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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온증기 및 오존 전처리로 제조된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탈리그닌 처리가 나노섬유 및 나노

종이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형태학적 특성 관찰 결과, 탈리그닌 처리에 의해 평균 직경 35 nm 이하의 

균일한 섬유가 얻어졌다. 또한 탈리그닌 처리는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비표면적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특히 오

존 전처리의 경우는 탈리그닌 처리에 의해 무처리에 비하여 1.5배 증가하였다. 나노종이 제조 과정 중의 여수시간 또

한 탈리그닌 처리에 의해 크게 증가하여, 고온증기 전처리의 경우는 탈리그닌 처리에 의해 무처리와 비교하여 5.4배 

증가하였다. 탈리그닌 처리는 나노종이의 백색도를 향상시켰으며, 고온증기 전처리의 경우는 탈리그닌 전과 비교하여 

색상차가 4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나노종이의 인장강도, 탄성율 및 신장율도 탈리그닌에 의하여 크게 향상되었으

며, 고온증기 전처리 후의 탈리그닌에 의한 나노종이의 인장강도가 142 MPa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lignification on properties of lignocellulose nanofibers 

(LCNFs) prepared by wet disk-milling (WDM) after steam and ozone oxidation pre-treatments and their nanopaper 

sheets. Delignification treatment was effective to obtain fine morphology with uniform fiber diameter less than 35 nm

without aggregation, and increased the specific surface area (SSA) and filtration time of LCNFs. In particular, SSA and 

filtration time of the LCNFs prepared by WDM after ozone pretreatment increased 1.5 and 5.4 times after further 

delignification. Delignification also increased whiteness and decreased the redness of nanopaper sheets. The highest col-

or difference (41.9) before and after the delignification was obtained in LCNFs prepared by WDM after the steam 

pretreatment. Tensile properties of nanopaper sheets were also increased by further delignification. The highest tensile 

strength was found to be 142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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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셀룰로오스는 단일 분자로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

으며, 분자 응집체인 마이크로피브릴을 형성하여 식

물세포벽에 주로 존재한다. 이러한 마이크로피브릴

은 셀룰로오스 나노섬유(CNF)라고도 불리우고 있으

며, 직경은 약 20∼50 나노미터, 길이는 수 마이크

로미터로서 큰 종횡비(길이/직경)를 가지고 있다

(Habibi 등 2010). 최근 이들이 갖는 우수한 강도적, 

열적 성질에 주목하여 고분자 복합재료의 강화제 및 

고기능 나노종이로의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Cho와 Park 2010; Sehaqui 등 2010; Lavoine 등 

2012; Chun 등 2012; Jang 등 2013). 

목재를 비롯한 리그노셀룰로오스로부터 나노섬유

의 고효율적 제조를 위해서는 헤미셀룰로오스 및 리

그닌과 함께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세포벽구

조의 분해저항(recalcitrant)을 해결해야 한다(Xu 등 

2007). 그 방안의 예로서, 고압열수(Lee 등 2010; 

Jang 등 2013), 알칼리 처리(Hasanjanzadeh 등 

2014), 열수폭쇄 등의 전처리 방법으로 헤미셀룰로

오스와 리그닌을 제거 후 해섬을 하는 방법이 시도

되고 있다. 특히, 리그닌은 세포벽 내에서 다른 성분

들과 상호 교착하여 조직을 강고히 하고 있으며, 화

학적으로는 phenylpropane계의 구성 단위가 탄소-탄

소 혹은 에테르 결합으로 축합한 매우 복잡한 구조

를 이루고 있다. 또한 다당과 결합되어 있는 부분

(lignin-carbohydrate complex)도 존재하며 세포벽의 

부위에 그 농도가 달라 셀룰로오스 마이크로피브릴

을 해섬하는데 큰 방해요소이다(Hwang 2011; 

Ragauskas 등 2014). 탈리그닌의 대표적 산업적 공정

으로는 크라프트 펄핑법(Hubbell과 Ragauskas 2010)

이 있으나, 실험실에서는 Wise법으로 불리는 아염소

산나트륨-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

용되고 있다(Sun 등 2004; Kumar 등 2013; Jungnikl 

등 2008). 그중에서도 Wise법은 리그닌 성분의 선택

적 제거에 있어서 전통적이며 가장 대표적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나노섬유의 제조 및 응용 연구에도 널

리 이용되고 있다. Okahisa 등(2011)은 대나무 섬유

를 Wise법으로 탈리그닌 전처리 후 습식 고전단 해

섬하여, 거의 완벽하게 탈리그닌된 나노섬유를 제조

하였으며 투명도가 매우 높은 나노복합재료 및 나노

종이에의 응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보(Jang 등 2014)에서는 고온증기 및 오존 전처

