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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닥나무 인피섬유 시트의 제조시 첨가하여, 닥나무 인피섬유 시트의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형태학적 및 화학적 성질이 다른 5종류의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즉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

(lignocellulose nanofiber, LCNF), 홀로셀룰로오스 나노섬유(holocellulose nanofiber, HCNF), 알칼리처리 홀로셀룰로오

스 나노섬유(alkali-treated HCNF, AT-HCNF), TEMPO-산화 나노섬유(TEMPO-oxidated nanofiber, TEMPO-NF), 셀룰

로오스 나노크리스탈(cellulose nanocrystal, CNC)을 제조하였으며, 각 나노섬유의 종류 및 첨가량이 닥나무 인피섬유

시트 제조시의 여수시간 및 시트의 투기도, 평활도, 인장강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여수시간은 모든 나노

섬유에 있어서 첨가량이 증가함으로서 길어졌으며, 5%의 첨가량에서 HCNF가 가장 여수시간이 길었다. 또한, 셀룰로

오스 나노섬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시트의 평활도, 인장강도 특성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0.1%의 극히 적은양의 나노

섬유 첨가로도 비인장강도 및 탄성계수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 향상은 닥나무 인피섬유 간

에 교차적으로 적층되어 있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충전 효과에 기인하는 것을 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Various cellulose nanofibers (CNF) with different morphology and chemical properties were prepared for the re-

inforcement of sheet of paper mulberry bast fiber. Lignocellulose nanofiber (LCNF), Holocellulose nanofiber (HCNF),

alkali-treated HCNF (AT-HCNF), TEMPO-oxidated nanofiber (TEMPO-NF) and cellulose nanocrystal (CNF) were pre-

pared and their addition effect on the properties of sheet of paper mulberry bast fiber were investigated. Air perme-

ability, surface smoothness, and tensile properties were improved by increasing CNF addition. Its improvement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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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큰 우리나라의 기후

로 인하여 국내 닥나무는 섬유장이 길고 강인한 성

질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서화용지, 의류, 건축용

지 등에 사용된 한지를 제조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Yoon과 Kim, 2002).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기술의 하

나인 한지는 자연스러운 질감 및 디자인, 뛰어난 흡

습성, 보온성, 내구성 등 우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

내 닥나무 식재 감소로 인해 한지 생산에 필요한 닥

나무를 대부분 태국, 중국 등의 나라에서 수입된 닥

나무 인피섬유로 생산되는 기계한지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등, 2006; Park 등, 2014). 

수입된 닥나무 인피섬유로 생산되는 기계한지는 국

내산 닥나무를 사용한 한지보다 광택, 탄력 등의 품

질 수준 저하는 물론 보존성의 감소, 강도의 저하, 

황변현상 및 수지장애로 인한 윤묵성 불량 등의 문

제를 야기한다(Choi와 Cho, 1996, Kwon과 Kim, 

2011).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꿈의 

천연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첨가하여 닥나무 인피섬유 시트의 특성 향상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는 목재세포벽 내에 셀룰로오

스 분자의 응집체인 마이크로피브릴 형태로 존재하

고 있으며 우수한 강도적 성질, 열적 안정성, 큰 비

표면적, 낮은 수축팽윤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야에

서 그 활용연구가 각광받고 있다(Habibi 등, 2010; 

Lee 등, 2010; Okahisa 등, 2011; Abdul Khalil 등, 

2012; Iwamoto 등, 2014).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는 

크게 형태학적 성질에 따라, 산가수분해로 셀룰로오

스의 비정영역을 제거하여 제조되어지는 고결정성

이면서 작은 종횡비를 가지는 셀룰로오스 나노크리

스탈과 주로 기계적 해섬처리를 통해 얻어지는 큰 

종횡비의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로 구분되어

진다(Siqueira 등, 2010; Salas 등, 2014; Park 등, 

2015; Li 등, 2015).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의 제

조에는 주로 황산 및 염산 등의 강산이 사용되고 있

으며(Elazzouzi-Hafraoui 등, 2008; Lu와 Hsieh, 2010; 

