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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duce Aminotosan
®
 fertilizer using optimized chitosan coagulant from waste 

livestock blood. Amino-acid fertilizer was produced by pretreated livestock blood. Chitosan coagulant was 

aggregated with amino-acid fertilizer to produce Aminotosan
®
. Optimized coagulation conditions were set 

using chitosan coagulant such as 10% citric acid and 500 ppm chitosan coagulant by analysis of CST and TTF. 

The efficiency of coagulation by chitosan coagulant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was better than chemical 

coagulants. After solid/liquid separation for coagulated amino-acid fertilizer, Aminotosan
®
 fertilizer which 

added eco-friendly and aesthetic functions was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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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of amino-acid preparation (a) and Aminot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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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국민 건강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식품의 안전성 추

구, 환경에 대한 인식 향상 등으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

비가 급증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친

환경 농산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을 사용

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

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비료의 사용이 요

구된다 (Joo, 1991). 또한,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 

및 시행규칙 강화로 인하여 친환경 비료에 대한 관심과 수

요는 더욱 증가하였다 (Shin et al., 2007). 친환경 비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는 쌀겨, 유박, 어분, 골분, 유

기성 폐기물 등이 있으며 유기성 폐기물은 가축분뇨, 농업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인분뇨, 폐가축혈액 등을 포함한다. 

기존 유기성 폐기물은 주로 해양배출을 통하여 해결을 하였

으나,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해양투기금지 실시로 유

기성 폐기물의 육상처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Jeon et 

al., 2013).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댐 부유물

이나 하수슬러지 등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재료로 비료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된 바 있으며,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

용하여 친환경 비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노력

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Arancon et al., 2005; Ryu et al., 

2010).

유기성 폐기물 중 하나인 폐가축혈액은 주로 의료분야에

서 생체접착제 (Park et al., 2012) 나 면역글로불린 제재 

(Jeon et al., 1995)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비료 또는 

부산물 사료로서 이용되기도 하였다 (Song et al., 1995). 

그러나 폐가축혈액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연구

로서는 진행된 바 있으나 상용화되지는 못하였으며, 폐가축

혈액을 의료용 제재나 부산물 사료로 이용하는 것은 처리과

정에서 많은 폐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폐수를 처리하기 위

한 설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Jeon et al., 

1995; Kim, 2006). 따라서 폐가축혈액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타 설비구축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친환경 비

료의 원료로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폐가축혈액

은 일반적으로 혈장보다는 혈구 안에 더 많은 단백질이 존

재하기 때문에 효소를 사용하여 폐가축혈액 내 단백질을 아

미노산으로 분해하기 위해서 혈구 내 단백질과 효소의 접근

을 용이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음파는 혈구세포에 

의한 방해작용을 약하게 만들어 혈구 내 단백질을 혈장으로 

용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폐가축혈액 내 단백질을 아

미노산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Bougrier et al., 2005). 

한편, 초음파에 의해 가용화된 폐가축혈액은 단백질 분해효

소인 프로테아제 (protease) 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다. 그러나 프로테아제에 의해 단백질이 100% 아미노산으

로 분해되지 못할 뿐 아니라 단백질 분해효율을 증가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산되는 액비 내의 아미노

산 함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Cha et al., 2006). 

액비 내 아미노산의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액분리 방법

으로는 농축, 응집, 원심분리 등이 있으며 이 중 운전비용이 

저렴하고 작동이 쉬운 응집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Park et 

al.,2000). 

대부분의 고액분리 과정에서는 응집제가 주로 사용되며 

황화알루미늄, 황산제2철, 폴리알루미늄과 같은 화학응집

제가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응집제는 음이온, 양

이온, 양쪽성 이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상물질이 가지

는 전하의 형태에 따라 사용되는 응집제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효소에 의해 분해된 폐가축혈액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는 양쪽성 이온이기 때문에 응집제의 이온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응집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친환경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사용이 제한

되어야 하므로 화학응집제 보다는 천연응집제의 사용이 요

구된다 (Lee and Park, 2011). 천연응집제에는 천연제올라

이트, 키토산, 알기닌산, 목초액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키토산은 항균 및 항곰팡이 효과, 탈취 효과, 보존제 효

