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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of the Fabrics treated with Chitosan-Polyurethane Mixture Solution

- Case of Crosslinking by Epichlorohydrin -

Jung-Ki Kwak, Jong-Jun Kim and Dong-Won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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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p to the present, fabric finishing methods have been mainly employed for the application of chitosan. How-
ever, the coated chitosan acid salt is prone to be detached from the fabric during the laundering process. In order to 
improve the wash fastness, chitosan treated fabrics are being subjected to thermal curing. In this study, chemical 
crosslinking reaction by epichlorohydrin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thermal curing. An improvement 
of the wash fastness is expected since the coated chitosan component on the fabric become insoluble by the introduction 
of the crosslinking. The demerit of the single chitosan treatment (inferior handle due to the excessive stiffness, etc.) was 
supplemented by the application of chitosan-polyurethane mixture solution. The mixture ratios were adjusted to 1 : 0, 1 
: 0.25, 1 : 0.5, 1 : 1, and 1 : 2 for the chitosan/PU mixtur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inished fabric spec-
imens were measured using the Kawabata Evaluation System(KES), and hand values were calculated accordingly based 
on the translational formu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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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단순히 키토산(Domard·Taravel-Brun, 1992; Muzzarelli,   

1977)만으로 처리하면 직물의 촉감이 뻣뻣해지고 세탁내구성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키토산으로 처리한 직        

물의 구성사의 굽힘강성 증가 등에 의해 태가 과도하게 뻣뻣해        

지는 경우, 이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폴리우레탄       

(PU)처리를 도입하여 직물에 유연한 촉감 및 향상된 반발탄성       

을 부여할 수 있다(안영무, 2001).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키토산과 PU의 혼합용액으      

로 직물을 처리하고 열curing을 행하게 되면 키토산과 섬유 간        

에 결합력이 향상되며 키토산과 PU가 혼합되어 고화되나, 키       

토산 산성수용액을 도포시키는 후가공법은 직물표면에 도포된     

키토산 산성염(권영금 외, 1997)이 세탁과정에서 탈리되는 문      

제가 발생하게 되며 열curing에 의해서 도포 된 키토산이 변성        

되면서 일부 불용화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세탁내구성의 충족에      

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곽정기 외, 2005). 

키토산의 가교제로서는 glutaraldehyde와 같은 2관능성 가교     

제가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가교의 효율이 매우     

높다(Sridhar et al., 2001). glutaraldehyde의 -CHO기와 키토     

산의 -NH2기는 서로 반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키토산의 가     

교제로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glutaraldehyde는 대부분의 직물가공에서 사용되고 있는 form-     

aldehyde와 유사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키토산을 glutaraldehyde     

로 가교를 시키는 경우 잔류 가능성으로 인한 인체위해성이 제     

기될 수 있다. 또한 직물표면에 도포되어 있는 키토산 성분에     

만 가교가 도입된다고 하여 내구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도     

포된 키토산 성분과 직물 구성사간에 화학적 결합이 성립되어     

야만 한다. glutaraldehyde는 키토산 분자쇄간의 가교에서는 효     

율이 크나 키토산과 가공섬유간의 가교결합 능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glutaraldehyde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액성에서 가교반응이 촉진되는 epichlorohydrin을 가교     

제로 사용하였다(이종순 외, 1994). epichlorohydrin은 2관능성     

가교제로서 분자구조 내에 반응성이 높은 epoxy기와     

chloromethyl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키토산 자체의 가교뿐만 아     

니라 키토산 성분과 가공섬유와의 가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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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키토산과 epichlorohydrin이 알칼리 수용액 내에서 가교반응     

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키토산 가공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가공포 위에 free 아민       

상태의 키토산이 도포되지 않고 키토산의 산성염이 도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키토산의 도포과정에서 키토산은 중성의 물에      

