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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최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합성 고분자의 사용 제한 및 대체 고분자의 개발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천연 고분자인 키틴을 이용하여 키틴 섬유를 제조, 키틴 섬유로 이루

어진 다공성 멤브레인으로 제작하여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키틴은 셀룰로

오스와 함께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천연 고분자로 대표적으로 해양갑각

류의 외골격을 구성하는 중추척 구조체이며 다양한 장점-생체 적합성, 무독성, 지

속 가능성, 기계적 안정성, 항균성 등이 있지만 현재 국내의 연구 실적은 전세계

의 연구 추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를 활발히 하여 국내의 키틴 원료 생산적 측면의 유리함과 키틴의 효용가치를 재

조명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분자 섬유를 제조하는

전기 방사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많은 양의 전력 필요, 용매의 극성 요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심 제트 방사(Centrifugal Jet 

Spinning, CJS) 공정을 통해 키틴 섬유를 제조한다. 이를 통해 좁게는 키틴 분야, 

넓게는 천연 고분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

키틴 섬유의 기계적 특성 및 형상 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응용 방안에 키틴 섬

유의 장점, 특성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그에 따른 기능성과 안정성을 검증, 가능

성을 제시하고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

핵 심 낱 말 : 키틴, 키틴 섬유, 멤브레인, 원심 제트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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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키틴

키틴(chitin)은 셀룰로스(cellulose)와 함께 지구상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구조용

생체고분자이다. 키틴 나노섬유는 해양갑각류 및 곤충을 포함한 절지동물의 외골격을 구성하는

중추적 구조체이며 매우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낸다. 소재적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매력적인 기계적 물성과 더불어 원료자체의 풍부함 및 재생성으로 인해 최근 키틴의 효용가치가

전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1.2 재생 섬유

오래 전부터, 천연 고분자로부터의 섬유는 광범위한 구조 및 기능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쓰일 수 있는 필수 재료이다. 예를 들어, 셀룰로오스와 실크는 섬유 산업뿐만 아니라

생명-의학 용도 섬유의 핵심 성분이었다. 이러한 생체 천연 고분자는 자연적으로 사용 가능한

섬유 상태로 존재하지만 합성 재생 섬유 및 섬유 제조 기술은 성공적인 상업화를 이끌어냈으며

과학적 관심 또한 상당하다. 현재는 셀룰로오스와 실크 방사섬유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간단한 섬유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천연 고분자로부터 재생 섬유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생 섬유는 다양한 공학적 활용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이다.

1.3 원심 제트 방사 (Centrifugal Jet Spinn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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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고분자로부터의 섬유 제조 공정으로써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은 전기

방사법(Electrospinning)이다. 하지만 전기 방사법은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고분자 용액의

용매가 극성을 띄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 전기 방사법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분자 섬유 방사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원심 제트 방사 (Centrifugal Jet Spinning, CJS)는 전기 방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원심력에 의한 고분자 용액의 토출로 고분자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는 크게 고분자

용액이 담기는 리저버(reservoir), 리저버로부터 고분자 용액이 토출되는 노즐(nozzle), 고분자

섬유가 모여 수집되어지는 컬렉터(collector)로 이루어져 있다. 원심 제트 방사는 기존의 전기

방사와는 다르게 용액의 점성과 용매의 휘발성에 생산성이 의존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용액의

점성과 용매의 휘발성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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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조사

2.1 키틴

2.1.1 키틴의 재료적 특성

키틴은 셀룰로오스와 함께 자연으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천연고분자로써 새우, 게, 

나비, 파리 등 갑각류 및 곤충과 같은 많은 생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갑각류 및 곤충 등 많은

생물에서 키틴은 외골격을 구성하는 중추적 구조체로써 다양한 장점(생체 적합성, 무독성, 지속

가능성, 항균성 등)이 있다. 외골격을 구성하는 구조체인만큼 우수한 기계적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키틴의 재료적 특성-기계적 및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적용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1]

2.1.2 키틴의 구조

키틴은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사슬 형태로 길게 결합한 다당류(polysaccharide)이다.

이 구조는 베타-1,4 구조가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셀룰로오스 형성 구조와 유사함).[2] 이러한

화학적 결합은 키틴 고분자 사이의 공유 결합을 증가시켜 키틴의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킨다.[3]

자연에 존재하는 키틴은 알파-, 베타-, 감마-상으로 존재한다.[4] 감마-상은 드물게 존재하는 반면

알파-, 베타-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두 구조의 차이는 알파- 상은 분자간의 결합이

역평형(anti parallel) 구조를 이루고 있고 베타-상은 분자간의 결합이 평형(parallel)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알파-상은 분자내에도 수소 결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분자간에도

존재하고 베타-상은 분자 내에만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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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키틴 화학식 구조

그림 2-2. (a) α-키틴 분자구조, (b) β-키틴 분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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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 방사(Electrospinning)

2.2.1 전기 방사의 원리

일반적으로 고분자 섬유를 방사(생산) 방법으로써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전기 방사

공정(electrospinnig)이다. 전기방사는 섬유가 방사되는 노즐과 콜렉터(cellector) 사이에 고전압의

전기장을 가해주어 방사하고자 하는 고분자 방사원액이 노즐로부터 토출되는 순간부터 콜렉터에

도달하기까지 연신과 동시에 용매의 휘발을 통해 고분자 나노 섬유를 형성시키는 공정이다(그림

2-3.).[6]

그림 2-3. 전기방사의 원리

이러한 전기방사는 고분자 섬유를 방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고분자 섬유의

생산성이 용매의 극성에 의존-용매가 극성을 띄어야 하고 고전압의 전기장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고분자 섬유 방사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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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심 제트 방사 공정(Centrifugal Jet Spinning, 이하

CJS)

2.3.1 원심 제트 방사 공정의 구성과 원리

앞서 말했듯이 고분자 섬유를 생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기방사이지만 이러한

전기방사의 경우 고전압의 전기장이 필요하고 전기장에 의해 전하를 띌 수 있을 만큼 극성이

좋은 용매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으며 섬유 수율 또한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상기에 서술한 전기방사에의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전기방사를

