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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잣나무 목분의 탈리그닌 정도가 습식디스크밀을 이용한 해섬처리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과 얻어진 해

섬물의 성질을 조사하였다. 또한, 탈리그닌 정도가 종이의 인장강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였다. 탈리그닌의 정

도는 아염소산나트륨과 초산을 사용하는 Wise법의 처리횟수를 달리함으로서 조절하였다. 탈리그닌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섬효율은 향상되었으며, 디스크밀 처리횟수가 증가함으로서 섬유직경은 감소, 여수시간은 증가하였다. 또한 종

이의 인장강도 및 탄성률도 탈리그닌 정도 및 디스크밀 처리횟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delignification degree of Korean white pine wood on fibrillation efficiency by wet 

disk-milling (WDM) and the properties of thus-obtained microfibrillated cellulose (MFC) were investigated. The effect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nanopaper was also investigated. The delignification degree was adjusted by repeating 

‘Wise’ method using sodium chlorite and acetic acid. The increase in delignification degree improved fibrillation 

efficiency, showing the smaller nanofiber dimension at the shorter WDM time. The filtration time of MFC water 

suspension was increased by the increase of WDM cycles. Tensil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of the nanopaper were

increased by increasing delignification degree and disk-mill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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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이서호⋅한송이⋅김보연⋅장재혁⋅김남훈⋅이승환

－ 18 －

1. 서  론

현재 전 세계는 무분별한 화석자원 사용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

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에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소배출권’이 발

효되었다. 따라서 범국제적인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산업 발달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리그노셀룰로오스는 

친환경소재로 주로 산림자원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광범위한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다(Agoda-Tandjawa 

등 2010). 이로 인해, 최근 산업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자원인 리그노셀룰로오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셀룰로오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천

연 고분자 물질로써 생태계의 탄소순환으로 무한히 

얻어질 수 있고, 매년 수백만 톤 이상의 셀룰로오스

가 광합성작용으로 생산되고 있다(Habibi 등 2010; 

Hon 1994). 또한, 셀룰로오스는 생분해성 및 생체 친

화성을 지닌 친환경소재로 여러 화학 및 생물학적 

분해과정을 통해 글루코스 등 유효화학물질로 변환

될 수 있다(Gross와 Kalra 2002). 셀룰로오스는 주로 

세포벽 구조를 지지하는 기간물질로 약 40∼60%를 

차지하고 있으며(Yang 등 2007), D-glucose가 1, 4번 

탄소에서 서로 글리코시드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직쇄상 고분자이다(Habibi 등 2010). 셀룰로오스는 

생태계에서 단분자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분자 응집

체인 microfibril로서 존재하며 분자내 및 분자간 수

소결합으로 인한 우수한 강도적 성질 및 열적 안정

성을 갖고 있다(Habibi 등 2010). 이러한 셀룰로오스 

분자 응집체는 최근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로 불리고 

있으며, 그 활용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Iwamoto 

등 2007; Kalia 등 2014; Okahisa 등 2011).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는 크게 산 가수분해에 의한 

cellulose nanocrystal (CNC)과 주로 기계적 해섬방법

으로 제조되는 microfibrillated cellulose (MFC)로 구

분된다(Siqueira 등 2010). 산 가수분해를 통한 CNC 

제조에는 주로 황산(H2SO4)이 사용되고 있으며, 셀

룰로오스의 비정영역부분이 우선적으로 분해되어 고

결정성의 CNC가 제조된다(Habibi 등 2010). 한편, 

MFC제조에는 고압호모지나이저(Chun 등 2011), 디

스크밀(Jang 등 2013; Lee 등 2010), 동결분쇄

(Bhatnagar와 Sain 2005; Chakraborty 등 2005), 초음

파처리(Agoda-Tandjawa 등 2010) 등이 사용되고 있

으며, 다양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기계적 해섬의 효

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리그노셀룰로오스는 헤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을 

