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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 the immobilization of trypsin on chitosan nonwoven using glutaraldehyde (GA). The con-

ditions for trypsin on chitosan nonwoven and GA cross-linking were optimized depending on different con-

ditions. The order of GA cross-linking was determined by the activity of immobilized trypsin. The charac-

teristics of chitosan nonwoven were examined by Fourier-transform infrared (FT-IR) and surface morpho-

logy analyses (SEM). Results showed that the optimal treatment conditions for trypsin on chitosan non-

woven were as follows: pH 8.5; temperature 37
o
C; trypsin concentration 15% (o.w.f); and treatment time

60 min. Those for GA cross-linking were: pH 10.0; GA concentration 3% (v/v); and treatment time 120 min.

FT-IR analysis showed that GA was cross-linked on chitosan nonwoven. The SEM analysis also showed

that trypsin was immobilized on chitosan nonw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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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알데하이드

I. 서 론

섬유산업에서 효소는 처리 조건이 온화하고 우수한 생

분해성으로 인한 폐수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친환경적

특성 뿐 아니라, 특정 기질에만 반응하는 기질 특이성으

로 인하여 각광받고 있다(Min, 2010). 그러나 효소는 효

소의 최적 조건 이외의 반응 조건에서 급격한 활성 저

하가 나타나며, 반응 후 회수 및 재사용이 어렵고, 효소

의 생산단가가 높아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

다(Kang et al., 2011; Min, 2010). 효소 고정화는 효소를

일정한 곳에 물리적으로 구속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촉

매 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효소의 이

용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와 같은 효소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Ann,

1993). 섬유산업에서 효소 고정화에 대한 연구는 락카아

제, 아밀라아제, 셀룰라아제 등을 고정화하여 바이오표

백, 염료 탈색 및 분해, 산업 폐수 처리, 세탁용 세제의 오

염 제거 효과 향상 등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보고되었

다(Kwon et al., 2002; Pazarlioglu et al., 2005; Silva et al.,

2007, Soleimani et al., 2012).

효소 고정화 방법은 크게 담체 결합법, 가교법, 포괄

법, 복합법으로 분류되며, 담체 결합법 중 담체와 가교제

의 공유 결합에 의한 효소 고정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인

다(Min, 2010). 효소와 담체 간 공유 결합에 의한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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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체 표면에 유도된 기능기와 효소 표면의 아미노산

잔기 사이를 공유 결합하여 고정화하는 방법으로, 담체

와 효소 간의 강한 결합으로 인해 효소가 반응 중에 분

리되는 일이 적고, 기질과 접촉이 쉬우며 효소의 열 안정

성이 증가되는 장점을 가진다(Ann, 1993; Joung, 2008).

효소 고정화 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가교제는 글루타알

데하이드(이하 GA)로 효소의 아미노기와 반응하여 강한

가교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효소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 등도 부여할 수 있다(Walt &

Agayn, 1994). Chang et al.(2010)은 키토산 비드에 가교

제인 GA를 이용해 가교 조건을 변화시켜 β-글루코시다

아제를 고정화하였으며, Manrich et al.(2008)은 글리시

돌과 GA로 키토산 겔을 활성시킨 후 트립신을 고정화하

였다. Silva et al.(2012)는 글리시돌, GA, EDA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담체를 활성화시켰다. Peng et al.(2012)

은 마이크로스페어에 GA, 헥사메틸렌다이아민과 같은

가교제를 이용해 다양한 담체 표면을 만들어 트립신을

고정화하였다.

담체를 이용한 효소 고정화 시 효소와 담체 간의 강한

결합으로 인해 효소의 고차 구조가 변하여 고정화 효소

의 활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높은 친화력,

물리 ·화학적 안정성, 우수한 기계적 강도 및 충분한 반

응기를 가지고 있는 담체가 요구된다. 키토산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항균성, 방취성, 흡