이용한 것은 전기방사를 대체할 다른 섬유 방사 공정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없애면서 더 간단한 공정 방법의 고분자 섬유 생산 방법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하나인 CJS 는 용매의 극성에 생산성이 의존하지 않으며 원심력에 의해서 생산성이

의존하는 공정 방법이다. 또한 고전압의 전기장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방사에 비해 더 간단한

공정 방법으로써 주목받고 있다.[7]

기본적으로 원심 제트 방사 공정의 구성은 1) 고분자 용액을 담는 회전체인 reservoir, 2) 

reservoir 를 회전시킬 수 있는 모터(motor), 3) reservoir 로부터 방사된 고분자 섬유를 수집할 수

있는 콜렉터(collector)이다. 고분자 용액은 reservoir 에 담겨있다가 회전체가 회전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 reservoir 의 양쪽 끝에 달려있는 노즐(nozzle)을 통해 방사되어지고 용매의 휘발에

의해 섬유화가 진행되어진다. 섬유화가 끝난 고분자 섬유들은 reservoir 주변에 있는 콜렉터에

의해 수집되어진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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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원심 제트 방사의 기본적인 구성

그림 2-5. 원심 제트 방사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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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제트 방사 공정이 전기방사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은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심 제트 방사 공정의 생산성은 전기방사에 비해 약 500 배 이상 크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공정 변수에 의해 고분자 섬유의 형상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원심 제트 방사

공정은 고분자 용액의 점도에 의해 생산성의 한계를 갖게 되는데 이는 고분자 용액의 점도가

너무 낮게 되면 고분자 섬유로의 형성이 힘들어지고 droplet(bead)의 형태로 고분자 용액이

산발적으로 튀기 때문이다(그림 2-6.).[9] 따라서 원심 제트 방사 공정을 통해 고분자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분자 용액의 일정 정도의 점도가 요구된다. 일정하고 연속된 섬유의 형성은

토출되는 방사 고분자 용액의 점도가 표면 장력보다 클 때 가능하다. 만약 표면 장력이 고분자

용액의 점도보다 더 크다면 Rayleigh-Plateau 불안정성에 기인하여 droplet(bead) 형태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진다. 이러한 점도와 원심 제트 방사 공정의 상관 관계는 Reynolds 

number(레이놀즈 수)에 대한 Weber number(웨버 수)의 비율로 나타내어지는 Capillary 

number(모세관 수)로 정의될 수 있다(표 2-1.).[8]

�� = ���/�

�� = ����/�

�� = ��/�� = ��/�

여기서 ρ 는 고분자 용액의 밀도, U 는 고분자 용액 제트의 방사될 때 토출 속도, D 는

노즐의 직경, γ 는 고분자 용액의 표면 장력, η 는 고분자 용액의 점도이다. 고분자 용액 제트의

토출 속도 U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계산 될 수 있다.

U = (�� + ����)�/�

V=∆ℎ(�/2)�/���

여기서 R 은 reservoir 의 반지름, ω는 회전 속도(rad∙ω-1), Δh 는 reservoir 안의 용액

높이의 변화, t 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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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Rayleigh-Plateau 불안정성이 고분자 섬유에 미치는 영향

표 3-1. 점도에 따른 Ca 와 방사 섬유의 형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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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은 농도에 따른 고분자 용액의 점도를 나타낸 표이다. Capillary number 가

증가할수록 droplet(bead)의 형태가 줄어들고 연속적인 섬유의 형태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Capillary number 는 고분자 용액의 농도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4 Rayleigh-Plateau 불안정성

Rayleigh-Plateau 불안정성이란, 라플라스 압력(Laplace pressure, Δp)에 의한 현상으로

계면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유체사이의 압력차이 때문에 유체의 계면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압력차로 인해 유체의 내부와 외부는 각기 서로 다른 압력에 따른 곡률반경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그림 2-7.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10] 특히 이러한 현상은

모세관에서는 모세관에 유체의 흡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 곡률 반경이 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 부피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유체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11, 12]

∆p = γ(
�

��
+

�

����
) = �(�� + ����)

γ = 표면 장력

rg= 내부 곡률 반경

rexp = 외부 곡률 반경

위 식에서 볼 수 있듯이 라플라스 압력은 유체의 표면 장력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체를 이루는 분자들의 표면적이 넓다면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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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표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다. 그에 따라 표면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둥그런 구의

형상을 가지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로 인해 불안정성이 확인될 수 있다.

그림 2-7. Rayleigh-Plateau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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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CJS 장비 제작

CJS 장비의 제작은 총 3 번(1 세대, 2 세대, 2 세대 개선형)에 걸쳐 제작되었는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전 세대의 단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되었다.

3.1.1 1 세대 CJS 장비

기본적으로 1 세대 CJS 장비는 스핀코터를 개조한 것으로 키틴 용액의 지속적인 주입은

가능하지 않았지만 연속적인 Chitin fiber(이하 Chiber) 생산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스핀코터의 모터축에 따로 제작한 Teflon 으로 깎은 reservoir 를 장착했으며 이의 용량은 약 5 ml 

정도이다. 하지만 용액의 지속적인 주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과 한 번에 방사할 수 있는 양이

적고 회전 속도(rpm)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그림 3-1. 스핀코터를 개조한 1 세대 CJS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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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2 세대 CJS 장비

2 세대 CJS 장비는 1 세대 CJS 장비의 문제점이었던 불가능한 고분자 용액의 지속적인

주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장비이다. 모터의 회전 속도(rpm)도 10000 rpm 까지 늘어나고

reservoir 의 용량도 약 16 ml 로 늘어났다. 용액의 지속적인 주입 또한 가능하지만 2 세대 CJS 

장비의 경우 고분자 용액이 주입되는 duct 와 reservoir 로 이어지는 rotor 축 사이의 O-ring 이

마모되어 키틴 용액이 누수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2 세대 CJS 장비는 외부의 syringe 

펌프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이 장비의 니들에 전달됨에 따라 온전히 원심력에 의한 방사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2 세대 개선형으로 다시 제작하게 되었다.

