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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석유에너지 고갈에 따른 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y)

의 필요성 확대, 에너지 독립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이산화

탄소 배출권 확보 등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속성장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매스(biomass)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1]. 그 중에서도 옥수수 등을 포함하는 1세대 바이오매스의

연구는 식량자원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따라서, 2세대 리

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lignocellulosic biomass)가 바

이오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소재 개발에 필요한 주요 대체 자

원으로 일조하고 있다[2].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는

섬유소계 바이오매스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일컬으며, 지

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 중의 하나로 약 50%의 셀룰로오

스(cellulose), 약 30%의 헤미셀룰로오스(hemicellulose), 약

20%의 리그닌(lignin) 등으로 구성된다(Fig. 1). 셀룰로오스

및 교차 결합된 당 사슬(즉, 헤미셀룰로오스와 펙틴)은 주로

1차 세포벽에 위치해있고, 리그닌은 주로 2차 세포벽에 위치

하여 바이오매스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3].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화학소재

(예. 바이오유래(bio-based) 제품 혹은 생분해(biodegradable)

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바이오리파이너리라고 일컫는

다. 현재 대부분의 바이오리파이너리 연구들은 바이오매스

를 구성하는 주요 다당류인 셀룰로오스 및 헤미셀룰로오스

를 단당으로 분해 후 이를 미생물의 기질로 이용하여 발효

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질로 생산하는 공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4], 그 대표적인 예로 효모가 생산하는 에탄올이나 자

일리톨 등을 들 수 있다[5, 6]. 이러한 공정을 바이오전환 공

정으로 일컫는다(Fig. 2). 하지만 바이오전환 공정은 리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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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의 견고함에서 기인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처리 공정을 필요로 하고, 특히나 자본비 기준 전체

비용의 약 22%를 차지하는 리그닌을 용해/추출해주기 위한

전처리 공정과, 약 25%를 차지하는 효소 가수분해 공정으로

인하여 상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7].

한편 바이오전환 공정을 통해 생산된 대부분의 바이오소

재들은 단량체로써 이들을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방

법으로 중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바이오제품

들은 원료에서 기인하는 특성으로 일반 화학제품들에 견주

어 물성의 한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는 미생물

발효를 통한 고분자물질의 직접 생산 혹은 리그노셀룰로오

스에 존재하는 고분자 중합체의 추출을 통한 소재화 등의 형

태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효과

적인 적용을 위하여 표면 반응성 및 물성을 증대시키는 연

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공정을 소재개량화 공정으

로 일컫는다(Fig. 2).

Fig. 1. Major components in lignocellulosic biomass.

Fig. 2. Comparison of fiber conversion process and fiber modification process.



Review of Microfibrillated Cellulose  3 

March 2017 | Vol. 45 | No. 1

전통적인 펄프/제지산업, 섬유산업, 및 바이오/화학산업을

기반으로 소재 개량화 연구가 각광받고 있으며, 리그노셀룰

로오스에서 가장 풍부한 기질인 셀룰로오스의 나노화를 활

용한 연구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나노셀룰로오스의 한 종류인 마이크로피

브릴화 셀룰로오스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및 개발 방향에 대해 고

찰해 보고자 한다.

본 론

나노셀룰로오스의 정의 및 분류
셀룰로오스는 리그노셀룰로오스(lignocellulose)를 이루는

주요 구성성분 중의 하나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분해

성 고분자이며 글루코오스의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분

자 다당류이다[8]. 하지만 단순한 화학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학적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이질성을 보인다(Fig.

3A)[9]. 결정화된(crystallized) 6개의 글루코오스 사슬, 불완

전하게 결정화된 12개의 글루코오스 사슬, 그리고 불완전하

게 결정화되거나 무정형(비결정화; amorphous)의 18개의 글

루코오스 사슬이 하나의 요소섬유(elementary fibril)를 이루

고, 여기에 헤미셀룰로오스 사슬이 어우러져 마이크로소섬

유(microfibril)를 이루게 된다(Fig. 3B)[10].