리로 헤미셀룰로오스 및 리그닌 성분을 일부 제거한 

후, 습식 고전단 해섬처리로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

섬유(LCNF)를 제조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전처

리로 헤미셀룰로오스 및 리그닌의 부분적 분해에 따

른 세포벽 구조의 취약화가 해섬효율을 향상시켰으

며, 평균 직경 20 nm 이하의 균일한 LCNF를 제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된 LCNF로부터 리그

닌을 추가 제거함으로서 CNF의 특성 및 나노종이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0.2 mm 크기로 분쇄한 잣나무 분말의 무처리 및 

전처리(고온증기, ST 및 오존처리, OZ) 후, 습식 디스

크밀(WDM)을 사용하여 얻어진 전보(Jang 등 2014)

에서의 LCNF를 공시재료로 사용하였다. WDM 해섬

시간은 무처리, 고온증기, 오존처리 샘플에 있어서 

각각 1.34, 0.97, 1.07 min/g이었다.

2.2. 실험방법

2.2.1. 탈리그닌 처리

LCNF 현탁액(1 wt%) 200 mℓ를 항온수조(80℃)

에서 아염소산나트륨 0.8 g과 초산 0.16 mℓ를 투입

한 후 60분간 반응시키고, 상기 과정을 4회 반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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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ise 등 1946). 이후 증류수 및 NaOH를 첨가하

여 원심분리(회전속도 10,000 rpm, 회전시간 10분, 

온도 25℃)하고 전술한 세척, 중화과정을 pH 5가 될 

때 까지 반복하였다.

2.2.2. 나노종이 제조

지름 90 mm, 두께 0.1 mm의 시트를 만들기 위한 

탈리그닌된 섬유의 고형분량을 산출하여 각 조건별

로 128 mℓ 현탁액을 제조하였다. 자석교반기에서 

10분간 교반 후, 30초간 초음파 처리하고, 감압여과

장치로 PTFE 멤브레인 필터(pore size, 0.2 µm)를 통

하여 여과하였으며, 이때 여수시간을 측정하였다. 여

과 완료 후 유사겔 타입의 CNF를 멤브레인 필터와 

함께 상부와 하부에 실리콘 코팅 여과지를 덮고 10

5℃에서 5 MPa의 압력으로 30초간 예비압제하였다. 

이후 멤브레인 필터로부터 CNF 시트를 분리하고, 

다시 실리콘 코팅 여과지를 덮어 15 MPa의 압력으

로 60초간 최종압제 후, 40℃에서 24시간 진공건조

하였다.

2.2.3. 형태학적 특성 관찰 및 비표면적 측정

전보(Jang 등 2014)에서 보고된 전자현미경 관찰

용 시편제작 방법과 같이, 0.001 wt%의 섬유 현탁액

을 감압여과하고, 필터위의 섬유를 약 1 nm 이하의 

두께로 오스뮴 코팅하여 이를 전계방사형 주사전자

현미경(FE-SEM, S-4800, Hitachi Co., Ltd, Japan)으

로 관찰하였다. 이후, 현미경사진 상에서 관찰된 50

개 이상의 섬유 직경을 이미지분석프로그램(ImageJ,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으로 측정하고 평균하였다.

비표면적 측정에는 t-BuOH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

거하고 동결 후 24시간 동안 동결건조한 샘플을 사

용하였다. 건조된 샘플을 BELSORP 18 (Bel Japan 

INC., Japan)을 이용하여 질소흡착법(BET 법)으로 

측정하였다(Brunauer 등 1938).

2.2.4. 나노종이의 색상분석 및 인장강도 특성 

나노종이의 색상 분석은 색도색차계(NR-3000, 

Nippon denshoku,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탈

리그닌 전후의 나노종이의 색상 차이, 즉 색차(ΔE * 

ab)는 아래의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Han과 Cho 2005).

∆  


∆∆∆

ΔE * ab : 색차값, ΔL * : 백색도, 

Δa * : 채도, Δb * : 색상

색차계로 분석된 L 값은 백색도를 나타내며 0∼

100까지 표시한다. a, b 값은 일반적으로 xy 좌표계

와 같은 평면 좌표계로써 가로축이 a 값, 세로축은 b 

값으로 나타낸다. ＋a방향은 red, －a방향은 green, 

＋b방향은 yellow, －b방향은 blue를 나타낸다.

