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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면직물 표면의 잔털을 제거하여 새 옷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셀룰라아제를 이용한 바이오폴

리싱 방법이 도입되어 산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재의 당화능력이 우수한 Acanthophysium sp. 

KMF001 효소를 분리해내어 이 효소의 바이오폴리싱 효과를 평가하였다. 실험을 통해 선정한 최적 바이오폴리싱 처리 

조건은 50℃, pH 4.5, 처리효소농도는 면직물 중량 대비 10%, 반응시간은 60분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최적화된 

조건에서 처리한 면직물의 인장강도는 감소율이 상업용 효소보다 적었으며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잔털제거효과가 우수

하여 바이오폴리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한 Acanthophysium sp. KMF001이 바이오

폴리싱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효소로 판단된다.

ABSTRACT

Biopolishing using cellulases was introduced in the production of cotton fabric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fabric environmental friendly and is commonly used in the textile industry.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a crude 

cellulase from Acanthophysium sp. KMF001, which was excellent for the saccharification of cellulose, on biopolishing 

was evaluated. The optimum treatment biopolishing condition was at 50℃ and pH 4.5 for 60 minutes with 10% crude 

cellulase of fabric weight. After the optimized biopolishing, the crude cellulase of Acanthophysium sp. KMF001 re-

duced the tensile strength of the tested cotton fabric less than a commercial cellulase. The appearance of the cotton 

fabric after the treatment of the crude cellulase of Acanthophysium sp. KMF001 was similar to the fabric after a com-

mercial cellulase treatment. All these results support that the crude cellulase of Acanthophysium sp. KMF001 was a 

good biopolishing cellu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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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소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유기화합물로 

자연계에서 구조적 기능을 담당한다(Saheb and Jog, 

1999). 면은 대부분 섬유소로 이루어진 자연 섬유로 

직물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면

직물은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친화적이어서 오래 전

부터 인류가 사용해 왔고 매년 많은 면직물이 생산

되고 있다(Riello and Parthasarathi, 2011). 면직물은 

제조한 직후부터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아 섬유소의 

품질이 저하되며 이에 따라 면직물의 품질을 결정하

는 물성의 품질저하가 일어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섬유소 분해 효소인 셀룰라아제를 처리하여 잔털

(fuzzy fiber)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함으로써 

섬유표면의 광택을 증가시키며 필링 발생을 감소시

켜 색상을 선명하게 하여 면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

는 바이오폴리싱(biopolishing)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Schindler and Hauser, 2004; Anish et al., 2007; 

Rau et al., 2008).

셀룰라아제가 바이오폴리싱으로 섬유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환경친화적인 공정이

기 때문이다. 셀룰라아제는 자연계에서 많이 생산되

는 단백질로 생분해되기 때문에 바이오폴리싱 후 발

생된 처리 액이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둘째, 

셀룰라아제는 효소적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섬유소에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효소가 섬

유에 반응할 부분을 선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섬유 

손상을 줄일 수 있다(Bower et al., 1998; Choe and 

Kim, 2003; Ni et al., 2014).

섬유소를 분해하는 셀룰라아제는 크게 3가지 종

류가 있다. Endo-β-glucanase는 섬유소의 내부에 

작용하여 작은 분자의 섬유소를 만들어서 다른 두 

종류의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부위를 생산한다. 

Cellobiohydrolase는 섬유소의 말단에 작용하여 2개

에서 4개 정도의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분해물을 만

들며, β-glucosidase는 최종적으로 작용하여 포도당

으로 전환되게 한다. 이러한 3종류의 셀룰라아제의 

비율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혼합비율을 가져야 

한다. 셀룰라아제는 자연계에서 많은 미생물들이 생

산한다(Kuhad et al., 2011; Payne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60여개의 다양한 목재부후균 