착성, 보습성 등이 우수하며 부가가치가 높고, 생체 적

합성 및 생분해성으로 인해 의료, 섬유, 식품산업 및 농

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정화 담체로서 주목받고 있

다(Chang et al., 2010; Lee et al., 2003). 고정화 담체로

서 키토산은 값이 저렴하고 우수한 친수성 및 상처 치유

촉진성, 높은 다공성, 효소에 대한 낮은 입체 장해(steric

hinderance)를 가진다. 또한 키토산은 폴리글루코사민 사

슬에 수산기(-OH)와 유리 아미노기(-NH2)를 가지고 있

어 효소와 결합시키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기가 쉽다

(Kildeeva et al., 2009; Xi et al., 2005). 효소 고정화 시

키토산은 키토산 파우더, 키토산 비드, 키토산 층으로

코팅하거나 혼합시킨 겔과 비드, 멤브레인 등 다양한 형

태의 고정화 담체로 연구되었다(Dinçer et al., 2012; Kra-

jewska, 2004; Mohamed et al., 2008; Orrego et al., 2010;

Xi et al., 2005).

섬유로 만들어진 담체는 저렴한 가격, 높은 비표면적,

우수한 기계적 성질 등의 이점으로 인해 최근 효소 고정

화 담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섬유재료들이 고정

화 담체로 연구되었다(Albayrak & Yang, 2002; Chen et

al., 2012; Feng et al., 2013; Li et al., 2007; Mohamed et

al., 2008; Monier & El-Sokkary, 2012; Silva et al., 2007).

특히, 부직포 형태의 고정화 담체는 높은 비표면적, 우수

한 기계적 강도, 화학적 안정성, 기질과 생성물의 낮은

확산 저항성 등의 이점을 가진다(Li et al., 2011; Moha-

med et al., 2008). 또한 부직포는 자체의 내구성, 경량성,

취급의 용이성,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섬유산업에서 주

목받고 있으며, 특히 통기성 및 흡수성으로 인해 의료

용 섬유소재로도 주목받고 있다(Kim, 2010).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은 의료 및 의약품 분야, 식

품 분야, 생물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효소로,

가장 확연한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Nikolic et al.,

2010; Peng et al., 2012). 트립신은 단백질의 소화(Pur-

cena et al., 2009) 외에도 소염효소로서 몸의 표면 및 내

부의 염증 치료에 쓰인다(Monteiro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섬유소재에 적합한 효소 고

정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고정화 담체로 지금까지

연구된 바 없는 키토산 부직포를, 가교제는 GA를 이용

하여 트립신을 고정화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창상피복재 분야

에 효소 고정화를 이용한 창상피복재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서 기초 연구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첫째, 키토산 부직포와 트립신 반응 시 최적 조건

은 pH, 온도, 트립신 농도, 처리 시간 등의 반응 조건에

따라 트립신의 활성을 평가하여 설정하였다. 둘째, 키토

산 부직포에 GA로 가교 시 최적 조건은 pH, GA 농도, 가

교 시간에 따른 가교 정도 및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을

평가하여 설정하였다. 셋째, 최적의 고정화 방법은 앞에

서 설정한 최적 조건에서 선가교 및 후가교 방법으로 트

립신을 고정화한 후,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 평가를 바

탕으로 GA 가교 순서를 정하여 설정하였다. 넷째, 분광

학적 분석과 표면 관찰을 통해서 키토산 부직포에 GA 가

교 및 트립신 고정화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바

탕으로 창상피복재로 주목받고 있는 키토산 부직포 담

체에 트립신을 고정화함으로써 앞으로 용도가 확대될 기

능성 섬유소재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II. 실 험

1. 시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한 키토산 부직포의 시료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트립신 효소의 특성은 <Table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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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효소 및 글루타알데하이드 처리 시 pH를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하여 버퍼용액을 제조해서 사용하였으며, 버

퍼로 Trizma base(Sigma Chemicals Co., USA)와 Trizma

HCl(Sigma Chemicals Co., USA), 인산수소나트륨(so-

dium phosphate monobasic, Sigma Chemicals Co., USA)

