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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분쇄 가공된 폐닥나무의 친환경 조습 제품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피섬유와 폐닥나무 분쇄 펠렛의 흡 ․

방습 성능 측정을 진행하였다. 폐닥나무 분말은 710-355㎛, 355-100㎛, 100-45㎛ 및 45㎛ 미만의 입도별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분말
의 비표면적은 입자 크기가 710㎛부터 45㎛미만으로 감소할수록 1.02m2/g에서 1.35m2/g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흡 ․방습량은 
355-100㎛, 710-355㎛, 100-45㎛, 45㎛미만 및 인피섬유의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각각 141.1g/m2, 147.1g/m2, 135.7g/m2, 129g/m2의 흡
습 및 117.2g/m2, 123.6g/m2, 110.2g/m2, 93.3g/m2의 방습 성능이 확인되었다. 폐닥나무 분말의 흡습 및 방습 성능은 닥나무 인피섬유 보
다 우수하였으며, 이는 펠렛 내부 기공의 분포와 섬유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주제어 : 닥나무, 인피섬유, 분말, 친환경, 조습

Abstract

In this study, adsorption and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pulverized waste paper-mulberry pellet and bast fiber were 

measured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to humidity control products. Paper-mulberry powder was classified by 710-355㎛, 

355-100㎛, 100-45㎛ and less than 45㎛ and used in experiment. Specific surface area increased from 1.02m2/g to 1.35m2/g as 

the particle size decreased from 710㎛ to under 45㎛. Adsorption and desorption performance decreased in the order of 355-100

㎛, 710-355㎛, 100-45㎛, less than 45㎛ and bast fiber, adsorption content on each particle sizes were 141.1g/m2, 147.1g/m2, 

135.7g/m2, 129.0g/m2 and desorption content were 117.2g/m2, 123.6g/m2, 110.2g/m2, 93.3g/m2. As a result, adsorption and 

desorption performance of paper-mulberry powder were superior to those of the bast fiber and these phenomenon can be 

considered that it caused by pore distribution in pellet and damage of fiber.

Key words : paper-mulberry, bast fiber, powder, eco-friendly, humidity self-control



폐닥나무의 입도제어에 따른 흡 ․방습 특성 분석 9

자원리싸이클링 제 29권 제 2호, 2020

1. 서    론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새집 증후군, 유해물질 저
감 등 실내 공기길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
히 하루 중 80-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
은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의 증가에 따라 건강
을 위한 친환경 주거공간을 구축하려는 심리가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
이다1-2).

건강을 위한 주거공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실내 습도 
조건이 대두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40-70%

의 습도 범위가 가장 적절하다고 발표되고 있다. 습도가 높
은 환경에서는 곰팡이와 세균 등의 증식과 천식, 알레르기 
및 비염 증상이 유발되며, 습도가 낮으면 호흡기 질환 및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연장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더불어 정전기 축적으로 정밀기기의 오작동, 발화 및 미술
품 등의 열화로 재산피해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
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습기나 가습기의 사용
이 필요하나, 에너지 소비가 크고 장기간 사용 시 기기 내
부에 곰팡이와 진드기 및 각종 세균이 번식하여 오히려 인
체 건강을 해치게 된다2-4). 따라서 해당 기기의 도움 없이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에 대한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추 등의 다공성 재
료가 적용된 패널의 조습 특성에 대한 연구3) 및 해외에서
는 Dinh-Hieu Vu 등의 폐기물을 활용한 다공성 세라믹의 
조습 특성 연구5) 등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적정 습도를 자율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습 
재료는 모세관 기공 등에 의해 습도 제어가 가능하다. 이
는 수증기가 응축 ․액화 또는 응축수 증발을 통해 일정 범
위의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6). 닥나
무 섬유 또한 조습 재료 중의 하나로, 껍질과 목질부 사이
에서 추출 가능하며, 온도와 습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미세 기
공을 통한 환기가 가능하게 하여7),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
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이 불량하거나 제품 제조에 사용이 
어려운 폐닥나무의 가공을 통해 조습 제품에 대한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폐닥나무 섬유 
및 섬유를 분말 형태로 제조하여 조습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2. 실험 방법