용해될 수 없기 때문에 키토산을 산성수용액에 용해시켜서 도       

포시켜야만 한다(권영금 외, 1997; 김신희 외, 1995; 안선영 외,        

1997). 결과적으로 가공직물 위에는 중성의 물에 용해가 가능       

한 키토산 산성염이 부착되어 있어 세탁에 의하여 탈리된다. 따        

라서 세탁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키토산의 산성염이 아      

닌 free 아민 상태의 키토산으로 다시 변환시켜야만 한다. 그러        

나 산성염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염기성 수용액 속에서 단순히       

처리하는 경우는 산성염이 파괴되면서 가공포로부터 탈리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산성염 상태에서 free 아민 상태로 변환되면        

가공포와의 물리적 결합력이 급속히 저하되기 때문이다(곽정기     

외, 2005).

epichlorohydrin이 포함되어 있는 알칼리 용액 속에서 키토산      

가공포가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3 종류의 반응이 동시        

에 진행될 수 있다.

① 직물에 도포되어 있는 키토산 산성염이 알칼리의 작용에       

의하여 물에 불용성인 free 아민 상태로 변환된다. ② 직물에        

도포되어 있는 키토산 성분에 대하여 epichlorohydrin의 작용으      

로 가교가 도입되어 불용성으로 변환된다. ③ 가공직물의 구성       

사와 도포 된 키토산간에 epichlorohydrin에 의하여 결합이 형       

성된다. 가교반응 중에 이와 같이 복합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열처리를 적용하였을 때와는 서로 다른 가        

공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키토산/PU 혼합용액의 제조에서는 키토산/PU의 비율이 1:0,      

1:0.25, 1:0.5, 1:1, 1:2가 되도록 하였으며, 가공이 완료된 처리        

포에 대하여 Kawabata Evaluation System(KES) (Kawabata,     

1980)을 이용하여 기계적, 물리적 변화를 측정하였고 이로부터      

환산식에 의해 태 평가치를 계산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및 시약

시료의 준비와 정련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에서 구입한 KS K 0905 표준 시험용 백포로서 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직물을 사용하였다. 25×25㎝ 크기로 재단      

하여 사용하였으며 면포는 정련한 후 사용하였다. 가공대상포      

의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시약 및 키토산 : 한국산 홍게(Chionoecetes opilio)의 건조       

갑각으로부터 제조된 분자량 50만의 키토산과 PU solution      

(solid content 25%)을 사용하였다. 키토산의 용매로서는 1%      

(W/W) 농도의 초산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키토산 초산수용액의 제조 : 1%(W/W) 농도의 초산수용액     

498.75g에 키토산 1.25g을 첨가하고 상온에서 기계적 교반기를     

사용하여 1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제조된 0.25% 농도의 키토     

산 초산수용액은 초산의 작용으로 분자쇄가 절단되어 분자량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해가 완결된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하였다.

키토산/PU 혼합용액 제조 : 0.25% 농도의 키토산 초산수용     

액 498.75g에 각각 PU solution(solid content 25%) 1.25g,     

2.5g, 5g, 10g을 혼합시켜서 키토산/PU의 solid content비율이     

1:0, 1:0.25, 1:0.5, 1:1, 1:2로 유지되는 키토산/PU 혼합용액을     

제조하였다.

시료의 키토산/PU 혼합용액 처리 : 25cm×25cm 크기의 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직포를 키토산/PU 혼합용액 속에 40분간 침     

지 후 맹글을 이용하여 wet pick-up이 120%가 되도록 패딩시     

켰다. 상온에서 72시간 동안 건조시켜 가교처리 대상 시료를     

제조하였다

epichlorohydrin에 의한 가교 처리 : 2000 ml 용량의 3구     

flask에 0.05%(W/W) 농도의 NaOH 수용액 1 l를 넣고 가열시     

켜 50
o
C에 도달되면 epichlorohydrin 10 ml를 첨가했다. 키토산     

/PU 혼합용액으로 처리된 시료를 상기의 용액에 첨가하고 50
o
C     

를 유지하면서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가교반응에서는 가공포     

와 가교제의 반응이 용이해지도록 교반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서서히 교반시켰다. 가교반응이 완료된 시료는 흐르는 물로 충     

