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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리그노셀룰로오스의 주성분 용해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이온성 액체인 1-ethyl-3-methylimidazolium ace-

tate ([EMIM]Ac)와 셀룰로오스와 친화성이 있는 유기용매인 dimethylformamide (DMF)의 혼합용매를 이용하여 갯버

들 목분을 처리한 후, 디스크밀 해섬에 의한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무처리샘

플과 DMF 및 [EMIM]Ac가 10과 30% 포함된 혼합용매로 목분의 고형분량을 15%로 선정하였다. 전처리물의 X선 회

절도로부터 모든 샘플이 셀룰로오스 I의 패턴을 나타냈으며, 상대결정화도는 [EMIM]Ac가 30% 포함된 혼합용매로 

2시간 처리한 전처리물이 가장 낮았다. 무처리 및 DMF와 [EMIM]Ac가 10% 포함된 혼합용매로 처리한 전처리물의 

평균결정크기는 약 3.2 nm였으며, [EMIM]Ac가 30%까지 포함되고 처리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혼합용매의 사용을 통한 전처리물의 목재세포벽 구조의 완화로 해섬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전처리 시간 및 

해섬 시간이 경과할수록 비표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lignocellulose nanofibrils (LCNFs) were prepared from Pussy willow wood powder by disk-milling 

after pretreatment using the cosolvent of 1-ethyl-3-methylimidazolium acetate ([EMIM]Ac) and N,N-dimethylformamide 

(DMF) with different mixing ratios for different time. All pretreated samples showed native cellulose I polymorph 

and cellulose crystallinity was lowest when cosolvent of DMF with 30% [EMIM]Ac was used. Average crystallite size 

of raw material and the pretreated product by MDF and its cosolvent with 10% [EMIM]Ac was found to be about 

3.2 nm and decreased with increasing pretreatment time at the DMF cosolvent with 30% [EMIM]Ac. Defibrillation 

efficiency was improved by loosening wood cell wall structure by the pretreatment using co-solvent system of 

[EMIM]Ac and DMF. 

Keywords : ionic liquid, organic solvent, lignocellulose nanofibrils, disk-milling



이온성 액체/DMF 혼합용매 전처리 후 기계적 해섬을 통한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제조

－ 269 －

1. 서  론

셀룰로오스는 자연계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고분

자이며 단분자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분자 응집체인 

마이크로피브릴로 주로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

스의 세포벽에 존재한다. 셀룰로오스 마이크로피브

릴의 직경은 나노스케일이며, 나노셀룰로오스 혹은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라고 불리고 있다. 우수한 강도

적 성질, 큰 비표면적, 저열팽창율, 큰 종횡비 등의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각종 응용분야에서 그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응용분야로서

는 바이오/나노 복합재료, 접착제, 투명 광학재료 및 

종이, 화장품, 액정분야 등을 들 수 있다(Habibi 등, 

2010; Lee 등, 2011; Klemm 등, 2011; Kalia 등, 2011; 

Charreau 등, 2013).

세포벽으로부터 고효율적으로 셀룰로오스 나노섬

유를 해섬하기 위하여는, 셀룰로오스 마이크로피브

릴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메트릭스 고분자인 헤미

셀룰로오스 및 리그닌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

하여 강고한 세포벽구조를 완화시키는 펄프화법을 포

함한 전처리가 필요하다(Eichhorn 등, 2010; Brodeur 

등, 2011; Chirayil 등, 2014; Gomes 등, 2014). 이때 

제조될 수 있는 나노섬유의 종류는 화학조성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리그닌 및 헤미셀룰로오스가 

포함되는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lignocellulose 

nanofiber, LCNF), 헤미셀룰로오스만을 포함하는 홀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holocellulose nanofiber, HCNF), 

순수 셀룰로오스 나노섬유(pure cellulose nanofiber, 

PCNF)로 구분할 수 있다(Iwamoto 등, 2007; Henriksson 

등, 2008; Lee 등, 2010a, b; Chang 등, 2012; Han 등, 

2015; Nobuta 등, 2016). 이와 같은 화학조성분의 차이

는 해섬 효율 및 섬유 표면성질 등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각 나노섬유의 응용분야의 모색측면에

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인자이다(Jang 등, 2012; 

Park 등, 2015). 예를 들면 홀로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는 셀룰로오스가 중심부에 존재하고 표면에 헤미셀

룰로오스가 코팅되어 있는 core-shell 구조를 지니고 

있어 나노필름을 제조할 경우 순수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보다 보수력 및 강도적 성질이 우수하다고 알

려져 있다(Galland 등, 2015). 