흡 ․방습 특성 분석은 Fig. 1의 과정에 따라 진행하였
다. 먼저 가공에 따른 인피섬유의 흡 ․방습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폐닥나무에서 추출한 섬유 및 분쇄 분말을 사
용하였으며, Fig. 2에 해당 재료를 나타내었다. 사용된 인
피섬유는 자연 건조를 통해 수축이 이루어진 상태로 사
용하였다. 분말은 건조 섬유를 진동 분쇄기(Analysette3, 

FRITSCH社, Germany)로 6시간 동안 분쇄한 후 체를 사
용하여 분리하였으며, 710-355㎛, 355-100㎛, 100-45㎛ 

및 45㎛ 미만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진동 분쇄를 6시간 
이하로 진행할 경우 분말 생성이 불가능하였으며, 분말 
형태의 확인과 분류 및 획득을 위한 분쇄시간을 최소 6시
간으로 판단하였다.

분쇄 분말은 결정상 분석을 위해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XRD (DMAX 2500, Rigaku社, Japan) 분석을 시행하였
다. 또한, 제작된 펠렛의 흡 ․방습 능력과 입도별 분말의 비
표면적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BET (ASAP2420, 

Micromeritics社, U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원형 몰
드에 분말 3g을 장입한 후 1분간 4톤의 압력으로 일축 가
압하여 Fig. 3과 같은 펠렛(지름 20mm, 두께 7.5mm)을 
제작하였다. 더불어 폐닥나무 섬유 분쇄 전 ․후 및 펠렛의 
미세구조 특성 분석을 위해 각각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
다(SEM, JSM-6380, JEOL社, Japan). 이때 펠렛 내 잔여 

Fig. 1. Scheme of experimental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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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6시간씩 건조하였으며, 수축현상 및 
열손상 방지를 위해 온도를 60℃로 고정하였다. 또한 입자
크기에 따른 기공률을 확인하기 위해 Porosimeter(Auto 

Pore Ⅳ, Micromeritics社, USA)를 활용하여 기공률을 측
정하였다.

조습 특성은 JIS A 1470-1을 준용하여 펠렛과 분쇄하
지 않은 폐닥나무(약 5g)의 흡 ‧방습량을 측정하였다. 일
정한 온 ‧습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항온 ‧

항습기(CC600, 우진정밀社, Korea)를 사용하였으며, 미세
저울(HS 224S, HANSUNG Instrument Co. LTd., Korea)

을 사용하여 2시간마다 질량 변화를 기록하였다. 시험체
의 안정화를 위해 50% RH, 온도 23±0.5℃에서 24시간 동
안 유지시킨 후 흡습(75%RH-12hr) 및 방습(50%RH-12hr)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항온항습기 내부 온도는 23±0.5℃

로 고정하였다8).

3. 실험결과

3.1. 원료 특성 분석
Fig. 5(a)는 폐닥나무 껍질과 목질부 사이에서 추출한 

인피섬유에 대한 XRD Pattern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15°와 22° 위치에서 셀룰로오스 피크를 확인 할 수 있
었으며, 38°, 44° 및 64°에서도 피크가 검출되었다. 셀룰
로오스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고
분자 물질로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며, 가벼운 무게 및 생
분해성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다9).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석
유 기반의 합성 고분자 물질을 천연자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큰 가운데 닥나무 섬유는 목재 섬유보다 우
수한 셀룰로오스 함량 및 결정화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더불어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여 여러 산

(a) Bast fiber (b) 710-355㎛ (c) 355-100㎛ (d) 100-45㎛ (e) under 45㎛

Fig. 2. Bast fiber and powders of each particle size.

(a) 710-355㎛ (b) 355-100㎛ (c) 100-45㎛ (d) under 45㎛

Fig. 3. Pellet as each particle size.