나노셀룰로오스(nanocellulose)는 한 단면이 나노미터 크

기로 이루어진 셀룰로오스를 일컬으며, 대개 요소섬유와 마

이크로소섬유를 의미한다. 나노셀룰로오스는 기본 구성물질

Fig. 3. (A) Hierarchy of cellulose fibrils (borregard) and (B) molecular structural model of a microfibril: 6 true crystalline glucan
chains, 12 subcrystalline glucan chains, 18 subcrystalline or noncrystalline glucan chains, and outer coating with 24 hemicel-
lulose chains [1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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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요소섬유가 주요성분이면 나노셀룰로오스, 마이크

로소섬유가 주요성분이면 마이크로셀룰로오스(microcellulose)

로 구분하고 이는 곧 나노셀룰로오스를 구성하는 섬유의 크

기를 반영하여 이름 지어진다. 또한, 구성물질의 결정 구조

에 따라 크리스탈(crystal)과 피브릴(fibril)로 구분한다[11].

크리스탈은 셀룰로오스의 결정형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곡식 낱알의 형태를 가지는 반면, 피브릴은 셀룰로오스의 결

정형 부분과 무정형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스파게티 유사

형태를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 하에 나노셀룰로

오스는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microfibrillated cellulose;

MFC), 나노피브릴화 셀룰로오스(nanofibrillated cellulose;

NFC),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Cellulose nanocrystal;

CNC)로 분류하고, 유사용어로는 각각 cellulose microfibril,

cellulose nanofibril, nanocrystalline cellulose(혹은 cellulose

nanowhiskers)로 불린다(Table 1)[12, 13]. 한편 셀룰로오스

와 마찬가지로, 나노셀룰로오스 역시 형성과정에서 구조적

으로 거대소섬유(macrofibril), 섬유(fiber), 다발(bundle), 티

끌(fine) 등으로 이루어져 추가적인 이질성은 보인다. 이는

나노셀룰로오스의 적용시 그 반응성과 물성을 일반화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불러 일으킨다.

나노셀룰로오스 제조법
나노셀룰로오스의 준비는 화학적 전처리와 물리적 전처리

로 나눌 수 있다(Fig. 4)[14]. 화학적 전처리는 크리스탈 구

조의 나노셀룰로오스를 생성하는데, 이는 주로 이용되는 산

촉매가 셀룰로오스의 무정형 부분을 가수분해하여 제거함으

로써 결정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원리를 따르기 때

문이다. Nickerson과 Harble이 1940년대 후반 셀룰로오스

섬유를 염산과 황산을 이용하여 가수분해 하였을 때

crystallite(결정질인지 비결정질인지 의심스러운 영역)의 발견

이 나노셀룰로오스 연구의 시작점이다[15]. Rånby는 1951년

셀룰로오스와 레이온(rayon;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산 가

수분해로부터 바늘모양의 나노입자(needle shaped nanoparticle)

의 결정구조를 가진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의 개념을 최

초로 제시하였다[16]. 이후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의 특성

이 밝혀졌고 [17−19], 1995년 Favier 등은 셀룰로오스 나노

크리스탈이 적용된 바이오복합체(biocomposite)의 개념을 제

시하였다[20]. 다양한 연구 및 그 적용에도 불구하고, 강산을

이용한 화학적 전처리 방법은 최종 산물의 수율이 낮고, 높

은 결정도로 인하여 반응성이 불규칙하며, 인간과 환경에 유

해하기에 이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예. 신규촉매개발, 공

정개선, 반응성 증대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리적 전처리는 피브릴화 셀룰로오스를 생산하기 위한 가

장 주된 방법으로 이는 homogenization, microfluidization,

grinding, refining, ultra-sonication, cryo-crushing, steam-

explosion 등을 포함한다[21]. Homogenization법은 장치 내

부의 고압과 피스톤 운동에 의한 열 등으로 유발된 섬유의

균질화, 빠른 압력 감소로 인한 소섬유의 탈착, 그리고 좁은

Table 1. Classification of nanocellulose.

Microcrystalline cellulose Microfibrillated cellulose Nanofibrillated cellulose Cellulose nanocrystals
Width (nm) >1000 10−100 2−300 2−20
Length (nm) >1000 500−10000 <10000 100−600
Aspect ratio ~1 50−100 >50 >5
Terminology Cellulose microcrystals Cellulose microfibril Cellulose nanofibril Cellulose nanowhiskers / 

Nanocrystalline cellulose

Fig. 4. Three different ways of nanocellulose preparation [49].