과, 식물생장 촉진 효과를 가지고 있어 폐수처리나 단백질 

분리 회수를 위한 응집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키

토산은 유기산에 용해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농염산, 

초산, 젖산, 구연산, 아스코빅산 등과 같은 유기산을 사용해

야 한다 (Chung et al., 2007). 구연산은 유기산 중에서 환

경친화적이며 이미 보존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인 유기산의 농

도를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Lee and Kim, 

2012; Lee and Park,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Aminotosan
®
액비 생산을 

위해 폐가축혈액에 대한 키토산 응집제의 최적 응집조건을 

도출하였으며, 키토산 응집제의 구연산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capillary suction time (CST) 와 time to filter (TTF)

를 이용하여 구연산의 농도별 응집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키토산 응집제의 주입농도에 대한 폐가축혈액의 응집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Materials and Methods

폐가축혈액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폐가축혈액은 돼지의 

혈액으로 경기도 인근의 도축장에서 채취 후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폐가축혈액 내 단백질 및 아미노산의 함량 분

석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1100 

HPLC, Agilent technologies Co., USA) 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105°C, 625°C에서 각각 질량을 측정하여 수분, 유기

물, 무기물 (삼성분) 을 분석하였다 (Cho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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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process to produce Aminotosan
®
 liquid fertilizer. 

Table 1. Characterization of coagulants to cohere waste livestock blood.

Coagulants Classification Type Ionicity Viscosity (cP) pH

Chitosan Natural Powder Cation 18 3.5

C-353P Chemical Powder Zwitterion 2500-5500 2.0

HC-860 Chemical Liquid Cation 1600-2400 3.5

초음파에 의한 가용화   폐가축혈액을 이용하여 친환

경 Aminotosan
®
 액비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은 Fig. 1에 나

타내었다. 초음파는 높은 주파수 영역보다 40 kHz 이하의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조사할 경우 세포의 파괴가 효과적이

며 용해성 유기물질의 용출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Seo et al., 2011)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폐가축혈액의 처리

가 요구된다. 초음파는 20 kHz, 0.5 W mL
-1
 아래에서 30 

min 동안 실시하였으며, 초음파에 의해 가용화된 폐가축혈

액 내 단백질 및 아미노산 함량은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효소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   폐가축혈액 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초음파에 의해 가용화된 폐가

축혈액을 효소를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분해하였으며, 이

때 생성된 물질을 아미노산 액비라 명명하였다. 효소에 의

한 생물학적 분해는 2가지 효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폐

가축혈액 내 단백질 분해효율을 증대시켰다. 사용된 효소는 

세비나제 (savinase)와 플라보르자임 (flavourzyme)으로 각 

효소는 1 wt.%, 0.1 wt.%의 농도로 사용하였다. 효소에 의

한 생물학적 분해는 100 rpm, 60°C, 4 hr 동안 실시하였으

며 분해된 폐가축혈액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함량은 HPLC

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친환경 Aminotosan
®
액비 생산을 위한 키토산 응집

제 제조   키토산 응집제는 2 L의 증류수에 구연산을 

10~40%로 각각 다르게 용해하였으며 구연산 용액에 키토

산이 3% 이상 용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2% 키토산을 주입 

후 200 rpm에서 12 h 동안 교반시켰다. 구연산 농도에 따라 

각각 제조된 키토산 응집제는 아미노산 액비에 주입하여 60 

rpm으로 30 min 동안 응집 반응시켰으며 구연산 농도에 따

른 아미노산 액비의 응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CST와 TTF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미노산 액비와 키토산 응집제의 응집반응에서 키토산

의 함량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최적 구연산 농도 

아래에서 제조된 2% 키토산 응집제를 아미노산 액비에 

0~1000 ppm 농도로 각각 주입한 후 60 rpm으로 30 min 동

안 반응시켰다. 응집 반응 후 CST와 TTF 분석을 실시하여 

키토산 농도에 따른 아미노산 액비의 응집효과를 확인하였

으며 키토산 응집제의 최적 응집 조건을 도출하였다.