나노종이의 인장강도 특성은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인장강도 측정방법(Japanese Standards Association 

1999)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dog-bone 형태의 시편

을 5 × 0.1 × 50 mm 크기로 절단한 후, Shimadzu au-

tograph (AG-1, 5 kN load cell, Shimadzu Ltd, Japan)

를 사용하여 인장강도, 탄성율 및 신장율을 측정하였

다. 이때 크로스헤드 속도는 분당 0.5 mm로 설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형태학적 특성, 여수시간 및 비표면적

Fig. 1은 탈리그닌 전후의 LCNF 전자현미경 관찰

사진이다. Table 1에 각 LCNF의 탈리그닌 전후의 

평균 직경, 여수시간 및 비표면적을 정리하였다. 각 

샘플의 화학적 조성분 비율은 전보에서 보고하고 있

다(Jang 등 2014). 무처리 목분으로부터의 LCNF는 

평균 직경 약 35 nm의 섬유가 관찰되었지만 리그닌 

및 헤미셀룰로오스가 제거되지 않아 섬유끼리의 응

집된 부분이 관찰되었다. 고온증기처리로 헤미셀룰

로오스 성분을 일부를 제거한 샘플(ST-WDM)의 평

균 직경은 약 19 nm이었으며 잔존 리그닌에 의한 

섬유간 재응집 현상이 일부 관찰되었다. 그러나 오존

처리로 리그닌을 대부분 제거한 샘플(OZ-WDM)은 

평균 직경 약 12 nm의 섬유가 양호하게 분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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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WDM : wet-disk mill after steam treatment; 
**

OZ-WDM : wet-disk mill after ozone treatment

Fig. 1. Effect of delignification on the nanoscopic morphology of LCNFs obtained-raw materials and after 

steam and ozone treatments.

LCNFs
WDM time 

(min/g)

Average diameter

(nm)

Filtration time

(min.)

Specific surface area

(m
2
/g)

Before

DL
***

After

DL

Before

DL

After

DL

Before

DL

After

DL

Only WDM 1.34 34.6 ± 11.9 12.9 ± 4.1 13.5 59.6 149 183

ST-WDM
*

0.97 19.1 ± 07.2 11.0 ± 2.6 15.2 81.7 189 257

OZ-WDM
**

1.07 11.8 ± 03.0 09.6 ± 3.3 14.6 62.7 167 244

* 
ST-WDM : wet-disk milled sample after steam treatment;

** 
OZ-WDM : after ozone treatment;

*** 
DL : delignification

Table 1. Effect of delignification on the average diameter, filtration time and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LCNFs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Jang 등 2013). Hubbell과 

Ragauskas (2010)는 순수한 셀룰로오스 여과지

(Whatman #4)에 미송으로부터의 크라프트 리그닌을 

30% 농도로 첨가하여 이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리그닌 구체들이 섬유 표면을 피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섬유간 공간에 침투하여 이들을 응집화하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각종 전처리로 세포벽의 구조

를 완화시켜 해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더라도, 잔존

하는 리그닌 성분이 섬유간 재응집을 일으킬 수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샘플을 탈리그닌 처리

한 결과 평균 직경의 감소와 분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탈리그닌 처리가 개별적 나

노섬유의 해리를 향상시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오존 전처리 후 얻어진 나노섬유의 탈리그닌 샘플은 

직경이 11.8 nm에서 9.6 nm로 감소하였으며 나노섬

유의 개별적 해리에 의한 균일한 형태학적 성질을 

보였다. Chang 등(2012)은 대나무 섬유를 170℃에서 

고압열수 전처리하여 헤미셀룰로오스 성분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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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Fs
Before delignification After delignification

ΔE*ab
****

L*
*

a*
**

b*
***

L* a* b*

WDM 43.0 ± 1.6  6.4 ± 0.9 35.1 ± 1.0 44.8 ± 2.2 -2.1 ± 0.2 34.5 ± 1.9 8.1

ST-WDM 20.2 ± 1.0 19.3 ± 1.1 24.6 ± 2.1 55.2 ± 3.6 -3.0 ± 0.1 31.4 ± 2.2 41.9

OZ-WDM 92.1 ± 0.4 -1.0 ± 0.1  6.5 ± 0.1 93.5 ± 0.8 -2.2 ± 0.1  6.4 ± 0.3 1.4

*

L*: brightness; 
**

a*: red(+) - green(-); 
***

b*: yellow(+) - blue(-); 
****

color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delignification

Table 2. Color properties of nanopapers before and after delignification

*

ST-WDM : wet-disk mill after steam treatment; 
**

OZ-WDM : wet-disk mill after ozone treatment

Fig. 2. Effect of delignification on the color change of nanopapers. 

제거한 후 해섬하여 제조한 LCNF을 Wise법으로 2

회 탈리그닌 한 섬유의 평균직경은 약 50 nm 이하로 

보고하고 있다.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탈리그닌 처리에 의

한 섬유 직경의 감소율은 무처리 목분으로부터의 

LCNF가 약 63%로 가장 높았으며, 오존 처리 후 얻

어진 LCNF의 경우가 가장 낮았으나 평균 직경은 

9.6 nm로 가장 작았다. 한편, 탈리그닌 처리 전의 세 

종류의 LCNF간에 있어서, 여수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탈리그닌 처리에 의하여 여수시간이 4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온증기처

리 후 얻어진 LCNF는 탈리그닌 후 80분 이상의 긴 

여수시간이 소요되었다. 긴 여수시간은 섬유의 미세

화 정도의 간접적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미

세섬유가 형성되고 분산성이 향상될수록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친수성 표면에의 물의 보유능력이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Chang 등 2012; Jang 등 2012; 2013). 