그림 3-2. 2 세대 CJS 장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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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

앞선 2 세대 CJS 장비의 문제점인 마모되는 O-ring 을 제거시키기 위해 용액 공급용

duct 가 바로 reservoir 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이로써 키틴 용액이 누수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부의 syringe 펌프의 압력이 방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2 세대 CJS 장비와는 다르게 T 자 형상의 duct 가 reservoir 에 키틴 용액을 공급함으로써

Chiber 형상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림 3-3.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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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키틴 용액 제조

    키틴 섬유를 원심 제트 방사 공정으로부터 제조하기 위해선 단일 키틴 용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키틴 용액을 다양한 농도별(0.4% w/v, 0.6% w/v, 0.8% w/v)로 준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베타-키틴을 사용하였다. 이는 알파-키틴보다 분자간 수소 결합의 치밀함이 낮기

때문에 용액화하기에 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용매로는 HFIP (hexafluoroisopropanol)를

사용하였다. 농도별의 단일 키틴 용액은 약 10 일의 교반 기간을 거친 후 사용되었다(그림 3-1, 

그림 3-2.).

그림 3-1. HFIP 와 HFIP/Chitin 용액

그림 3-2. 균일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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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hiber 의 생산

각 세대별 CJS 장비를 통해 Chiber 를 생산하였는데 1 세대와 2 세대 CJS 장비를 통해

생산하는 공정변수가 다르다. 그 이유는 1 세대는 스핀코터를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스핀코터의

최대 rpm 인 5000rpm 이 최대였지만 2 세대로 새로 CJS 장비를 만들면서 최대 rpm 이 10000 

rpm 까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비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고분자 용액의 지속적인 주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1 세대의 공정변수로는 i) reservoir 의 회전속도, ii) 고분자 용액이

방사되는 노즐(nozzle)의 직경, iii) 키틴 용액의 농도가 있다. 니들의 직경은 각각 30 G, 32 G 를

사용했으며 reservoir 의 회전속도는 각각 3000 rpm, 4000 rpm, 5000 rpm 이었다. 그리고 1 세대

CJS 장비에서는 한 번의 방사에 용액 4 ml 만을 주입하였는데 이는 reservoir 의 용량 제한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2 세대 및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에서는 모터의 회전속도가 10000 rpm 까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정 변수에 변화가 있었다. 회전 속도는 6000 rpm, 8000 rpm, 10000 rpm 

까지 사용었다. 니들의 직경 또한 32 G 보다 더 작은 34 G 가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6000 rpm 

보다 낮은 회전 속도에서는 34 G 니들의 직경을 빠져나올만한 충분한 원심력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6000 rpm 부터는 34 G 니들의 직경을 빠져나올만한 충분한 원심력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작은 직경의 니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얇은 직경의 Chiber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3.4 Chiber 멤브레인(membrane)의 제작

하나의 Chiber 멤브레인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Chiber 가

필요하였는데 1 세대 CJS 장비에서는 한 번의 주입량 4 ml 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방사 과정을 거친 후에 Chiber 멤브레인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한 번의 방사 후 원형으로

이루어진 12 개의 콜렉터에 수집된 Chiber 를 콜렉터 간격별로 커팅 후 겹겹이 쌓아올렸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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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렇게 총 여덟 번의 방사 과정(키틴 용액은 총 32 ml)을 거친 후 bulk 형태의 Chiber 를

만든 후 Isotactic Cold Pressure (ICP) 장비를 통해 Chiber 멤브레인을 제작하였다(그림 3-8).

2 세대 및 개선형 2 세대 장비에서는 지속적인 키틴 용액의 주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한

번의 방사에 약 40 ml 의 키틴 용액을 주입하려 했지만 10 ml 방사 후에 Chiber 가 콜렉터로부터

쌓인 후 니들에 닿으려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10 ml 만 방사 후 Chiber 를 수집한 뒤 뒤이어

방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ICP 장비를 통해 Chiber 멤브레인을 제작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그림 3-7. 1 세대(左) 및 2 세대(右) CJS 장비를 통한 bulk 형태의 Chiber

그림 3-8. 개선된 2 세대 CJS 장비를 통한 bulk 형태의 Ch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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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특성 평가

3.5.1 Chiber 의 형상 분석

Chiber 의 직경 및 Chiber 로 이루어진 멤브레인의 표면은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 High-Techmologies, S-48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hiber 의 계층 구조를

AFM(Atomic Force Microscope, Park Systems, XE-100)을 통해 알아보았다.

3.5.2 결정 구조 분석

Chiber 의 결정 구조 분석은 XRD (X-ray Diffraction, Bruker D8 Advance),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TIR-ATR, NICOLET iS50)에 의해 분석되었다.

3.5.3 Tensile test

Chiber 멤브레인의 기계적 강도(인장 강도)는 UTM(Universal Testing Machine, AMETEK, 

LS5)에 의해 측정되었다. 

3.5.4 열기계적 안정성

Chiber 멤브레인의 열기계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TMA(Thermogravimetric Analysis, 

Seiko Instrum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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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기공도 및 기공 크기 측정

Chiber 멤브레인의 기공도는 Gurley densometer 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기공 크기는

Mercury porosimetry 에 의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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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CJS 장비별 Chiber 의 형상 및 구조 분석

     4.1.1 1 세대 CJS 장비를 통한 Chiber

그림 4-1. 5000 rpm 에서의 농도별 방사 섬유의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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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1 세대 CJS 장비의 최대 회전 속도인 5000 rpm 에서의 농도별 방사 섬유의

SEM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을 보는 바와 같이 농도 0.4 % w/v 과 0.8 % w/v 의 키틴 용액으로