과 인산일수소나트륨(sodium phosphate dibasic, Sigma

Chemicals Co., USA),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Duk-

san Pure Chemicals Co., Korea)과 탄산수소나트륨(so-

dium bicarbonate, Duksan Pure Chemicals Co., Korea)을

사용하였다. 트립신과 키토산 부직포의 활성 측정을 위

해 브래드포드 시약(Sigma Chemicals Co., USA)을, 가

교제로 25% 글루타알데하이드(이하 GA, Glutaraldehyde,

Junsei Chemical Co., Japan)를 사용하였다. GA 가교한 키

토산 부직포의 가교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반응성 염료

Sunfix Scarlet S2G 150%(C.I. Reactive Red 222, Oh

Young Industrial Co., Korea)를 사용하였다. 트립신 활성

측정을 위해 트립신의 기질인 Na-Benzoyl-L-arginine 4-

nitroanilide hydrochloride(이하 L-BAPA, Sigma Chemi-

cals Co., USA), 디메틸설폭시화물(이하 DMSO, dimethyl

sulfoxide, Sigma Chemicals Co., USA), 염화칼슘(calcium

chloride, Kanto Chemical Co., Japan)을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트립신과 키토산 부직포의 활성

트립신과 키토산 부직포의 활성은 0.5g의 키토산 부

직포를 액비 1:50, 25mM의 버퍼용액에 넣고, pH(7.0~

9.0), 온도(30~60
o
C), 트립신 농도(1~100%, o.w.f), 반응

시간(10~240분)을 변화시켜 110rpm으로 항온진탕수조

(Shaking water bath, BS-31, JEIO TECH Co., Korea)에

서 처리하였다. 트립신과 키토산 부직포의 활성 정도는

브래드포드 법에 의해 반응한 상층액을 UV-Vis Spectro-

photometer(M-3100, SCINCO CO., Korea)를 사용하여

59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GA에 의한 키토산 부직포 가교

키토산 부직포의 가교는 0.15g의 키토산 부직포를 액

비 1:50, 25mM의 버퍼용액에 넣고, pH(7.0~11.0), GA 농

도(0.1~15%, v/v), 반응 시간(10~900분)을 변화시켜 110rpm

으로 항온진탕수조에서 처리하였다. GA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는 해당 버퍼로 10분간 1회, 증류수로 10분간 2회

수세하여 잔여 GA를 제거한 후, 상온에서 건조하였다

(Betancor et al., 2007).

3) GA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의 활성 측정

(1) 반응성 염료에 의한 활성 측정

반응 조건에 따라 GA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의 GA 가

교 정도는 키토산 부직포를 반응성 염료 RR222로 염색

하여 측정하였다. 조건별로 GA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를

0.05%(w/v) 반응성 염료 표준용액으로 제조한 액비 1:

1000의 염료용액에 넣고, 30
o
C에서 130rpm으로 항온진

탕수조에서 3일간 반응시켰다(Juang et al., 2002). 잔여

용액의 흡광도는 506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

로 측정한 후, 흡진율로 환산하여 GA 가교 정도를 평가

하였다.

Where C0 is the dye absorbance in the dye bath before

dyeing, C1 is that after dyeing.

(2) 트립신 기질에 의한 활성 측정

반응 조건에 따라 GA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를 액비

1:50, pH 8.5, 25mM의 버퍼용액에 넣고, 10%(o.w.f)의 트

립신과 25
o
C에서 24시간 동안 110rpm으로 항온진탕수

조에서 반응시켰다. 트립신 고정화한 키토산 부직포는

증류수로 여러 번 수세하여 고정화되지 않은 잔여 트립

신을 제거한 후, 효소의 변성이 적은 4
o
C에서(Nikolic et

al., 2010) 1시간 보관 후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을 측

정하였다(Manrich et al., 2008). 트립신 고정화된 키토

산 부직포를 pH 8.5, 10mM 염화칼슘이 포함된(Dartigu-

enave et al., 2010) 50mM Tris 버퍼 10ml에 넣고, DMSO

에 녹인 50mM L-BAPA 35µl를 넣은 후, 25
o
C에서 60분

간 110rpm으로 항온진탕수조에서 반응시켰다. 반응한

상층액은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해서 410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Xi et al., 2005).

Exhaustion %( )
C0 C1–

C0

----------------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chitosan nonwoven

Composition

(%)

Thickness

(mm)

Weight

(g/m²)

Manufacturing

Method

Chitosan 100 0.378 88.5 Needle punching

Table 2. Properties of enzyme

Enzyme Source Activity Form Manufacturer

Trypsin

(EC 3.4.

