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6 －

1)

1 Date Received December 9, 2016, Date Accepted January 9, 2017
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목재종이과학과. Department of Wood and Paper Science, College of Agriculture, Life & 

Environments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3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4 대구대학교 생명환경대학 산림자원학과.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College of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 

Daegu University, Gyeongsan, 38453, Korea
5 아이오와주립대 동물과학과. Department of Animal Science, Iowa State University, Ames, 50011, U.S.A.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한규성(e-mail: wood@chungbuk.ac.kr)

목재공학 2017, 45(1): 126~138

J. Korean Wood Sci. Technol. 2017, 45(1): 126~138

pISSN: 1017-0715 eISSN: 2233-7180

https://doi.org/10.5658/WOOD.2017.45.1.126

원저(Original Article)

도계부산물인 닭털을 이용한 목재접착제의 내수성 평가
1

박 대 학2
⋅양  인2

⋅최 원 실3
⋅오 세 창4

⋅안 동 욱5
⋅한 규 성2,†

Evaluating The Water Resistance of Wood Adhesives Formulated 

with Chicken Feather Produced from Poultry Industry
1

Dae-Hak Park2
⋅In Yang2

⋅Won-Sil Choi3⋅Sei Chang Oh4
⋅Dong-uk Ahn5

⋅Gyu-Seong Han2,†

요  약

본 연구는 주원료로 도계부산물인 닭털의 NaOH 가수분해물, 경화제로 닭털의 H2SO4 가수분해물 및 폼알데히드계 

가교제를 반응시켜 접착제를 제조하고, 이에 대한 물성 및 내수성 실험을 통하여 닭털의 목질계 판상재용 접착제의 

원료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닭털은 주로 케라틴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중금속의 함유량이 

매우 낮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알칼리에 대한 닭털의 가수분해율은 수용액 내의 NaOH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

가하였으나, 과도한 가수분해에 따른 단백질 고유의 접착능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가수분해 조건을 찾기 위하여 

닭털의 가수분해제 내의 NaOH 농도를 5%, 7.5%, 10%로 결정하였다. 접착제의 조성을 보면, 고형분 함량을 기준으로 

70%의 닭털 NaOH 가수분해물 또는/그리고 경화제로 닭털의 H2SO4 가수분해물 및 30%의 가교제로 조제하였는데, 이 

접착제의 고형분 함량은 가수분해 조건 및 가교제의 종류에 따라 28.3 - 44.8% 범위에 존재하였다. 이 접착제의 점도

는 상온에서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50℃에서 측정한 결과 분사형 접착제로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착

제의 내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된 열수 불용해율은 5% 농도의 NaOH 수용액에서 반응시킨 닭털의 알칼리 가수

분해물(CF-AK-5%)에 경화제로 5% 농도의 H2SO4 수용액에서 반응시킨 닭털의 산가수분해물(CF-AC-5%)을 고형분 

함량 기준 10% 이상 첨가하여 제조하고 경화시킨 접착제에서 높았다. 또한 접착제 제조시 고형분 함량을 기준으로 

30%가 첨가된 가교제별 열수 불용해율은 phenol-formaldehyde (PF), melamine-urea-formaldehyde (MUF), formalin 순

으로 조사되었다. 닭털 접착제의 열수 불용해율을 섬유판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석유화학계 합성수지와 비교한 결과, 

CF-AC-5%에 가교제로 PF를 그리고 경화제로 CF-AC-5%를 첨가하여 조제한 접착제는 기존 멜라민-요소수지의 열수 

불용해율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가교제로 PF를 사용한 모든 접착제와 고형분 함량을 기준으로 55%의 

CF-AK-5%, 15%의 CF-AC-5% 그리고 가교제로 30%의 MUF와 함께 제조한 접착제는 기존 요소수지를 대체할 수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조건에서 가수분해한 닭털은 목질계 판상재용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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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새집 및 새가구증후군의 원인으로 목질계 판상재 생

산에 이용되는 석유화학계 접착제인 요소수지에서 

방출되는 비교적 높은 농도의 폼알데히드가 주요 원

인 중에 하나로 밝혀졌다. 따라서 새집 및 새가구증

후군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규제 강화 

및 품질인증제와 같은 정책을 시행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한층 강화된 시행규칙이 계속적으로 나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3).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및 목재업계에서는 기

술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 필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폼알데히드 방산량이 

낮은 친환경 또는 bio-based 접착제 개발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친환경 또는 bio-based 접착제 제조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최근까지 원료의 수급이 안정적인 대