Kargarzadeh 등, 2012; Abitbol 등, 2013), 마이크로

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제조를 위한 기계적 해섬처

리에는 습식그라인더, 고압호모지나이저, 동결분쇄, 

초음파 등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Agoda-Tandjawa 

등, 2010; Lee 등, 2010; Qing 등, 2013). 최근에는 

순수셀룰로오스 이외에 목재섬유로부터 주요 3성분, 

즉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이 모두 포함

된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도 표면화학성질의 특

이성 및 경제적 제조효율로 주목받고 있다(Iwamoto 

등, 2007; Henriksson 등, 2008). 또한 TEMPO 촉매

를 사용하여 셀룰로오스 최소결정단위의 표면에 노

출되어 있는 1급수산기인 6번탄소의 수산기만을 선

택적으로 산화시킴으로서, 부분적 음전하에 의한 정

전기적 반발력을 활용하여 셀룰로오스 엘러멘터리피

브릴의 직경(3-5 nm)까지 해섬가능한 제조방법 및 

응용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aito 등, 2007; 

Fukuzumi 등, 2009). 

이러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특성을 활용한 응

용분야는 의료용, 광학재료, 코팅, 흡착재 및 여과재, 

기능성 복합재료, 펄프제지 등으로 광범위한 산업분

야에 걸쳐있으며, 2000년 중반부터 많은 학술논문 

및 기술특허가 발표되고 있다(Nogi와 Yano 등, 

2008; Azeredo, 2009; Siró와 Plackett, 2010; Cherian 

등, 2011; Lavoine 등, 2012; Isogai, 2013; Lee 등, 

2014). 특히,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우수한 강도적 

성질을 활용하여 각종 복합재료의 강화필러로서의 

잠재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학적 및 화학적 성질이 다른 5종류의 셀룰로오

스 나노섬유를 제조하여,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한 

due to the CNF deposited between and on paper mulberry bast fibers, which was confirmed by SEM observation.

Keywords : paper mulberry bast fiber, cellulose nanofiber, lignocellulose nanofiber, holocellulose nanofiber, 

TEMPO-oxidated nanofiber, cellulose nano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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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제조시에 첨가하여 그 첨가량 및 나노섬유 종

류에 따른 시트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닥나무 인피섬유 시트 제조에 사용된 공시재료로

는 고궁한지사(Jeonju-si, Jeollabukdo, Korea)에서 제

공된 닥나무(Broussonetia kazinoki) 인피섬유를 사

용하였다.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lignocellulose 

nanofiber, LCNF), 홀로셀룰로오스 나노섬유

(holocellulose nanofiber, HCNF), 알칼리처리 홀로셀

룰로오스 나노섬유(alkali-treated HCNF, AT-HCNF) 

및 TEMPO-산화 나노섬유(TEMPO-oxidated nano-

fiber, TEMPO-NF)의 제조는 강원대학교 학술림에서 

자생하는 잣나무(Pinus koraiensis S. et Z.)를 0.2 

mm 크기의 목분으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CNC는 

시판용 샘플(Melodea Ltd., Israel)을 사용하였다. 

TEMPO-NF의 제조에 사용된 TEMPO (2,2,6,6,-Tetra 

methyl piperidine-1-oxyl radical)는 Sigma-Aldrich 

Co. LLC. (St. Louis, US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2.2.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제조

LCNF는 잣나무 목분의 고형분량을 1 wt% 수현탁

액으로 제조하여, 디스크밀(MKCA6-2, Masuko 

Sangyo Co. Ltd., Japan)로 해섬처리하여 제조하였다. 

