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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가소화 전분필름의 열적 및 강도적 성질에 미치는 두 종류의 나노셀룰로오스, 즉 마이크로피브릴 셀룰로

오스(MFC)와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CNC) 및 아민화전분의 첨가영향을 조사하였다. 글리세롤(23 wt%)을 전분의 

가소제로 사용하였으며, 나노셀룰로오스를 각각 1, 5, 10, 30 중량부(phr)를 첨가하여 나노필름을 제조하였다. 나노셀룰

로오스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 및 탄성율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신장율은 저하하였다. 또한, MFC

강화필름의 강도적 성질이 CNC 강화필름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제지용 사이즈제로 사용하는 아민화전분의 소량 첨

가는 강도적 성질의 향상에 양호한 영향을 미쳤다. MFC 강화 전분나노필름의 TGA에 의한 열적 안정성은 MFC (30

phr)의 첨가에 의하여 향상되었으며, 아민화전분 첨가 나노필름의 경우에도 MFC를 첨가함으로써 향상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nanocellulose, such as microfibrillated cellulose (MFC) and cellulose nanocrystal

(CNC), and aminated starch on tensile property and thermal stability of plasticized starch film. Glycerol (23 wt%) was

used as a plasticizer and nanocelluloses of 1-30 parts per hundred parts of resin (phr) in the basis of plasticized starch

were added. Tensil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increased with increasing nanocellulose addition amount, whereas 

elongation at break decreased. Tensile properties of MFC-reinforced starch film were higher than those of 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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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d film. Optimum addition amount of aminated starch, which is commonly used for paper sizing, to improve

tensile property of film, was found to be 5%. And 1% addition of aminated starch showed the best effect in the im-

provement of tensile property of the film. Thermal stability was improved with the addition of MFC to plasticized 

starch film with and without aminated starch.

Keywords : plasticized starch film, microfibrilled celluloses, cellulose nanocrystals, starch, aminated-starch

1. 서  론

현재 인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화석자원의 대

량소비에 의한 식량⋅자원⋅에너지 고갈 문제 및 최

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

히 석유자원의 대량생산 및 소비형 사회구조는 생존

환경권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 모든 산업

의 중심에 있는 석유자원의 고갈이 예상되면서 절실

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합성

플라스틱은 석유자원의 소비량 중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각처리 시 소각로의 손상, 다이옥신 등의 

유독가스 발생 및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며 매립처리 시에는 생분해되지 않아 축적

되어 환경에 큰 부하를 끼치고 있다.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의 하나로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을 통한 재이

용 및 화학적 리사이클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의 폐기문제, 폐플라스틱의 

위생적인 회수 및 재처리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

러한 배경으로,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합성플라

스틱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자원을 활

용한 생분해성 재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Leja & Lewandowicz 2010). 

전분은 재생가능한 천연자원으로 충분한 공급, 저

렴한 가격, 생분해성, 단순한 화학구조로 인해 매우 

매력적이고 유망한 플라스틱 원료로 각광받고 있으

며, 전분계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연구 

중 약 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Flieger et al. 

2003). 일반적으로 글리세롤, 폴리에틸렌글라이콜 등

의 친수성 저분자 가소제를 사용한 열가소화 필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합성 플라스틱과 

비교하여, 약한 내수성 및 기계적 성질이 단점으로 

되어 있다(Svagan et al. 2007). 이러한 단점을 해결

하고자 합성고분자와의 브랜드(Cao et al. 2008; Cao 

et al. 2003; Chen et al. 2008), 그라프트 공중합을 

포함한 화학수식(Cao et al. 2008; Chen et al. 2008; 

Cao et al. 2008; Suda et al. 2002), 리그닌(Lepifre et 

al. 2004), 점토(Chen & Evans 2005), 그리고 다층 

탄소 나노튜브(Cao et al. 2007) 등과 같은 보강재를 

사용한 복화재료화 등의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

다. 최근에는 나노셀룰로오스를 나노필러로 사용하

여 가소화전분의 기계적 성질을 보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Cao et al. 2008; Lu et al. 

2006; Angles & Dufresne 2000; Chang et al. 2010). 

나노셀룰로오스는 크게 microfibrillated cellulose 

(MFC)와 cellulose nanocrystal (CNC)로 나눌 수 있

으며, 대표적으로 종횡비와 결정화도의 차이가 있다. 