두와 같은 농작물, 산업 폐기물 및 부산물 등을 이용

하는 연구 방안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주로 진행되

고 있다. 예를 들면, 단백질(Kuo 등, 2001; Riebel 등, 

1997; Steele 등, 1998; Yang 등, 2006a; Yang 등, 

2006b; Yang 등, 2005), 탄수화물(Christiansen와 

Gillespie, 1986), 리그닌(Oh 등, 1994; Yang 등, 

2007; Olivares 등, 1995), 탄닌(Barbosa 등, 2000)과 

같은 재생가능자원을 이용하는 방안이 주로 연구되

었으나, 이를 이용하여 개발된 접착제는 석유화학계 

접착제와 비교하여 낮은 접착 강도와 내수성 그리고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리그닌, 탄닌과 같은 폐기물을 

이용한 접착제만이 원료 수급이 용이한 일부 나라에

서 상용화되어 있는 실정이다(Pizzi와 Scharfetter, 

1978). 한편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폼알데

히드 방산이 적은 친환경 또는 bio-based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제조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식품 및 농업 부산물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두부비지(Oh 등, 2008; Yang 등, 2009; Yang 등,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chicken feather (CF), which is a by-product in poultry in-

dustry, as a raw material of wood adhesives. For the purpose, adhesive resins were formulated with NaOH- and 

H2SO4-hydrolyzed CF as well as crosslinkers, and then the properties and water resistance of the adhesive resins 

against hot water were measured. CF was made of mainly keratin-type protein, and no or very low content of heavy

metals was detected. Hydrolysis rate of CF increased as NaOH concentration in hydrolysis solutions increased. 

However,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adhesive property of protein itself by the severe hydrolysis of CF and to 

seek its proper hydrolysis conditions, NaOH concentrations in hydrolysis solution determined to adjust to 5%, 7.5% 

and 10%. In the NaOH-hydrolyzed CF, H2SO4-hydrolyzed CF as a hardener and crosslinker were added to formulate 

CF-based adhesive resins. Solid content of the resins ranged from 28.3% to 44.8% depending on hydrolysis conditions 

and type of crosslinker. Viscosity of the resins at 25℃ was very high. However, when the temperature of the resins

was increased to 50℃, the viscosity decreased greatly and thus the resins could be applied as a sprayable resin. 

Retention rate measured to evaluate the water resistance of adhesive resins was the highest in the cured resin for-

mulated with 5% NaOH-hydrolyzed CF and 5% H2SO4-hydrolyzed CF of 10% based on the solid weight as a 

hardener. Retention rate depending on crosslinkers added into adhesive resins was the highest phenol-formaldehyde 

(PF) followed by melamine-urea-formaldehyde (MUF) and formalin. The retention rate of CF-based adhesives for-

mulated with 5% NaOH-hydrolyzed CF, PF and H2SO4-hydrolyzed CF of 10% and over did not differ statistically 

from that of commercial MUF resins. All of CF-based adhesives formulated with PF as a crosslinker and one with 5%

NaOH-hydrolyzed CF of 55%, 5% H2SO4-hydrolyzed CF of 15%, and MUF of 30% on the basis of solid weight could

be substituted for commercial urea-formaldehyde resins, From the results, CF can be used as a raw material of wood

adhesives if hydrolyzed in proper conditions. 

Keywords : chicken feather, wood adhesives, crosslinker, hardener, water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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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유채박(Yang 등, 2014; Yang 등, 2012a; Yang 

등, 2012b; Yang 등, 2011a; Yang 등, 2011b; Yang 

등, 2010a; Yang 등, 2010b), 커피부산물(Ahn, 2015; 

Yang 등, 2013) 등을 접착제 원료로 이용하거나 흡

착제로 첨가하여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러

나 두부비지는 다른 용도의 원료로서 중복되고, 바이

오디젤 부산물로 국내에서 대량으로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유채박은 바이오 수송연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채에 대한 국내 대량재

배가 급감함으로써 각각의 원료에 대한 대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목재접착제의 원료로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커피부산물의 경우, 대량 확보는 가능

하나 수거를 위한 추가비용의 발생으로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 국내에서 대량으로 원료 확보가 가능한 재생가

능자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성분이 단백질이며, 

국내에서 대부분 사료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닭털을 bio-based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국내 닭고기 공급량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약 

50만 톤의 닭고기가 유통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40

개소의 도계공장에서 약 886백만 수의 육계가 도살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Woo와 Kim, 2015). 한 수의 

도계 생산시 도계부산물로서 발생되는 닭털의 양은 

약 45 g 정도로 총생산량을 대비하여 매년 약 

30,000톤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현재 닭털은 랜더링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형도계업

체의 경우 고압증기, 건조 및 분쇄를 통하여 우모분

으로 가공되고 있으며, 이를 애완견용 사료 원료로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모분을 사