중에서 가장 높은 셀룰라아제 활성이 관찰되는 

Acanthophysium sp. KMF001 효소를 이용해 면직물

에 대한 바이오폴리싱 효과를 고찰하였다. 셀룰라아

제 중에서 cellobiohydrolase와 β-glucosidase는 섬유

소의 말단에 작용하는 효소로 면직물의 손상을 최소

화하면서 바이오폴리싱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cellobiohydrolase와 β-glucosidase활성이 높

은 Acanthophysium sp. KMF001 효소의 바이오폴리

싱 효과를 평가하였다. Acanthophysium sp. KMF001

에서 생산된 셀룰라아제는 매우 우수한 목질계 바이

오 매스의 분해능력도 관찰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효소 및 면직물

실험에 사용한 효소는 Acanthophysium sp. 

KMF001 (KCTC18282P)의 효소 농축액으로, PDA 

(Potato Dextrose Agar)배지에서 배양된 균사체를 

PDB (Potato Dextrose Broth)배지 100 mℓ에 접종한 

후, 30℃에서 5일간 진탕배양(160 rpm)하는 방법으

로 전배양하였다. 본 배양에는 Tryptone 7 g/ℓ, Yeast 

extract 3 g/ℓ, KH2PO4 5 g/ℓ, K2HPO4 5 g/ℓ, MgSO4

⋅7H2O 3 g/ℓ, Cellulose 20 g/ℓ를 포함한 액체배지

(pH 6.0)를 사용하였다. 조제된 액체배지에 전 배양

액 5% (v/v)을 접종하여 30℃, 160 rpm으로 2 N 

NaOH와 2 N HCl을 이용하여 pH를 6.0으로 조절하

면서 12일간 발효조(LiFlus GX, Biotron, Bucheon, 

Korea)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완료 후 배양액을 

Whatman 1 filter paper (GE Healthcare Life 

Sciences, Seoul, Korea)로 여과한 후, EMD Millipore 

Keywords : biopolishing, cotton fabric, Acanthophysium, cellulase



목재부후균, Acanthophysium sp. KMF001, 유래 섬유소분해효소를 이용한 섬유 개량

－ 383 －

AmiconTM Bioseparations Stirred Cells (Merck 

Millipore Co., Darmstadt, Germany)에 Ultracel® 10 

kDa Ultrafiltration Discs를 이용하여 탈염, 농축하여 

최종 효소 농축액을 확보하였다.

셀룰라아제 효소활성은 기존에 보고된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Kim et al., 2010). 생산한 효소의 활성이 

endo-β-glucanase활성이 1,231 ± 38.46 unit/mℓ, 

cellobiohydrolase활성이 1,432 ± 51.52 unit/mℓ, β

-glucosidase활성이 175 ± 0.86 unit/mℓ이 되도록 

효소의 양을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비교 효소로는 

Novozyme사의 바이오폴리싱 목적의 사용효소인 

Cellusoft 25000 L (이하 Cellusoft L)을 희석하여 이

용하였다. 희석된 Cellusoft L의 효소활성은 endo-β

-glucanase활성이 2,746 ± 285 unit/mℓ, cellobiohy-

drolase활성이 202 ± 5.37 unit/mℓ, β-glucosidase활

성이 48 ± 0.13 unit/mℓ을 나타내었다. 사용한 면직

물시료는 40수 편성물로 fabric count 52 × 54 

yarns/inch, 두께는 0.51 mm이며 직물밀도 133.9 

g/m2이었다. Endo-β-glucanase활성 1 unit은 분당 1 

µmole의 환원당을 생산하는 효소활성이며, cellobio-

hydrolase과 β-glucosidase 활성 1 unit은 분당 p-ni-

trophenol을 1 µmole 생산하는 효소의 활성으로 정

의하였다.