Fig. 4. Water vapor adsorption & desorption of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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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이용 가능한 친환경재료10)로 판단되었다. 

한편, 셀룰로오스 외에 38°, 44° 및 64°에서 관찰된 피
크는 XRD 홀더 자체를 측정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X-선이 폐닥나무 분말을 
투과하여 XRD 홀더에 부딪친 후 검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폐닥나무 섬유를 분쇄하여 얻어진 각 분말의 입도별 구
성 비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710㎛ 초과, 710-355㎛, 

355-100㎛, 100-45㎛ 및 45㎛미만의 수준으로 분리하였
으며, 710㎛의 초과분은 실험에 사용하지 않았다. 각 입도
별 구성비는 28.69%, 12.03%, 3.75%, 24.99%, 30.54%이

었으며, 이후 각 분말에 대한 비표면적 분석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 710-355㎛, 355-100㎛, 100-45㎛, 45㎛미만
의 순서에 따라 1.02m2/g, 1.11m2/g, 1.23m2/g 및 1.35m2/g

으로 입자 크기가 감소할수록 비표면적은 늘어나는 일반
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참조).

Fig. 6은 폐닥나무 섬유의 미세구조 관찰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여러 줄기의 섬유로 이루어진 다발 형태를 띄
고 있으며, 섬유 직경은 약 10-20㎛ 내외로 판단되었다. 

또한, Fig. 6(c)와 (d)에 나타난 단면에서는 닥나무 섬유가 
가지는 조습 특성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진 관 형태의 기공
이 관찰되었다. 기공의 내강폭은 약 11㎛까지 관찰되었으

0 10 20 30 40 50 60 70

In
te
n
s
it
y

2Theta

C

C

C : Cellulose

0 10 20 30 40 50 60 70

2Theta

In
te
n
s
it
y

 

(a) Paper-mulberry (b) XRD holder

Fig. 5. XRD patterns of bast fiber & XRD holder.

Table 1. Particle size of ground waste paper-mulberry

Particle size (㎛) over 710 710-355 355-100 100-45 under 45

Content (%) 28.69 12.03 3.75 24.99 30.54

Table 2. Surface area of each particle size

Particle size (㎛) 710-355 355-100 100-45 under 45

Surface area (m2/g) 1.02 1.11 1.23 1.35

(a) Side X 500 (b) Side X 1000 (c) Cross section X 500 (d) Cross section X 2000

Fig. 6. Microstructure of bast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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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고 등이 연구 발표한 내강폭(4.5-12.5㎛) 범위 안
에 있음을 확인하였다11). 이를 통해 폐닥나무 섬유는 섬유 
내부의 관 형태 기공에 의한 흡 ․방습 특성을 보유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분쇄된 폐닥나무 섬유 분말의 미세구조를 Fig. 7에 나
타내었다. Fig. 7(a)-(d)와 같이, 체분리 입도가 작아질수
록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

와 (f)에서는 완전히 분쇄되지 않고 섬유 상태로 존재하는 
형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7(a)와 (b)에서는 대부분 
섬유다발의 분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손상된 섬유 다발
과 분쇄 시 충격에 의해 섬유들이 재응집된 2차 입자가 관

찰되었다. 반면 Fig. 7(g)와 (h)에서는 섬유다발, 2차 입자 
및 비손상 섬유 발견이 어려웠으며, 분리된 섬유가 절단
된 형태의 조각들로 다수 확인되었다.

Fig. 8은 분말로 제조한 펠렛 단면의 미세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분말 입자가 작아질수록 섬유 길이 및 다발 밀
집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분쇄 공정에서의 충격
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확인되었다. 펠렛 단면에서 관찰되
는 기공의 분포는 (b), (a), (c) 및 (d)의 순으로 많았으며, 

(a)는 섬유다발의 분리가 적게 일어나 비교적 온전한 형태
가 관찰되었다. 반면, (b)에서는 섬유다발의 절단 뿐 아니
라 섬유간의 분리가 일어나 산발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으

(a) 710-355㎛ X 50 (b) 355-100㎛ X 50 (c) 100-45㎛ X 50 (d) under 45㎛ X 50

(e) 710-355㎛ X 500 (f) 355-100㎛ X 500 (g) 100-45㎛ X 500 (h) under 45㎛ X 500

Fig. 7. Microstructure of paepr-mulberry powder.

