시하였다. Chitosan이 갖는 항균력은 一NH? 

< Table 3> Characteristics of cotton treated with chitosan

Sample 
No.

Viscosity of 
selected 

chitosan (cps)

Pick-up
(%)

Antibacterial 
activity (%)

Stiffness 
(g-fcm3 /cm)

Air 
permeability

White 
index

G C*332.8 80 92.1 1.61 305 114
c2 C*332.8 120 94.6 2.02 420 112
c3 C40.4 80 97.6 1.15 212 101
C4 C40.4 120 98.5 1.03 254 101
C5 S**180.7 80 98.2 1.36 216 98
c6 S 180.7 120 99.4 1.42 284 97.2
c7 S 42.6 80 100 0.77 158 94.2
c8 S 42.6 120 100 0.82 172 92.1

Untreated 0 0 0.24 100 100

C* : Chitosan from cran

S" : Chitosan from 안irimpl) Chitosan 처 리 면포의 항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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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의 존재에 기인된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 

여질 수 있다. 그러나 chitosan의 항균력이 一NH? 
group에서 기인된다면 분자량의 크기가 항균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실해진다.〈Table 
3〉에 제시된 고분자량의 chitosan으로 처리된 시 

료(G, CD와 저분자량의 chitosan으로 처리된 

시 료(C$ C4) 간의 항균력 차이 는 5~8%에 지 나 

지 않으므로 chitosan분자량 크기가 절대적으로 

항균력을 좌우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갑각의 원료원에 따른 chitosan의 항균력 결과에 

의하면 새우갑각의 chitosan이 게갑각의 chito- 
san보다 약간 우수한 항균력을 보여주고 있다.

2) Chitosan 처리면포의 굽힘강성

Chitosan으로 처리한 면포의 굽힘강성을 정량 

으로 제시하여 빳빳한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었 

다. 미가공포의 굽힘강성과 가공포의 굽힘강성을 

비교할 때, 가공포는 7〜8.5배 정도의 높은 굽힘 

강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갑각의 근원에 따른 

chitosan과 chitosan분자량 차이에 따라 굽힘강 

성을 비교하면 결과는〈Table 3〉과 같다. 게갑각 

에서 얻어진 고분자량의 chitosan을 사용한 면포 

의 굽힘강성이 새우갑각에서 얻어진 저분자량의 

chitosan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에 사용 

된 chitosan의 분자량 크기에 따라 굽힘강성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굽힘강성의 결과에 

의해 chitosan으로 처리한 면포는 마의 촉감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3) Chitosan 처리면포의 공기투과도

직물을 고점성도의 수지로 가공할 때의 단점은 

가공 전에 비해 공기투과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직물의 수지가공에서는 고점성도의 수지 

용액이 직물표면을 도포함으로써 직물을 구성하 

는 사 간격을 메워버리므로 가공완료 후 대부분 

의 직물은 공기투과도가 지극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chitosan으로 처리한 면포의 공기 

투과도는〈Table 3〉의 결과에 나타나듯이 미처 

리포에 비해 2〜3배까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 

다. 이런 공기투과도의 상승은 기존 수지가공과 

는 다른 현상으로 chitosan이라는 고분자물질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hi- 

tosan의 pick up이 상승되 면 모든 가공면포의 공 

기투과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 

성도의 차이에 따른 공기투과도의 차이가 나타났 

으며 고점성도의 chitosan용액으로 처리된 면포 

에서 더욱 높은 공기투과도가 나타났다. 이는 

coating시 chitosan을 면포 면에 완벽히 부착시 

키기가 용이하여 직물가공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고, 마와 같이 공기투과도가 현저히 상승되어 

강직하고 쾌적성이 요구되는 하절기 재료로 바람 

직하다.