21.4)

Porcine

pancreas

1000-2000

BAEE

units/mg solid

Lypho-

philized

powder

Sigma

Chemicals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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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토산 부직포에 GA 가교 순서에 따른 트립신 고

정화

(1) 키토산 부직포에 GA 가교 후 트립신 고정화

GA와 키토산 부직포의 최적 가교 조건에서 GA와 키

토산 부직포를 반응시킨 후, GA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

를 트립신과 키토산 부직포의 최적 반응 조건으로 트립

신을 고정화시켰다. 반응하지 않은 잔여 GA를 제거하기

위해 GA 가교한 해당 버퍼로 10분간 1회 수세하고, 고

정화되지 않은 트립신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증류수

로 여러 번 수세한 후, 4
o
C에서 1시간 보관한 다음 위와

동일한 조건의 기질과 10분간 반응시켜 고정화된 트립

신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2) 키토산 부직포에 트립신 흡착 후 GA 가교

트립신과 키토산 부직포의 최적 반응 조건에서 트립

신과 키토산 부직포를 반응시킨 후, 트립신 흡착된 키토

산 부직포를 GA와 키토산 부직포의 최적 가교 조건으로

GA로 가교시켰다. 반응하지 않은 잔여 GA를 제거하기

위해 버퍼로 10분간 1회 수세하고, 고정화되지 않은 트

립신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증류수로 여러 번 수세한

후, 4
o
C에서 1시간 보관한 다음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5) 분광학적 분석

표면의 분광학적 분석은 적외선 분광광도계(FT/IR-

670Plus, Jasco Inc., USA)를 사용하여 비교, 관찰하였다.

6) 표면 형태

표면 형태는 주사 전자 현미경(JSM-7600F, JEOL KO-

REA LTD., Japan)을 사용하여 비교, 관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트립신과 키토산 부직포의 활성

<Fig. 1>−<Fig. 3>은 트립신과 키토산 부직포의 최적

반응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반응 용액의 pH 및 온도,

트립신 농도, 처리 시간을 변화시켜 처리한 결과이다. 트

립신의 최적 반응 조건은 효소 처리 후 잔여 용액을 브

래드포드 시약과 반응시킨 후 595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여 평가하였다.

<Fig. 1>은 키토산 부직포와 트립신 반응 시 트립신

농도 10%(o.w.f)로 60분간 처리 시 pH(7.0, 7.5, 8.0, 8.5,

9.0)와 온도(30, 37, 40, 45, 50, 60
o
C) 변화에 따른 트립

신의 활성 측정 결과이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트립신의 활성은 pH 8.5, 37
o
C 조건에서 최대 흡광도 값

을 나타냈고, 45
o
C 이하의 온도에서는 pH에 의한 흡광도

차이가 크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pH에 의한 흡광도 차

이가 작았다. 즉, 트립신은 키토산 부직포와 반응 시 45
o
C

이하의 온도에서는 pH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이상의 온

도에서는 pH보다는 온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음을 확

인하였다. 브래드포드 시약은 단백질의 양전하를 띤 염

기성 아미노산인 아르기닌, 리신, 히스티딘 잔기와 결합

하여 푸른색을 띠며 595nm로 스펙트럼 이동을 보이는

데(Bradford, 1976), 45
o
C 이상의 온도에서 온도가 높아

짐에 따라 흡광도 값이 매우 작아지는 결과를 통해 위 온

도에서 트립신은 그 구조가 변성되거나 부분적으로 사

활되어 키토산 부직포 및 브래드포드 시약과 반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효소는 강한 산성

과 염기성 조건에서 변성으로 인해 안정성이 낮아진다.

본 실험에서는 트립신의 최적 pH인 pH 8.0 부근(pH 7.0

~9.0)에서 트립신의 활성을 평가하였다. <Fig. 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트립신의 활성은 pH 8.5에서 가장 우수하

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Monteiro

et al., 2007). 따라서 트립신과 키토산 부직포의 반응 시

최적 pH와 온도는 pH 8.5, 37
o
C이다.