분히 수세한 후 탈수하여 24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2.3. 측정 및 분석

KES에 의한 측정 : KES-FB system(Kato Tech Co. Ltd.,     

Japan)을 사용하여 인장특성, 굽힘특성, 전단특성, 압축특성, 표     

면특성 및 두께와 무게에 해당하는 6개 그룹의 역학적 특성항     

목에 대하여 16종류의 측정치를 구하였다. 이방성이 고려되는     

인장, 굽힘, 전단 및 표면 특성은 경·위사 방향별로 평균값을     

구하였다.

태 평가치 산출 : MEN'S SUMMER DRESS SHIRT를 기     

준으로 하여 역학적 특성에 의한 KES분석을 시행하였고 이로     

부터 KN-202-DS(SUMMER)의 변환식을 사용하여 감각 평가     

치인 H.V.(Hand Value)를 측정하였다. 

공기투과도 측정 : Textest FX3300 Air Permeability Tester     

를 사용하여 125Pa의 조건 하에서 키토산/PU 혼합용액으로 처     

리된 포의 공기투과도를 측정하였다.

Table 1. Fabric specification

Specification Cotton Polyester Nylon

Weave Structure Plain Plain Plain

Yarn Count 40s×40s 75d×75d 70d×70d

Fabric Count(ends×picks/5 cm) 272×144 240×180 214×150

Weight(g/m
2
) 130 74 59

Thickness(mm) 0.58 0.1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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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측정 : Minolta Chroma Meter를 사용하여 L*, a*, b*        

수치를 측정하였는데 4겹으로 시료를 접어서 시료 당 3회 측        

정하였다. 측정값으로부터 W.I.(Whiteness Index)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KES에 의한 분석

역학적 특성 : ① 면 - 직물표면 위에 도포 된 키토산 성분           

에 epichlorohydrin에 의한 가교가 도입되어 불용화 될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탁내구성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교 과정에서 NaOH 수용액 속에서 키        

토산 산성염이 free 아민 상태의 키토산으로 변환됨으로써 키       

토산 산성염이 도포되어 있을 때와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이 변        

화될 것이다. KES에 의한 분석에서 인장특성은 직물의 인장거       

동 및 회복특성과 연관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어느 직물이 주어        

진 최대하중(Fmax)에 대하여 EM(extensibility)값이나 WT    

(tensile energy)값이 큰 경우 대체로 쉽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장특성을 살펴보면 키토산만 도포되었을 때와 키토산/PU     

혼합용액으로 처리되었을 때의 측정치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able 2). 키토산 : PU = 1 : 0, 즉 PU가 첨가되지 않고            

키토산만으로 처리되는 경우 EM값이 약간 저하되고 있다. 면       

포 위에 도포된 키토산에 가교제가 작용하여 키토산 가교체가       

형성됨으로써 EM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키토산/PU 혼      

합용액에서 PU의 첨가량이 0.5, 1.0으로 상승되어감에 따라서      

EM값이 다시 상승되기는 하나 키토산만 처리되었을 때의 EM       

값 수준을 유지한다. 키토산 : PU = 1 : 2에 해당하는 조성이     

적용되어 과도하게 PU가 첨가되어야만 키토산만 처리되었을     

때의 EM값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로부터     

epichlorohydrin에 의하여 키토산 성분에 가교가 도입되고 있음     

이 밝혀지고 있다. 인장특성에서 한가지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     

고 있는데 이는 키토산 : PU = 1 : 0.25에 해당하는 조성에     

서 EM값이 0.37까지 과도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     

한 특이한 현상은 키토산에 소량 포함된 PU가 키토산의 작용     

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키토산의 가교와 키토산의 산성염 파괴     

에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굽힘특성은 B(bending rigidity)값과 2HB(bending hysteresis)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B값이 작으면 유연하고 탄력성이 우     