Review of Microfibrillated Cellulose  5 

March 2017 | Vol. 45 | No. 1

출구로의 소섬유 방출로 인한 넓은 표면적 및 큰 aspect ratio

(종횡비)의 나노셀룰로오스 생성을 유도한다. Microfluidization

법은 Z-모형의 관 내부에 발생하는 고압으로 인하여 소섬유

를 분열시키고, Grinding과 refining은 고정자와 회전자 원

판 사이의 공간을 통해 섬유를 압착함으로써 섬유를 분리시

킨다. Ultra-sonication은 음파에너지를 이용해서, cryo-

crushing은 액체질소를 통한 얼음 결정을 이용해 섬유를 분

리시키며, steam-explosion 역시 순간적인 압력감소와 폭발

효과를 통해 섬유를 분열시키는 원리를 따른다. 결론적으로

물리적 전처리법은 셀룰로오스의 요소섬유와 마이크로소섬

유 등을 고압/고열 및 압착/추출의 효과를 통해 분리하는 전

처리법이다. 물리적 전처리는 오랜 기간 동안 펄프/제지 산

업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바이오매스에서 셀룰로오

스만을 추출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성 측면에서 상

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 유입이 요구된다는 단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나노피브릴화셀룰로오스를 생산하기 위해 Innventia

AB(스웨덴)에서는 27,000 kWh/ton을, 핀란드 Lindström 팀

은 30,000 kWh/ton을, 노르웨이 Eriksen 팀은 70,000 kWh/ton

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22−24], 이는 제지/펄프

산업에서 약 600 kWh/ton의 에너지가 이용됨을 고려해볼

때, 피브릴화셀룰로오스의 상업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25]. 따라서, 물리적 전처리 방법 역시 투

입 에너지를 줄이고, 높은 표면적과 aspect ratio를 위하여

피브릴화(fibrillation)를 선택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MFC)는 주로 셀룰로오스

소섬유로 구성된 3차원 물질로 나노미터 크기의 직경과 마

이크로미터 크기의 길이를 가진 섬유를 일컫는다[26, 27]. 마

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1970년대 ITT Rayonier(미국)

그룹에서 펄프를 우유 homogenizer에 통과시키는 과정 중

a gel-like material’을 처음 보고한 이 후[28, 29], Innventia

AB에서 상업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omogenizer에 섬유가 꽉 막히는 현상과 약 27,000

kWh/ton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 사용량은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한하였다. 2004년

Saito 그룹에서 TEMPO (2,2,6,6-tetramethyl piperidine-1-

oxyl radical) 산화법의 개발과 함께[30], 2005년 나노기술의 발

전은 나노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세부 구조 등에 대한 분석

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나노피브릴화 셀룰로오스와 마이

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가 독립적인 물질임을 확인시켜 주

는 계기가 되었다. 즉,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나노

미터 크기에서 마이크로미터 크기에 이르는 피브릴들이 이

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나노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일종으

로 간주되고 있으며, 현재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하면서 숲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흥

미로운 물질, 그리고 가장 응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주목

받고 있다[31].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특성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나노셀룰로오스의 일종으

로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물질이기에 재활용(Renewability)

및 생분해(biodegradability)가 가능하면서,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한(non-toxicity) 친환경 소재이다[32−36]. 또한 밀도가

낮고, 결정화하는 특성으로 높은 강도 및 탄성율을 지닌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의

물리적 전처리를 통해 얻어지며, 결정형 부분과 무정형 부분

을 모두 유지하고 있어, 셀룰로오스의 분자질량을 잘 보존하

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상대적으

로 길고 얇은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합된 피브릴들은 높은 표

면적과 그에 따른 이질성을 나타내게 된다[21]. 마이크로피

브릴화 셀룰로오스는 표면에 접근 가능한 수산기의 양이 많

고, 표면적이 높아 반응성과 보수율이 뛰어나고, 친수성 물

질에 대한 강한 응집력과 분산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높은 aspect ratio를 나타내어 pH, 염, 온도 등에 저

항성을 가지며 전단 박하 현상(shear thinning)과 요변성

(thixotropic)을 지니고 있어 가공이 용이하며, 소재개량화 공

정에서 복합체나 필름 등의 특성 강화에 효율적으로 이용된

다[37, 38]. 특히, 나노피브릴화 셀룰로오스 및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 등과 다르게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에

서 도드라지는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38, 39].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높은 표면적. 마이크로피브
릴화 셀룰로오스는 섬유의 형성시 나타나는 수직적인 피브릴

