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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회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 제안서

팀     명 : clean CD
탐구 주제 : Cyclodextrin을 이용한 형광 증백제의 유해성 경감
 1. 탐구동기

현재, 섬유 산업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며 기업화, 집적화 되어 가고 있다. 이때 섬유 산업

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색을 입히는 것이다. 이때 흰색은 섬유 자체의 색 때문

에 쉽게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 대부분 형광증백제를 이용하여 발색을 하게 된다. 또한 A4

용지 등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도 형광증백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널리 사용되

는 형광증백제지만, 인체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형광증백제 중 위해성 평가가 완료된 물질은 3~4개 정도에 불과하다.[1]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하던 중 Cyclodextrin이라는 분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분자는 글루코오스가 축합 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산기가 환상 구

조의 바깥쪽에 있고 내부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형광증백제를 포접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

다. 이때 포접할 경우 호스트-게스트 복합체가 생성되어 생물학적 안전도가 증가할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또한 천연 섬유로 이루어진 원단은 수산기 혹은 아미노기 등의 관능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에 고정하는데 용이하다.[2]           

우리는 위 성질에 집중해서 Cyclodextrin의 형광증백제 포접을 이용한 안정화 방법에 대

해 개발할 것이며 이에 더불어 OH기의 변화를 통해 복합체를 안정화 시켜 형광증백제의 

유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탐구를 진행할 것이다.

 2. 탐구목적

 Cyclodextrin과 Amsonic acid를 위의 반응을 통

해 안정화 된 형광증백제인 CAC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한되지 않고 Cyclodextrin에 

Methylation, 가교 결합 형성을 통해 새로운 반응

기를 도입한 MAC, CCD로 Amsonic acid에 대한 

안정도와 직물에 대한 염착 특성을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β-Cyclodextrin의 단가를 조사해

본 결과[3] 1kg에 약 15,400원 정도로 저렴하여 경

제학적으로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사이클로 덱스트린을 이용하여 만든 CAC와 MAC, CCD(추후 기술)를 기존에 형광증

백제로 사용되었던 Amsonic Acid와 직물에 대한 흡착성, 유해성을 비교하여 이들이 기존의 

형광증백제에 비하여 개선된 효과를 가질지에 대하여 탐구할 것이다.

[Fig. 1] 탐구의 개요

 3. 탐구 내용 및 방법

1.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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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yclodextrin ( 사이클로 덱스트린 )

Cyclodextrin은 6~12개 포도당이 각각 α-1,4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한 고리모양의 올리 

고당이다. 포도당의 개수에 따라 α-Cyclodextrin (6원 설탕 고리 분자), β-Cyclodextrin (일

곱설탕 고리 분자), γ-Cyclodextrin이(여덟 설탕 고리 분자) 로 구분된다. 물에 잘 녹는 성

질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에 OH기가 많이 분포 되어 포접능력을 가지게 된다. 친수성과 

소수성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게 되며 산, 염기에 대한 내열성이 뛰어나고 가열 및 습도

에도 강하다. 생쥐에 대한 LD50은 16,000mg/kg 이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안전하다.

[Fig. 2] Structure of cyclodextrin ( α, β, γ ) 

1.2. 포접 화합물 ( inclusion compound )[4]

포접 화합물은 하나의 화합물(호스트)이 제 2 화합물(게스트)의 

분자가 위치하는 공동을 형성하는 복합체이다. 이런 호스트-게스트 

상호 작용은 호스트와 게스트, 호스트-게스트 복합체 사이의 평형

으로 나타나게 된다.[4]

1.3. Fluorescence(형광)

전자가 빛과 같은 전자기 복사를 흡수해 여기 되고, 여기 된 전

자가 HOMO ( Highest Occupied Molecular Obital )에서 LUMO ( 

Lowest Occupied Molecular Obital )로 내려오며 그 에너지를 빛

의 형태로 내보내는 것을 형광이라고 한다. 여기 된 이후 에너지의 

일부는 진동, 열 등으로 손실되어 형광은 흡수한 빛보다 긴 파장을 

띄게 된다. .약  s 이내의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

1.4. Amsonic acid(4,4′-diamino-2,2′-stilbenedisulfonic acid)[5]

형광 증백제로써 가장 오래전부터 공업화 되었으며 

현재 생산량이 가장 많은 Stilbene 계열 형광 증백제이

다. 두 개에 페닐기에 아민과 술폰산이 붙은 형태로 분

자식은 (H2NC6H3SO3H)2C2H2이다. 세탁 세제로 많이 쓰

이며 다른 Stilbene 계열 형광증백제의 전구체이다. 