수해지는 반면 이들 값이 커지게 되면 빳빳한 촉감이 증가하여     

잘 굽혀지지 않게 된다. 키토산 : PU = 1 : 0의 조성, 즉 키     

토산만으로 처리되는 경우 B값이 미가공포에 비해서 150% 가     

까이 크게 상승되고 있다. 키토산 가공처리 후 B값이 미가공포     

에 비해서 현저히 상승되는 이유는 가교가 도입 된 키토산 성     

분의 표면도포로 인하여 뻣뻣한 성질이 부여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PU의 첨가량이 증가되어 갈수록 유연성이 부     

여되어 B값은 감소되고 있지만 PU의 첨가량에 비례하여 B값     

이 감소되지는 않고 있다. 키토산 : PU = 1 : 0.5의 조성에서     

B값의 저하는 한계에 도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단특성은 G(Shear stiffness)값과 2HG(Shear hysteresis)값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처리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발     

견되고 있다. 키토산만으로 처리되는 경우 G값과 2HG값이 저     

하되고 있다. 이는 면포의 구성사가 키토산으로 도포되면서 구     

성사들의 기모가 사라지면서 매끈한 성질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가교가 도입되는 경우는 NaOH에 의하여 도포 된 키토산 산성     

염이 키토산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하여 구성사의 표면이 다     

W.I. 100 100 L
*

–( )
2

a*
2

b*
2

+ +–=

Table 2. Physical/mechanical properties of cotton fabric specimens treated with chitosan/PU mixture and crosslinked by epichlorohydrin

Characteristic Value Control
Ratio

1:0 1:0.25 1:0.5 1:1 1:2

Tensile EM(%)  1.5117 1.4100 0.3700 1.3200 1.4600 1.8700

LT(-)  0.4625 0.3920 0.3370 0.5100 0.3770 0.3760

WT(gf·cm/cm
2
)  1.6683 1.3900 1.1700 1.6800 1.3700 1.7500

RT(%) 73.8050 62.0200 72.2200 56.5400 61.9000 57.2300

Bending B(gf·cm
2
/cm)  0.0675 0.1470 0.1570 0.1070 0.1390 0.0940

2HB(gf·cm/cm)  0.0565 0.0733 0.0793 0.0600 0.0716 0.0536

Shear G(gf/cm·deg)  1.7217 1.3100 1.5700 1.5800 1.4100 1.6000

2HG(gf/cm)  2.6817 1.1300 1.5000 1.8000 1.3200 2.0600

2HG5(gf/cm)  5.0400 3.7000 4.5400 4.2400 3.8900 4.1400

Surface MIU(-)  0.1490 0.1320 0.1370 0.1390 0.1360 0.1390

MMU(-)  0.0164 0.0152 0.0172 0.0154 0.0197 0.0181

SMD(micron)  3.5100 3.3600 3.5400 3.8000 3.2200 3.2500

Compression LC(-)  0.6617 0.6390 0.6300 0.6440 0.6770 0.5960

WC(gf·cm/cm
2
)  0.2067 0.04800 0.04500 0.0430 0.0490 0.0450

RC(%) 43.6467 50.6800 52.5500 53.3800 61.1800 47.8300

Thickness & Weight T(mm)  0.5810 0.4740 0.4520 0.4540 0.5570 0.4810

W(mg/cm
2
) 12.9850 13.0700 13.1650 12.9125 13.0150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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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울퉁불퉁하게 되어 G값의 저하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지 않        

게 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가교에 의하여 구성사와 면포        

자체에 강직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키토산/PU 혼합용액이 가      

공에 사용되면 G값은 키토산만 사용되었을 때보다 약간 상승       

되고 있지만 큰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PU의 첨가량        

증가에 따른 G값의 변화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PU 첨가량         

증가에 의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도포된 키토산        

에 가교에 의한 강직성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표면특성은 표면의 마찰특성인 MIU(coefficient of friction)     

값과 기하학적 요철에서 기인되는 거칠기를 나타내는 SMD      

(geometrical roughness)값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이 값들     

이 작아질수록 매끄러운 직물이라 할 수 있다. MIU값은 키토        

산 단독으로 처리되었을 때 미가공 원포에 비해서 약간 저하되        

고 있다. 

