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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에서 추출한 단백질 효소인 Actinidin으로 처리한 양모와 견의 품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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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 kiwifruit-produced protease was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wool and silk fabrics. The
wool and silk were treated with the actinidin from kiwifruit. Following this protease treatment, changes in the surface of
a single yarn of the fabrics were observed via both an optical microscope and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n
order to determine the amount of dye uptake in the fabric, changes in the K/S value of the wool and silk were measured
by spectrophotometric analysis. Also, we performed a tensile strength examination to determine variation in their
mechanical properties. By increasing the protease treatment time to 48h, the dyeing properties of fabrics were enhanced,
and the surfaces of the single yarns of the fabrics became smoother, because of the removal of soil and scale in them.
However, no mechanical changes were detected in the fabrics. Thereby, we suggest that the kiwifruit-produced actinidin
treatment can improve the quality of the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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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천연섬유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련 및 표면가공

공정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에너지 소

비와 환경적 영향, 그리고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성이라는 관점

에서 볼 때 모든 기술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정련공정

의 일부는 표면에 과다한 손상이 발생하여 품질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공 공정에서

효소가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은 염색·가공 공정의 이전에, 혹

은 이후에 연속적으로 적용되어왔다(Sawada et al., 2001;

Ibrahim et al., 2005; Cortez et al., 2005). 특히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오구에 대한 세척능력이 있어 세제제품에 많이 응용되

고 있는 실정이다(이정숙, 성혜영, 2001).

키위열매에서 추출된 프로테아제의 일종인 actinidin은 -SH

기를 갖는 thiol계의 단백분해효소로서, 파파인, 브로멜라인, 피

신, 키모파파인 등과 같은 군에 속한다. 이러한 효소는 물리화

학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도 매우 유사하다(Bai and Roh, 2000). 조효소액 상태의

actinidin의 활성은 파인애플에서 추출되는 조효소액의 활성보

다 약간 낮으나 파파야에서 추출한 조효소액의 활성보다는 높

고, 이것은 과육이 숙성될수록 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Cho et al., 1994).

양모 섬유의 표피 구조는 양모 제품이 felting shrinkage 경향

을 나타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양모 섬유는 ‘스

케일 방향’ 또는 ‘스케일의 반대 방향’으로 섬유마찰계수가 다

르기 때문에, 세탁하는 동안 섬유 모근 방향으로의 작은 움직

임을 경험하며, 이러한 진보적인 얽힘 메커니즘은 결국 felting

현상을 초래한다. 양모의 felting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예

를 들어 프로테아제를 사용하여 스케일을 유연하게 하거나, 제

거함으로써 양모 섬유 표면의 스케일을 분해시키는 것이다. 이

러한 발상에 의거해서, 효소를 사용한 양모의 개질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효소를 사용한 양모 개질에 대

한 신기술은 종래의 과정을 교체하기에 효과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Cortez et al., 2004; Schumacher et al., 2001). 

견은 피브로인과 세리신이라는 두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들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 차를 가공공정에서 이용

한다. 피브로인은 높은 배향성과 결정성을 지닌 섬유구조로 인

해 물에 불용성인 반면, 세리신은 비누, 알칼리, 합성 세제, 유

기산을 포함하여 끓는 물에 의해 쉽게 가용화 된다. 두 가닥의

피브로인은 세리신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degumming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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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신을 제거하면 견의 고유한 광택과 촉감이 나타난다. 최근,

단백질분해효소를 사용하여 세리신을 제거하는 다양한 연구가

다루어지고 있다(Lee et al., 2005; Freddi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양모와 견 섬유에 키위에서 추출한

프로테아제를 처리함으로써 염색 시 염착량을 높여 선명한 색

상을 얻는 동시에, 오구를 제거하여 촉감이 부드럽고 뛰어난 섬

유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키위에서 추출한 프로테아제 처리

가 단백질 섬유에 어떠한 품질개선을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미경 관찰과 K/S값 측정, 그리고 인장강도 측정을 통

하여 프로테아제 처리 전후의 표면 성질 및 염색성, 그리고 인

장강도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키위열매와 시료직물

본 실험에서 사용한 키위열매(Actinidia chinensis)는 제주도

산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였다. 시료로 사용한 견과 양모직물

은 KS K 0905 염색 견뢰도 시험용 직물이다. 

2.2. 시약

본 실험에서 사용한 Hammarstein-casein은 Merck사 제품이

며, 그 외의 시약은 일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2.3. 조효소액의 제조

키위에서 프로테아제를 추출하기 위해서, 키위를 분쇄, pH

7.0의 0.1M citric acid-Na2HPO4 buffer를 가하여 균질화한 후

여과하였다. 이 여과액을 8,500 rpm (10,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징액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상징액을 효소의

특성 및 단백질계 섬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

조효소액으로 이용하였다.