아미노산 액비에 대하여 화학응집제와 최적 키토산 응집

제의 응집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CST와 TTF 분석을 실시

하였다. 화학응집제는 산업분야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알

루미늄계 응집제 중 C-353P와 HC-860을 선택하였다 (Zhang 

et al., 2010). 키토산 응집제와 화학응집제의 특징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고품질의 Aminotosan
®
 액비 생산을 위한 고액분리  

키토산 응집제에 의해 응집된 아미노산 액비는 고품질의 

Aminotosan
®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 필터프레스 (filter press) 

를 이용하여 고액분리를 하였다. 필터프레스에 사용되는 여

과포는 평이중직 여과포를 사용하였다. 아미노산 액비는 8 

bar의 압력으로 120 min동안 필터프레스에 주입 후 11 bar

의 압력 아래에서 60 min동안 압착탈수 하였으며 Aminotosan
®
 

액비의 아미노산 함량은 HPLC를 통해 측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폐가축혈액으로부터 아미노산 제재 생산   폐가축혈

액을 아미노산 제재로 전환시키고자, 초음파 처리와 효소분

해 반응을 하였다. 각 단계별 성상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초

음파 처리 및 효소분해 반응 후의 폐가축혈액과 원 시료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Table 2). 폐가축혈액은 수분 79.17%, 

유기물 19.31%, 무기물 1.52%로 이루어져있으며, 수분을 제

외한 고형물 중 유기물 함량이 92.70%로 대부분이 유기물

로 구성되어있었다. 이 유기물 중 단백질 함량은 94.36%로 

분석되어 폐가축혈액이 단백질 자원으로 가치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Jeon et al., 2013). 폐가축혈액은 18.21%의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중 14.16%는 혈구 단백질이며 

4.05%는 혈장 단백질이다. 혈구 단백질은 혈구 세포로 둘러

싸여 있어 효소의 접근을 방해하며 단백질 분해효율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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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zation of waste livestock blood.

Contents

3-components Organic materials

Moisture

(%)

Organic 

material (%)

Inorganic 

material (%)

Protein in 

plasma (%)

Protein in 

blood cell 

(%)

Total protein 

(%)

Amino-acid

(%)

Raw waste 

livestock blood
79.17±0.15 19.31±0.23 1.52±0.30 4.05±0.11 14.16±0.09 18.21±0.12 0.01±0.00

Solubilized waste 

livestock blood
79.17±0.15 19.31±0.23 1.52±0.30 18.20±0.09 N.A. 18.20±0.08 0.02±0.00

Amino-acid fertilizer 79.17±0.15 19.31±0.23 1.52±0.30 0.68±0.01 N.A. 0.68±0.02 11.11±0.01

*N.A.: Not applicable.

Fig. 2. Variation of CST and TTF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citric acid. 

시킨다. 따라서, 혈구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키기 

위해서 혈구 세포를 파괴하여 혈구 단백질을 혈장으로 가용

화시키기 위한 처리가 필요하다. 

가용화 방법으로는 초음파를 적용하였으며, 초음파에 의

해 가용화된 폐가축혈액의 삼성분은 가용화 전과 같은 수치

를 보였다. 이는 초음파 처리가 공동현상에 의한 물리적 처

리이므로 폐가축혈액의 성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이다. 초음파 처리 후 폐가축혈액의 혈장 단백질은 18.20%로 

폐가축혈액의 혈장 단백질보다 4.49배 증가하였으며, 혈구 

단백질은 측정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초음파에 의해 혈구가 

파괴되어 혈구 단백질이 혈장으로 완전히 가용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음파 처리 후 0.01%의 아미노산의 농

도 증가는 저분자 단백질이 초음파에 의해 파괴되어 아미노

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미노산 제재는 초음파에 의해 가용화된 폐가축혈액 보

다 혈장 단백질 함량이 17.52% 감소하였으며, 아미노산 함

량은 11.09% 증가하였다. 단백질의 아미노산 전환율은 

63.38%로 복합효소에 의해 폐가축혈액 내 단백질이 아미노

산으로 분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폐가축

혈액을 이용한 유사한 기존 연구 (Kim et al., 2003) 결과와 

대비하여 아미노산 함량이 2.66배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본 논문의 방법에 따라 폐가축혈액을 이용하여 고농도의 아

미노산 제재를 생산할 수 있었다.