압축특성은 직물의 두께, 볼륨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RC(compression resilience)값이 클수록 압축변형에 대한 회복     

이 큼을 의미한다. 키토산만으로 처리되는 경우 RC값이 상승       

되고 있어 키토산 처리와 가교의 도입으로 압축탄성력이 상승       

되고 있다. PU가 첨가되면서 RC값이 서서히 상승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향으로 볼 때 면포를 키토산 또는 키토산/PU 혼        

합용액으로 처리하면서 가교를 도입시키는 경우는 키토산 가교      

체가 형성됨으로써 인장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PU가 첨       

가되어도 인장력의 저하가 효율적으로 방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교의 효과가 크게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토산         

에 PU를 첨가하는 경우 키토산 : PU의 비율이 1 : 0.5 이상           

으로 PU가 첨가되어도 PU의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       

로 1 : 0.5 이상으로의 PU 첨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폴리에스테르 - 폴리에스테르의 가공에서는 우선 키토산      

만으로 처리되는 경우 EM값이 4배 정도 상승하고 있다(Table     

3). 반면 키토산/PU 혼합용액으로 처리되면 키토산만으로 처리     

되었을 때보다 EM값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PU와 키토산이 혼합되어 폴리에스테르를 도포하게 됨으     

로써 PU가 알칼리의 작용을 어느 정도 방해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키토산 : PU = 1 : 0.25에서 EM값이 0.93으로서 키     

토산만으로 처리되었을 때 보다 작아지고 있지만 더 이상의     

PU 첨가는 EM값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굽힘특성을 살펴보면 키토산만으로 처리되었을 때 미처리포     

에 비해서 B값이 1/3로 저하되고 있어서 인장특성에서와 유사     

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PU가 첨가되는 경우는 PU의 첨가     

량에 비례하여 B값의 완만한 저하가 유발되고 있어 강직성이     

저하되고 있다. 폴리에스테르의 분자량 저하로 인하여 전단강     

성도 미처리포에 비해서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면특성에서는 키토산만으로 처리되었을 때 미처리포보다    

MIU값이 상승되고 있어 도포 된 키토산에 가교가 도입되면서     

표면이 오히려 거칠어지고 있다. 가교가 도입되는 경우는 도포     

된 키토산의 산성염이 NaOH에 의하여 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키토산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교도입으로 인하여 거     

친 상태가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키토산의     

산성수용액이 알칼리 용액 내에서 고화되면서 침전이 이루어질     

때 거친 표면을 형성하는 현상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키     

토산/PU 혼합용액으로 처리하면 MIU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PU의 작용에 의하여 가공포의 표면은 더욱 거칠어지     

고 있다. 표면이 거칠어지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 알칼리     

에 의한 폴리에스테르의 표면 가수분해 현상도 고려될 수 있     

다. 가공포의 두께가 미가공포에 비해서 얇아지고 있다는 사실     

도 폴리에스테르의 표면 가수분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epichlorohydrin 가교에서는 PU의 첨가량 증가에 따른 효과     

Table 3. Physical/mechanical properties of polyester fabric specimens treated with chitosan/PU mixture and crosslinked by epichlorohydrin