2.2. 셀룰라아제 처리

21 × 16 cm2 크기의 면직물 시료는 적외선 염색기

(DL-6000, Starlet-2, DaeLim Starlet Co., Ltd., 

Shiheung, Korea)를 사용하였고, 처리 종료 후 시편

에 잔류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90℃에

서 10분간 열탕 처리하였으며 흐르는 물에 면직물을 

앞 뒤로 5번씩 문질러주며 표면에 남아있는 효소를 

세척한 후, 건조기에서 90℃, 1시간 건조시켰다. 처

리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처리 전후 면직물의 중량

을 측정하여 감량률을 계산하였다. 최적 처리 pH를 

관찰하기 위해 pH 4 - 5범위에서는 100 mM citrate 

buffer를, pH 5에서는 100 mM acetate buffer를, pH 

6 - 7 범위에서는 100 mM phosphate buffer를 사용

하였다.

2.3. 감량률 측정

감량률은 효소처리하기 전의 면직물 무게와 대비

하여 효소처리에 의해 줄어든 무게의 백분율로 나타

내었었다. 무게는 효소처리 전후의 면직물을 항온항

습기를 사용하여 상대 습도가 65%인 20℃에서 24시

간 조절한 후에 측정하였다.

2.4. 인장강도 측정

인장강도는 한국산업표준 KS K 0520:2015의 Cut 

Strip법에 준하여 인장강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경사

방향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2.5. 표면 색 및 색 강도(K/S) 측정

바이오폴리싱으로 변화되는 표면 색 및 색 강도 

측정을 위해 효소 처리 전후 면직물의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측정은 흡광범위 400∼700 nm에서 3회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6. Pilling 측정

Pilling 정도는 한국산업표준 KS K ISO 12945-1:

2014의 필링 박스법에 준하여 시험편을 폴리우레탄 

튜브에 끼워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내부 표면이 

코르크 판으로 되어 있는 상자 속에서 임의로 회전

하여, 시료 표면에 생긴 필링을 육안으로 평가하였

다. 필링 측정 시 125 mm × 125 mm 크기의 4개 시

료를 측정하여 이들의 평균치를 구하였다.

2.7. 표면 형태 관찰

표면 형태 변화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S3500N, Hitachi 

High-Technologies Korea Co., Ltd., Seoul, Korea)을 

사용하여 30배, 50배, 1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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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견뢰도 시험

효소처리가 면직물의 세탁, 일광 및 마찰 견뢰도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각각 한국산업표준 

KS K ISO 105-C10:2010, KS K ISO 105-B02:2010, 

KS K 0650:201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다. 세탁 

견뢰도는 Multifiber와 염색지를 10 cm × 4 cm 크기

로 잘라 꿰맨 후, 비누액을 시험용기에 함께 넣어 50℃

에서 45분간 작동시킨 후 건조시켜 grey scale로 등

급을 판정하였다. 일광 견뢰도는 염색된 면직물의 햇

빛에 대한 염료의 광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

로 인공광원인 카본 광원법으로 원단을 끼운 홀더를 

일광 견뢰도 안에 장착한 후 20시간 동안 노출시켰

고 표준포인 blue wool과 비교하여 등급을 판정하였

다. 등급은 0부터 8까지이며 0은 빛에 의해 색이 가

장 많이 변한 것을 나타내며 8은 색변화가 가장 적

은 것을 의미한다. 마찰 견뢰도는 마찰 견뢰도기의 

하중자에 백면포를 씌운 후 원단위에 올려놓고 10회 

왕복하였다. 이때 습마찰의 영향은 함수율 100% 백

면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건조되면 동일하게 

grey scale로 등급을 판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셀룰라아제 반응 조건에 따른 면직물의 

중량 감소

효소를 처리하면 면직물의 일부가 가수분해되어 

중량이 감소하므로 최대의 감량률을 보이는 조건을 

최대의 효소반응 조건으로 가정하였다. 첫 번째로 효

Fig. 1. Effect of enzyme reaction conditions, (a) pH, (b) temperature, (c) reaction time, and (d) enzyme activity, 

on the weight loss of cotton fabric. The basic treatment condition was at 50℃ and pH 4.5 for 60 minutes with 

10% cellulase of fiber weight and the only tested condition was varied in each panel. Acanthophysium sp. 