화 작용으로 셀룰로오스 소섬유의 3차원적인 그물망을 가지

는 섬유이다. 이러한 그물망 구조로 인해 다른 유형의 셀룰로

오스 섬유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표면적을 가지게 되고, 이러

한 높은 표면적이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가 친환경 소

재로써 더욱 더 흥미로운 첫 번째 이유가 된다. 마이크로피브

릴화 셀룰로오스의 표면에 위치한 많은 이용 가능한 수산기

는 물과 결합하려는 성질을 나타내고, 낮은 농도에서도 강한

젤을 형성하게 한다. 이로 인해, MFC는 높은 점도와 향상된

제형 능력을 가지게 된다. 즉, MFC의 보수력은 MFC가 건설

보조재료(코팅 건조제), 수화 안정제, 혹은 표면의 수분유지

를 위한 보습제 등으로의 사용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높은 aspect ratio. 마이크
리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3차원 그물망 내에서 직경은 나노

미터 크기, 길이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인 셀룰로오스 소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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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다. 즉, 소섬유들은 매우 길고 얇은 스파게티

형태를 띄기에, 길이/직경의 비율인 aspect ratio가 다른 유

형의 셀룰로오스 섬유에 비하여 훨씬 큰 값을 가진다(Table

1). 이는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높은 강도 및 저항

성의 원인이 되고, 복합체 및 필름 등의 특성 강화를 위한 첨

가제로의 사용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특이적인 비용해성. 마이
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친수성이지만 그 3차원 네트워

크는 불용성 소섬유로 구성된 물질이다. 그럼에도 수용성 셀

룰로오스 유도체와 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매우 효과적으로 점도를 증

가시키고, 고분자 중합체에서 주로 보여지는 특징인 전단 박

하현상을 가진다. 이는 셀룰로오스 섬유를 화학적으로 변형

한 유도체들(셀룰로오스 에테르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

는 특성이다. 한편 셀룰로오스 유도체들은 pH 변화, 고염,

고온에 민감한 반면, MFC의 불용성으로 인해 마이크로피브

릴화 셀룰로오스는 전체 pH 범위에서, 높은 염 농도 조건에

서,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3가지의 특성이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를

새로운 그리고 잠재적인 기능성 소재로 보는 이유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흡습성, 화학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열적 안전성, 이질성으로 인한 일관되지 못한 반응성,

그리고 소섬유들 사이의 너무 강한 결합력은 적용하고자 하

는 분야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잠재적 응용 동향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전통적인 펄프/제지/농 산

업 분야 이외에도 최신바이오기술이 접목된 화학소재,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다방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넓은 표면적, 높은

aspect ratio, 그리고 특이적인 불용해성에서 기인한 마이크

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다재 다능한 특성 때문이다. 본 논

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몇 가

지 예시를 위주로 설명하겠다.

필름 및 복합체 산업.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건조

될 때 hornification(각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셀룰로오스

의 건조 시 발생하는 물 분자 사이 결합의 비가역적인 손실

을 의미하며, 셀룰로오스 섬유는 수소결합으로 단단하게 결

합하는 현상을 일컫는다[27]. 이러한 비가역적 수소결합의

형성으로 인해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가 첨가된 필름

및 복합체는 더 밀집된 표면을 갖게 되고 이는 물성의 증가

뿐만 아니라 수분 및 공기에 대한 저항효과를 나타내기도 한

다. 이러한 특성은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를 포장재

및 첨가제로써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향후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반응성/결합력과 연계하여 기능성 포장재나 센

서 등에의 적용을 기대해 본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

스 필름과 복합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리뷰 논문들

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27,

32, 40−42].

제지산업.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제조공정은 펄

프를 물리적 전처리법으로 처리하는 제지 생산 공정과 매우

유사하기에,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제지생

산 및 특성 비교에 관하여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43−

46]. 사용된 원료, 전처리 시간, 마이크리피브릴화 셀룰로오

스의 피브릴화도 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마이크로피브릴

화 셀룰로오스가 종이의 강도 증가시키고, 무게를 줄이고, 동

시에 종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험되었다[47−54]. 또

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적층 방식 및 기타 보조

제(전해질용액 등)가 섬유의 내부결합에서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셀룰로오스섬유 사이의 결합, 마이크로피

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반응성 혹은 피브릴화도를 측정하는

원리, 첨가제로 사용 시 어느 정도의 결합력을 가지는 지, 어

떤 특성(예. 피브릴화 정도 등)이 최종 생성된 산물(종이)의

어떤 특성(예. 종이의 강도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향후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첨가가 종이의 표면

특성(질감, 무게감, 투명감 등)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 코

팅을 통한 암호용 기판제나 화폐의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으

로써의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사용을 기대해본다.