Characteristic Value Control
Ratio

1:0 1:0.25 1:0.5 1:1 1:2

Tensile EM(%) 0.4600 1.7400 0.9300 0.7500 0.8600 1.0500

LT(-) 0.4030 0.3160 0.3570 0.4100 0.3870 0.3390

WT(gf·cm/cm
2
) 0.4700 1.4400 0.7300 0.7500 0.8100 0.8800

RT(%) 47.7800 43.1700 36.6700 35.2100 35.5600 34.0600

Bending B(gf·cm
2
/cm) 0.2130 0.0800 0.0840 0.0790 0.0690 0.06500

2HB(gf·cm/cm) 0.0650 0.0281 0.0442 0.0480 0.0499 0.0462

Shear G(gf/cm·deg) 1.7200 0.8500 1.1300 1.0000 0.7500 0.6300

2HG(gf/cm) 0.4200 0.8100 0.7700 0.9300 1.1300 1.1300

2HG5(gf/cm) 6.2200 2.8900 3.2400 3.0000 2.4500 2.2900

Surface MIU(-) 0.1230 0.1880 0.1870 0.1850 0.1990 0.2380

MMU(-) 0.0112 0.0125 0.0118 0.0124 0.0123 0.0124

SMD(micron) 3.5600 3.5200 3.3600 3.6300 3.3800 2.8400

Compression LC(-) 0.4870 0.5610 0.4590 0.4850 0.4210 0.3740

WC(gf·cm/cm
2
) 0.0080 0.0050 0.0060 0.0060 0.0060 0.0050

RC(%) 84.6200 75.0000 72.2200 73.6800 66.6700 43.7500

Thickness & Weight T(mm) 0.1250 0.1050 0.1100 0.1150 0.1150 0.1170

W(mg/cm
2
) 7.3625 7.4100 7.4100 7.4225 7.4025 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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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키토산 : PU = 1 : 0.25에서와 거           

의 동일한 효과가 발현되고 있다. 이는 NaOH 수용액 속에서        

가교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폴리에스테르가 NaOH에 의해서    

받게 되는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폴리에스테르에서도 면포       

에서와 같이 키토산 : PU의 비율이 1 : 0.5 이하가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된다. 폴리에스테르를 키토산으로 가공할 때     

epichlorohydrin에 의한 가교의 도입은 키토산의 첨가효과와 알      

칼리 감량효과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며       

차후 체계적인 연구가 요망되고 있다.

③ 나일론 - 나일론에서의 가공처리 효과는 폴리에스테르에      

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장특성, 굽힘특성, 전단특       

성은 폴리에스테르와 거의 유사하다(Table 4). 폴리에스테르와     

차이가 있다면 표면특성인데 폴리에스테르는 가공처리에 의하     

여 SMD값이 증가되면서 표면이 거칠어지는 반면 나일론에서는      

SMD값이 감소되면서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태 평가치 : ① 면 - KOSHI, SHARI, HARI가 균형을 이          

루면서 종합적인 태가 가장 우수해지는 처리조건은 키토산 :       

PU = 1 : 0.25일 때이다(Fig. 1). FUKURAMI는 1:1일 때 가          

장 우수하다. 탄성력을 갖는 PU가 첨가됨으로써 FUKURAMI      

가 상승되고 있으며 키토산 성분으로 인하여 KOSHI가 현저히       

상승되고 있다. KOSHI, SHARI, HARI 측면을 강조하려는 경       

우는 키토산 : PU = 1 : 0, 또는 1 : 0.25에서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므로 epichlorohydrin에 의한 가교가 도입되는 경      

우는 PU를 첨가하지 않고 키토산 처리만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epichlorohydrin에 의한 가교과       

정에서 키토산 산성염이 free -NH2 상태의 키토산으로 변환되       

면서 우수한 특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폴리에스테르 - 미처리포에 비해서 가공처리가 도입되면      

KOSHI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Fig. 2). FUKURAMI는 가공      

처리 조건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면섬유에서와 달리 폴리에스테르에서는 KOSHI값이 격감하    