<Fig. 2>는 키토산 부직포와 트립신 반응 시 pH 8.5,

온도 37
o
C에서 60분간 처리 시 트립신 농도(1, 3, 5, 7, 10,

Fig. 1. Effect of different pH and temperature of tryp-

sin activity onto chitosan nonwoven (trypsin

conc. 10% (o.w.f),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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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30, 40, 50, 100%, o.w.f) 변화에 따른 트립신의

활성 측정 결과이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트립

신의 활성은 트립신 농도 15%까지 트립신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15%에서 20%까지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후, 20% 이상의 농도에서 다

시 증가하였다. 트립신 농도 20% 이상에서 흡광도 값의

꾸준한 증가는 트립신 용액 내 높은 농도의 미반응 트

립신과 브래드포드 시약의 반응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Fig. 2>의 그래프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완만해지

기 시작하는 트립신 농도 15%를 최적 농도로 보았다. 따

라서 트립신과 키토산 부직포의 반응 시 최적 트립신 농

도는 15%(o.w.f)이다.

<Fig. 3>은 키토산 부직포와 트립신 반응 시 pH 8.5,

온도 37
o
C, 트립신 농도 15%(o.w.f)의 조건에서 처리 시

간(10, 30, 60, 90, 120, 180, 240분) 변화에 따른 트립신

의 활성 측정 결과이다.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트

립신의 활성은 60분에서 최대 반응을 보인 후,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다시 감소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자유 트립신이 자가분해 혹은 단백질의 변성과 응집에

따른 실활로 인해 60분에서의 최대 흡광도 값이 유지되

지 않고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트립신과 키

토산 부직포의 반응 시 최적 처리 시간은 60분이다.

이상, 키토산 부직포와 반응시킨 자유 트립신의 안정

성을 평가한 결과, 자유 트립신의 최적 pH는 8.5이며,

pH와 관계없이 45
o
C 이상의 온도에서 점차적으로 활성

이 저하되다가 60
o
C에서는 거의 사활되었다. 또한 농도

는 최적 농도 이상에서 과 농도로 인한 응집으로 트립

신 활성의 상대적인 증가율이 감소하였다(Lee & Song,

2010). 시간은 반응 60분이 지나면 트립신의 불안정성

으로 자가분해 되어 활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키토산 부직포와 트립신 반응 시 pH

8.5, 온도 37
o
C, 트립신 농도 15%(o.w.f), 처리 시간 60분

을 최적 반응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2. GA 가교 조건에 따른 반응성 염료의 흡착 및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 평가

1) pH의 영향

<Fig. 4>는 키토산 부직포에 GA 가교 시 GA 농도

0.3%(v/v), 25
o
C, 2시간의 조건에서 GA 용액의 pH(7.0,

8.0, 9.0, 10.0, 11.0) 변화에 따른 반응성 염료의 흡진율

<Fig. 4(a)>과 고정화된 트립신의 L-BAPA에 대한 활성

<Fig. 4(b)> 측정 결과이다.

<Fig. 4(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처리 키토산 부직

포의 흡진율은 100%이고 다른 pH 조건에서 GA 가교

한 키토산 부직포의 흡진율은 각 pH 조건 간에 10% 내

의 차이를 가졌으며 pH 8.0에서 가장 낮은 흡진율을 나

타내었다. GA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를 반응성 염료로

Fig. 2. Effect of different trypsin concentration of

trypsin activity onto chitosan nonwoven (pH

8.5, temp. 37
o

C, 60 min).

Fig. 3. Effect of different treatment time of trypsin

activity onto chitosan nonwoven (pH 8.5, temp.

37
o

C, trypsin conc. 15% (o.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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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시, 반응성 염료는 키토산의 아미노기(-NH2)와 GA

의 알데하이드기(-CHO)에 반응하는데, 이때 키토산의

아미노기와 우선적으로 반응하여 흡착한다(Juang et al.,

2002). 즉, 흡진율이 낮게 나올수록 반응성 염료가 키토

산의 아미노기와 거의 반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GA의

알데하이드기가 키토산 부직포의 아미노기와 반응하여

GA 가교 결합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흡

진율 결과에 따른 최적 GA 가교 pH는 8.0이다. <Fig. 4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은 중

성에서 염기성으로 pH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pH 10.0에서 최대 활성을 보인 후 다시 감소하였다. 이

는 염기성 조건 하에서 GA의 분자 구조와 관련이 있다.