료로 사용할 경우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우모분은 85∼90%가 keratin계 단백질로

서 leucine, cysteine과 같은 아미노산은 풍부하나 

methionine, lysine, histidine 등은 부족하고 결과적으

로 아미노산의 균형이 좋지 않고 소화이용율도 낮아 

사료적 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와 Lee, 1998). 두 번째로 우모분을 이용하여 제조한 

일부 사료에서 닭털이 발견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

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료보다 고가의 수입산 사료

를 주로 구매함으로써 점차 국내 생산 사료의 수요

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닭털의 열

처리를 통한 우모분 생산에 한 마리당 1,300원의 비

용이 필요한데 이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과다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이 향후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Woo와 Kim, 2015). 이러한 우모분 생산을 위

한 에너지의 과다 사용은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

한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처리 방법이 되고 따

라서 우모분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모분과 같은 동

물성 사료 및 비료의 사용에 따른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

구 결과 및 관련 기사가 발표되며, 미국과 호주에서

는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이와 

같은 법적 제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향후 계속 시

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우모분과 

같은 동물성 사료 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시

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상기 사례를 토대로 국내

에서도 향후 우모분에 대한 사료용 원료로의 이용이 

법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계부산물인 닭털에 대한 목질계 판상재용 

접착제의 원료로서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를 통

하여 닭털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닭털은 충청북도 청주 내에 있는 육거리시장의 도

계장에서 수거하여 사용하였다. 수거된 닭털에서 오

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로 3∼4회 세척을 실시

한 후, 48시간 동안 자연건조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자연건조된 닭털 내에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하여 닭

털을 n-hexane에 1 : 50 (W/V)의 비율로 넣고 30분 

동안 교반하고 정치시켜 상층액에 존재하는 지방을 

제거하였다. 탈지된 닭털을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후, 50℃의 건조기(FO-450M, 제이오텍)에 넣

고 24시간 동안 인공건조를 실시하여 닭털의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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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7 ± 1%로 유지하였다. 함수율이 조절된 닭털을 

4,500 rpm으로 회전하는 분쇄기(MF 10 basic, IKA 

WERKE)에 넣고 분쇄를 하였으며, 표준체를 이용하

여 2.0 mm 이하 크기의 닭털을 준비하여 접착제 원

료로 사용하였다.

2.2. 화학적 조성 분석

닭털의 함수율은 A.O.A.C. (1990)에 의거하여 100 

± 5℃의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를 실시하여 측정하

였으며, 닭털에 포함된 회분 함량은 도가니에 1 g의 

시료를 넣고 회화로(최고온도: 600℃)에서 1시간 연

소한 후, 도가니의 무게를 측정하여 얻었다(AOAC, 

1990). 닭털에 함유된 회분의 정성분석은 국립산림

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KFRI, 

2013). 분쇄 및 선별된 닭털을 65%의 질산용액

(HNO3)으로 회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제거한 후, 

증류수로 희석하고 이 용액을 각 원소의 검출 파장

에 따라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emission 

spectrometer (Perkin-Elmer Optima 4300 DV)로 수

행하였다. 예를 들면, 구리의 함량은 324.8 nm의 파

장에 탐지되는 양을 조사하여 얻었다.

닭털 내에 함유된 지방 함량은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전건된 닭털을 n-hexane에 침지시킨 

후, 상층액의 지방을 분리하여 제거하였다. 지방이 

제거된 닭털을 증류수로 3 - 4회 세척 및 전건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지방 제거 전후의 무게 차이로 

지방 함량을 측정하였다. 조섬유 함량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명시된 조섬유 측정 방법에 의거

하여 약산성(1.25% 농도의 H2SO4 수용액)과 약알칼

리성(5% 농도의 NaOH 수용액) 용액에 닭털을 순차

적으로 넣고 95℃의 온도에서 60분간 침지시켜 단백

질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단백질이 제거된 시료의 무

게를 측정하고, 이 시료를 회화로에서 연소시켜 회분

함량을 제거한 후, 조섬유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닭털에 존재하는 단백질 함량은 킬달법(Kjedahl)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50 mesh의 표준체로 분

급한 닭털 분말 1 g을 Micro Kjeldahl flask에 넣고 

1.1 g의 K2SO4와 진한 황산 10 mℓ를 차례로 가한 

후, 약 2시간 동안 95℃에서 가열하고 증류수로 희

석하였다. 이렇게 희석된 액을 단백질/질소 자동분석

기(Kjeltec Auto 2400/8400 system, Foss Tecator AB, 

Sweden)를 이용하여 질소 함량을 측정한 후, 이 질소 

함량 값에 6.25를 곱하여 단백질 함량을 구하였다.