방사했을 경우 곧은 섬유 형태가 아닌 섬유가 꼬인 형태 혹은 필름처럼 넓게 퍼진 형태가

발견되어 멤브레인으로 제작하기 위한 섬유 형태로써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도는 0.6 % 

w/v 으로 고정한 후 각 rpm 별 Chiber 의 형상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림 4-2. 0.6 % w/v 키틴 용액의 rpm 별 방사 섬유와 그에 따른 섬유직경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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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는 5000 rpm 에서 가장 형상이 섬유에 가까웠던 0.6 % w/v 의 키틴 용액을

이용한 방사 섬유의 SEM 이미지와 그에 따른 섬유 직경 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Histogram)이다. 3000 rpm 과 4000 rpm 에서는 섬유가 곧게 뻗지 못하고 뭉쳐있거나

리본 형태의 섬유 형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더불어 3000 rpm 에서는 섬유의 직경 분포가 꽤나

균일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방사 섬유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 결과이다. 반면에 5000 

rpm 에서는 방사 섬유들이 비로소 섬유의 형상을 갖추고 있고 섬유 직경 분포 또한 균일함을

갖고 있다. 이는 5000 rpm 보다 낮은 회전 속도(rpm)에서는 키틴 용액이 방사 섬유로 이어질

만한 충분한 원심력이 전해지지 않았거나 혹은 니들의 직경이 조금 더 작아질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림 4-3.은 단일 Chiber 의 AFM 이미지이다. 키틴 나노 섬유들이 방사 축을

따라 자기 조립하여 정렬된 계층 구조(hierarchy structure)를 갖고 있다. 이러한 Chiber 의 정렬된

계층 구조는 편광 현미경(POM, polarized optical microscope)에서 명확한 복굴절로 관찰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그림 4-4). 정렬된 나노섬유의 구조를 갖는 Chiber 의 POM 이미지에서는

복굴절에 의한 간섭색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정렬된 계층 구조는 구조적 및 기능적

특성을 갖는 재료를 제조하는데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구조이다.[13-15]

그림 4-3. Chiber 의 AF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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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한 Chiber

    또한 키틴 용액이 Chiber 로 방사되면서 결정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는 FT-IR 와 XRD 

구조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T-IR 분석에서 베타-키틴은 1630 cm-1 부근에서 분자간 수소

결합으로 인한 단일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알파-키틴은 1620 cm-1 과 1660 

cm-1 부근에서 분자간 수소 결합과 분자내 수소 결합으로 인한 두 개의 나눠진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키틴은 이러한 두 종류의 FT-IR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Chiber 의 FT-IR 피크를 살펴보면 이는 키틴 용액은 베타-키틴으로 만들어진 용액이지만

Chiber 로 방사되는 과정에서 자기 조립이 일어나면서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한 알파-상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있고 이 때 알파-상과 베타-상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교수님 레퍼)      

뿐만 아니라 XRD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알파-키틴과 베타 키틴이

각각 2θ가 9.34°, 8.24° 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Chiber 는 이 두 피크의 중간인 9.06°

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향을 보면 Chiber 는 베타-키틴으로

만들어졌지만 알파-상과 베타-상이 공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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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FT-IR 을 통한 Chiber 의 구조 분석

그림 4-6. XRD 를 통한 Chiber 의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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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2 세대 CJS 장비를 통한 Chiber

그림 4-7. 2 세대 CJS 장비를 통해 생산한 키틴 용액 농도별, 회전속도별 Chiber

        그림 4-7.은 지속적인 키틴 용액의 주입이 가능하게 제작된 2 세대 CJS 장비로 생산한

키틴 용액의 농도별, 회전속도별 Chiber 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rpm 에서도 Chiber 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다. 이는 외부 syringe 펌프의 압력 또한 방사 과정에서의 변수로

작용한 것이었다. Chiber 의 직경이 작게는 수백 나노미터에 이르렀고 회전 속도가 높아질수록

Chiber 의 직경이 얇아지고 농도가 높아질수록 직경이 굵어지는 경향성도 확인하였다(표 4-1).

하지만 여전히 섬유의 형상이 꼬이거나 뭉친 형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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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 세대 CJS 장비를 통해 생산된 Chiber 의 직경

0.4 w/v % 0.6 w/v % 0.8 w/v %

6000 rpm
Min : 800 nm 

Max : 3.2 μm

Min : 1.2 μm 

Max : 2.8 μm

Min : 1.2 μm 

Max : 4.4 μm

8000 rpm
Min : 730 nm 

Max : 3.2 μm

Min : 800 nm 

Max : 2.8 μm

Min : 1.2 μm

Max : 6 μm

10000 rpm
Min : 680 nm 

Max : 2.7 μm

Min : 800 nm 

Max : 3.2 μm

Min : 2 μm

Max : 3.2 μm

       

2 세대 CJS 장비를 통해 높은 회전 속도에서도 Chiber 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지만 외부 syringe 펌프에 의한 영향도 있다고 판단하여 2 세대 CJS 장비를 개선하여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4.1.3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를 통한 Chiber

앞서 말했듯이 2 세대 CJS 장비에서는 O-ring 이 마모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2 세대의 개선형이 요구되었다. 2 세대 CJS 장비와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키틴 용액이 주입되는 duct 가 바로 reservoir 에 연결된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O-ring 이

마모되는 현상은 사라졌다.