고 있는데 이는 폴리에스테르의 알칼리 감량가공 효과와 유사     

하다.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키토산만으로 처리하거나 키토산 :     

PU = 1 : 0.25에 해당하는 처리조건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나일론 - 나일론에서는 면포나 폴리에스테르에서와 달리     

처리조건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KOSHI와 HARI는 키토산만으로 처리하였을 때가 여타의     

처리조건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PU가 첨     

가되면 KOSHI와 HARI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서 PU의 첨가     

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키토산 : PU = 1 :     

Table 4. Physical/mechanical properties of nylon fabric specimens treated with chitosan/PU mixture and crosslinked by epichlorohydrin

Characteristic Value Control
Ratio

1:0 1:0.25 1:0.5 1:1 1:2

Tensile EM(%) 1.0600 2.0500 2.0700 1.7100 2.0500 1.4500

LT(-) 0.4550 0.4090 0.4730 0.3810 0.4090 0.4530

WT(gf·cm/cm
2
) 1.1000 1.7100 2.0500 1.5100 2.0000 1.6800

RT(%) 40.2800 45.8300 35.9100 44.6500 42.1900 46.0100

Bending B(gf·cm
2
/cm) 0.1020 0.0500 0.0410 0.0420 0.0370 0.0360

2HB(gf·cm/cm) 0.0628 0.0310 0.0282 0.0306 0.0301 0.0300

Shear G(gf/cm·deg) 0.9000 0.6200 0.3500 0.3900 0.3100 0.3800

2HG(gf/cm) 1.4700 1.6300 0.9300 0.9200 0.6300 0.8700

2HG5(gf/cm) 3.8500 2.8800 1.2400 1.2600 0.8800 1.1800

Surface MIU(-) 0.1710 0.1910 0.2300 0.2570 0.2770 0.2680

MMU(-) 0.0489 0.0392 0.0354 0.0356 0.0357 0.0265

SMD(micron) 3.1300 2.8000 2.1500 2.5800 2.5100 2.4700

Compression LC(-) 0.4210 0.6550 0.4490 0.4680 0.4490 0.4910

WC(gf·cm/cm
2
) 0.0040 0.0050 0.0030 0.0030 0.0030 0.0020

RC(%) 83.3300 71.4300 75.0000 60.0000 62.5000 57.1400

Thickness & Weight T(mm) 0.1250 0.1200 0.1150 0.1200 0.1120 0.1100

W(mg/cm
2
) 5.8700 6.0825 6.0675 6.1250 6.1225 6.0850

Fig. 1. Hand values of cotton fabric specimens treated with chitosan/PU 

 mixture and crosslinked by epichlorohyd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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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의 조건 하에서 FUKURAMI가 최대로 상승되기는 하지만      

FUKURAMI 이외의 요소들에서 저하가 너무 심하여 불리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나일론에서는 키토산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3.2. 공기투과도

면포의 경우 키토산만으로 처리되거나 PU가 소량 첨가되는      

경우 미처리포에 비해서 공기투과도가 약간 상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Fig. 4). 

epichlorohydrin 가교가 도입되는 경우는 도포되었던 키토산     

산성염이 키토산으로 변환되면서 면섬유에 대한 접착력과 도포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면포의 경우 키토산        

산성염이 아닌 3차원 구조 키토산 가교체의 형성은 원포에 비        

하여 공기투과도를 크게 상승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PU의 첨가도 공기투과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폴리에스테르에서도 미가공포에 비하여 공기투과도가 약간    

저하되고 있다. 폴리에스테르에서 공기투과도가 상승되지 않거     

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면포에서만큼 키토산과 폴리에스테르     

간에 강한 결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일론에서는 가공     

처리에 의하여 공기투과도가 급속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가     

교 처리효과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3.3. 백도

지금까지 키토산으로 직물을 처리하는 경우 미처리포에 비     

해서 백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키토산 처리 후 백     

도가 저하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품위가 낮은 키토산들은 착     

색된 불순물들은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키토산으     

로 처리되면 백도가 저하하게 된다. 그리고 키토산으로 처리된     

Fig. 2. Hand values of polyester fabric specimens treated with chitosan/ 

 PU mixture and crosslinked by epichlorohydrin.
Fig. 3. Hand values of nylon fabric specimens treated with chitosan/PU 

 mixture and crosslinked by epichlorohydrin.