KMF001 cellulase (u), Cellusoft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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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반응 조건 중에서 pH 변화에 따른 면직물 감량

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Fig. 1a). Acanthophysium 

sp. KMF001유래 효소를 이용한 처리에서 최대의 감

량률이 pH 4.5에서 관찰되어 본 실험에 사용한 

Acanthophysium sp. KMF001유래 효소의 최적 처리 

pH는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Cellusoft L의 경우는 

pH 4.5 - 5.0에서 최적 처리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효소처리 온도에 따른 면직물의 감량률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50℃에서 최대 감량률을 보

였으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감량률이 감소하였다

(Fig. 1b). 이는 본 실험에 사용한 Acanthophysium 

sp. KMF001유래 효소의 최적 섬유처리온도가 50℃

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업용 cellulase 효소의 최적 

반응 온도인 50℃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확립된 처리 최적 조건인 pH 4.5와 50℃에서 처리 

시간 변화에 따른 면직물의 감량률을 관찰하였다

(Fig. 1c). 처리한 두 가지 효소에서 처리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감량률이 증가하였으며 처리시간 60분 이

후에서는 뚜렷한 감량률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측정된 조건에서 60분간의 반응시간 안에 충분

한 효소처리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효소 반응 조건의 마지막으로 효소농도에 따른 면직

물의 감량률을 관찰하였다(Fig. 1d). Acanthophysium 

sp. KMF001유래 효소는 효소농도가 증가함에 면직

물의 감량률은 현저히 높아지다가 면직물 중량대비 

10% 이상의 효소농도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

다. 이는 최적 효소처리 농도가 10%임을 나타낸다. 

Cellusoft L의 경우는 면직물 질량대비 30% 이상의 

효소농도에서 감량률의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

면 이는 최대반응을 도달하기 위한 효소의 농도가 

Acanthophysium sp. KMF001유래 효소보다 높은 것

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모든 반응에서 Acanthophysium sp. 

KMF001유래 효소는 Cellusoft L과 반응 조건은 비

슷하나 면직물의 감량률이 낮았다.

3.2. 인장강도 측정 결과

앞에서 확립된 면직물 중량대비 10%의 효소를 이

용하여 처리 최적 조건인 pH 4.5와 50℃에서 60분간 

효소 처리한 후, 한국산업표준 KS K 0520의 Cut 

Strip 법에 준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Fig. 2). 미

처리 시료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Cellusoft L은 14.7%

가 감소하였으나, Acanthophysium sp. KMF001유래 

효소는 감소율이 7.9%로 훨씬 적었다. 

3.3. 색 강도(K/S) 측정 결과

효소 처리 전후 시편의 색 강도 측정결과는 Fig. 3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면직물의 

색강도는 사용한 두 종류의 효소처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표면색

효소처리에 의한 면직물의 표면색 변화는 Table 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L* 값은 명도지수(L* 값이 0

은 검정이고 100은 흰색을 나타냄)를, a*는 red-

ness-greenness (a* 값이 음수이면 초록이고 양수이

면 빨강), b*는 yellow-bluness (b* 값이 음수이면 파

랑이고 양수이면 노랑임)를 나타내는 값으로, 미처

리 면직물의 L* 값은 52.4이며, Acanthophysium sp. 