그 결과 외부의 syringe 펌프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오롯이 원심력에 의한 방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어느 한 특정 조건에서 균일한 직경을 갖는 Chiber 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개선 전 장비와는 다른 Chiber 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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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로 생산한 Chiber

표 4-2.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를 통해 생산된 Chiber 의 Ca 와 섬유 형상과의 관계

Concentration

(w/v %)

Viscosity 

(mPa·s)

Surface 

tension 

(mN/m)

Nozzle 

diameter 

(μm) [G]

Rotation 

speed

(rpm)

Jet exit 

speed, U

(cm/s)

Ca
Fiber 

feature

0.6 17.37 32

100 

[32 G]

6000 18.82 8.2 Fiber (a)

8000 25.13 11.25 Fiber (b)

10000 31.42 14.06 Droplet

80 

[34 G]

6000 18.85 8.4 Fiber (c)

8000 25.11 11.24 Droplet

10000 31.41 14 Droplet

0.8 29 51

100 

[32 G]

6000 18.85 10.72 Fiber (d)

8000 25.16 14.29 Droplet

10000 31.42 17.86 Droplet

80 

[34 G]

6000 18.85 10.73 Fiber (e)

8000 25.43 14.46 Fiber (f)

10000 31.42 17.86 Drop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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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로부터 공정 변수별로 생산된 Chiber (scale bar : 30 μm)와

섬유직경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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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와 그림 4-9.는 공정 변수별 Chiber 의 형상을 보여준다. 2 세대 CJS 장비와는

다르게 높은 회전 속도(10000 rpm)에서 Chiber 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낮은 회전

속도에서 Chiber 의 생산이 가능했다. 이처럼 높은 회전 속도에서 균일한 Chiber 가 생산되지 못한

것은 Rayleigh-Plateau 불안정성에 기반하여 설명될 수 있다. Rayleigh-Plateau 불안정성이란, 

유체의 표면 장력과 (유체의 분자간 결합력으로 설명되어지는) 점성력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유체의 흐름에서 유체의 표면을 이루는 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유체의 표면적은 늘어나 있는 상태(표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인력에

의해 유체의 표면적을 줄여서 표면 에너지를 낮추려고 하는데 이를 표면장력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안정한 상태 즉, 표면 에너지가 낮추는 상태가 되기 위해 구의 형상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균일한 고분자 섬유가 방사되기 위해서는 고분자 용액 제트의

표면장력보다 점성력을 크게 하여 Rayleigh-Plateau 불안정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 불안정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Capillary number 가 1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안정성은 공정 변수 (i) 

reservoir 의 회전 속도, ii) 키틴 용액의 농도, iii) 노즐의 직경)들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18] 표 4-

2.를 살펴보면, 이처럼 Capillary number 가 연속적인 섬유를 형성하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Chiber 가 생산되지 않는 점은 다음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되는 키틴

용액에 가해지는 원심력이 과도하게 클 경우 방사 제트의 안정성이 Rayleigh-Plateau 불안정성에

의해 분리되어 연속적인 섬유의 형태가 어렵게 되는 경우이다(그림 4-10).[19] 또한 회전 속도가

올라가면 원심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노즐로부터 토출되는 제트의 직경은 얇아질 것이고

제트의 직경이 얇다는 것은 균일한 제트의 길이 내에 존재하는 키틴 용액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틴 용액의 양이 적을수록 Rayleigh-Plateau 불안정성을 극복하면서 섬유화로

이어질만한 점성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토출되는 용액의 양이 적어지면

휘발되어야 할 용매의 양도 적어지게 되어 보다 빠른 휘발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섬유화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그림 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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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과도하게 큰 원심력이 Rayleigh-Plateau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4-11. 고분자 용액의 양이 섬유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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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2 세대 CJS 장비로 생산된 Chiber 의 나노섬유의 배열구조를 갖는 히어라키

구조와 결정구조는 1 세대 CJS 장비로 생산된 Chiber 와 동일함을 FT-IR, XRD, AFM, POM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4-12.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로 생산된 Chiber 의 AFM 이미지

그림 4-13.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로 생산된 Chiber 의 PO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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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a) FT-IR, (b) XRD 분석을 통한 2 세대 CJS 장비로 생산된 Chiber 의 결정구조 분석

1 세대 CJS 장비로 생산된 Chiber 와 유사하게 키틴 나노섬유가 배열된 히어라키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그림 4-12.) 이는 POM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13.). 또한 FT-IR(그림

4-14. (a))과 XRD(그림 4-14. (b)) 분석을 통해 종전의 Chiber 와 마찬가지로 알파-상과 베타-상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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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hiber 멤브레인의 응용 방안

4.2.1 리튬에어 전지용 분리막

1 세대 CJS 장비를 통해 생산된 Chiber 로 가장 먼저 응용한 곳은 바로 리튬에어 전지용

분리막이었다. 리튬에어 전지는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널리 쓰일 장치로써 리튬 이온 2 차

전지와는 다르게 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지만[20, 21] 전지 내의 전극으로 쓰이는 금속

리튬 표면에 덴드라이트(충방전시 전극 금속의 불안정한 증착 및 SEI(Solid Electrolyte Interphase) 

피막 형성으로 인한 금속 돌기 성장)가 쌓이면서 그에 따른 안정성으로 인해 그 한계가 드러나는

중이다. 이 덴드라이트의 성장은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전지의 수명 및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요구되어지고 있다.[22-2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에 오래전부터 규칙적인 나노 기공을 가진 분리막을 도입하거나

금속 리튬 위에 미세 패턴을 새김으로써 덴드라이트의 생성 및 성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25-30] 그리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거나 화학적 첨가제 및 화학적 물리적으로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하는 배리어를 도입하는 방법도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여전히 제조

및 대량 생산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리튬 금속 위의

덴드라이트 생성 및 성장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었다.[31-34]

따라서 Chiber 로 이루어진 non-woven mat 형태의 분리막을 제작(그림 4-15.)하여 리튬

에어 전지에 적용시켜보고 그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검증해보았다. 우선 코인셀 타입으로 전지를

제작하여 개념 검증 실험을 진행하였다. 0.4 % w/v, 0.8 % w/v 으로 방사한 Chiber 로 제작된

분리막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않았는데(그림 4-16.) 이는 Chiber 의 형상이 앞서 확인하였듯이

섬유의 형상이 아닌 섬유가 뭉치거나 리본 형태로 이루어져 불균일한 분리막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분리막의 기공 크기, 분리막의 두께 등의 불안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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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Chiber 멤브레인으로 제작한 (a) 분리막, (b) 분리막의 표면 SEM 이미지

그림 4-16. (a) 0.4, (b) 0.6, (c) 0.8 w/v % 의 키틴 용액으로 제작한 분리막의 코인셀 개념 검증

실험

그림 4-17. 기타 상용 분리막과 Chiber 분리막과의 코인셀 기능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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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Chiber 분리막이 전지용 기본 조건-기공도 및 기공의 크기, 열적 안정성, 