Fig. 4. Air-permeability of fabric specimens treated with chitosan/PU 

 mixture and crosslinked by epichlorohydrin.

Fig.  5. Whiteness index(W. I.) of fabric specimens treated with chitosan/ 

 PU mixture and crosslinked by epichlorohyd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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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의 후처리 과정에서 열에 의한 변성이나 화학적인 변성으       

로 인하여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키토산 가공처리 후 백도가 저하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백도가 소폭 상승되       

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Fig. 5). 키토산 : PU = 1 : 0.5와           

1 : 1의 경우 백도가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직물을 키토산만으      

로 처리하거나 키토산/ PU 혼합용액으로 처리하였다. 키토산/      

PU 혼합용액은 키토산과 PU의 비율이 각각 1 : 0, 1 : 0.25, 1 :             

0.5, 1 : 1, 1 : 2가 되도록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직물 위에 도포된 키토산 성분을 가교시키기 위하여 가교제        

로서 epichlorohydrin을 적용시켰다. 기존의 키토산 가공에서는     

키토산 산성수용액을 직물에 도포한 후 열curing를 통하여 직       

물 표면에 고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열curing 방법에 의해서는       

키토산이 아닌 키토산 산성염이 부착된다. 키토산/PU 혼합용액      

으로 도포 된 가공포의 가교반응은 알칼리 수용액 속에서 진행        

되므로 가교의 도입과 함께 키토산 산성염이 키토산 상태로 다        

시 변환된다. 가공 처리포에 대하여 Kawabata Evaluation      

System을 이용하여 기계적, 물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면섬유에서 인장특성은 키토산 또는 키토산/PU 혼합용액      

으로 처리되었을 때 EM값이 약간 저하된다. 

2. 면섬유에서 키토산만으로 처리되는 경우 B값이 미가공포      

에 비해서 150% 가까이 크게 상승된다. PU가 첨가되면 B값이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키토산 : PU = 1 : 0.5의 조성이상으로         

PU의 첨가량이 증가되어도 더 이상의 B값의 저하는 나타나지       

않는다.

3. 면섬유에서 가공처리가 도입되어도 표면특성인 SMD값의     

저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폴리에스테르에서는 키토산만으로 처리되는 경우 EM값이     

4배 정도 상승하고 있다.

5. 폴리에스테르에서 키토산/PU 혼합용액으로 처리하면 키토     

산만으로 처리되었을 때 보다 EM값이 훨씬 덜 증가된다. 

6. 면섬유에서 KOSHI, SHARI, HARI가 균형을 이루면서      

종합적인 태가 가장 우수해지는 처리조건은 키토산 : PU = 1 :          

0.25일 때이다. epichlorohydrin에 의한 가교가 도입되는 경우는     

PU를 첨가하지 않고 키토산 처리만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 면포의 경우 키토산만으로 처리되거나 PU가 소량 첨가되     

는 경우 미처리포에 비해서 공기투과도가 약간 상승되고 있다.     

epichlorohydrin 가교의 도입은 공기투과도를 저하시키는 작용     

을 한다. 폴리에스테르에서는 키토산 또는 키토산/PU 혼합용액     

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기투과도가 전반적으로 저하된다. 반면     

나일론에서는 가공처리에 의하여 공기투과도가 50% 정도 상승     

되고 있다. 

8. 키토산 가공 후 백도가 저하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     

며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백도가 소폭 상승되는 경우도 발견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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