회전속도는 1800 rpm, 디스크간격은 80-100 µm로 

설정하여 15회까지 해섬하였다. LCNF의 화학 조성

분은 셀룰로오스 52.4 wt%, 헤미셀룰로오스 23.4 

wt%, 리그닌 24.3 wt%이었다. HCNF의 제조를 위하

여, 먼저 목분 1 g당 증류수 60 mℓ, 아세트산 수용액 

80 µℓ, NaClO2 0.4 g을 첨가하여 80℃의 항온수조에

서 1시간 간격으로 같은 양의 아세트산 및 NaClO2를 

첨가하여 5시간 동안 반응시켜 홀로셀룰로오스를 제

조하였다. 반응물이 중성이 될 때까지 증류수로 세척 

및 여과 후, 고형분량 1% 현탁액을 제조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섬처리하였다. HCNF의 화학 조

성분은 셀룰로오스가 60.1 wt%, 헤미셀룰로오스가 

39.9 wt%이었다. AT-HCNF는 위의 홀로셀룰로오스 

시료(30 g)에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750 mℓ를 첨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80℃에서 2시간 침지⋅습

윤 시킨 후 10% 아세트산 수용액 50 mℓ로 중화 후

에 위와 같은 기계적 해섬처리로 제조하였다. 사용된 

AT-HCNF의 화학조성분은 셀룰로오스 93.8 wt%, 헤

미셀룰로오스 6.2 wt%로 분석되었다.

TEMPO-NF는 위의 알칼리처리 홀로셀룰로오스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였다. 시료 1 g당 증류수 99 g, 

TEMPO 0.016 g과 취화나트륨 0.1 g을 첨가한 후 자

력교반기 이용하여 200 rpm으로 30분 교반 후 500 

rpm으로 30분 교반하였다. 이후 12% 차아염소산나

트륨수용액 3.5 mℓ을 첨가하여 반응을 개시하였으

며, 반응 중 셀룰로오스 결정표면의 6번 탄소의 수산

기가 카르복실기로 산화되어 pH가 계속 낮아지므로 

자동적정기를 사용하여 pH를 0.1 N NaOH를 첨가하

여 10으로 유지시키면서 2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하

였다. NaOH가 더 이상 소비되지 않으면 자동적정기

를 멈추고 에탄올 5 mℓ를 반응물에 첨가하여 반응

을 종료한 후 0.1 M HCl로 pH를 8.5까지 내렸다. 이

후 반응물이 중성이 될 때까지 증류수로 세척여과 

하여 TEMPO산화물을 얻었으며, 고압호모지나이저

(Picomax MN400, Micronox, Korea)를 이용하여 4회 

해섬처리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였다. 

2.3.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형태학적 성질 

관찰

0.001 wt%의 NCNF, HCNF, AT-HCNF 현탁액을 

멤브레인 필터(PTFE, pore size: 0.2 µm, Toyo Roshi 

Kaisha Ltd., Japan) 위에 감압여과하여 박막필름을 

제조하고, t-butyl alcohol로 수분을 완전히 치환한 후 

동결건조(FDB-5503, Operon Co. Ltd., Korea)하였다. 

박막필름을 카본코팅기(JEE-400, JEOL Ltd., Japan)

를 이용하여 1분간 탄소 코팅 후, 주사전자현미경

(Hitachi S-4800, Hitachi Ltd., Japan)을 사용하여 

형태학적 성질을 관찰하였다. 또한 TEMPO-NF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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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는 0.0005%로 희석 후 폴리에틸렌이민으로 

코팅된 실리콘웨이퍼 위에 spin-coater (ACE-200, 

Dongah trade Co., Korea)를 이용하여 초박막 코팅한 

후, 원자력간 현미경(Nanoscope 5, Bruker Co., 

USA)을 이용하여 tapping mode로 topograpy를 얻음

으로서 형태학적 성질을 관찰하였다. 

2.4. 여수시간 측정

닥나무 인피섬유와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총량이 

0.3 g이 되도록 하여 600 mℓ의 증류수에 희석하여 

현탁액을 제조하였으며 초음파처리를 2분간 실시하

였다. 이때 나노섬유의 함량이 각각 0.1, 1, 5 wt%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얻어진 현탁액을 감압여과기를 

사용하여 여수시간을 측정하였다. 