나노해섬 효율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법으로는 전

통적인 펄프화법을 포함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 방법

이 있으며, 이들을 혼합 병행한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Wan 등, 2011; Subhedar과 Gogate, 

2014). 최근에는 친환경 그린용매로 알려진 이온성 

액체(Ionic liquid, IL)를 이용한 리그노셀룰로오스 바

이오매스로의 용해, 유효성분 분리, 효소당화 효율향

상을 위한 전처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Fort 등, 2007; Lee 등, 2009; Doherty 등, 2010; 

Brandt 등, 2013; Sun 등, 2013; Wu 등, 2013; 

Katahira 등, 2014). 이온성 액체는 염화나트륨과 같은 

일반적인 무기염과는 달리 100℃ 이하에서 액체상태

로 존재하는 이온화합물이다(Wikes, 2002; Marsh 등, 

2004). 이온성 액체는 재사용가능하고 휘발성이 낮으

며 열에 안정하다는 특성 등 일반적 유기용매와 다

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

을 선택적으로 합성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용매 특

성을 제어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Plechkova와 Seddon, 2008; Olivier-Bourbigou 등, 

2010; Potdar 등, 2015). 특히, 이온성 액체 중 

[EMIM]Ac는 리그노셀룰로오스의 주요 3성분인 셀

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모두 용해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Lee 등, 2009; Sun 등, 2009; da 

Silva 등, 2011; Cheng 등, 2012).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자 그룹도 이온성 액체

를 활용한 리그노셀룰로오스의 전체 및 부분용해를 

통하여 효소당화 향상을 위한 전처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da Silva 등(2011)은 사탕수수 바가

스(bagasse)에 6종류의 이온성 액체를 선택하여 검

토한 결과, [EMIM]Ac 처리가 효소당화수율 향상에 

가장 우수하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Wu 등(2013)은 

셀룰로오스와의 친화성이 있는 dimethylsulfoxide 

(DMSO)를 [EMIM]Ac와 혼합한 용매에 의한 전처

리 효과를 검토하여 DMSO가 60%까지 혼합되어도 

효소당화율이 [EMIM]Ac을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와 

필적한 효소당화율을 얻고 있다. 또한, Han 등(2017)

은 [EMIM]Ac에 N,N-dimethyl formamide (DM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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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까지 혼합된 혼합용매 시스템에서도 전처리 효

과가 우수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효소당화

효율의 향상은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의 용해에 

따른 수가용분으로의 제거에 따른 세포벽구조의 완

화와 비표면적의 증대 및 셀룰로오스 결정구조의 비

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수가용

분으로 용출되는 양은 DMF가 70%까지 혼합되어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30%까지는 셀룰로오스 

결정다형이 셀룰로오스 I의 X선 회절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EMIM]Ac/DMF 혼합용매의 비율을 조절하여 셀룰

로오스의 결정다형을 셀룰로오스 I으로 유지하면서 

리그닌 및 헤미셀룰로오스의 부분분해에 의한 세포

벽구조 완화를 통하여 나노해섬 효율의 향상을 도모

하였으며, 제조된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특

성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리그노셀룰로오스 원료로는 강원대학교 육종시험 

포지에서 수확한 갯버들(Salix gracilistyla Miq.)을 

사용하였다. 건조 후 수피를 제외한 목질부를 커터밀

로 분쇄하여 40 mesh 크기의 목분을 제조한 후, 에

탄올⋅벤젠 혼합용액(1 : 2, v/v)을 이용하여 85℃에

서 5시간 추출한 탈지목분을 40℃에서 진공건조하여 

이용하였다. 1-ethyl-3-methylimidazolium acetate 

([EMIM]Ac)와 N,N-Dimethylformamide (DMF)는 각

각 IoLiTec (Heilbronn, Germany)과 (주)대정화금

(Gyeonggi-do, Korea)에서 구입하였다. 

2.2. 전처리

탈지목분 10 g에 DMF와 [EMIM]Ac/DMF (10/90, 

30/70) 혼합용매를 각각 56 g을 첨가하여 고형분량

을 15 wt%로 조절한 후, 120℃에서 2시간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EMIM]Ac이 30%인 혼합용매에

서는 120℃에서 전처리 시간을 0.5, 1, 2시간으로 달

리하여 처리하였다. 전처리 후 샘플은 500 mℓ의 증

류수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진

공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세척 및 여과하여 잔사물로 

분획하고 잔사물을 기계적 해섬 처리에 제공하였다. 