포함하며 이 구성 성분은 리그노셀룰로오스 섬유의 

전반적인 성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Siqueira 등 

2010), 탈리그닌 처리로 얻어진 홀로셀룰로오스는 

리그노셀룰로오스에 비하여 기계적 처리에 의한 해

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Abe 등 2007; Okahisa 

등 2011). Jang 등(2013)은 수열처리와 오존처리방

법으로 전처리한 잣나무를 기계적 해섬 장치로 처리

한 결과, 헤미셀룰로오스 및 리그닌의 부분적 제거

에 의한 세포벽 구조의 완화가 나노섬유화의 효율성

을 향상 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Abe 등

(2007)은 Wise법으로 탈리그닌하여 홀로셀룰로오스

를 제조하고 염기시약으로 헤미셀룰로오스를 제거

하였을 때, 건조이력이 없는 α-cellulose의 해섬효율

이 매우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로 마이크로피브릴사이에 나

노공간이 형성되어 기계적해섬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Lee 등 2010). 최근, 큰 비표면적을 가지는 이

러한 나노섬유로부터의 고강도 및 다공성 나노종이, 

고기능성 나노복합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잣나무 목분을 전통적 탈

리그닌 방법인 Wise법으로 탈리그닌 정도를 조절하

고, 그 정도가 기계적해섬처리 효율에 미치는 영향 

및 얻어진 섬유로 부터의 나노종이의 인장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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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공시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목재는 강원대학교 학술림에

서 자생하는 잣나무(Pinus koraiensis S. et Z.) 수종

을 사용하였다. 잣나무 원판을 약 7 cm × 7 cm 크기

로 절단한 후 hammer mill에 두 차례 파쇄하여 파티

클을 제조한 후, 커터밀로 분쇄하여 40 mesh의 목분

을 제조하였다. 탈리그닌에 사용한 아염소산나트륨

(NaClO2, 73.00%)과 아세트산(CH3COOH, 99.7%) 및 

전자현미경 샘플 제조시 사용된 tert-Butyl alcohol 

(C4H10O, 99.5%)은 대정화금(주)로부터 구입하였다. 

2.2. 탈리그닌 처리

증류수 1,500 mℓ에 잣나무 목분 25 g을 넣어 현

탁액을 제조한 후 아염소산나트륨 10 g과 아세트산

수용액 2,000 µℓ을 첨가하였다(Wise 등 1946). 반응

조에 교반기를 장착하고 1시간 동안 80℃에서 170 

rpm으로 교반하며 반응시켰다. 1시간 간격으로 같은 

양의 아염소산나트륨과 아세트산수용액을 첨가하였

으며 1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탈리그닌 처리하였

다. 약 4 ℓ의 증류수를 감압여과를 통하여 수차례 수

세한 후 탈리그닌 처리 시료를 분별하였다. 

2.3. 기계적 해섬처리

무처리 및 탈리그닌 샘플을 고형분 1 wt% 수현탁

액으로 제조하여 1회에서 15회까지 습식 디스크밀

(disk-mill, MKCA6-2, Masuko Sangyo Co., Ltd., 

Japan)로 해섬하였다. 회전속도는 1,800 rpm으로 설

정하였고, 디스크가 맞닿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디

스크간격을 100-200 µm 감소시켜 분쇄하였다. 각 반

복횟수 별로 고형분의 단위중량당 해섬시간(min/g)

을 계산하였다. 

2.4. 나노섬유의 형태학적 특성 

전자현미경 관찰용 샘플제작은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제작하여 최대한 수현탁액상의 형태학적 성질

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0.001 wt%의 나노섬유 수현

탁액을 제조한 후 초음파분산기(VCX130PB, Sonics 

& Materials Inc., U.S.A)로 60초간 분산시켰다. 감압

여과장치(N8203FT, KNF Neuberger Ltd., Sweden)를 

이용하여 분산된 현탁액을 멤브레인 필터(PTFE, 

pore size: 0.2 µm, Toyo Roshi Kaisha Ltd., Japan)로 

여과시킨 후 과잉의 tert-butyl alcohol에 20분간씩 3

회 처리하여 수분을 치환시켰다. 냉장고에서 동결 

후, 동결건조기(FDB-5503, Operon Co., Ltd., Korea)

에서 2시간 동안 tert-butyl alcohol을 완전히 증발시

켰다. 건조된 샘플은 카본코팅기(JEE-400, JEOL 

Ltd., Japan)를 사용하여 3 × 10
-4

 Pa의 진공 상태에

서 30 mA 전류를 가하여 1초 동안 코팅을 실시하였

다.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S-4800, 

Hitachi Co., Ltd., Japan)으로 형태학적 특징을 조사

하였다. 