MFC는 큰 종횡비를 가지며 주로 기계적 해섬방법으

로 제조되며, CNC는 산가수분해에 의한 셀룰로오스

의 비정영역을 분해하여 고결정성 및 작은 종횡비를 

가지는 rod-type으로 제조된다. 이러한 나노셀룰로오

스는 매우 큰 강도적 성질과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

지고 있어 플라스틱의 강화필러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횡비가 다른 두 종류의 나노셀룰

로오스, 즉 MFC와 CNC를 가소화전분의 강화필러로 

사용하여 물성에 미치는 영향과 양이온성 아민화전

분의 첨가영향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전분은 아밀로오스 24%와 아밀로펙틴 74%로 구

성되어있는 옥수수전분(삼양제넥스사)을 사용하였다. 

아민화전분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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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lecular structure of aminated starch.

Fig. 2. SEM micrograph of MFC. Left, ×10,000; 
Right, ×60,000.

산기와 염화 그라이시딜 트라이메틸 암모늄 

(glycidyltrimethyl ammounium chloride)의 에폭시기

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글루코스 잔기 100개 당 8

개의 수산기가 치환된 아민화전분(C6080, 삼양제넥

스사)을 사용하였다. 가소제로는 글리세롤을 사용하

였다. 

나노셀룰로오스로는 Sugino Machine제 MFC 

(BiNFi-s)와 일반적인 산가수분해로 제조된 CNC를 

사용하였으며, 고형분이 1 wt%인 현탁액을 사용하

였다. CNC는 황산가수분해, 즉 α-cellulose로부터 

64%의 황산 수용액으로 가수분해하여 원심분리에 

의하여 정제하고 투석한 후 잔존 황산을 제거하였다. 

초음파 처리하여 분산시킨 CNC를 사용하였다. 

2.3. 전분의 가소화 및 나노셀룰로오스 강

화 필름의 제조

전분과 글리세롤의 중량비를 77/23으로 하여 3%

의 수현탁액을 제조한 후, 85℃의 항온수조에서 교

반속도 150 rpm로 1시간 교반하여 젤라틴화 하였다. 

아민화전분 첨가 필름은 글리세롤의 비율을 23 wt%

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분 고형분에 대하여 아민화

전분을 1-50 wt%로 변화시켜 제조하였다. 나노셀룰

로오스는 전분/글리세롤에 대하여 1, 5, 10, 30 phr의 

양을 첨가한 후 마그네틱 교반기를 이용하여 400 

rpm로 30분간 교반하였다. 그 후 혼합물을 폴리스틸

렌 페트리디쉬에서 상대습도 50%, 40℃에서 이틀간 

캐스팅하여 나노필름을 제조하였다. 

2.3. 나노셀룰로오스의 morphology 관찰

MFC의 경우는 0.001 wt%의 현탁액을 제조한 후, 

membrane필터 위에 감압여과하여 박막필름을 제조

하고, t-butyl alcohol로 물을 완전히 치환한 후 동결

건조하였다. 박막필름을 osmium plasma coater 

(NEOC-AN, Meiwa Fosis, Tokyo, Japan)를 사용하여 

1-nm의 osmium로 코팅 후, 주사전자현미경(FE-SEM, 

S-4800, Hitachi Co., Ltd., Japan)을 사용하여 형태학

적 성질을 관찰하였다. CNC는 0.0005% 현탁액으로 

희석한 후, 양이온 고분자전해질인 polyethyleneimin 

(0.1%)이 코팅된 mica 표면 위에 spin coater 

(ACE-200, 동아무역)를 사용하여 3000 rpm, 1분간 

코팅 후, 원자력간 전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

scope, Nanoscope 5, Veeco)을 이용하여 topography

를 얻고 치수를 측정하였다. 

2.4. 인장강도 및 열안정성 평가

인장강도 측정을 위하여, 나노필름으로부터 폭 5 

mm, 길이 50 mm의 dog-bone 시편을 제조하였으며, 

상대습도 50%, 상온 하에서 3일간 보관하였다. 이 후, 

인장강도시험기(GB/H50K, Hounsfield test equip-

ment사)를 이용하여 5 mm/min의 cross head speed와 

30 mm의 span length로 측정하였다. 열안정성 평가

는 열중량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sis, SDT 

Q600, TA lnstruments사)를 이용하였다. 시료는 약 

10 mg을 사용하였으며 질소기류 하에서 10 ℃/min

의 승온속도로 상온에서 600℃까지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나노셀룰로오스의 형태학적 성질

본 연구에서 사용한 MFC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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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FM topography of CNC and its line profile.

Fig. 4. Effect of MFC content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starch film plasticized by glycerol.