KMF001 효소와 Cellusoft L을 처리한 면직물의 L* 

값은 미미하게 커지면서 밝기가 밝아졌으며, 미처리 

Fig. 2. Tensile strength change of cotton fabric after 

cellulase treatment. KMF001 cellulase: Acanthophysium

sp. KMF001 cellu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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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물의 a*, b* 값은 각각 -3.82, -28이었으며, 셀룰

라아제 처리한 면직물의 a*, b* 값은 약간씩 감소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색차는 색변화 정도를 나타내

는 지표인 ΔE 값이 1 이하로 나타나(Cellusoft 0.23, 

Acanthophysium sp. KMF001 0.42) 효소처리가 직물

의 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3.5. 필링 검사(Pilling test)

필링 검사는 인위적으로 시료 표면에 필링이 생

기도록 유도한 후 생기는 필링 정도에 따라 1∼6등

급으로 평가하며, 6등급인 경우 가장 필링이 적게 

생기는 우수한 등급이다. 일반적으로 3등급 이상이

면 합격이다. 필링 검사 결과 미처리한 면직물의 

경우 3등급이 나왔으며 Cellusoft L을 처리한 면직

물은 그보다 2등급 높은 5등급이, Acanthophysium 

sp. KMF001 효소를 처리한 면직물은 4등급으로 

Cellusoft L을 처리한 면직물보다 한 등급 낮은 결

과를 보였으나 미처리보다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

었다.

3.6. 표면 형태 관찰

효소처리에 의한 면직물의 표면 형태 변화를 주

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Fig. 4). 효소

처리를 처리한 면직물은 미처리 면직물보다 직물로

부터 도출된 미세섬유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Acanthophysium sp. KMF001 효소를 처리한 면직물

은 Cellusoft L을 처리한 면직물과 비슷한 도출된 미

세섬유의 제거 효과가 있었다.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photographs of 

cotton fabric (a) without cellulase treatment, (b) after 

Acanthophysium sp. KMF001 cellulase treatment, 

and (c) after Cellusoft L treatment. The enzyme 

amount was 10% of the cotton fabric weight. The 

cotton fabric was treated for 60 min. The magnifica-

tion was shown on the top of photographs as ×30, 

×50, and ×100.

Fig. 3. K/S value change of cotton fabric after 

cellulase treatment. The cotton fabric was treated at

50℃ and pH 4.5 for 60 minutes. The enzyme 

amount for treatment was 10% of the cotton fabric 

weight. Acanthophysium sp. KMF001 cellulase (●); 

Cellusoft L (□).

Enzyme L* a* b* ΔE K/S

untreated 52.4 -3.82 -28 - 4.85

Acanthophysium sp. KMF001 cellulase 52.6 -3.83 -29 0.42 4.80

Cellusoft L 52.6 -3.85 -29 0.23 4.71

Table 1. Color change of cotton fabric after cellulas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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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견뢰도 시험 결과

효소를 이용한 바이오폴리싱 처리 후 면직물에 미

치는 세탁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탁견뢰도, 일광견

뢰도, 그리고 마찰견뢰도를 측정하였다(Table 2). 실

험한 모든 견뢰도 결과 효소를 이용한 바이오폴리싱 

처리 후의 면직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게 나타

났고, 햇빛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적은 6등급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효소를 이용한 바이오폴리싱 처리에 많이 이용하

는 상업용 효소는 일반적으로 효소농도 2000 ∼ 

4000 U을 이용하므로 본 실험에서는 3000 U으로 실

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Acanthophysium 

sp. KMF001 효소는 면작물의 처리 시 pH에 따라서 

2.5 ∼ 3.5%, 처리온도에 따라서 3 ∼ 3.5%, 처리시

간에 따라서 3 ∼ 4%, 처리 효소량에 따라서 3 ∼ 

3.5%의 감량률을 보였다. 이때 최대 감량률을 보이

는 조건은 50℃, pH 4.5, 처리효소농도 면직물 중량 

대비 10%, 반응시간 60분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폴리

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3 ∼ 5%의 감량이 일어나야 

한다(Choe and Kim, 2003).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Acanthophysium sp. KMF001 효소에 의한 처리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조건에서 적절한 바이오폴리싱 효

과를 얻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효소처리에 

의한 섬유 표면 형태의 관찰결과 상업용 효소결과와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인장강

도 측정결과, 상업용 효소보다 인장강도의 감소율이 

적어 Acanthophysium sp. KMF001 효소는 우수한 바

이오폴리싱 효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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