4) Chitosan 처리면포의 백색도 변화

Chitosan으로 가공된 면포의 백색도 변화는 

(Table 3〉과 같다. 미가공포의 백색도를 100으로 

하여 가공포의 백도를 비교수치로 제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몇 몇 가공포에서는 미가공포에 비 

해 백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발견되지만 백색도가 

상승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Chitosan 
을 이용하는 직물가공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는 

가공 후 백색도의 저하가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 

에 제조된 chitosan은 잔류불순물로서 석회질과 

단백질의 함량이 매우 낮아 색을 띄고 있지 않다 

는 사실이 가공포의 백도를 저하시키지 않은 원 

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새우갑각에서 얻어진 

chitosan은 분자량이 낮고 chitosan 자체가 약간 

의.yellowing을 띄었기 때문에 가공포의 백도가 

저하(90)된 것으로 생각된다.

M 결 론

본 연구에 사용된 chitosan은 게갑각과 새우갑 

각에서 회수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자량 및 탈 아 

세틸화도를 달리하였다. 4종의 chitosan으로 처 

리한 면포의 항균력, 굽힘강성, 공기투과도 등의 

물성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직 물가공용 chitosan제조시 에 는 chitosan이 

얻어질 수 있는 갑각의 종류를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갑각으로부터 chitosan을 제조할 때 석회질 

제 거를 위 한 HC1 처 리 조건에 따라 분자량이 

다른 chitosan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갑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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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일 HC1 처리 조건이 부여되면 새우갑 

각에서 얻어지는 chitin이나 chitosan은 분 

자량이 매우 낮으므로 갑각종류에 따라 처 

리조건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3. 분자량이 높은 chitosan을 NaBO3 - 4H2O 
수용액에서 저분자화 시키는 경우 새우갑각 

에서 얻어진 chitosan이 저분자화가 원활히 

진행되어진다. 저분자화 반응은 반응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Chitosan으로 처리된 면포의 항균력은 chi- 
tosan의 종류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특 

히 고분자량의 chitosan의 경우는 새우갑각 

에서 얻어진 chitosan0]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Chitosan으로 처 리 한 면포의 굽힘 강성은 미 

처리포에 비해 3〜8배까지 상승하였다. chi- 
tosan의 분자량이 클수록 면포에 chitosan 
용액의 pick up°] 클수록 굽힘강성이 증가 

하였다. 게갑각에서 얻어진 chitosan으로 가 

공한 면포의 굽힘강성 증가율이 크다.

6. Chitosan으로 처리한 면포의 공기투과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chitosan분자량과 면포에 

대한 pick up이 상승될수록 공기투과도가 

상승되 었다.

7. Chitosan으로 처리된 면포의 백도는 미가공 

포에 비해 거의 저하되지 않았다. 가공에 사 

용된 chitosan자체가 색을 띄고 있지 않는 

한 chitosan 가공포의 백도저 하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Muzzarelli, R. A., Natural Chelating Poly

mers, Pergamon Press Ltd. Oxford, 1973.
2. Ando, T. and Kataoka, S., Jap. Kokai Tok- 

kyo Kohot 70. 110267.
3. Uragami, T., Yoshida, F. and Sugihara, 

M., Macromol. Chem. Rapid Commun., 4, 
99, 1983.

4. Rigby, G. W., U. S. Pat., 2,040,879, 1936.
5. Shinoda, K. Kanamori, K. and Hisashita, 

M., Jap. Kokai Tokkyo Koko, 79, 73463.
6. Moore, G. K. and Roberts, G. A., Int. J. 

Biol. Macromol., 2, 115, 1980.
7. 김종준, 전동원, 한국섬유공학회지, 32, 309, 

1995.
8. Samuels, R. J., J. Polym. Sci.f Polym. Phys. 

Ed„ 19, 1081, 1981.
9. Kurita, K., Koyama, Y., and Tamiguchi, 

A., J. Appl. Polym. Sci., 31, 1169, 1986.
10. Japanese Pat. Showa 53-59700.
11. Mima, S., Miya, M. Iwamoto, R, and Yo- 

아likawa, S., J. Appl. Polym. Sci. 28, 1909, 
1983.

12. 박원호, 이근용, 최진현, 하완식, 장보현, 한 

국섬유공학회지, 33, 855, 1996.
13. Nae Chung Yang and Sohk Won Ko, J. 

Korean Fiber Soc., 34, 10, 1997.

-4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