Aminotosan
®
 액비 생산을 위한 키토산 응집 최적화

구연산 농도에 따른 응집 최적화   아미노산 제재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으로 전환되지 않은 단백질과 무기

물 등의 고형분을 제거하여 고품질의 친환경 아미노산 액비 

Aminotosan
®
을 생산하고자 천연 응집제인 키토산을 이용하

여 응집반응을 최적화하였다. 응집반응을 최적화하기 위해 

탈수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CST와 TTF를 측정하였다. CST

는 여과지 위 실린더에 일정한 양의 응집물을 넣어 측정하

는 것으로 모세관현상에 의해 응집물로부터 추출된 액체가 

여과지에서 퍼지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빠른 

시간 내에 상대적인 탈수특성을 알 수 있고 시료의 사용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TTF는 Buchner funnel 실험장

치를 사용해 0.5 atm의 압력에서 슬러지 부피의 1/2이 여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재현성이 뛰어나다

는 장점이 있다 (Yuan et al., 2011). 이러한 이유로 CST와 

TTF 분석으로 측정된 시간을 비교하여 아미노산 제재와 키

토산의 응집반응을 최적하였다. 

키토산은 키틴을 틸아세틸화하여 얻어낸 물질로써 산성 

수용액에서만 용해되기 때문에 산성 용매로 구연산을 선택

하였다. 구연산은 식용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곰팡이나 

병원성 세균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친환경 액

비 및 보존성 증대에 있어 최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Ryu et al., 2001). 

아미노산 제재를 응집하기 위한 최적 응집제를 제조하기 

위해서 용제와 용매의 최적 농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키

토산의 경우 구연산에 용해되어 점성이 커지기 때문에 2%

이상의 키토산을 용해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먼저 구연산

의 농도를 최적화하였다. 2 L의 10, 20, 30, 40%의 구연산

에 각각 2% 키토산을 주입하여 탈수성을 확인하였다 (Fig. 

2). 구연산의 농도를 10에서 40%로 증가시킴에 따라 CS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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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CST and TTF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chitosan coagulant.

Fig. 4. Variation of CST and TTF according to various 

coagulants.

TTF의 여과시간 모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구연산 농도 10%로 제조한 응집제는 40%로 제조한 응

집제 대비하여 CST가 2.76배 감소하였으며 TTF가 2.38배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구연산의 농도는 낮을수록 탈수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10% 미만의 구연산 농

도에서는 키토산이 용해되면서 용액의 점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2시간 이상이 지나도 키토산이 완전히 용해되

지 않아 실험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키토산을 용해시키기 

위한 구연산의 최소 농도는 10% 이상이며, 구연산의 농도는 

낮을수록 탈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적 구연산 농도는 

10%로 선정되었다. 

키토산 농도에 따른 응집 최적화   구연산 농도에 따

른 응집 최적화 조건을 선정 후, 키토산 농도에 따른 응집반

응의 효율을 최적화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키토산

은 구연산에 2%이상 용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미노산 제

재에 주입되는 키토산 응집제의 양을 선정하여 키토산 농도

에 따른 응집반응을 확인하였다. 아미노산 액비에 키토산 

응집제 (구연산 10%, 키토산 2%)를 각각 0~1000 ppm의 농

도로 주입하여 30 min 간 반응시킨 후 CST와 TTF를 측정하

여 Fig. 3에 나타내었다. 0 ppm으로 키토산 응집제를 주입

하였을 경우 CST와 TTF의 여과시간은 440.3 s, 572.5 s로 

확인되었으며 400 ppm까지는 0 ppm과 유사한 여과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500 ppm의 키토산 응집제가 주입되면서 

CST와 TTF의 여과시간은 189.9 s, 306.4 s로 확인되었으며 

500 ppm 이하로 주입되었을 때 보다 여과시간이 46%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00 ppm 이상부터 키토산 

응집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CST와 TTF의 여과시간은 감소

하였으며 1000 ppm에서는 CST와 TTF의 여과시간이 135.8 

s, 254.0 s로 확인되었다. 이는 500 ppm보다 여과시간이 

17% 이상 감소한 수치로 키토산 응집제의 주입량을 500 

ppm 이상으로 증가시킬수록 아미노산 액비에 대한 응집효

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키토산의 가

격은 100 g 당 4000원 (광진화학, CAS Num. CS-001 20 kg 

기준) 으로 많은 양을 사용할수록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응

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농도를 최적 응집조건으로 선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500 ppm 이하의 키토산 응집제를 주

입할 경우, 응집제를 주입하지 않은 효소분해반응 생성물과 

유사한 여과시간을 가졌으며 이는 주입되는 키토산의 양이 

적어 응집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소

분해반응 생성물에 대한 최적 키토산 응집제 주입량을 500 

ppm으로 선정하였다. 