2.3. 닭털의 가수분해

접착제의 원료로 닭털을 사용하기 위하여 가수분

해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닭털의 적정 가수분해 조건

을 조사하기 위하여 건조된 닭털 시료 1 g을 1%, 

3%, 5%, 7%, 9%, 11% 농도의 NaOH 수용액(100 mℓ)

에 넣고 95℃에서 180분 동안 가수분해를 실시하였

다. 가수분해가 완료된 용액에 대하여 부후너 깔대기

를 이용하여 여과를 실시한 후, 여과지를 통과하지 

않은 시료의 무게 측정을 통하여 가수분해율을 측정

하였다. 

2.4. 접착제 제조

닭털의 가수분해율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접착

제 제조를 위한 가수분해 조건으로 5%, 7.5%, 10% 

농도의 NaOH 수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이 가수분해

물의 고형분 함량(이하 CF-AK)을 38 ± 1% 기준으

로 준비하였다.

닭털의 가수분해에 고농도의 NaOH 수용액이 사

용된 관계로 pH가 매우 높아 경화제를 첨가하여 접

착제를 조제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띠라서 경화제로 닭털을 5% 농도의 H2SO4 수용액으

로 가수분해한 반응물(이하 CF-AC-5%)을 이용하여 

접착제를 제조하였다. 

가교제로 formalin (이하 HCHO), melamine-urea-

formaldehyde prepolymer (이하 MUF), phenol-form-

aldehyde prepolymer (이하 PF)를 사용하였는데, 

HCHO는 화학실험용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

며, MUF는 melamine/urea/formaldehyde의 몰비를 

0.2/1.0/2.0로 그리고 PF는 formaldehyde/phenol 몰비

를 2.0/1.0로 조절하여 제조하였다. 먼저 MUF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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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위하여 400 g의 formalin (37% formaldehyde)

를 반응기에 넣고 50% 농도의 NaOH 용액으로 pH

를 9.5로 조절하였다. 다음으로 129 g의 paraf-

ormaldehyde를 반응기에 넣고 교반한 후, 95 g의 

melamine과 280 g의 urea를 그 반응기에 넣고 핫플

레이트 위에서 교반을 실시하였다. 그 혼합물의 온도

가 70℃가 될 때까지 반응시킨 후, 그 온도에서 30

분간 추가적으로 반응시켰다. 다음으로 50% 농도의 

formic acid를 이용하여 혼합액의 pH를 6.2로 조절한 

후, 다시 30분간 반응시켰다. 마지막으로 50% 농도

의 NaOH로 pH를 8.0으로 조절한 후, 25℃로 냉각시

키는 것으로 MUF의 조제를 완료하였다. 이렇게 조

제된 MUF는 25 m･Pa･s의 점도와 약 60%의 고형분 

함량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PF는 반응기에 

phenol, formalin, 50% 농도의 NaOH 용액을 넣고 7

5℃에서 90분간 교반하면서 1차 반응을 완료한 후, 

50% 농도의 NaOH 용액을 다시 넣고 95℃에서 60

분간 추가로 교반하여 제조하였다. 이 PF의 form-

aldehyde/phenol/NaOH 몰비는 2.0/1.0/0.1이었으며, 

약 50 m･Pa･s의 점도와 50%의 고형분 함량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제된 접착제는 주원료인 

CF-AK, 경화제인 CF-AC 그리고 가교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형분 함량을 기준으로 70%의 CF-AK 또

는/그리고 CF-AC, 30%의 가교제로 구성되어 있다. 

접착제 조제를 위한 각 구성물의 혼합 공정을 보면, 

CF-AK에 CF-AC를 넣고 70 ± 5℃에서 5분간 충분

히 교반한 후, 가교제를 넣고 그 온도를 유지시킨 상

태에서 추가적으로 5분간 반응시켜 목질계 판상재 

제조용 접착제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닭털 접착제의 접착 특성을 비교하

기 위하여 대조구로 요소 수지(이하 C-UF)와 멜라민

-강화 요소수지(이하 C-MUF)를 각각 (주)선창보드와 

(주)한국종합목재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2.5. 가수분해물 및 접착제의 물성 측정

닭털의 가수분해 조건 및 접착제 제조조건에 따른 

물성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CF-AK, CF-AC 또는/

그리고 가교제를 이용하여 조제된 접착제의 고형분 

함량, 점도, pH를 각각 조사하였다. 먼저 가수분해물

과 접착제의 고형분 함량은 ASTM에 명시된 pan 

solids technique 방법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ASTM, 1993). 점도의 경우, 상온에서 Brookfield사

의 Digital Viscometer (DV-II, Middleboro, USA)를 

이용하여 spindle number를 21로 그리고 10 rpm의 

속도로 회전하며 측정하였는데, 조제된 접착제가 상

온에서 고점도인 관계로 50℃의 온도에서 상온에서 

측정한 점도 측정 조건과 등일하게 점도를 측정하였

다. pH는 Fisher Scientific사의 ACCUMETⓇ Model 

1600 pH meter로 측정하였다.