1.5. 형광증백제(Fluorescence Brightening Agent, FBA)

형광성의 백색 염료로써 자외선 영역인 340-370nm의 빛을 흡수하여 청색광인 

[Fig. 3] Inclustion 

compound

[Fig. 5] Amsonic acid

[Fig. 4] Diagram of 

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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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70nm의 빛을 방출한다. 셀룰로오스, 나일론, 종이 등 섬유들

에 사용하여 섬유의 황색을 숨기고 백색을 띄게 하기 위해 사용된

다.

1.6. 염료의 염착[2]

염료가 섬유에 흡수되는 것을 염착이라고 하며 수소 결합이 잘 일어날수록 염착이 잘 

일어난다. 소수성 관능기를 가질 경우 Pulp(셀룰로오스 계) 섬유의 염착이 용이하다

2. 실험 설계

2.1. Cyclodextrin을 이용한 형광증백제 포접 특성 분석

① 증류수를 용매로 하여 0.01M Amsonic acid 수용액을 100ml 만든다.

② 증류수를 용매로 하여 0.1M Cyclodextrin 수용액을 1L 만든다.

③ ①, ②에서 만든 두 용액을 각각 50ml씩 혼합한 후 75℃ 조건에서 5시간 동안 교반시

키며 Cyclodextrin-Amsonic acid complex(CAC로 약기) 형성 반응을 진행한다.

④ ③에서 반응을 진행 시키는 동안 30분 간격으로 용액을 추출하여 UV-Vis 

spectrometer. 형광 광도계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⑤ 생성된 CAC를 클로로 폼을 이용하여 염석, 분리한다.

⑥ IR을 이용하여 N-H, S=O, N-C peak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⑦ 회전 증발기를 이용하여 Solvent를 제거해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때 생성된 포접물을 β-Cyclodextrin-Amsonic acid Complex라 한다. (CAC라 약기)

2.2. 특수 처리한 β-Cyclodextrin을 이용한 형광증백제 포접 특성 분석

가. Methylation을 통한 Methyl-β-Cyclodextrin의 생성

① Distiled Water(증류수 약기)를 용매로 하여 50ml 0.01M Amsonic acid 수용액을 만든

다.

② 증류수를 용매로 하여 1L 0.1M β-Cyclodextrin 수용액을 만든다.

③ ② 100ml에 NaOH를 첨가해 녹인다. 

④ ③에 Dimethyl sulfate를 20당량 첨가해 녹인다. 

⑤ 실온에서 24시간동안 기다려 반응을 완결시킨다. (room tem.)

⑥ 생성물을 필터링하고, 물과 클로로폼으로 염석하여 Amsonic acid를 제거, 분리정제한

다. 

⑦ 2.1.의 ③ 이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생성된 포접물을 Methyl β-Cyclodextrin-Amsonic acid Complex라 한다. (MAC라 약기)

나. Cyclodextrin의 Crosslink를 통한 고분자화[7],[8]

① 20% NaOH 수용액 30ml에 9.0g의 cyclodextrin을 녹인다.

② 위 용액에 증류수 120ml를 넣어 혼합한다.

③ 위 용액에 7.0g의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을 60
O

C에서 40분 동안 투입한다.

[Fig. 6] 형광증백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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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온도를 65
O

C로 올리고 24시간 반응을 완결시킨다.

⑤ 2M HCl을 가하고 5일 동안 저온에서 고형화한다.