아미노산 액비에 대한 키토산 응집제와 화학 응집

제의 응집성 비교   키토산 응집제가 산업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학 응집제와 유사한 응집성을 가지는지 알아보

기 위해, 키토산 응집제를 알루미늄계 화학응집제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화학응집제

인 C-353P를 이용하여 아미노산 액비를 응집하였을 때 

CST와 TTF의 여과시간은 673.6 s, 926.1 s로 확인되었으며 

HC-860은 375.0 s, 406.4 s로 나타났다. 천연 응집제인 키

토산 응집제의 경우 CST와 TTF의 여과시간이 HC-860보다

는 2.65~3.88배, C-353P보다는 6.05~6.97배 감소하였다. 

기존의 화학응집제를 이용하여 고액분리를 한 연구 결과 

(Krishnamurthy and Viraraghavan, 2005; Yuan et al., 

2011) 와 달리, 아미노산 액비를 고액분리하는 과정에 있어

서 화학 응집제 보다는 키토산 응집제가 뛰어난 응집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친환경 Aminotosan
®
 액비 생산   최적 응집조건으로 

응집된 아미노산 제재에서 아미노산 액비 Aminotosan
®
을 

생산하기 위해, 고액분리 시스템인 필터프레스를 적용하였

다. 고액분리 전 ․후의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a)는 효소분해 반응 후 생성된 아미노산 제재를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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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mage of amino-acid preparation (a) and Aminotosan
®

fertilizer (b). 

이며 Fig. 5(b)는 키토산 응집제로 응집 후 고액분리 하여 

최종 생산된 Aminotosan
®
 액비를 나타낸 것이다. 아미노

산 제재는 흑갈색으로 진하고 불투명하지만, 고액분리 후 

Aminotosan
®
 액비는 맑은 갈색으로 투명하고 깨끗하였다. 

이는 키토산 응집제에 의해 분자량이 큰 물질이 응집되어 

필터프레스에 의해 고체로 걸려졌으며 아미노산과 같이 분

자량이 작은 물질들 만이 분리되어 Aminotosan
®
 액비로 생

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Aminotosan
®
 액비의 아미노산 

함량은 17.64%로 분석되어 아미노산 제재의 아미노산 함량

인 11.11%보다 1.58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미노산 제재보

다 고농도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키토산에 의해 항균 및 항

곰팡이 효과, 탈취 효과, 보존제 효과, 식물생장 효과를 가지

면서 심미적 기능까지 확보한 고품질의 친환경 Aminotosan
®

액비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Conclusion

본 연구는 폐가축혈액이 단백질 자원으로서 잠재적 가

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초음파 처리와 효소분해 반응을 거

친 아미노산 제재에서 고품질의 친환경 아미노산 액비, 

Aminotosan
®
 생산을 위해, 천연 응집제인 키토산을 이용하

여 아미노산제재의 응집반응조건을 최적화 시켰다. 10% 구

연산 용액에 2% 키토산을 용해시킨 후 아미노산 제재에 

2500 ppm 의 키토산 응집제를 주입하여 응집 반응의 효율

을 최적화 하였다. 이를 필터프레스로 고액분리하여 아미

노산 제재보다 아미노산 농도가 1.58배 증가된 17.46%의 

Aminotosan
®
 액비를 생산하였다. 이는 키토산의 추가로 항

균 및 항곰팡이 효과, 탈취 효과, 보존제 효과, 식물생장 효

과를 가지면서 심미적 기능까지 확보한 고품질의 친환경 아

미노산 액비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폐가축혈액을 

장시간의 효소분해로 아미노산 전환율을 증가시키는 것 보

다 최적화된 키토산 응집조건을 활용하여 고액분리 하는 것

이 생산시간의 단축과 아미노산 품질 (농도 및 심미적 효과)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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