2.5.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강화 닥나무 인

피섬유 시트의 특성 평가

여수시간 측정 후 얻어진 나노섬유를 105℃의 열

압장치를 이용하여 5분간 3.5 kgf의 압력으로 시트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트의 직경은 72 ± 3 mm이었

으며 두께는 0.9 ± 1 mm이었다. 밀도는 시료의 중량

을 측정하여 중량을 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

다. 닥나무 인피섬유 시트의 공기투기도는 공기투과

도 측정기(Automated Air Permeability Tester-4110N, 

FRANK-PTI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1 inch²의 

측정면적에 100 mℓ 공기량을 투입하여 공기를 통

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초(s) 단위로 측정하였다. 

또한, 평활도는 평활도 측정기(L&W Bendtsen 

Tester-code 164, Lorentzen & Wettre, Sweden)를 이

용하여 Bendtsen method 방법으로 98 kPa의 압력에

서 mℓ/min의 단위로 측정하였다. 인장강도 및 탄성

율은 시트로부터 폭 5 mm, 길이 50 mm의 dog-bone

형태의 시편을 7개 이상 제조하였으며, 인장강도시

험기(GB/H50K, Tinius olsen, USA)를 이용하여 10 

mm/min의 cross head speed와 30 mm의 스팬길이로 

측정하였다.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강화 닥나무 인피

섬유 시트의 표면의 형태학적 관찰은 시트표면을 탄

소 코팅 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각종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형태학적 

특징

Fig. 1은 닥나무 인피섬유만으로 제조된 시트, 

LCNF, HCNL, AT-HCNF의 전자현미경 사진과 

TEMPO-NF 및 CNC의 원자력간현미경 topography

이다. LCNF는 목분을 화학처리 없이 기계적 해섬처

리만으로 제조하였기에 목재구성성분이 모두 포함되

어 있어, 화학처리 후 얻어진 타 섬유에 비해 직경이 

컸다. Fig. 1 (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경이 2 µm 

정도의 섬유도 보이나, 대체적으로 1 µm 이하의 섬유

로 해섬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HCNF와 

AT-HCNF는 리그닌의 제거와 부분적 헤미셀룰로오스

의 분해에 의하여 나노해섬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

되어, 대체적으로 50 nm 이하의 나노섬유로 균일한 

형태학적 성질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분적 헤미셀룰

로오스의 분해에 따라 AT-HCNF의 경우가 HCNF보

다 유기용매 치환 후 동결건조 동안 섬유간 응집이 

억제되어 향상된 분산성을 가지는 것도 알 수 있었

다. TEMP-NF와 CNF의 경우는 직경이 4 nm 전후로 

매우 균일한 형태학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원자력간

현미경 관찰로 알 수 있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TEMPO-NF는 1 µm 이상의 섬유장을 가지고 있으

며, CNC는 150-200 nm의 길이를 보이고 있다.

3.2. 여수시간 분석

Fig. 2는 시트의 감압여과과정에서 측정한 여수시

간에 미치는 나노섬유의 종류 및 첨가량의 영향을 

나타낸다. 닥나무 인피섬유만의 경우는 0.47분으로 

매우 짧았으며, 모든 나노섬유에 있어서 그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여수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LCNF를 제외하고 5%의 나노섬유의 첨가량으로 미

첨가의 여수시간과 비교하여 200배 이상으로 여수시

간이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타 나노섬유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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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LCNF의 경우는 여수시간이 매우 짧았으

며, 이는 섬유크기 및 나노섬유 표면의 리그닌성분에 

의한 소수성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특히 

HCNF와 AT-HCNF의 경우는 잔존하는 홀로셀룰로

오스의 보습력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여수시간이 길

어진 것으로 고려된다.

3.3. 투기도 분석

Fig. 3은 나노섬유의 종류와 첨가량이 시트의 투기

도 및 표면평활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나노섬

유 미첨가의 경우 투기도는 1.64초이었으며, 나노섬

유 첨가에 의하여 공기투기도가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0.1%와 1%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5%로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후술하는 나노섬유 첨가 시

트의 전자현미경 사진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인

피섬유사이에 집적된 나노섬유에 의하여 인피섬유간

의 공극이 메워져 공기의 투과가 지연되는 것으로 

Fig. 1. Morphology of Mulberry fiber and nanofibers. Note: (A) Mulberry fiber, (B) LCNF, (C) HCNF, (D) 

AT-HCNF, (E) TEMPO-NF, (F) CNC.