염기성 조건에서 GA는 분자 간의 빠른 알돌축합 반응으

로 α, β-불포화 다중 결합을 가진 중합된 GA 형태의 분

자 구조를 만들며, 이 중합된 GA 분자 내부의 알데하이

드기는 C-C 이중 결합으로 연결되어 단백질의 아미노기

와 반응해 Schiff 염기를 형성함으로써 단백질과 안정적

으로 결합한다(Walt & Agayn, 1994). 염기성 조건 하에

서 중합된 형태의 GA는 단백질의 아미노기와 반응하여

환원제 없이도 안정한 공명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GA

와 단백질의 가교 반응은 높은 pH가 적절하다(Migne-

ault et al., 2004; Walt & Agayn, 1994). 또한 키토산은

단백질은 아니지만 분자 내부에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염기성 조건에서 GA와 더 우수한 가교 반응

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키토산과 GA 가교 시 GA

반응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가교 결합의 수는 증가

한다고 보고한 Nikonorov et al.(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실험 결과, pH 7.0, 8.0에서 GA 가교한 키

토산 부직포는 노란 갈색에 가까운 색 변화를 보였으며,

위 조건에서 GA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에 고정화된 트

립신의 활성은 매우 낮았다. 이는 담체의 색이 갈색에 가

까워질수록 GA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담체

로 쓸 수 없다는 Betancor et al.(2007)와 일치하는 결과로,

GA 반응으로 인한 담체의 색 변화로 GA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키토산 부직포에 GA

가교 시 pH 8.0은 가장 낮은 흡진율을 나타냈지만 담체

표면의 GA 가교 증가와 효소의 활성은 비례 관계가 아

니므로(Silva et al., 2012) 최적 GA 가교 시의 pH로 적절

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정화된 트립신 활성

측정 결과에 따른 최적 GA 가교 pH는 10.0이다.

2) GA 농도의 영향

<Fig. 5>는 키토산 부직포에 GA 가교 시 pH 10.0,

25
o
C, 2시간의 조건에서 GA 농도(0.1, 0.3, 1, 2, 3, 4, 5,

15%, v/v) 변화에 따른 반응성 염료의 흡진율<Fig. 5(a)>

과 고정화된 트립신의 L-BAPA에 대한 활성<Fig. 5(b)>

측정 결과이다. <Fig.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응성

염료에 의한 흡진율은 GA 농도 0.1~3%까지는 선형적

Fig. 4. Effect of various pH on GA cross-linking onto chitosan nonwoven (a) Exhaustion of dye RR222, (b) Absor-

bance of immobilized trypsin (GA cross-linking: GA 0.3% (v/v), 25
o

C, 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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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3~15%에서는 약 10% 정도로 완

만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GA 농도 3% 이상부터는 중합

된 GA 분자들이 키토산 부직포의 아미노기에 포화상태

로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GA 농도가 증가할수록 많

은 양의 GA 분자들의 알돌축합 반응에 의한 중합화로 그

분자 크기가 커져 키토산 부직포의 아민기와 반응할 반

응성 염료의 흡진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흡진율 결과에 따른 최적 GA 농도는 3%(v/v)이다.

<Fig. 5(b)>에 나타난 바와 같이 키토산 부직포에 가교시

키는 G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GA 농도 3%에서 최

대 활성을 나타내고,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약간 감소하

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GA 농도는 가교 결합 정도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GA 농도 2% 이하에서

트립신과 GA의 가교 결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

정화된 트립신의 활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Migneault et al., 2004). 또한 낮은 농도의 효소와 GA의

결합은 GA의 반응기가 효소의 같은 분자에 반응할 가

능성을 높여 원치 않은 효소 분자 내 가교 결합을 유도하

기 때문에(Kildeeva et al., 2009; Migneault et al., 2004;

Monsan, 1978)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고

정화된 트립신의 활성은 GA 농도 4% 이상에서 다시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GA 농도로 인한 과도한 가

교 결합이 트립신 구조에 변성을 주어 촉매 활성에 영향

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Chang et al., 2010; Silva et al.,

2012). 이는 GA 농도가 증가할수록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이 더 낮아진다고 보고한 Monsan(1978)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고정화된 트립신 활성 측정 결과에

따른 최적 GA 농도는 3%(v/v)이다.