2.3. 기계적 해섬 처리

무처리 및 전처리 시료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1 wt% 고형분량의 수현탁액을 제조하고 디스크밀

(MKCA6-2, Masuko Sangyo Co., Ltd., Japan)을 사

용하여 해섬 처리 하였다. 디스크가 접촉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디스크 간격을 100∼200 µm 감소시

켜 1800 rpm의 속도로 10회까지 해섬하였고 각 반

복횟수별로 시료의 단위중량당 해섬 시간(min/g)을 산

출하였다. 제조된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특성

은 비슷한 해섬 시간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2.4. 특성평가

전처리물의 결정성 평가를 위한 X선 회절 시료는 

현탁액을 t-butyl alcohol로 완전히 치환시키고 동결

건조기(FDB-5503, Operon Co., Ltd., Korea)를 이용

하여 건조시켜 제조하였다. X선 회절분석은 X선 회절

장치(Rigaku RINT-TTR III, Tokyo, Japan)를 사용하

여 2°/min의 속도로 2θ = 2 - 60°의 범위에서 측정하

였다. 결정화도는 Segal법을 사용하였으며 Scherrer의 

식을 사용하여 평균 결정 크기를 계산하였다(Segal 

등, 1959; Monshi 등, 2012). 비표면적은 동결 건조

된 시료를 105℃에서 6시간 동안 전처리 후, -196℃

에서 BELSORP-Max (BEL Japan Inc., Japan)를 이

용하여 Brunauer-Emmett-Teller (BET)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Brunauer 등, 1938). 나노섬유의 전자현미

경 관찰용 샘플은 나노섬유 수현탁액(0.001 w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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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ha Ltd., Japan)를 이용하여 감압 여과한 후, 수

분을 t-butyl alcohol로 완전히 치환하고 동결건

조하여 제조하였다. 건조된 샘플은 진공 상태에서 

30 mA의 전류를 가하여 1초 동안 카본 코팅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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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S-4800, Hitachi Co., Ltd., 

Japan)을 이용하여 형태학적 성질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무처리샘플과 DMF 및 [EMIM]Ac가 

10%와 30% 포함된 혼합용매로 고형분량을 15%로 

하여 120℃에서 2시간 처리한 전처리물과 [EMIM]Ac

가 30% 포함된 혼합용매에 있어서 처리 시간을 달

리하여 얻어진 전처리물의 X선 회절도를 나타낸다. 

Han 등(2017)은 같은 용매 시스템에서 고형분량을 

17.5%로 하여 처리한 전처리물의 X선 회절 결과에 

의하면, 무처리 샘플과 DMF만으로 처리한 샘플은 

전형적인 셀룰로오스 I의 결정다형을 보였으며, 

[EMIM]Ac를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무정형의 가까

운 패턴을 나타내는데 비해, [EMIM]Ac의 DMF에의 

혼합비율이 30%까지는 셀룰로오스 I의 X선 회절패

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모든 샘플은 셀룰로오스 I의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EMIM]Ac가 30% 포함

된 혼합용매 전처리에 있어서, 처리 시간에 따른 패

턴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 나노섬유 

제조에 제공된 샘플은 셀룰로오스의 용해에 의한 재

생 셀룰로오스로의 변환은 보이지 않았다. 

Fig. 2는 무처리 및 전처리물의 상대결정화도 및 

평균결정크기를 나타낸다. 무처리샘플과 DMF및 

[EMIM]Ac가 10% 포함된 혼합용액에 의한 전처리

물에 비해, [EMIM]Ac가 30% 포함된 DMF용액으로 

처리한 전처리물의 상대결정화도가 2시간 처리에서 

59.3%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EMIM]Ac의 셀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raw material and pretreated product by DMF and its cosolvent with differ-

ent [EMIM]Ac amount (A) and for different time (B). 

Fig. 2. Crystallinity index (A) and average crystallite size (B) of raw material and the pretreated products by 

DMF and its cosolvent with different [EMIM]Ac amount for differ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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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로오스 용해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Han 등(2017)

도 17.5%의 고형분량에서 DMF에 [EMIM]Ac가 

30% 이상 포함되면 결정화도가 낮아지는 경향과 

50% 이상이 되면 결정성이 무정형에 가까워지는 결

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EMIM]Ac가 30% 포함된 

DMF혼합용매에 있어서, 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대결정화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결정

크기도 무처리 및 DMF와 [EMIM]Ac가 10% 포함된 

혼합용매에서는 약 3 nm였으며, [EMIM]Ac가 30%

까지 포함되면 다소 감소하였으며, 처리 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은 무처리 및 전처리 샘플의 디스크밀 처리 

횟수와 단위중량당 처리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디스크밀의 디스크 간격을 처리 횟

수마다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섬

된 나노섬유의 특성평가의 비교평가는 처리 횟수 보

다는 비슷한 단위중량당 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

다. 즉, Fig. 3을 기반으로 무처리 및 DMF에 의한 전

처리물의 7패스와 [EMIM]Ac가 10, 30% 포함된 

DMF 혼합용매에 의한 전처리물의 10패스와 비교하

였다. 처리 시간에 의한 평가는 10패스에서 비교평

가 하였다. 