Fig. 2. Addition effect of nanofibers on the filtration

time. Note: Filtration time of only Mulberry fiber

(control sample): 0.47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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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된다. 특히, AT-HCNF의 경우 5%의 첨가량으로 

투기도가 250초 이상으로 매우 긴 시간을 보였다. 

평활도 또한 나노섬유가 첨가됨으로서 향상되는 

것을 Fig. 3에서 볼 수 있다. 나노섬유 미첨가의 경

우 평활도는 2634 mℓ/min의 값을 보였으며, 모든 나

노섬유에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낮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활도의 경우는 나노섬유 간에

서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이러한 평활도의 향상도 

인피섬유간에 집적된 나노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3.4. 인장강도 특성

Fig. 4는 나노섬유의 종류의 첨가량이 시트의 비인

장강도 및 탄성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닥나무 

인피섬유 시트의 비인장강도는 22.71 MPa이었으며 

모든 나노섬유에 있어서 첨가량이 증가함으로서 

강도적 성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LCNF, HCNF, 

AT-HCNF에 있어서 0.1%의 적은양의 첨가로도 두

배 이상의 강도적 성질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TEMPO-NF와 CNC의 경우는 0.1%의 첨가량에서는 

보강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5%로 첨가량이 증가하면

서 크게 강도가 증가하였다. 두 나노섬유는 셀룰로오

스의 최소 결정단위의 크기까지 해섬이 되어 시트 

제조시에 인피섬유사이에 적층되지 못하고 여과된 

이유로 고려된다. 탄성율도 비강도와 같은 경향을 보

였으며 모든 나노섬유에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탄성율이 증가하였다. 

3.5.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강화 닥나무 

인피섬유 시트의 표면 특징

Fig. 5는 시트 표면 및 나노섬유 첨가(0.1%와 5%) 

시트 표면의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나노섬유 미첨가 

Fig. 3. Addition effect of nanofibers on the air per-

meability and smoothness of Korean Traditional

Paper.

Fig. 4. Effect of nanofiber addition on the specific 

tensil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of Korean 

Traditiona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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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rphology of the surface of nanofiber-reinforced Korean Traditiona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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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는 인피섬유가 교차적으로 그물망 형태로 초지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섬유직경은 50 µm 이내로 보이

고 있다. 모든 나노섬유에 있어서, 첨가량이 0.1%에서 

5%로 증가하면서 인피섬유 표면 및 섬유사이의 공극

에 나노섬유가 피복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5%의 첨가량의 확대사진에서 명확히 인피섬유 사이

에 피복되어 있는 나노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나노섬유의 코팅이 시트의 평활도, 투기도, 인장

강도 특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TEMPO-NF의 경우 0.1%의 첨가량으로는 인피섬유만

의 표면과 거의 유사하였으며, 섬유사이에 나노섬유

가 거의 확인되지 않아, 인장강도 특성의 향상이 타 

나노섬유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고려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닥나무 인피섬유에 성질이 다른 각종 

나노섬유의 첨가 및 첨가량이 닥나무 인피섬유 시트

의 특성 변화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조사한 모든 나노섬유에 있어서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감압여과과정에서 측정한 여수시간이 

매우 길어졌으며, 평활도, 인장강도 특성이 향상되었

다. 이러한 특성 향상은 나노섬유가 마이크로 스케일

의 인피섬유의 표면 및 사이의 공극에 피복되어 지

력향상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또

한, HCNF, AT-HCNF, TEMPO-NF, CNC의 경우는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작은 크기로 해섬이 가능하여 

투명성을 발휘할 수 있어, 첨가량의 조절에 따라서는 

한지 고유의 질감 및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도적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

인다. 더욱이 수입산 닥나무 인피섬유의 낮은 품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서도 셀룰로오스 나

노섬유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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