2.5. 나노종이 제조 및 인장특성

고형분 0.1 wt%의 나노섬유 현탁액 440 mℓ를 제

조하여 초음파분산기로 1분간 고르게 분산시킨 후 

감압여과장치로 여과하여 젤과 같은 형상의 여과물

을 얻었다. 이때, 탈리그닌 정도에 따른 나노섬유 현

탁액의 여수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여과된 나

노섬유를 105℃ 온도의 열압장치에서 5분간 3.5 kgf

의 압력으로 나노종이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나노종

이의 직경은 70-75 mm, 두께 0.8-1.0 mm이었다. 인

장강도 특성은 나노종이로부터 직사각형 형태(폭 5 

mm, 높이 50 mm)의 시편을 절단하여 만능강도측정

기(H50K, Hounsfield test equipment Ltd., UK)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스팬 길이는 30 mm, 크로스헤

드 속도는 10 mm/min로 설정하였다. 각 샘플 당 5시

편 이상을 제조하여 측정하였다.



박찬우⋅이서호⋅한송이⋅김보연⋅장재혁⋅김남훈⋅이승환

－ 20 －

 

Fig. 1. Relationship between WDM operation cycles 

and WDM time.

Fig. 2. Appearance of nanofiber suspensions with dif-

ferent delignification degree. 

(A): WDM time: 0.799 min/g, (B): WDM time: 0.990 

min/g, (C): WDM time: 0.897 min/g, (D): WDM 

time: 1.152 min/g.

3. 결과 및 고찰

3.1. 탈리그닌 정도가 기계적 해섬효율에 

미치는 영향

Fig. 1은 무처리 목분과 탈리그닌처리 샘플의 습식

디스크밀(WDM, wet disk-mill) 처리횟수와 처리시간

의 관계를 나타낸다. 무처리 샘플의 추세선 기울기는 

0.21이고, 1, 3, 5시간 동안 탈리그닌 처리한 샘플의 

추세선의 기울기는 각각 0.2268, 0.1948, 0.1836로 

탈리그닌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WDM 처리회수당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탈

리그닌 정도가 증가할수록 해섬효율이 향상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2는 무처리 목분과 시간별 탈리그닌 처리 샘

플의 사진이다. 무처리 목분으로부터의 나노섬유 현

탁액은 갈색을 나타내었으며 탈리그닌이 진행됨에 

따라 희고 투명하게 되었다. 또한 탈리그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증가하여 유사겔과 같은 성질

을 나타내었다. 

Fig. 3은 얻어진 나노섬유의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Fig. 3 (A)는 무처리 목분으로부터의 나노섬유의 형

태학적 특성이며, 60-120 nm 정도의 굵은 섬유와 리

그닌 파티클이 보여지고 있다. Fig. 3 (B-D)는 각각 

1, 3, 5시간 탈리그닌 처리한 후 얻어진 나노섬유의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무처리 목분에 비하여 섬유직

경이 매우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탈리그닌이 

진행됨에 따라 리그닌 파티클은 보이지 않았으며, 더 

가는 섬유로 해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리그

닌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짧은 해섬시간으로 

해섬효율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탈리그닌 정도 및 해섬시간이 여수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모든 샘플에 있어서, 해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수시간은 증가를 하는 경향

을 보였다. 또한 무처리 목분의 경우, 전 해섬시간에 

있어서 여수시간은 1시간 이내로 짧았으며, 탈리그

닌이 진행됨에 따라 여수시간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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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rphology of nanofibers with different delignification degree and WDM time.

 

Fig. 4. Effect of delignification degree and WDM 

time on the filtration time of nanofiber suspensions. 

을 알 수 있다. 특히 5시간 탈리그닌 처리한 샘플은 

0.223 min/g의 해섬시간에서 26시간, 1.152 min/g의 

해섬시간에서 39시간으로 매우 긴 여수시간을 나타

냈다. 이 결과는 탈리그닌이 진행됨과 해섬시간이 길

어짐에 따라 해섬효율이 증가하여 물을 보유할 수 있

는 친수성 비표면적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2. 나노종이의 인장강도 특성

본 실험에서는 리그닌 제거 정도를 달리한 나노섬

유현탁액을 진공여과시킨 뒤 프레스로 열압을 가하

는 방법으로 나노종이를 제조하였다. Fig. 5는 제조

된 나노종이의 외관의 사진으로 탈리그닌에 의한 백

색도의 향상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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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ppearance of nanopapers with different delignification degree; (A): WDM time: 2.914 min/g, (B): 

WDM time: 2.153 min/g, (C): WDM time: 0.897 min/g, (D): WDM time: 0.706 min/g.