⑥ 생성물을 필터링하고, 물과 클로로폼으로 염석하여 염을 제거, 분리정제한다. 

⑦ HPLC를 이용하여 ①의 용액, 생성물, 전구물질의 피크를 비교한다.

⑧ 회전 증발기를 이용하여 Solvent를 제거, 건조한다.

⑨ 2.1.의 ③ 이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생성된 포접물을 Crosslinked CycloDextrin이라 한다. (CCD라 약기)

2.3. β-Cyclodextrin 포접화합물의 염착 가능성확인

① 위의 포접화합물을 각각 CAC, MAC, CCD를 5g씩 정량하여 증류수에 녹여 전체 부피

가 1L인 용액 3개를 만든다.

② 5cm×5cm 크기의 Cotton 원단을 ①의 용액에 1시간 동안 각각 담가 염착시킨다.

③ ②의 Cotton 원단을 65℃에서 2분간 건조시킨다.

④ On the Weight of Fiber (o.w.f)를 측정한다.

owf Fabricweightg×

Dyes density
×Dilution ratio[5]

⑤ 염착된 원단을 365nm UV Lamp를 이용하여 육안 관측한다.

2.4. CAC, MAC, CCD의 ACQ, AIE 확인

① CAC, MAC, CCD의 농도를 각각 0.01, 0.03, 0.05, 0.10, 0.15M로 한 후 이들의 형광 특

성을 365nm UV Lamp를 이용하여 정성 분석한다.

② 각각의 시료를 형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형광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2.5. β-Cyclodextrin을 이용한 처리 방법의 생물학적 안정성 탐구

① 물벼룩 30마리를 여과지에 넣는다.

② 0.01M β-Cyclodextrin, Amsonic acid, CAC, MAC, CCD 수용액을 준비한다. 

③ 각각 여과지를 담근 후 관찰을 시작한다.

④ 물벼룩이 반 이상 치사 혹은 유형 저해 했을 때의 시간을 측정하고 비교한다. 

 4. 예상되는 결과
β-Cyclodextrin과 Amsonic acid의 반응 결과 포접 화합물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

접 시 Amsonic acid의 Pi 결합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기 때문에 형광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의 형광증백제를 안정화 시켜도 같은 형광특성을 띄기 때문에 

기존의 형광물질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장점이 될 것이다.

1. Cyclodextrin을 이용한 형광증백제 포접 특성 분석

Cyclodextrin 내부는 소수성 환경을 띄기 때문에 Amsonic acid와의 포접 화합물이 안정

된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Host-Guest complex를 형성하여 Amsonic acid의 IR 

peak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특수 처리한 β-Cyclodextrin을 이용한 형광증백제 포접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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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dextrin을 메틸화시킴으로서 외부의 수산기에서 수소 대신 메틸기를 가지게 변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교 결합을 통해서는 고분자화에 의한 포착화합물 전체의 안정

성을 확보할 수 있어 형광증백제의 유해성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변화들 역

시 형광증백제의 pi결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형광 emission 파장과 intensity는 동일하

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각각 Cyclodextrin 메틸화와 고분자화 반응에서 예상되

는 최종생성물과 메틸화 반응의 예상 메커니즘이다.

[Fig. 7] 메틸화

   [Fig. 8] Methylation 

mechanism

    

[Fig. 9] 고분자화

3. β-Cyclodextrin 포접화합물의 염착 가능성확인

Cyclodextrin의 합성섬유계 염착 가능성은 기존 연구 및 특허에서 제시된 바 있다.[9]  

Cyclodextrin와 섬유(합성섬유)의 관능기를 탈수 축합하여 염착시켜 염착도 높은 형광 증백

제로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특히, 메틸화는 소수성 작용기를 제공하여 MAC의 펄

프 섬유에 대한 염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분자화에 의해서는 염착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가교 결합에 사용되는 물질의 관능기 변화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4. β-Cyclodextrin을 이용한 처리 방법의 생물학적 안정성 탐구

포접에 의해 형광증백제의 작용기 일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Cyclodextrin과 

형광증백제와의 포접물은 생물적으로 안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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