Fig. 2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MFC는 수현탁액에서 

매우 양호한 분산 상태를 나타내나, 건조과정에서 재

응집되는 경향으로 실제의 형태학적 성질을 관찰하

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membrane 

필터 위에 박막필름을 제조한 후 작은 표면장력과 

낮은 어는점을 가지는 t-butyl alcohol을 사용한 용매

치환과정을 거쳐 동결건조하는 방법으로 재응집 현

상을 억제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경이 

100 nm 정도의 몇몇 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0-50 nm의 나노섬유인 것이 확인되었다. 길이는 수 

µm 이상으로 5 µm 이상의 섬유도 보이고 있어, 매

우 큰 종횡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CNC는 MFC와는 달리 Fig. 3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직경 4-5 nm, 길이 200-300 nm 정도의 rod

형의 형태학적 성질을 보였다. 직경은 그림의 오른쪽 

line profile에서 보는 것과 같이 mica 표면으로부터 

CNC의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원자력간 전자현미경 

측정 중의 tip의 broadening현상에 의한 오차를 피하

였다. Line profile에서 10 nm의 높이로 표시된 CNC

는 두 개의 CNC가 응집된 형태를 나타낸다. 이와 같

은 두 종류의 나노셀룰로오스의 다른 형태학적 성질

이 가소화 전분필름의 강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3.2. 나노셀룰로오스 강화 가소화 전분필름

의 강도적 성질

Fig. 4에 MFC강화 가소화 전분필름의 인장강도, 

탄성율, 파단율을 나타내었다. 인장강도는 MFC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직선상으로 증가하였

다. 30 phr의 첨가로 약 40 MPa의 강도를 보였으며, 

MFC 미첨가 필름의 9 MPa보다 약 4배 이상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인장강도는 대표적인 폴리

오레핀 수지인 폴리프로필렌 및 저밀도폴리에틸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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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CNC content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starch film plasticized by glycerol.

비교될만한 값이다. 탄성율도 강도와 마찬가지로 

MFC의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직선상으로 증가하여, 

MFC첨가에 의한 강화효과를 볼 수 있었다. 반면, 파

단율은 MFC 첨가로 급격히 감소하여 10% 이상의 

첨가량에서 10% 이하의 파단율을 보였다. 이 현상은 

비상용성 이성분 복합재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매트릭스 폴리머의 연속성이 필러에 의하여 

끊어지기 때문이다(Lee et al. 2004). Soykeabkaew 

등(2012)은 글리세롤로 가소화한 전분에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첨가한 복합재료 제조에 대

한 연구에서, 나노섬유 첨가량이 50 wt%까지 증가함

으로써 인장강도 및 탄성율이 증가하였으며, 30 wt%

의 첨가로 약 20 MPa의 인장강도, 350 MPa의 탄성

율이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Savadekar 등 (2012)

은 cotton 섬유로부터 디스크형 그라인더로 나노섬유

를 제조하여, 시판 열가소성 전분에 첨가하여 인장강

도 성질을 조사하였다. 약 10 MPa의 인장강도가 0.5 

wt%의 첨가량으로 약 17 MPa로 향상됨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첨가량으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그 이상의 첨가량의 영향은 조사되지 않았다. 

Hietala 등(2013)은 침엽수 목분으로부터 탈리그닌 

및 헤미셀룰로오스를 제거 후 디스크형 그라인더로 

해섬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고, sorbitol로 가소화된 

전분에 5, 10, 15, 20 wt% 첨가하여 강도적 성질에

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약 8 MPa의 가소화전분의 인

장강도가 20 wt%의 나노섬유 첨가로 약 17 MPa로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의 발표된 결과

는 본 연구결과와 비교될만한 결과로 고려된다. 

Fig. 5는 CNC강화 전분필름의 인장강도적 성질을 

나타낸다. MFC와 마찬가지로 CNC의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 인장강도 및 탄성율이 비례적으로 증가하

였다(Cao et al. 2008). 30 phr의 CNC첨가로 인장강

도 및 탄성율은 각각 약 23 MPa와 2100 MPa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MFC의 값보다는 낮았으며, 고결

정성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종횡비로 인한 전분 매트

릭스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이 MFC보다 어려워 강도 

및 탄성율이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Cao 등(2008)은 

황마 섬유로부터 황산가수분해로 CNC를 제조하여 

글리세롤 36 wt%로 가소화된 완두콩 전분에 5-30 

wt%을 첨가하여 인장강도 성질을 조사하였다. 약 4 

MPa의 가소화전분의 인장강도가 30 wt%의 CNC첨

가로 12 MPa로 향상된 연구보고를 하였다. Liu 등

(2010)은 대나무섬유로부터의 CNC를 1-20 wt% 첨

가한 전분필름(25%의 글리세롤로 가소화)의 강도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CNC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 8 wt%까지 약 2 MPa에서 12 MPa까지 증가한 