식품산업. 셀룰로오스 및 이들의 유도체는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식품에 사용된다[55]. 마찬가

지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 역시 1982년 ITT의 공

개된 특허에 따르면[56], thickener(증점제), flavor carrier

(향미제), suspension stabilizer(안정제) 등으로 사용 가능성

을, 또한, non-caloric 첨가제, gelling 보조제, 거품형성제 등

다양한 목적의 식품 첨가물로써 사용 가능함이 이미 제시되

었다[57]. 또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이미 Food

Chemicals Codex (FCC)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안전한 첨가물

이다. 그럼에도 아직 제조법에 따른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

로오스의 균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높은 생산 단가는 식

품 산업에의 적용을 더디게 하는 큰 요인이다. 스웨덴의 최

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물

에멀젼에서 오일을 안정화하고, 거품형성을 고르게 하며, 밀

가루 반죽에의 추가는 반죽의 부피와 형태를 더 긍정적으로

향상시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58], 또한 햄버거에서 사



Review of Microfibrillated Cellulose  7 

March 2017 | Vol. 45 | No. 1

용 시 일반제품과 비교하여 이취를 주지 않고, 질감이나 입

맛에 차별성을 주지 않으며, 튀김 동안 더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 최종제품의 전체적인 풍미를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59].

기타.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유사가소성은 용매

에 관계 없이 전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성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14, 27, 60], 셀룰로오스 1%의 첨가가 용액의 유동

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것처럼[61] 잉크, 화장품, 코팅제 등

의 액체물질에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첨가 시 유

동성이나 점도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62].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유동학적 특성은 Herrick에

의하여 1983년 최초 보고되었으나[60], 마이크로피브릴화 셀

룰로오스의 높은 aspect ratio와 흡습성, 그리고 hysteresis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점도의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3, 64]. 그럼에도 몇몇 연구들은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

오스의 pH에 따른 점성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고, 증점

제로의 사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14, 65,

66]. 또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높은 yield stress

는 현탁액이나 에멀젼에서 안정제로 사용 가능함을 제시하

였다[65]. 하지만, 아직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액

체 혼입 시 혼입 샘플의 균질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용

매 극성도에 따른 유동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마이크로피브

릴화 셀룰로오스의 표면 특성이 극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마

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표면 극성도의 변화 방법에

관한 연구 등은 앞으로 MFC의 유동성 측면에서 계속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보수성 및 흡착성 역시 첨

가제로써의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역할을 제공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

로오스의 넓은 표면적과 이에 따른 함수력은 기저귀나 생리

대 등에 사용되는 흡착 패드 물질과 이상흡수성을 가진 기

저귀 흡수젤의 대안으로 사용 가능할 것이고[66], 실제로 일

본의 Nippon Paper사는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기

저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셀룰로오스 필터

페이퍼 역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로 대체 가능하며

[67], 최근 연구는 정수 과정 동안 필터제로 사용된 마이크

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가 친수성을 보여주어 물질의 여과

이외에 이온 교환기로써도 사용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68].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낮은 전도성, 열-/화학

물질-/pH-안전성, 높은 강도 등은 배터리 분리막 혹은 종이

배터리로의 후보군으로 시험이 진행중이다[69−71]. 또한 마

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불투명화성에 따른 빛의 투영

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은 액정 및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 가

능하게 하고, 수소결합을 통한 망상 구조는 마이크로피브릴

화 셀룰로오스의 약물이나 기능성 물질의 수송체 및 지지체

그리고 사물인터넷의 칩으로써의 사용 가능성 또한 부여한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상업적 생산현황
2014년 CelluForce(캐나다)에 의해 나노셀룰로오스의 상

업적 생산이 시작된 이후 단 기간에 나노셀룰로오스의 생산

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의 대부분은 나노피브릴화

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에 집중되어 있다[21,

72, 73].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학계 및 산업계에

서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상업적인 이용이 제한

되어 있고 제조 공정 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산 역시 다

른 유형의 나노셀룰로오스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Borregaard

(노르웨이)는 ‘Exilva MFC’의 공장을 건설 중이며 연간 1천

톤 가량의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Arbocel(독일)은 ‘Arbocel MFC’를 생산할