기계적 안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공도와 기공의 크기는 각각 Gurley time 

측정법과 수은 흡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림 4-18.은 Chiber 분리막과 기타 상용 분리막들과의

공기 투과를 통한 기공도 비교, 4-19.는 평균 기공의 크기이다. Chiber 분리막의 공기 투과도 및

평균 기공의 크기는 Celgard 보다 우수하고 유리섬유 필터와 유사하다. 특히 Chiber 분리막의

두께(67 μm)는 유리섬유 필터의 두께(200 μm)보다 더 얇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리튬 이온

이동의 효과적인 경로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된다.[35] Chiber 분리막의 열적 안정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4-20.) Celgard 분리막은 약 140 ˚C 에서 형태가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Chiber 분리막과 유리섬유 필터는 약 200 ˚C 까지 형태의 큰 변화가 없음을 보였다. 

더불어 인장 강도 시험을 통해 Chiber 분리막의 탄성 계수는 약 10 MPa, 인장 강도는 약 25 

MPa 로서 기계적인 강도가 유리섬유 필터보다 더 우수함을 알아냈다(그림 4-21.). 

그림 4-18. 기타 상용 분리막들과의 기공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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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기타 상용 분리막들과의 기공 크기 비교

그림 4-20. 기타 상용 분리막과의 열적 안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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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유리섬유 필터와의 인장 강도 비교

이와 같이 개념 검증 실험 및 기본 조건 실험을 통해 선별된 조건-0.6 w/v %의 용액을

이용하여 일정량의 Chiber 를 생산한 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분리막(유리섬유 필터, 

Celgard(polypropylene, PP))과 함께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타 다른 분리막과

비교하였을 때, 더 긴 전지 수명시간을 갖고 안정적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그림 4-17.). 이 뿐만

아니라 Chiber 분리막을 사용하였을 때, 전극으로 쓰이는 리튬 표면의 덴드라이트(전지의

충방전시 전극 금속의 불안정한 증착 및 SEI 피막(Solid Electrolyte Interface) 형성으로 인한 금속

돌기)의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4-22.)

그림 4-22. 10 회의 충방전 사이클 후 분리막별 리튬 표면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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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인셀 뿐만 아니라 실제로 리튬-에어 전지에서도 Chiber 분리막은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그림 4-23). Chiber 분리막을 사용했을 때, 보통 표준으로 쓰는 유리섬유 필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약 두 배 정도 수명이 더 길다. Chiber 분리막의 전지에서 전지 내의 산소가 감소되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은 표준 전지(유리섬유 필터

분리막)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리튬-에어 전지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며 만약

이러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충방전 과정 중 유해한 가스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실시간 가스 분석 시스템(Differential 

Electrochemical Mass Spectrometry, DEMS)을 사용하여 유해 가스의 발생의 유무를 살펴보았다. 

그림 4-24.에서 볼 수 있듯이 충전 과정 중의 산소 발생 값이 다른 문헌의 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그림 4-23. 리튬-에어 전지에서의 Chiber 분리막의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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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Chiber 분리막을 사용한 리튬-에어셀의 충방전 과정 중의 DEMS 결과

이렇듯 Chiber 분리막을 사용했을 때 전지의 수명이 오래가고 리튬 전극의 표면에

덴드라이트를 억제하는 효과는 우선 Chiber 분리막 자체의 전해질 흡수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5.와 4-2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모두에서 Chiber 

분리막의 전해질 흡수 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5. 수직 방향으로의 전해질 흡수 능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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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수평 방향으로의 전해질 흡수 능력 비교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Chiber 가 화학적 및 물리적으로 전해질과 리튬 이온에 대해

친화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른 이유는 MD (Molecular dynamics) 

시뮬레이션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4-27.은 PP, 알파-키틴, 베타-키틴이 전해질에 젖고

나서부터 10 ns 동안의 MD 시뮬레이션을 보여준다. PP 의 나노섬유들은 그 표면에 리튬 이온에

대한 친화성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알파-키틴이나 베타-키틴의 경우 리튬 이온에 대한 높은

친화성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만 그림 4-28., 4-29.과 같다. 그림 4-28.는 PP, 

알파-키틴, 베타-키틴으로부터 리튬 이온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알파-키틴과 베타-키틴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PP 보다 우수한 친화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 Å 부근에서 높은 피크로

나타남으로써 그 부근에서 가장 친화성이 뛰어남을 보였다. 그림 4-29.은 전해질로 사용된

DEM(dimethoxyethane) 속의 리튬 이온과 PP, 알파-키틴, 베타-키틴과의 결합 에너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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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모든 영역에서 리튬 이온은 PP 보다 알파-키틴 및 베타-키틴과의 결합 에너지가 더 높은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키틴 분자내의 작용기(하이드록실기, 아세틸아미노기)가 리튬

이온과 화학적 및 물리적으로 친화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27. 리튬 이온과의 친화성을 보여주는 MD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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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MD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구조의 키틴 및 PP 와 리튬 이온과의 거리

그림 4-29. MD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구조의 키틴 및 PP 와 리튬 이온간의 결합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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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염료 필터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를 통해 생산된 Chiber 로는 우선 염료의 필터로 사용했다. 