3) 시간의 영향

<Fig. 6>은 키토산 부직포에 GA 가교 시 pH 10.0, 25
o
C,

GA 농도 3%(v/v)의 조건에서 가교 시간(0.5, 1, 2, 5, 15시

간) 변화에 따른 반응성 염료의 흡진율<Fig. 6(a)>과 고

정화된 트립신의 L-BAPA에 대한 활성<Fig. 6(b)> 측정

결과이다. <Fig. 6(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응성 염료

에 의한 흡진율은 GA 가교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다가 2시간에서 가장 낮은 흡진율을 보이고 다시 증

가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반응 초기 30분

동안 GA가 담체의 아미노기와 빠르게 반응한다는 Mon-

san(197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미

처리한 키토산 부직포에 비해 30분 동안 GA를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의 흡진율이 100%에서 약 38%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같은 양의 GA를 다른 가교

시간 조건에서 처리한 키토산 부직포에 반응성 염료를

흡착시킨 결과는 2시간 동안 GA를 가교한 키토산 부직

포가 가장 낮은 흡진율을 보였다. 따라서 최적 GA 가교

시간은 2시간이다. <Fig. 6(b)>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정

Fig. 5. Effect of various GA concentration on GA cross-linking onto chitosan nonwoven (a) Exhaustion of dye RR

222, (b) Absorbance of immobilized trypsin (GA cross-linking: pH 10, 25
o

C, 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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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트립신의 활성은 2시간까지 가교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2시간에서 최대 활성을 보인 후 2시간

이상으로 가교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활성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고정화된 트립신 활성 측정 결과에

따른 최적 GA 처리 시간은 2시간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GA 최적 가교 조건은 pH

10.0, GA 농도 3%(v/v), 가교 시간 2시간이다.

3. GA 선가교 및 후가교에 의한 트립신 고정화

<Fig. 7>은 기질과 10분간 반응시킨 자유 트립신과 GA

가교 순서에 따른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 측정 결과이

다. GA 선가교는 키토산 부직포에 GA를 가교시킨 후

트립신을 고정화하였고, GA 후가교는 키토산 부직포와

트립신을 반응시킨 후 GA로 가교하여 고정화하였다(Be-

tancor et al., 2007; Lopez-Gallego et al., 2005). 이 두 가

지 방법 모두 앞 실험에서 설정한 트립신과 키토산 부

직포의 최적 반응 조건 및 GA와 키토산 부직포의 최적

가교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

은 GA 선가교의 방법이 GA 후가교의 방법보다 월등히

높았다. GA 선가교로 고정화한 트립신의 활성이 더 우

수한 원인 중 하나는 고정화에 따른 효소의 화학적 변형

과 관련이 있다. GA로 먼저 고정화 담체를 활성시킨 후

효소를 고정화하는 방법은 고정화에 관련된 효소 단백

질 일부에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효소의 화학적 변형

Fig. 6. Effect of various cross-linking time on GA cross-linking onto chitosan nonwoven (a) Exhaustion of dye RR

222, (b) Absorbance of immobilized trypsin (GA cross-linking: pH 10, GA 3% (v/v), 25
o

C).

Fig. 7. Absorbance of free and immobilized trypsin

activity (Free trypsin: 15% (o.w.f), GA cross-

linking: pH 10.0, GA 3% (v/v), 2 hours, trypsin

immobilization: pH 8.5, trypsin 15% (o.w.f), 1

hour, trypsin activity: 0.05M L-BAPA,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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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은 반면, 아미노기를 가진 담체에 효소를 흡착시킨

후 GA로 처리하는 방법은 모든 단백질 표면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Lopez-Gallego et al., 2005). 본 연구

에서도 GA 후가교로 고정화한 트립신은 거의 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키토산 부직포와 트립신 간

의 이온적 흡착이 잘 일어나지 않아 트립신이 고정화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키토산 부직포 역시 GA

의 알데하이드기와 공유 결합하는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GA 선가교 방법이 더 안정적이며 반응이 일

어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키토산 부직포에

GA를 이용한 트립신 고정화 시 GA 선가교의 방법이

GA 후가교의 방법보다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자유 트립신과 고정화 트립신의 활성을 비교해보면,