2.6. 열수 불용해율

제조된 접착제의 물성－특히 내수성－을 비교하

기 위하여 접착제별 열수 불용해율을 측정하였다. 먼

저 100 ± 5℃의 오븐에서 12시간 이상 경화된 접착

제를 가정용 믹서기로 분쇄한 후, 20 mesh 표준체로 

크기를 선별하였다. 경화 및 선별된 접착제 1 g을 삼

각플라스크에 넣고 100 mℓ 증류수와 함께 95℃의 

열수에서 60분간 교반을 실시하였다. 열수처리가 완

료된 플라스크 내의 액을 filter paper (No. 2)로 여과

시킨 후, 여과지를 100 ± 5℃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고 여과지에 남은 접착제의 중량을 이용하여 

아래 식으로 열수 불용해율을 얻었다.

  




× 

2.7. 실험설계 및 통계학적 분석

접착제 제조에 있어 사용된 인자인 가수분해에 사

용된 NaOH 농도(5%, 7.5%, 10%), 가교제의 종류

(HCHO, MUF, PF), 경화제의 고형분 함량 기준 첨

가량(CF-AK/CF-AC = 65/5, 60/10, 55/15)이 경화 접

착제의 열수 불용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원

변령분석(3 × 3 × 3)을 이용하여 통계학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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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상기 분석 결과가 p < 0.05 범위에 있을 경

우, Fisher’s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t: 최소유

의차) 검정을 이용한 Student t-test를 통하여 각 평균

값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학적 조성

Table 1은 닭털(이하 CF)의 화학적 조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먼저 CF의 함수율은 지방/오일을 제거한 

후, 일정 시간을 오븐에서 건조한 것으로 7.6%의 수

분을 함유하고 있었다. CF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조

성분은 예상한대로 단백질이었으며, 다음으로 지방/

오일 순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조섬유와 회분도 소량 

함유하고 있었다. 이 측정치를 타 연구와 비교한 결

과 단백질과 회분 함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지방/오일은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Lee, 

1997; Kim 등, 1998). 이와 같이 닭털의 높은 지방/

오일 함량은 본 연구에서 지방/오일을 제거하기 위하

여 사용된 용매인 n-hexane의 높은 지방/오일 용해력

과 CF에 함유된 지방/오일이 닭털 접착제의 접착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용매 추

출 시간을 연장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3.2. 회분의 정성분석

CF에 함유된 회분의 정성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CF에는 칼슘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인,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구리, 철, 아연 순으

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금속인 

크롬과 니켈을 소량 함유하고 있었으나, 수은, 비소, 

카드뮴, 납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CF에 함유된 중금속의 양은 매우 적거나 검출되지 

않아 접착제 원료로 이용할 경우 인체 및 환경 유해

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3.3. 닭털의 가수분해율

Fig. 1은 닭털의 가수분해를 위하여 사용된 가수분

해액의 NaOH 농도에 대한 CF의 가수분해율을 나타

낸 것으로, CF의 알칼리 가수분해 조건이 CF의 분자

량 및 알칼리 가수분해물로 조제한 접착제의 접착능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CF의 가수분해율은 1%와 3%의 NaOH 농도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5%의 NaOH 농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는 NaOH 농도의 증가와 함께 CF의 분자량이 감소

됨에 따라 가수분해액에서 여과지를 통과할 수 있는 

적은 분자량의 가수분해물들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

Moisture Ash Protein Crude fiber Fat/oil

Chicken feather 7.6 1.3 81.1 2.2 9.7

Chicken feather1 - 0.9 86.7 - 2.9

Chicken feather2 9.0 0.5 83.3 - 6.6

1 Lee (1997); 2 Kim 등. (1998).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chicken feather

Type Ca K Mg Na Cu Zn Cr

Content (mg/kg) 4,458 811 682 568 421 214 10

Type Fe Ni P Hg As Cd Pb

Content (mg/kg) 243 5 2,073 ND ND ND ND

* ND means that the component was not detected.

Table 2. Qualitative analysis of ashes contained in chicken f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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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 생각한다. 그러나 9% 이상의 NaOH 농도에서 

다시 가수분해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9% 이상의 

가수분해 농도에서 전체적으로 CF 가수분해물의 분

자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 가수분해물이 여과

지 표면의 홀을 막으면서 여과지를 통과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라 추정된다. Lambuth (1989)는 단백질

계 접착제에서 원료에 대한 가혹한 조건에서의 가수

분해는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접착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Lambuth,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CF의 

접착제 원료화를 위한 가수분해액의 NaOH 농도를 

5%, 7.5%, 10%로 정하였으며, 이 가수분해물에 다

양한 종류의 가교제와 경화제를 사용하여 접착제를 

조제하고 이에 대한 물성과 열수 불용해율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였다.