비표면적 또한 탈리그닌 처리에 의해 크게 향상되어 

두 전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나노섬유의 경우 240 

m
2
/g 이상의 큰 비표면적을 나타냈다. 이전의 연구들

을 살펴보면, 사탕수수 바가스를 150℃에서 열수 전

처리하고 1.20 min/g 동안 고전단 해섬한 나노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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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ensile properties of nanopapers before and after delignification. NOTE : number means

wet-disk milling time; ST-WDM : wet-disk mill after steam treatment; OZ-WDM : wet-disk mill after ozone 

treatment.

의 비표면적은 145 m
2
/g, 대나무를 170℃에서 고압

열수 전처리하고 2.74 min/g 동안 해섬한 나노섬유

의 비표면적은 112 m
2
/g로 보고되고 있다(Miura 등 

2012; Chang 등 2012). 이러한 값은 본 연구의 탈리

그닌 전 LCNF와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탈리그닌 처리에 의하여 비표면적이 더욱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3.2. 나노종이의 색상

Fig. 2는 각 샘플의 탈리그닌 전과 후의 LCNF로 

제조한 나노종이의 사진이다. 탈리그닌 처리 전의 각 

LCNF로 제조한 종이 간에는 리그닌 함유량에 따른 

뚜렷한 색상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조명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에서 제안

한 색측정 표준 분석기준을 사용하여 명도(L*), 

red-green (a*), yellow-blue (b*) 영역에서의 색상을 

정량 수치화한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탈리그

닌 전의 고온증기 처리 후 샘플은 명도가 +20으로 

어둡게 나타났으며, 이는 증기처리에 의한 헤미셀룰

로오스 성분의 감소에 의한 리그닌량의 상대적 증가

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한편 오존처리후 샘플

은 리그닌 성분의 분해에 의하여 명도가 +92로 밝게 

나타났다. 모든 나노종이에 있어서, 탈리그닌 처리에 

의하여 백색도는 증가하고, 적색도는 크게 감소하였

으며, 황색-청색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탈리그닌 

전과 후의 나노종이의 색차(ΔE * ab)를 Han과 Cho 

(2005)의 색차계 기준을 통하여 정리하면, 무처리의 

경우는 6.1∼12.0(색차가 많음), 고온증기는 12.1 이

상(매우 많음), 오존처리는 0.6∼1.5(근소함)으로 분

류할 수 있다.

3.3. 나노종이의 인장특성

Fig. 3은 각 처리별로 얻어진 LCNF로부터의 나노

종이의 인장특성에 미치는 탈리그닌의 영향을 나타

낸다. 무처리, 고온증기, 오존처리 후 LCNF로부터 

제조한 나노종이의 인장강도는 각각 81, 97, 85 MPa

이었으며, 탈리그닌로 각각 117, 142, 120 MPa로 크

게 증가하였다. 또한 탄성율 및 신장율도 탈리그닌 

전에 비하여 모두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

장강도 특성은 침엽수 아황산펄프의 효소분해 후 고

압 호모지나이저로 해섬된 나노섬유로부터의 나노종

이(인장강도 및 탄성율, 178 MPa 및 10.3 GPa) 

(Sehaqui 등 2010)와 고결정성 셀룰로오스의 고압 호

모지나이저로 해섬된 나노섬유로 부터의 나노종이

(인장강도 205 MPa) (Lee 등 2011)와 필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탈리그닌에 의한 나노종이의 인

장강도 특성 향상은 리그닌양의 감소에 따른 셀룰로

오스의 비표면적의 향상과 이에 따른 섬유간 수소결

합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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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잣나무로부터 고온증기 및 

오존 전처리로 제조된 LCNF의 특성 및 나노종이의 

색상차 및 인장강도 특성에 미치는 탈리그닌의 영향

을 조사하였다. 나노섬유 간에 존재하는 리그닌을 제

거함에 따라 섬유직경이 더욱 감소되었으며 여수시

간 및 비표면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탈리그닌 

처리에 의하여 나노종이의 백색도는 증가하였으며 

적색도는 크게 감소하였다. 나노종이의 인장강도 특

성도 탈리그닌 처리에 의하여 모든 샘플에 있어서 

약 1.5배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세 종류의 

LCNF는 목재로부터 직접 비교적 간단하고 대량생산

이 가능한 방법으로 제조되었으며 모든 화학조성분

을 포함하고 있으나, 응용분야별 용도에 따른 특성조

절이 필요한 경우 탈리그닌 처리에 의하여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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