고정화 트립신의 활성이 자유 트립신 활성의 약 40%를

나타냈다. 이는 효소를 담체에 공유결합으로 고정화할

때 효소의 고차 구조나 활성 중심이 일부 파괴될 수 있

고, 물리적 구속에 의해 효소의 원활한 이동이 제한되어

기질과의 반응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이다(Ann, 1993;

Joung, 2008; Li et al., 2011). 또한 트립신은 트립신의

특정 활성 지점(single point attachment)이 아닌 다지점

(multi point attachment)에서 공유 결합으로 고정화됨으

로써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효소의 여러 지

점이 고체 표면 위에 직접 고정화되어 본연의 입체 구

조가 변화될 수 있고, 무작위로 무배향성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활성 지점이 가려져 활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Jang et al., 2006), 고정화된 트립신이 자유 트립신 활

성의 약 40%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4. 트립신 고정화된 부직포의 구조분석 및 표면

관찰

<Fig. 8>은 미처리, GA 가교 및 트립신 고정화한 키

토산 부직포의 FT-IR 측정 결과이다.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GA 가교 및 트립신 고정화에 의해 1660~

1670cm
-1
 범위에서 새로운 피크가 나타났다. 이는 GA 가

교 시 키토산 부직포의 아미노기와 GA의 알데하이드기

가 결합하고 트립신 고정화 시 트립신의 아미노기와 GA

의 알데하이드기가 결합함에 따라 C=N 결합이 생기기

때문이다(Kildeeva et al., 2009). 따라서 C=N 결합을 통

해 키토산 부직포에 GA 가교 및 트립신 고정화가 효과

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GA 가교된 키토

산 부직포에 트립신이 고정화 되었는지의 여부는 표면

관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9>는 미처리 및 트립신 고정화한 키토산 부직

포의 표면 관찰 결과이다. 미처리 키토산 부직포의 표면

이 매끈한 반면 트립신 고정화에 의해 표면은 둥글게

주름진 형태로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였다. 표면 거칠기

의 증가는 GA 가교한 부직포 표면의 트립신 고정화에

Fig. 8. FT-IR spectra of untreated, GA cross-linked and trypsin immobilized chitosan nonw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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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으로 판단되며(Li et al., 2007; Monier & El-Sok-

kary, 2012), 굴곡진 주름형태의 표면은 트립신 단백질

결정의 재결정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Romdhane et al.,

2011; Zelenetskii et al., 2003). 따라서 표면 관찰 결과를

통해, 키토산 부직포에 트립신이 고정화됨을 확인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인체 적합성 생체 고분자 소재로 각광 받고

있는 키토산 부직포에 GA로 가교 후, 트립신을 고정화

하였다. 키토산 부직포와 트립신의 최적 반응 조건, 키

토산 부직포에 GA 가교 시 최적 가교 조건을 설정하고,

GA 가교 순서에 따른 두 가지 방법으로 트립신을 고정

화하였다.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을 자유 트립신의 활

성과 비교·평가하였으며, 이상의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키토산 부직포와 트립신의 최적 반응 조건은 pH 8.5,

37
o
C, 트립신 농도 15%(o.w.f), 60분이며, 키토산 부직

포에 GA 가교 시 최적 가교 조건은 pH 10.0, GA 농도

3%(v/v), 2시간이다. 최적 반응 조건에서 GA 가교 순서

에 따라 트립신을 고정화한 결과, GA 선가교 방법이

GA 후가교 방법보다 트립신 고정화에 더 효과적이며,

GA 선가교 방법으로 고정화된 트립신의 활성은 자유

트립신의 약 40%이다. 분광학적 분석과 표면 관찰을 통

해 키토산 부직포에 GA가 가교되었고, 트립신이 고정

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키토산 부직포 담체에 GA를 이용한

트립신의 고정화가 효과적이므로 효소 고정화를 이용

한 창상피복재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로 GA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의 최적의 트립신 고

정화 조건 설정 및 고정화 된 트립신의 안정성 평가 등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키토

산 부직포에 용균효소, 소염효소 등의 효소를 고정화하

여 염증 완화, 지혈, 상처 치유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의

료용 섬유소재 개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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