3.4. 닭털 가수분해물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접착제의 물성

CF의 NaOH 및 H2SO4 가수분해물(이하 CF-AK & 

CF-AC)의 물성은 Table 3과 같다. CF-AK의 고형분 

함량을 38 ± 1%로 유지한 상태에서 점도를 측정한 

결과, 5%의 NaOH 농도 조건에서 3,500 m･Pa･s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7.5% 및 10% NaOH 농도의 가

수분해제를 이용하여 준비된 CF-AK의 점도는 급격

히 감소하였으며, 두 농도 조건에서 점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7% 이상 NaOH 농

도에서 cysteine을 포함한 닭털 단백질 내의 아미노

산이 본격적으로 가수분해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CF-AC의 점도는 4,500 m･Pa･s로 매우 높았는데, 일

반적으로 단백질의 산 가수분해는 알칼리에 의한 무

작위 peptide 결합의 절단보다 말단기 아미노산의 분

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과적으

로 분자량이 높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단량체의 함량

이 증가함으로서 점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CF-AK와 CF-AC의 pH 측정 결과를 보면, CF의 가

수분해에 사용된 가수분해제에 따라 상이한 pH를 나

타냈으며, 높은 알칼리 및 산 조건에서 가수분해를 

실시한 관계로 매우 높거나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Table 4는 CF-AK와 경화제로 사용된 CF-AC 그

리고 각 가교제로 제조한 접착제의 물성을 나타낸 

것이다. 제조된 접착제의 물성을 보면, 접착제에서 

전체 고형분 함량을 기준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는 

CF-AK의 물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교제별로 접착제의 물성을 비교한 결과, 

HCHO를 사용하여 조제한 접착제는 HCHO가 액체

이고 낮은 pH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고형분 함량이 

가장 낮았으며, pH는 감소하였다. MUF와 PF를 가교

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접착제는 가교제 자체의 높은 

고형분 함량으로 인하여 고형분 함량은 증가하였으

며, pH는 MUF와 PF의 pH가 8.5∼10인 관계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조된 접

착제는 상온에서 4,000 m･Pa･s 이상의 높은 점도를 

Hydrolysis condition 5% NaOH 7.5% NaOH 10% NaOH 5% H2SO4

Solid content (%) 38.5 38.7 37.4 19.3

Viscosity at 25℃ (m･Pa･s) 3,500 850 650 4,500

pH 12.9 13.4 13.9 1.5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chicken feather hydrolyzates

Fig. 1. Hydrolysis rate of chicken feather in NaO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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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점도를 낮추기 위하여 접착제의 온도를 

50℃까지 올렸다. 이 온도에서 측정한 점도는 가수

분해물 및 가교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300∼600 m･

Pa･s로 측정되어 낮은 점도를 요구하는 분사형 접착

제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경화 접착제의 열수 불용해율

3.5.1. 닭털의 가수분해에 사용된 알칼리 농도 

및 가교제의 영향 

열수 불용해율의 측정은 조제된 접착제의 접착능

과 내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Fig. 2는 

CF-AK, CF-AC 그리고 가교제로 HCHO, MUF, PF

로 조제한 접착제의 열수 처리 후에 여과지에 남은 

접착제의 양을 측정한 결과이다. 먼저 CF의 가수분

해에 사용된 NaOH 농도에 따른 열수 불용해율을 비

교한 결과, NaOH 농도를 5%에서 7.5% 및 10%로 

증가시켰을 때 열수 불용해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높

은 알칼리 농도에서 반응시킨 CF 가수분해물을 이용

하여 조제한 접착제의 내수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이는 과도한 가수분해로 CF의 분자량이 

크게 감소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가교제별 닭털 접착제의 열수 불용해율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가교제로 HCHO와 MUF의 첨가는 열

수 불용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2). 그러나 

Adhesive resins Solid content

(%)
pH

Viscosity at 50℃

(m･Pa･s)CF1 Crosslinker

5%

No addition 38.5 12.9 400

HCHO2 28.3 9.1 300

MUF 42.4 10.9 550

PF 41.4 10.9 600

7.5%

No addition 38.7 13.4 350

HCHO 29.2 10.0 300

MUF 43.8 11.3 350

PF 42.8 11.0 350

10%

No addition 37.4 13.9 400

HCHO 30.9 10.8 300

MUF 44.8 11.7 300

PF 43.7 11.2 300

1 It means the concentration of alkali for the hydrolysis of chicken feather. 
2 Formalin solution (37% formaldehyde).

The adhesive resins were formulated with 65% NaOH-hydrolyzed chicken feather, 5% H2SO4-hydrolyzed chicken feather and 30% crosslinker 

on the basis of solid weight.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adhesive resins formulated with chicken feather hydrolyzates and crosslinkers

Fig. 2. Retention rate of the adhesive resins, which 

were formulated with NaOH-hydrolyzed, 5% 

H2SO4-hydrolyzed chicken feather and crosslinkers, 

existed on the filter paper after hot-water treatment. 