2.4. 효소의 활성측정

프로테아제의 역가는 casein의 분해를 H. Onishi 법(

Kamekura·Onishi, 1974)에 의해 조사하였다. 조효소액 0.2 ml

에 기질(0.6% casein in 0.1M citric acid-Na2HPO4 buffer,

pH 7.0) 1 ml을 첨가하여 65
o
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15%

TCA (trichloroacetic acid) 용액을 가하여 37
o
C에서 반응을 중

지시킨 후 생성된 침전물을 여과하였다. 여과액 0.5 ml과

0.55M Na2CO3 2.5 ml, 그리고 3배 희석된 phenol 0.5 ml를

순서대로 첨가하여 37
o
C에서 30분간 발색 안정시킨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이때 1 unit는 casein으로부터 1의 tyrosine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프로테아제의 양으로 정의하였다(Bradford, 1976; Isnard

et al., 2005).

2.5. 견과 양모에 프로테아제 처리

조효소액이 견과 양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효

소의 활성이 있는 시험군과 121
o
C에서 15분간 실활시켜 효소의

활성이 없는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이러한 시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50 ml의 conical tube에 40 ml씩 넣고 뚜껑이 새

지 않도록 밀봉한 후, 130 strokes/min, 40
o
C에서 반응시켰다. 

2.6. 광학현미경과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에

의한 표면 관찰

프로테아제의 활성이 있는 시험군과 활성이 없는 대조군으

로 처리된, 각각의 견과 양모의 단사를 3, 9, 24, 48시간마다

표면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광학현미경으로 400배, 주사전자현

미경(Akasi alpha 25A)으로 1500배 관찰하였다(Kan et al.,

1998).

2.7. 염색방법

염색은 증류수 200 mL에 2% o.w.f.의 염료를 넣어 액비가

1:50인 염욕에서 진행되었다. 염료는 견의 경우 C. I. Reactive

B-171의 반응성 염료를 사용하였고, 모의 경우 Syrozol N/B

SHF-BP Blue 222의 반응성 염료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시료를

60
o
C에서 30분 동안 염색한 후 수세, 건조하였다.

2.8. K/S 값의 측정

염색된 시료는 색차계(Color-Eye 3100, Macbeth Inc)를 사

용하여 최대 흡광 (λmax= 502 nm)에서 분광반사율을 측정하였

고, 염색정도를 나타내는 K/S 값은 다음에 나타낸 Kubelka-

Munk식에 의해 산출되었다.

K/S = 

여기서 K는 염료농도에 의존하는 염색물의 흡수계수이고, S

는 염색물의 산란계수이며, R은 염색된 시료의 분광반사율이다.

따라서 K/S값이 높을수록 더 높은 염착량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2.9. 인장강도 시험

인장강도는 인장강도 시험기(Instron, model no.4468)를 사용

하여, KS K 0520에 규정된 시험법에 따라 측정되었다. 즉 활

성의 프로테아제와 대조군을 처리한 시료를 래블스트립법에 의

해 30 mm/min의 인장속도로 5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효소생산의 최적조건

키위가 생산하는 프로테아제의 최적 온도와 pH를 조사하였

다. 우선 키위가 생산하는 프로테아제의 최적 온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pH를 7.0으로 조절하고 온도별로 조사한 결과 40
o
C에

서 최대의 활성을 보였고, 30
o
C-50

o
C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냈

1 R–( )
2

2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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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Bai and Roh(2000)이 키위의 효소활동의 최적온도

가 40
o
C 전후라고 밝힌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최혜정(1990)이

60
o
C 전후라고 밝힌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pH의 경우는 온도를

40
o
C로 조절하여 pH에 따라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키

위 프로테아제의 최적 pH는 중성인 pH 7.0이였으며, pH 8.0의

약칼리성에서도 대부분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것은 Bai and

Roh(2000)과 최혜정(1990)이 보고한 키위 프로테아제인

actinidin이 pH 3.0에서 최고의 활성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다르

며, pH 7.0에서 활성이 가장 강했다는 Cho et al.(1994)의 보

고와는 동일하였다. 