 

Fig. 6. Effect of delignification degree and WDM 

time on tensile strength of nanopapers. 

 

Fig. 7. Effect of delignification degree and WDM 

time on elastic modulus of nanopapers.

탈리그닌 정도와 해섬시간이 나노종이의 인장강도

와 탄성률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Fig. 6과 7에 나타

내었고, 나노종이의 밀도를 Fig. 8에 나타내었다. 해

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종이의 인장강도와 탄

성률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Fig.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처리 나노종이에 비하여 탈

리그닌 후 종이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

나 해섬시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무

처리 나노종이의 낮은 밀도값을 감안하더라도, 탈리

그닌이 진행됨에 따라 짧은 해섬시간으로 인장강도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시알 수 있다. 무처리 목분으

로부터의 나노섬유로 제조된 나노종이는 긴 해섬시

간에도 불구하고 인장강도의 향상 정도는 탈리그닌 

샘플에 비하여 현저하지 않았다. 특히, 탈리그닌 3 

및 5시간 후 얻어진 나노종이에 있어서 해섬시간의 

증가에 의한 인장강도 및 탄성률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Lee (2011) 등은 고압 호모지나이저에 2, 

4, 6, 8회 통과시킨 나노섬유를 이용하여 나노종이를 

제조한 후 인장강도 특성을 조사하였다. 고압 호모지

나이저의 통과 횟수가 2회에서 8회로 증가함에 따라 

나노종이의 인장강도는 37 MPa에서 110 MPa, 탄성

률은 약 5,000 MPa에서 6,000 MPa로 증가하여, 나

노섬유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나노종이의 강도적 성

질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5시간 탈리그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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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delignification degree and WDM 

time on density of nanopapers.

리 후 얻어진 나노섬유로부터의 나노종이의 인장강

도는 0.706 min/g의 해섬시간에서 156 MPa이었으

며, 무처리의 경우(0.799 min/g의 해섬시간에서 

22.744 MPa)와 비교하여 약 7배 정도 높은 인장강도

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탈리그닌이 진행됨에 따

라 셀룰로오스의 표면노출이 증가하여 나노섬유 간 

망목구조에 의한 수소결합이 증가하여 나노종이의 

강도적 성질을 향상 시킨 것으로 고려된다. 무처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적 성질의 리그닌 함량

이 높아짐으로서 나노종이의 강도적 성질의 향상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Hassan (2010) 등은 

supermass colloider로 10-30회 분쇄한 바가스 나노

섬유로부터 나노종이를 제조하여 인장강도 특성을 

조사하였다. 무처리 바가스로부터의 나노섬유로 제

조된 나노종이의 인장강도는 99.9-110.2 MPa, 탄성

률은 5.6-6.1 GPa의 범위이었으며, 알칼리 전처리로 

인하여 나노종이의 인장강도 및 탄성률이 각각 

101.4-138.2MPa과 5.68-6.18GPa로 향상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 

4. 결  론

리그노셀룰로오스의 세포벽은 강고한 수소결합으

로 응집된 셀룰로오스 마이크로피브릴과 그 주위에 

존재하는 리그닌 및 헤미셀룰로오스가 메트릭스의 

역할을 하는 천연 나노복합재료이다. 이러한 강고한 

세포벽으로부터 메트릭스 고분자의 부분 및 완전한 

제거는 셀룰로오스 마이크로피브릴 사이에 나노공간

을 형성시켜 세포벽구조를 취약화시킬 수 있다. 취약

화된 세포벽은 보다 효율적으로 해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잣나무의 탈리그닌 정도가 습식

해섬효율 및 나노종이의 인장강도 특성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탈리그닌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습

식해섬효율은 향상되었으며, 또한 해섬 처리횟수가 

증가함으로서 섬유직경은 감소, 나노섬유 현탁액의 

여수시간은 증가하였다. 나노종이의 인장강도 및 탄

성률도 탈리그닌 정도 및 해섬 처리횟수가 증가할수

록 증가하였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나노섬유는 리그

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로서 화학조성분의 차이에 의

한 표면특성의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고분자 복합재료의 필러로의 응용에 있어서 나노분

산 및 계면접착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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