Different capital letters over column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a p value of 0.05 (least sig-

nificance differe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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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로 조제한 접착제에서 열수 불용해율은 크게 증가

하였는데, 이는 PF 자체의 우수한 내수성 및 PF와 

CF 가수분해물 간의 가교결합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

정된다(Yang 등, 2017).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닭털 

접착제의 내수성은 가교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

며, PF를 사용할 경우 가장 우수한 내수성을 가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2. 경화제의 영향

CF-AK의 높은 pH로 인하여 경화제를 첨가하여 

접착제를 조제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따라서 경화제로 닭털을 5% 농도의 H2SO4 수용

액으로 가수분해한 반응물을 이용하여 접착제를 제

조하였다. 이 경화제를 고형분 함량 기준으로 5%, 

10%, 15%를 첨가하여 접착제를 조제하였고, 이렇게 

조제된 접착제를 경화시킨 후, 이에 대한 열수 불용

해율을 측정하였다(Fig. 3). 먼저 CF-AK-5%로 조제

한 접착제에서는 경화제로서 CF-AC-5%의 첨가량을 

10%까지 증가시킴에 따라 내수성이 계속 증가하였

으나, 10%의 첨가량과 15%의 첨가량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CF-AK-7.5%와 CF-AK-10%로 조제한 

접착제에서는 경화제의 첨가량이 10%까지 경화제를 

첨가하지 않고 조제한 접착제의 내수성과 차이가 없

었으나, 15% 첨가량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값은 CF-AK-5%에 고형분 함량 기준으로 

5%의 CF-AC-5%를 첨가하여 조제한 접착제의 내수

성보다 낮았다. 따라서 CF-AK를 이용한 접착제 조

제시 CF-AK-5%에 CF-AC-5%를 경화제로 첨가하는 

것이 최적의 접착제 조제 조건이라 생각한다.

3.5.3. 가교제와 경화제의 상호영향

Fig. 4는 닭털 접착제의 열수 불용해율에 대한 가

교제의 종류 및 경화제 양의 상호영향을 나타낸 것

이다. 먼저 CF-AK-5%에 HCHO를 가교제로 사용한 

접착제에서 경화제로 사용된 CF-AC-5%의 양을 

10%로 조절하여 첨가했을 경우 열수 불용해율이 증

가하였으며, 그 이상의 첨가량에서도 계속 증가하였

다. 반면 CF-AK-7.5%와 HCHO로 조제한 접착제에

서 CF-AC-5%의 양을 5% 첨가함에 따라 열수 불용

해율이 증가하였으나, 10%의 첨가량에서는 다시 감

소하였으며 15%의 첨가량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

편, 대조구로 사용된 C-UF의 열수 불용해율과 비교

한 결과, 55%의 CF-AK-5%, 15%의 CF-AC-5%, 

30%의 HCHO로 제조한 접착제를 제외하고 모든 조

건에서 통계학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HCHO를 

가교제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한다.

다음으로 MUF를 가교제로 조제한 접착제의 경우, 

CF-AK-5%에 경화제로 CF-AC-5%의 사용은 열수 

불용해율을 향상시켰으며, 그 첨가량의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하였다(Fig. 4). 그러나 CF-AK-7.5%에 경

화제로 CF-AC-5%의 사용은 열수 불용해율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10% 이상의 첨가량에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닭털의 가수분해물과 

MUF 간의 가교결합 정도가 낮거나 MUF 자체의 낮

은 내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UF

의 열수 불용해율과의 비교에서 HCHO를 가교제로 

사용한 접착제와 유사하게 55%의 CF-AK-5%, 15%

의 CF-AC-5%, 30%의 MUF로 제조한 접착제를 제

외하고 모든 조건에서 통계학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나 MUF를 가교제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향후 

MUF 제조에 있어 melamine 또는 formaldehyde 양을 

Fig. 3. Retention rate of the adhesive resins, which 

were formulated with NaOH- and H2SO4-hydrolyzed 

chicken feather, existed on the filter paper after 

hot-water treatment. Different capital letters over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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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PF를 가교제로 사용한 접착제에서는 