3.2. 양모와 견시료의 광학현미경 관찰

Fig. 1, 2는 미처리한 양모와 견 생사의 현미경 사진이다. 미

처리한 양모와 견 생사의 표면은 오구가 붙어 있으며, 매끄럽

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은 양모의 생사에 프로테아제를 48시간 처리한 시험군

과 대조군을 각각 48시간 처리한 단사의 사진이다. 미처리 시료

에 있던 오구가 그대로 존재하는 대조군에 비해, 시험군은 비

교적 가지런하고 깨끗하였다. 견의 경우도, 양모와 마찬가지로

Fig. 4에 나타난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대조군과 달리 시험

군에서는 오구가 제거되어 표면이 깨끗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프로테아제는 처리시간이 길수록 시료와의 접촉시간

이 길어져 시료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성분의 오구를 제거할 수

있으며, 약간의 굵기 변화는 견의 세리신과 양모의 스케일을 제

거하여 초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3.3. 프로테아제 처리시료의 SEM 관찰

양모와 견시료의 시험군과 대조군의 단사표면 상태를 더 자

세히 관찰하기 위해, 48시간 프로테아제를 처리한 시료를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관찰하였다. Fig. 5는

시험군과 대조군의 프로테아제를 처리한 양모의 사진이다. 양

모시료의 경우, 프로테아제를 처리한 시험군은 처리시간이 길

어질수록 표면에 붙어있던 단백질성분의 오구가 제거되어 깨끗

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반면 대조군의 경우 아무런 변

화가 없었다. 견시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테아제를 처리한 시험군에서 견표면의 오구가 제거

되어 깨끗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광학현미경에서 관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모와 견

시료 표면에 붙어있던 단백질 성분의 오구는 프로테아제에 의

Fig. 1. Microscopic photograph of raw wool.

Fig. 2. Microscopic photograph of raw silk.

Fig. 3. Microscopic photograph of the wool incubated for 48h with

protease.

Fig. 4. Microscopic photograph of the silk incubated for 48h with

prot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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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해될 수 있었다. 

3.4. 프로테아제 처리시간에 따른 양모와 견 시료의 K/S 변화

키위가 생산하는 프로테아제처리에 따른 염착량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하여, 양모포를 시간별로 침지시켜 수세 건조한 뒤 염

색하였다. Fig. 7에 제시된 것처럼 대조군과 달리 활성의 프로

테아제를 처리한 양모포는 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K/S값이 점

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키위의 프로테아제가 양모의 스

케일, 특히 세린잔여물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양모표면의 큐티

클막사이의 CMC(cell membrane complex, 세포막 복합체)를

통해 염료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활성의 프로테아제를 처리한 견포는 양모와 마찬가지로 Fig.

8에 제시된 것처럼 프로테아제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K/S값

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예전 논문에서 견의 염착량은 아민

잔여물이 기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키위의 프로테아

제가 견섬유 내부로 침투하여 아민잔여물과 반응함으로써 견섬

유와 염료간의 결합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3.5. 인장강도분석

프로테아제 처리가 직물의 물리적 성질에 끼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양모의 주요한 단백질

을 이루는 α-keratin은 α-helix 형태로, 더운물, 증기 또는 알칼

리에 의해 β-keratin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은 아미노산

사이의 수소 결합이 약화되면서 α-helix의 형태가 분열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β-keratin의 인장강도가 제거되면, 그것은 다시

수축하여 α-helix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조환, 조영석, 1986).

Fig. 5. Electron microscopic photograph of the wool incubated for 48h

with protease. Fig. 6. Electron microscopic photograph of the silk incubated for 48h

with protease.

Fig. 7. Relationship between hours and K/S values of wool fabrics. 

Symbols : Active protease (○); inactivated prot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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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의 프로테아제를 처리한 양모시료와 불활성된 프로테아제

를 처리한 대조군의 인장강도 분석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것

처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키위에 의해

생산되는 프로테아제는 염착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양모의 스

케일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인장강도에 영향을 줄 만큼 양모

의 실제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견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브로인은 17가지의 다른 아미

노산으로 이루어지는 폴리펩티드 사슬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

부분은 글리신과 알라닌이며, 이것은 다른 것보다 더 짧은 곁

사슬을 지녔으므로 그들 사슬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더 쉽게 형

성될 수 있다. 그러나 견직물의 폴리펩티드 사슬 내의 >C=O

와 –NH-는 다양한 스트레스 조건에 대항하여 견의 구조적 안

정성에 기여한다(조환, 조영석, 1986). Table 2에 나타난 것처

럼 견의 경우도 양모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프

로테아제가 견의 세리신과 양모 직물의 스케일을 제거하지만

직물의 인장강도가 크게 저하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키위가 생산하는 프로테아제 처리에 의한 양

모 및 견직물의 품질개선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처리된 양모와

견직물의 표면 특성과 염색성 및 인장강도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키위가 생산하는 프로테아제는 양모 및 견직물의 표면의

정련에 유효하였다. 

2) 인장강도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염색성을 향상시켰

다. 

3) 키위의 단백질 효소처리가 양모와 견섬유의 본래의 강도

와 물성을 유지하면서 표면의 과도한 손상을 피해 부드러운 가

공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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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ulus of wool treatments with active protease and in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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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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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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