예정이고, Imerys(프랑스)는 ‘FiberLean MFC’의 생산 공장

을 건설하여 연간 1,500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그 이외에 많은 나노셀룰로오스 제조 회사들이 마이크로

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생산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은 나노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선두주자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마이크로피브릴화 셀

룰로오스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나노셀룰로오스 전반에 관한 연

구에 집중하고 있으나, 그 이외 관련 회사들은 상업적인 관

심을 두고 있는 업체는 없는 실정이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상업화에 있어서 또 하나

의 가장 큰 도전은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취급 문제 그리고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

스의 건조 가능성 여부 등이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

스는 커다란 수분 흡수성으로 인하여 항상 젖은(wet) 상태로

저장 및 운반되어야 하고 따라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

오스의 사용 범위가 친수성 시스템으로만 한정 지어진다. 물

론 젖은 상태의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친수성 시

스템 내에서는 최종 목적에 맞게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이로울 수 있으나, 미생물의 오염여부 혹은 건조 시 발

생하는 hornification로 인한 활성도 저해 등을 항상 고려해

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상업용 스케일의 생산

이외에도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저장 및 운반에

대한 고려도 필요로 하기에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 관련 산업에서 고려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즉,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가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만큼 실제로도 제품의 수명 후 잘 분해 및 전환되는지, 혹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요구와 제품의 수명이 다

하기 전 얼마나 견고함이 유지되는 지 등에 대한 요구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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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상업화를 위한 바이오물질의 분

해 정도나 재활용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복합체에서의 내구

성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야 마이

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무독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

고[74−76], 생분해성(biodegradable) 제품에 대한 기준이

ISO 17088, EN 13432, ASTM D6400으로 만들어졌을 따름

이다[77]. 물론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가 생분해성 물

질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마이크

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를 첨가물로 사용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분해되지 않는 다른 물질들(예: phenolics or other

resins)과 복합체를 이루었을 때, 매립지에서 분리되어 분해

될 것인지,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 이외의 부분은 재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와 결

합된 물질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비율에 따라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등등 수많은 의문사항이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해서는 생산 및 응용 이외에도 유통, 그리고 처분에 이르

는 생애 주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전망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다

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피

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첨가가 최종 산물에 어떤 측면에서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정도 기정 사실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생산에

필요한 고에너지량과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 기질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는 이의 적용 및 산업화를 제한하는 큰

요소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연

구 이외에도 신규촉매 개발 및 생물학적 전처리를 이용한

효율적인 제조공정 개발 등의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

제조법에 관한 연구 및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기

질 특성에 관한 기초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원료에 따른 특성,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구성성분 및 구조에 대한

이해, 제조법에 따른 특성,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이질성과 반응성에 대한 이해, 첨가제로 사용 시 최종 산물

에 미치는 영향 관계도 정립,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

의 표면 특성과 반응성에 대한 관계도 정립, 그리고 마이크

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반응성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방

법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연구를 토대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특성과 산물

의 특성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다면 이는 산업적 활

용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

으로,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하여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다양화 및 표준화해야 할 것

이며, 그 분석법은 간결하면서도 신뢰할만한 것이어야 할 것

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앞으로의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

스에 관한 연구는 좀 더 고부가가치의 그리고 좀 더 흥미로

운 기능성을 가지는 물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룰 것이다.

새로운 종류의 물질을 찾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그만

큼 많은 혁신을 필요로 한다. 비록 국내에서는 아직 마이크

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이를

이용하는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또

한 이에 대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비추어 볼 때, 마이

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에 관한 많은 연구가 국내에서 진

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

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나노셀룰로오스의 일종으로 최근 가장 주

목을 받고 있는 소재인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리그노셀

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의 셀룰로오스에서 유래한 섬유로 풍

부하고, 재생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천연 소재의 일종이다.

주로 물리적 전처리에 의해 생성되며, 나노미터에서 마이크

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소섬유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높은 표면적

과, 높은 aspect ratio, 그리고 특이적인 용해성을 가지게 되

고, 이는 전통적인 목재 산업 뿐만 아니라, 최신식의 식품/바

이오/화학/의료 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의 적용 가능성

을 보여주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한편 이러한 응용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제조 시 필

요한 높은 에너지량과 반응성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상업적

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피브

릴화 셀룰로오스의 기질에 대한 특성을 이해 및 구체화하고,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의 피브릴화도를 선택하며, 표

면의 개량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이크로피브릴화 셀룰로오스가 향

후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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