후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Chang 등(2010)은 밀전분에 33 wt%의 글리세롤을 

첨가하여 가소화한 후, 1-5 wt%의 CNC를 첨가한 필

름의 인장강도 특성을 조사하였다. 5 wt%의 첨가로 

약 11 MPa의 인장강도를 보고하고 있다. 가소제의 

종류 및 양에 따른 영향에 따른 강도적 성질의 차이

가 고려되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인장강도 및 탄성

율은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될만한 값이라고 고려된

다. 파단율은 MFC강화 전분필름과 마찬가지로 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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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aminated starch addition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starch film plasticized by glycerol.

Fig. 7. Effect of aminated starch addition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starch/glycerol film reinforced by MFC (30 phr). 

의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3. 아민화전분 첨가의 영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민화전분은 일반적으로 제

지용 사이즈제로 사용되는 양이온성 고분자이다. 

Fig. 6에 가소화 전분필름의 인장강도적 성질에 미치

는 아민화전분의 첨가비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5 

wt%의 첨가량에서 가장 좋은 인장강도와 탄성율을 

보였으며, 그보다 많은 양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다량의 아민화전분의 첨가는 저분

자량인 성질에 의한 매트릭스의 강도적 성질의 약화

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파단율은 아민화전분

의 첨가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나노셀룰로오스는 기본적으로 음이온성 표면성질

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민화전분의 아민 치환기와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계면접착성의 향상이 기대된

다. 따라서 MFC를 30 phr로 고정시킨 가소화 전분

필름의 인장강도적 성질에 미치는 아민화전분의 첨

가비의 영향을 조사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1 

wt%의 적은 첨가량으로 인장강도와 탄성율의 향상

을 보였으며, 그 후는 저분자량 아민화전분의 약한 

물성에 기인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파단율은 

아민화전분의 첨가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결과로 소량의 아민화전분 첨가는 MFC와의 계면접

착성을 증가시켜 강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열적 안정성

MFC 및 아민화전분 첨가에 의한 가소화 전분필

름의 열안정성을 TGA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Fig. 8

과 9에 나타냈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MFC 

30 phr의 첨가에 의하여 중량감소율 20-80%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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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GA thermograms of starch/glycerol films
with and without MFC.

Fig. 9. TGA thermograms of MFC (30 phr)-re-
inforced starch/glycerol films with and without 50 
wt% of aminated starch.

에서 열안정성이 향상되었다. 중량감소율 50%에서 

MFC첨가에 의하여 열분해온도가 316℃에서 324℃

로 증가되었다. Soykeabkaew 등(2012)은 50, 60 

wt%의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및 황마나노섬유로 강

화된 가소화 전분필름의 열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중량감소율 50%에서의 열분해온도가 308℃에서 약 

350℃로 증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Chang 등 

(2010)은 5 wt%의 CNC 첨가로 가소화전분의 열분

해온도가 310℃에서 322℃로 증가되는 결과를 보고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열안정성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민화전분 첨가의 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Fig.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50 wt%의 첨가

량으로 감소하였으나, MFC의 첨가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민화전분 첨가에 의한 낮은 열안정

성은 인장강도적 성질에서도 논한 것과 같이 아민화

전분의 저분자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

나 MFC를 첨가함으로써 열안정성은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결  론

천연자원 유래의 바이오플라스틱은 현재의 석유자

원으로부터의 합성플라스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가소화전분 유래

의 바이오플라스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대표적인 글리세롤 가소화 전분필름의 강도적 성

질 및 열안정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두 종류의 나노

셀룰로오스, 즉 MFC와 CNC의 첨가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형태학적 성질 관찰결과로 MFC는 대부

분의 섬유가 직경이 20-50 nm, 길이 수 µm의 큰 종

횡비를 보였으며, CNC는 직경이 4-5 nm, 길이 

200-300 nm의 작은 종횡비를 보였다. 종횡비가 큰 

MFC가 CNC보다 인장강도의 강화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량의 양이온성 아민화전분의 

첨가는 MFC강화 나노필름의 강도적 성질의 향상에 

양호한 효과를 보였다. 가소화 전분필름의 열안정성

도 MFC첨가에 의하여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로 전분계 바이오플라스틱의 강화필러로써

의 나노셀룰로오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

후 큰 종횡비와 강한 음이온성을 지닌 TEMPO산화 

나노섬유를 활용한 전분계 바이오플라스틱의 제조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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