Fig. 4는 유사한 디스크밀 처리 시간으로 얻어진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주사전자현미경을 나

타낸다. Han 등(2017)의 [EMIM]Ac와 DMF의 비율 

변화에 따른 수가용분량 및 전처리물의 화학성분 분

석결과에 따르면, DMF 및 혼합용매로 처리한 경우 

부분적으로 탈리그닌 및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

진 전처리물로 부터의 해섬물은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라고 할 수 있다. 무처리 및 DMF만으로 처

리한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보다 혼합용매로 

처리할 경우 나노섬유의 직경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또한, [EMIM]Ac가 30% 포함된 혼합용매

에 있어서, 디스크밀 해섬 처리 시간이 짧음에도 불

구하고 전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해섬 효율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혼합용매에 의한 리그

닌 및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량이 많아짐에 따른 목

재세포벽의 구조가 완화로 해섬 효율이 향상된 것으

로 고려된다. Lee 등(2010b)은 유칼립투스 목분을 고

압열수 처리하여 세포벽으로부터 리그닌 및 헤미셀

룰로오스를 부분적으로 제거함에 따라 셀룰로오스 

마이크로피브릴 사이에 나노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셀룰로오스 마이크로피

브릴의 해섬 효율이 향상되며 셀룰로오스 표면의 효

소에의 노출증가에 따라 효소당화효율이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Endo (2009)는 목재세포벽의 조직학

적 및 화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기계적 해섬 처리 효

율이 셀룰로오스 마이크로피브릴 사이에 부분적 탈

리그닌 및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에 의하여 생성되

는 나노공간에 의하여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Fig. 5는 DMF 및 [EMIM]Ac 혼합용매에 의한 전

처리물로 부터의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비표

면적을 나타낸다. DMF 및 혼합용매에 있어서 비표

Fig. 3.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DM passes and DM time of raw material and the pretreated products 

by DMF and its cosolvent with different [EMIM]Ac amount (A) and for different tim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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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76.8 - 80.6 m2/g으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

으며, [EMIM]Ac가 30% 혼합된 용매에서는 처리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Kumagai 등(2013)은 편백나무 목분을 디스

 

Fig. 4. SEM micrograms of lignocellulose nanofibers from raw material (A), the pretreated products by DMF 

(B) and its cosolvent with different [EMIM]Ac amount (C, D) and for different time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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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밀로 10회 처리하여 얻어진 해섬물을 아염소산나

트륨과 초산을 사용한 Wise법으로 부분적 탈리그닌

을 실시하여, 리그닌의 함량을 달리하는 리그노셀룰

로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고 다시 고압호모지나이저 

처리하여 얻어진 나노섬유의 비표면적을 보고하고 

있다. 탈리그닌 처리 시간에 따라 리그닌량을 26.4, 

16.7, 10.8, 6.5%로 변화시켰으며, 비표면적은 각각 

86.3, 189.1, 161.5, 201.0 m2/g로 리그닌 양이 감소

함에 따라 비표면적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나노셀룰로오스인 Celish 

(KY-100G)의 비표면적은 101.1 m2/g으로 보고하고 

있다. Chang 등(2012)은 대나무를 수열 처리한 후 디

스크밀로 해섬하여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제

조하였으며, 처리 조건에 따른 화학적 성분의 차이에 

따라 비표면적이 108.8 - 111.9 m2/g로 보고하고 있

으며, Jang 등(2013)도 잣나무 목분의 스팀 및 오존 

처리 후 디스크밀 처리에 의한 나노섬유의 비표면적

을 처리 조건에 따라 약 80 - 180 m2/g로 보고하고 

있다. 전처리 종류 및 기계적 해섬 처리의 정도의 차

이로 인하여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본 실험에서 얻어

진 리그노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비표면적은 다소 

작은 값으로 고려된다. 

습식 디스크밀 해섬 처리 시간에 따른 [EMIM]Ac

가 30% 포함된 혼합용매로 120℃에서 0.5시간 조건

에서 전처리한 시료의 비표면적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해섬 처리 시간 1.7 min/g에서의 비표면

적이 53.8 m2/g이었으며, 처리 시간이 경과할수록 비

표면적이 65.7 m2/g (DM time: 16.5 min/g)까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EMIM]Ac와 DMF의 혼합용매를 이용하

여, 목재세포벽으로부터 리그닌 및 헤미셀룰로오스의 

부분적으로 용출시켜 세포벽구조를 완화한 후 디스크

밀의 해섬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얻어진 리그노셀룰로

오스 나노섬유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EMIM]Ac와 

DMF의 혼합비율을 조절함으로서 셀룰로오스의 결

정다형의 변화를 억제하여 30% [EMIM]Ac의 혼합

비율까지는 전처리물의 셀룰로오스 결정다형이 천연

셀룰로오스 I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환

경용매로 알려진 이온성 액체는 목재의 효소당화효

율 향상을 위한 전처리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

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리그노셀룰로오스 나

노섬유의 제조를 위한 전처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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