(a) 710-355㎛ X 50 (b) 355-100㎛ X 50 (c) 100-45㎛ X 50 (d) under 45㎛ X 50

(e) 710-355㎛ X 1,000 (f) 355-100㎛ X 1,000 (g) 100-45㎛ X 1,000 (h) under 45㎛ X 1,000

Fig. 8. Microstructure on cross section of 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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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인하여 (a)에서 분말 밀집
이 더 잘 일어나 (b)보다 (a)의 기공 분포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7(g)와 (h)의 얇은 판상 형태의 분말
이 펠렛 성형과정에서 Fig. 8(g) 및 (h)와 같은 적층ㆍ압축
되어 기공의 분포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3.2. 흡 ‧방습 특성 비교
폐닥나무 섬유와 펠렛의 흡 ․방습 실험 결과를 Fig. 9 

및 Fig. 10에 나타내었다. 이 때 각 펠렛은 동일한 무게의 
분말로 제작하였으나, 탈형 과정에서의 손상과 미세 분말
의 몰드내부 흡착 등으로 인하여 초기 무게의 편차가 발생
하였다. Fig. 9의 폐닥나무 섬유는 4시간 전후까지 흡습량 
증가폭이 0.023g으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 후 
증가폭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방습
량은 0-2시간 구간에서 0.033g 수준이었으며, 이후 점차
적으로 완만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Fig. 10은 

각 입도별 분말로 구성된 펠렛의 흡 ․방습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에서 0-4시간 구간의 펠렛의 
흡습량은 분말 입자 크기가 큰 순서에 따라 0.015/0.013g, 

0.016/0.013g, 0.014/ 0.011g 및 0.013/0.010g수준이었으
며, 이후 구간에서는 점차적으로 흡습량이 감소하며 완만
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b)에 나타난 방습량은 0-4

시간 구간에서 분말 입자의 크기가 큰 순서에 따라 약 
0.024/0.001g, 0.026/0.010g, 0.022/0.001 및 0.018/0.008g

로 무게의 감소폭이 확인되었다. 이후 구간에서는 감소량
의 변화폭이 줄어들었으며, 급격히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 시험체간 흡습 및 방습 실험에
서의 거동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11(a)는 입자 크기에 따른 비표면적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입자 크기가 감소할수록 비표면적이 증가하
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1(b)는 인피섬유와 
펠렛의 흡 ․방습율을 나타낸 것이며, 펠렛의 경우 입자 크

0 2 4 6 8 10 12

5.01

5.02

5.03

5.04

5.05

5.06

W
e
ig
h
t(
g
)

Time(hr)
0 2 4 6 8 10 12

5.01

5.02

5.03

5.04

5.05

5.06

W
e
ig
h
t(
g
)

Time(hr)

(a) Adsorption of bast fiber (b) Desorption of bast fiber

Fig. 9. Adsorption and desorption of bast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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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작아질수록 흡 ․방습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하지만 355-100㎛에서 가장 높은 흡 ․방습율 
값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Fig. 12와 Table 3에서 확
인된 펠렛 기공률과 동일한 경향이었다(Fig. 12 및 Table 

3은 수은압입법에 의해 측정된 수은압입 부피와 기공률 
값). 각각의 기공률은 355-100㎛, 710-355㎛, 100-45㎛, 

45㎛ 미만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흡 ․방습율 또한 동일한 
순서로 감소하였다. 이는 Fig. 8의 (e), (f), (g) 및 (h)에서 
관찰된 펠렛별 기공량의 분포정도와도 유사한 경향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기공률과 흡 ․방습율은 매우 밀