염료의 필터로 적용시켜본 이유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터의 개념을 갖추고

있고 종래에 키틴을 중금속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로서 사용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Chiber 멤브레인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능이 있는지 혹은 중금속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로 활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36] 이에 따라 중금속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로 활용하기 전 염료 필터로 사용하여 염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Chiber 멤브레인의 필터로서의 기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음이온(anionic)성 유기 염료인

콩고 레드(Congo Red)와 양이온(cationic)성 유기 염료인 메틸 바이올렛(Methyl violet)을 이용하여

이들 염료의 분리성(필터링) 실험을 진행하였다.[37] 그림 4-30.은 Chiber 멤브레인 뿐만 아니라  

면 섬유(cotton), 유리섬유 필터(GF)의 콩고 레드의 제거(필터링) 실험을 보여준다. 콩고 레드의

농도는 0.005 % 였으며, Chiber 멤브레인은 다른 필터와는 다르게 콩고 레드를 거의

흡수(필터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필터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림 4-

31.는 이러한 결과를 Beer-Lanbert law 에 기반하여 여과액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Chiber 

멤브레인을 이용한 여과액의 농도는 거의 0 에 가까운 수치(0.00005 %)를 나타내는 반면에 면

섬유와 유리섬유 필터는 각각 0.00265 %, 0.00302 % 를 나타내었다.[38] 이러한 결과는 유리섬유

필터와 Chiber 멤브레인이 비슷한 기공 크기와 비표면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그림 4-32.). 콩고 레드에 대한 Chiber 의 탁월한 흡착성은 키틴이라는 재료의 이온 결합

또는 수소 결합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염료를 흡착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리에 위치하는

아세틸아미노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37, 39]



54

그림 4-30. 필터 종류에 따른 콩고 레드의 제거 실험

그림 4-31. 필터의 종류에 따른 UV-vis 를 통한 농도별 가시광 투과도 (Calibration curve 는 Beer-

Lambert law 에 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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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Chiber 멤브레인의 BET(Brunauer-Emmett-Teller) 측정 (내부 이미지: BET 측정에 의한

Chiber 멤브레인과 유리섬유 필터의 비표면적 비교)

하지만 음이온성 유기 염료인 콩고 레드와는 다르게 양이온성 유기 염료인 메틸

바이올렛을 이용한 실험(0.0005 %)에서는 Chiber 멤브레인이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하였다(그림 4-33.). 이는 물이라는 환경 속에서 키틴의 양이온에 의한 정전기적 반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33. 필터 종류에 따른 메틸 바이올렛의 제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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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투명복합체 기판필름 제작

이전부터 플렉시블/폴더블/롤러블 전자 기기(device)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갖는 투명한 기판필름 연구 및 개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매트릭스 수지에 기타 멤브레인을 강화재로 하는 투명복합체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경우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마이크로/나노 단위의 얽혀있는 섬유 구조와 그 섬유 구조 사이의

공간을 매트릭스 수지가 채워 가시광의 산란을 최소화하는 원리인데 매트릭스 수지와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마이크로/나노 단위의 섬유들간의 굴절률을 일치시켜주는 과정이 중요하다.[40-4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Chiber 멤브레인에 적용시켜 투명복합체 기판필름을 제작해보았다(그림 4-

34.).

그림 4-34. UV 경화를 통한 Chiber 투명복합체 제작 과정

그림 4-35. Chiber 멤브레인(左)과 Chiber 투명복합체(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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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ber 멤브레인에 일반적인 UV-경화성 유기실록산 매트릭스 수지를 함침시킨 후 UV-

경화 후 투명복합체 기판필름을 제작할 수 있었다(그림 4-35.).[42, 43] 이러한 투명복합체는

Chiber 의 굴절률과 유사한 굴절률을 갖는 매트릭스 수지를 도입하여 우수한 광학적 특성-가시광

투과도를 달성하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4-36.은 Chiber 투명복합체의 UV-vis 를 통한 가시광

투과도를 보여준다. 550 nm 의 가시광 영역에서 총 투과도(Total transmittance)는 약 87 %, 평행

투과도(Parallel transmittance)는 약 54 %를 나타내는데 이는 Chiber 투명복합체가 높은 광학적

산란도(Haze)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총 투과도 – 평행 투과도 = 33 %). 이러한 결과는 레이저

투과 및 산란 실험에서 확연히 드러나는데 Chiber 투명복합체는 키틴 나노섬유로 이루어진

순수한 키틴 필름과 비교했을 때, 더 산란된 레이저 투과를 보여준다(그림 4-37.) 이러한 Chiber 

투명복합체의 특성은 태양 전지와 같은 광전자 기기용 기판 필름의 중요한 특성이다.[44, 45]

그림 4-36. Chiber 투명복합체의 가시광 투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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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레이저 투과 및 산란 실험 (a) Chiber 투명복합체, (b) Chitin 필름

그림 4-38. 개선형 2 세대 CJS 장비로 제작된 Chiber 멤브레인의 TM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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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TMA 분석으로부터 계산된 CTE 값

Sample CTE (ppm/K)

Chiber 멤브레인 5.5

Chiber 투명복합체 53

유리섬유 필터 3.9

PI 필름 17.2

열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열기계분석기 (TMA, thermomaechanical analyzer)를

통해 열팽창계수(CT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를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그림 4-38.은

Chiber 멤브레인, Chiber 투명복합체, 유리섬유 필터와 현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기판필름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PI(polyimide) 필름과의 TMA 분석 그래프이며, 표 4-3.은 이에 따른 CET 

값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결과 Chiber 멤브레인의 CTE 는 약 5.5 ppm/K 로 유리섬유 필터(3.9 ppm/K)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으며 실제로 투명 기판필름으로 가장 주목받는 PI 필름(17.2 ppm/K)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치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매트릭스 수지에 함침된 Chiber 투명복합체의

CTE 는 약 53 ppm/K 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매트릭스 수지 자체의 열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반면 Chiber 멤브레인의 낮은 CTE 는 높은 탄성 계수를

갖는 히어라키 구조의 Chiber 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Chiber 내에 존재하는 키틴 나노

섬유의 히어라키 구조로 인한 기계적 특성은 그림 4-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틴 나노 섬유의

히어라키 구조가 단방향으로 정렬(aligned)이 되어있다면 랜덤(random)하게 정렬되어 있는

히어라키 구조로 이루어진 멤브레인보다 더 높은 인장 강도를 나타낼 수 있다(표 4-4. 인장

시험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탄성 계수와 인장 강도).[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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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Chiber 히어라키 구조의 방향성에 따른 인장 시험

표 4-4. Chiber 히어라키 구조 방향성에 따른 인장 강도와 탄성계수

인장 강도 (MPa) 탄성 계수 (Mpa)

정렬 구조 28.97 11.11

랜덤 구조 19.9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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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상처치료제(Wound dressing)

이전부터 키틴은 항균성, 생체적합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50]

이러한 키틴의 특성에 착안하여 상처치료제로서의 기능성-인체 독성을 검증해보기 위해

인증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보통 고분자 필름 혹은 멤브레인의 인체 독성 평가는 실험 동물 피부에 붙여 단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피부 자극 유무를 보는 경우와 피부 내부에 삽입하여 장기간 관찰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피부에 붙여 단기간의 피부 자극 유무(인체 독성)를 평가하였다. 시험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 2013-183 호를 따라 시행하였다. 