CF-AK-5%와 CF-AK-7.5%에 상관없이 경화제의 첨

가량 증가와 함께 열수 불용해율은 계속 증가하였다

(Fig. 4). 이는 PF가 CF 가수분해물과 많은 가교결합

이 이루어졌거나 PF의 높은 내수성에서 기인한 결과

라 생각한다. 이렇게 PF와 조제한 접착제를 현재 섬

유판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C-UF와 C-MUF의 열수 

불용해율과 비교하였을 때, CF-AK-5%로 제조한 접

착제에서는 경화제 첨가량과 상관없이 모든 조건에

서 C-UF의 열수 불용해율보다 크게 높았으며, 10% 

이상의 경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접착제에서는 

C-MUF의 열수 불용해율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CF-AK-7.5%에서도 

경화제의 첨가와 함께 C-UF의 열수 불용해율을 상

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 값들은 C-MUF의 

열수 불용해율보다 낮았다. 

상기 결과를 종합하면, CF-AK-5%에 가교제로 PF 

그리고 10% 이상의 CF-AC-5%를 경화제로 첨가하여 

조제한 접착제는 MUF의 대체접착제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교제로 PF를 사용한 모든 접

착제와 고형분 함량을 기준으로 55%의 CF-AK-5%, 

15%의 CF-AC-5% 및 30%의 MUF로 제조한 접착제

는 C-UF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C-UF의 대체 접착제로서 CF-AK-5%와 PF로 제조한 

접착제에서 제조비용이 높은 가교제인 PF의 첨가량

을 30% 이하로 줄이는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도계부산물인 닭털에 대한 목질계 판상

재용 접착제의 원료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

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닭털을 알칼리 및 산 수

용액에 가수분해한 후, 이 가수분해물에 가교제로 

HCHO, MUF, PF를 반응시켜 접착제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접착제를 완전경화시킨 후, 이에 대한 

열수처리를 통하여 각 접착제별 열수 불용해율을 측

정하였다. 열수 불용해율은 닭털 접착제의 내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최적의 

접착제 제조조건을 얻었다. 

닭털은 케라틴계 단백질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

으며, 지방/오일, 조섬유, 회분도 함유하고 있었다. 

회분의 정성분석 결과, 칼슘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중금속인 크롬과 니켈을 소량 함유하고 있었으나, 수

Fig. 4. Interactive effect of crosslinker and hardener 

on the retention rate of the chicken feather-based 

adhesive resins which were formulated with formalin 

(top), melamine-urea-formaldehyde prepolymer (middle)

and phenol-formaldehyde prepolymer (bottom) as a 

crosslinker. C-UF and C-MUF mean commercial urea- 

and melamine-urea-formaldehyde resins. Different capi-

tal letters over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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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소, 카드뮴, 납 등은 검출되지 않아 접착제 원

료로 이용할 경우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닭털의 NaOH에 대한 가수분해율

을 측정한 결과, 가수분해 수용액에 사용된 NaOH의 

농도가 7%까지 증가하다가 9% 이상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닭털의 가수분해

를 위한 수용액 내의 NaOH 농도를 5%, 7.5%, 10%

로 결정하였으며, 이 가수분해물을 주원료로 가교제

와 경화제를 첨가하여 접착제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접착제의 고형분 함량은 가수분해 조건 및 가교제의 

종류에 따라 28.3 - 44.8% 범위에 있었으나, 상온에

서 전반적으로 점도가 높아 50℃에서 점도를 측정하

였다. 그 결과 가수분해물 및 가교제의 종류와 상관

없이 300∼600 m･Pa･s로 측정되어 낮은 점도를 요

구하는 분사형 접착제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경화된 접착제의 내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된 열수 불용해율 결과를 보면, 

CF-AK-5%와 PF로 제조한 접착제에서 가장 높았으

며. 경화제인 CF-AC-5%의 첨가량이 고형분 함량 기

준 10% 이상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닭털 

접착제의 열수 불용해율을 섬유판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C-UF와 C-MUF와 비교한 결과, 가교제로 PF를 

그리고 10% 이상의 CF-AC-5%를 경화제로 첨가하

여 조제한 접착제는 C-MUF의 열수 불용해율과 통계

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가교제로 PF를 사용한 모

든 접착제와 고형분 함량을 기준으로 55%의 

CF-AK-5%, 15%의 CF-AC-5% 그리고 가교제로 30%

의 MUF와 함께 제조한 접착제는 C-UF 접착제를 대

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조건에서 가수분해한 닭털은 목질계 판상재

용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적용하여 제조한 섬유판의 물성 및 폼알데히드 

방산량에 대한 측정결과를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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