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3은 펠렛별 기공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

와 (b)에서는 거대 기공(10㎛이상)이 존재하였으며, (c)와 
(d)에서는 10㎛ 이하의 기공만 확인되었다. 이 중 비교적 
우수한 흡 ․방습 성능을 나타낸 것은 (a) 및 (b)로 기공 크
기도 펠렛의 흡 ․방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
료되었다. (b)의 흡 ․방습 성능이 (a)에 비해 우수한 이유
는 거대 기공의 분포는 유사하였으나, 약 3㎛ 구간의 기공 
분포가 (b)에서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펠렛의 흡 ․방습 결과를 1m2당 흡 ․

방습량(g/m2)으로 환산하여 Fig. 14에 나타내었다. 710- 

355㎛, 355-100㎛, 100-45㎛ 및 45㎛ 미만의 순으로 
141.1g/m2, 147.1g/m2, 135.7g/m2 및 129g/m2의 흡습 성
능을, 117.2g/m2, 123.6g/m2, 110.2g/m2 및 93.3g/m2의 
방습 성능이 도출되었다. 국내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서는 흡 ․방습량 70g/m2이상은 우수, 50g/m2 이상은 양호
등급으로 명시하고 있다12). 이에 따라 폐닥나무를 이용한 
펠렛의 흡 ․방습 성능 또한 우수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폐
닥나무 가공을 통한 흡 ․방습 제품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폐닥나무 가공 과정
에서 인피섬유 내부 기공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입도 제
어가 가능한 방법을 더욱 최적화할 경우에는 좀 더 우수한 
흡 ‧방습 특성이 발현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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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urface area and adsorption/desorption rate of pellet.

Table 3. Porosity of pellet according to particle size

Particle size (㎛) 710-355 355-100 100-45 under 45

Porosity (%) 30.7 32.9 23.0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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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닥나무를 분쇄하여 조습 제품에 적
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폐닥나
무 인피섬유와 인피섬유 분쇄 후 입도별로 제조된 펠렛

의 흡 ․방습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XRD 분석 데이터 결과 15° 및 22°에서 천연셀룰로오
스가 검출되었고, 이를 통해 폐닥나무 섬유는 셀룰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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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ore distribution of pellet according to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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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구성된 친환경 재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피섬유
의 미세구조 관찰 시 조습특성의 주요인자로 알려진 섬
유 내 관 형태의 기공이 발견되었다.

2. 폐닥나무의 입도는 710-355㎛, 355-100㎛, 100-45㎛ 

및 45㎛로 제어하였으며, 입자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비표면적은 증가하였다. 분말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비
표면적이 증가하는 경향과는 달리 355-100㎛ > 710- 

355㎛ > 100-45㎛ > 45㎛미만 > 인피섬유 순으로 흡 ․

방습량이 감소하였으며, 펠렛의 기공률과 동일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또한 펠렛 내 거대 기공과 손상되지 않
은 섬유 내 기공의 분포가 흡 ․방습 성능에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710-355㎛ 및 355-100㎛ 분말은 비교적 온전한 섬유
다발 및 섬유가 산발적으로 펼쳐진 다발로 구성되어 기
공 형성이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100-45㎛ 및 45

㎛미만은 분쇄 시 생성된 미세입자의 기공 내 침투 및 
판상형 입자 적층이 기공 형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1m2당 흡 ․방습량 환산값은(710-355㎛, 355-100㎛, 

100-45㎛ 및 45㎛미만의 순) 흡습량이 141.1g/m2, 

147.1g/m2, 135.7g/m2 및 129g/m2, 방습량은 117.2 

g/m2, 123.6g/m2, 110.2g/m2 및 93.3g/m2 수준으로 발
현되었다. 이들 값은 기존 건강주택 기준 값을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이며, 향후 입도 제어 등이 더욱 최적화 
될 경우에는 좀 더 우수한 흡 ‧방습 특성이 발현될 것
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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