실제로 피부에 붙이는 상처치료제로 쓰일 경우이든 피부에 삽입하는 상처치료제로 쓰일 경우이든

상처치료제는 항균성, 생체적합성 뿐만 아니라 적합한 크기와 유연성(그림 4-40.)을 반드시

만족해야하는데 Chiber 멤브레인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 때문에 상처치료제로서의

성능이 기대되었다. 

그림 4-41.을 보면, 사진 상 위쪽을 Chiber 멤브레인, 아래쪽을 대조군(일반 Gauze)으로

하여 피부에 부착하였다. 먼저 대조군을 부착한 상처 부위의 경우 14 일차까지는 상처 부위에

변화가 없었으나, 21 일차에 상처가 거의 회복되고 상처 부위의 면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여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Chiber 멤브레인을 부착한 경우 14 일차에 상처 부위가

회복되어 그 면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21 일차에 상처 부위가 거의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험 결과, Chiber 멤브레인에 인한 피부자극(인체 독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처 치료

또한 대조군에 비해서 근소하게나마 빠른 것으로 보아 상처치료제로서의 기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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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Chiber 멤브레인의 접힘성, 유연성

그림 4-41. Chiber 멤브레인의 토끼 피부 부착을 통한 인체 독성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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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본 연구에서는 지구상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고분자 중 하나인 키틴을 이용, 

원심 제트 방사 공정(Centrifugal Jet Spinning, CJS)으로 키틴 방사 섬유(Chitin fiber, 

Chiber)를 생산하였다.

2. CJS 장비는 총 3 번에 걸쳐 제작되었으며(1 세대, 2 세대, 개선형 2 세대) 여러 가지

공정 변수- i) reservoir 의 회전속도, ii) 고분자 용액이 방사되는 노즐(nozzle)의 직경, iii) 

키틴 용액의 농도를 조절하여 Chiber 생산에 최적화된 조건을 설정하였다. 방사된

Chiber 로 SEM, AFM 측정을 통해 형상 분석을 한 결과 최적의 조건에서 작게는 수백

나노미터부터 크게는 2 μm 의 직경을 갖는다는 것을 비롯하여 키틴 나노섬유들이

정렬된 계층 구조(Hierarchy)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XRD , FT-IR 을 통한 결정

분석을 한 결과 원료인 베타-키틴에서 알파-키틴으로의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두

결정상이 공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최적의 조건을 제외한 조건 중에서도 이론상으로는 연속적인 섬유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실험적으로는 연속적인 섬유의 생산이 불가능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는 Rayleigh-Plateau 불안정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또한 Chiber 멤브레인을 제작하여 다양한 활용 분야에 적용시켜 그에 대한 기능성 및

안정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Chiber 멤브레인을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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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리튬-에어 이차전지의 분리막(separator)으로 적용한 결과, 상용 분리막으로

전지를 제작하였을 때 나타나던 문제점-전극으로 쓰이는 리튬의 표면에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지의 수명도 2 배에서 3 배 정도 늘어남을

확인함으로써 리튬-에어 이차전지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5. 중금속 흡착 필터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염료의 필터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음이온성 유기 염료를 사용했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염료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양이온성 유기 염료를 사용했을 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물이라는

환경 속에서 키틴의 양이온에 의한 정전기적 반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6. 가까운 미래에 상용가능한 휘어질 수 있는 전자기기의 기판 필름으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ber 멤브레인을 수지에 함침시켜 투명복합체 제작을 한 결과, 높은

총 투과도를 가졌지만 높은 광학적 산란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태양 전지와 같은 광전자 기기용 기판 필름의 중요한 특성이다.

7. 항균성, 생체적합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Chiber 멤브레인을 동물

피부에 부착시켜 피부 자극성-인체 독성 평가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일반 Gauze 에

비하여 근소하게나마 빠른 상처 회복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인체 독성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공정 변수에서의 CJS 공정을 통한 키틴 파이버(Chiber)의

생산과 다양한 활용 분야-에너지, 산업, 디스플레이, 의료 분야에 적용시켜 그

기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키틴 나노섬유들이 정렬된 계층 구조(Hierarchy)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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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계적 특성과

키틴 고유의 특성을 이용한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활용분야에 적용시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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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bstract

Due to recent environmental problems, studies on the use of synthetic polymers and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polymers have been actively pursued. In this study, chitin 

fibers were prepared by using chitin, a natural polymer, and porous membranes made of 

chitin fibers. Chitin is the most abundant natural polymer present on the earth together 

with cellulose. It is a central chuck structure that constitutes the exoskeleton of marine 

crustaceans. It has various advantages - biocompatibility, non-toxicity, sustainability, 

mechanical stability and antibacterial activity. Compared to the world's research trend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advantages of chitin raw material production 

and the utility value of chitin by actively researching in this field. In addition, the 

electrospinning process for producing conventional polymer fibers has various problems 

such as a large amount of electric power and a polarity requirement of the solvent. 

Therefore, as a method for solving the problem, Centrifugal Jet Spinning (CJS) . In this 

way, it narrowly focuses on the field of chitin, broadly, natural polymers, and secures 

original technology.

We analyze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morphology of chitin fibers and apply them 

to various applications by using advantages and characteristics of chitin fibers. We will 

verify the functionality and stability, and secure the original technology.

Key word : Chitin, Chitin fiber, membrane, Centrifugal Jet S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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