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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iodegradation and water absorption properties of lignin/poly(vinyl alcohol) (PVA) nanofibrous

webs are investigated. Lignin/PVA nanofibrous webs containing 0, 50, and 85wt% of lignin were prepared

via an electrospinning process to observe the effect of the lignin concentration on the biodegradability and

water absorption properties of lignin/PVA nanofibrous webs. The morphology of the materials was exam-

ined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d atomic force microscopy (AFM). To

understand the wetting behavior and hydrophilic nature of the electrospun lignin/PVA nanofibrous webs, the

water absorbency, contact angle, and water uptake were examined. The enzymatic degradation of lignin/

PVA nanofibrous webs was investigated using laccase by measuring total organic carbon (TOC) concentra-

tion over a course of 50 days. Water drops were absorbed immediately into all of the specimens. The water

uptake of lignin/PVA nanofibrous webs increased as the amount of PVA in the lignin/PVA hybrid webs inc-

reased. The enzymatic degradation experiment indicated that the inherent biodegradability of lignin was ret-

ained after its transformation into nanofibers. Our findings imply that blending these two types of polymers

is promising because it can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new range of multifunctional materials such as

antimicrobial absorbent nanotextiles based on sustainable bio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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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기방사는 고분자 용액에 고전압을 가하여 직경이 나

노-마이크로스케일의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전기

방사를 통해 제조된 나노섬유 웹은 미세한 공극 구조를

형성하며 단위부피당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 기능성 물

질을 첨가할 경우 기능성 작용기가 섬유 표면에 노출되

는 정도가 증가하므로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갖는 나노섬유 웹은 필터, 세포배양지지체(s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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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 상처치료용 드레싱, 센서, 그리고 기능성 의복 소

재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Shabafrooz et

al., 2014).

리그닌은 셀룰로오스 다음으로 풍부한 천연 고분자

이다. 최근 들어 리그닌은 새로운 재생자원으로서 주목

받기 시작했으며 리그닌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Thakur et al., 2014). 리그닌은 생분해성, 항산화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항균 성능과 같은 천연 기능성

을 발휘하는 고분자로 알려져 있다(Hatakeyama & Hat-

akeyama, 2010). 이와 같은 장점을 갖는 리그닌을 섬유

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리그닌을 나

노섬유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리그닌은 목질로부터

의 단리(單離) 과정에서 일어나는 저분자화로 인해 리그

닌만으로 전기방사가 가능한 점도를 구현할 수 없으므

로, 합성 고분자와 혼합한 후 전기방사법을 적용하여 나

노섬유화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Poursorkhabi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크라프트 리그닌과 polyethylene ox-

ide(PEO)를 혼합하여 전기방사한 후 고분자 용액의 농

도 및 보관 시간이 형성된 섬유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Kai et al.(2015)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리그닌과 poly(methyl methacrylate)(PM-

MA) 중합체를 polycaprolactone(PCL)과 혼합하여 나노

섬유 웹을 제조하고 기계적 물성과 생체적합성을 평가

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Lee & Lee, 2014)에서는 매개

체 고분자(carrier polymer)로 poly(vinyl alcohol)(PVA)

를 선택하여 리그닌과 혼합한 후 전기방사공정을 통해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을 제조하고 전기방사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전기방사도와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리그닌의 전기방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개체 고분

자로 사용된 합성 고분자 중 PVA는 대표적인 친수성 고

분자로, 다른 바이오 폴리머와 견줄만한 생분해성을 갖

는다는 장점이 있다. 리그닌과 PVA 두 고분자를 혼합하

여 웹을 구성할 경우 리그닌이 지닌 기능성을 발현함과

동시에 수분 흡수 등의 물성을 상호보완하고 생분해가

가능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리그닌과 PVA로

이루어진 블렌드 필름의 제조와 기계적 물성을 살펴본

선행연구(Korbag & Saleh, 2016; Su et al., 2013)는 있으

나, 리그닌과 PVA로 이루어진 복합체 나노섬유의 수분

특성을 고찰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리그닌

은 화석 기반 물질의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지만 섬유

·의류 분야에서의 리그닌의 활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리

그닌/PVA 복합나노섬유 웹의 수분 특성 및 표면 특성 등

을 고찰하는 것은 섬유 ·의류 분야에서 리그닌 기반 나

노섬유의 다양한 활용 용도를 모색하는 데에 유용할 것

이다.

리그닌은 수목의 목질부에서 유래한 천연 고분자로,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고분자로 분류된다. 고분자의 생분해는 미생

물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한 1차 분해와, 미생물이 1차 분

해된 저분자 물질을 흡수하여 대사 작용에 의해 생체 물

질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물 등을 생성하는 최종 분해

로 이루어진다(Chang & Koo, 2011). 생분해성 고분자의

화학적 분해 과정에서 고분자의 친수성과 소수성 정도,

결정화도와 분자량 등은 분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들이다. 특히 고분자 주쇄(polymer backbone)

의 가수분해 시 촉매로 작용하는 효소는 수분이 있는 조

건에서 활성이 크기 때문에 고분자의 흡수성은 생분해성

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Göpferich, 1997). 고분자의 생

분해는 효소, 미생물, 토양매립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평

가가 가능하다. 이 중 효소에 의한 생분해 거동 평가는

효소의 가수분해 작용에 따라 고분자의 일부가 저분자화

하여 반응액에 용해되어 나온 총 유기 탄소량을 측정하

거나, 중량 감소, 분자량 변화를 관찰하여 생분해성을 평

가하는 것으로 정량성과 재현성이 우수한 방법이다(Kim

et al., 1992). Lee(2014)는 리그닌/PVA 복합나노섬유 웹

의 생분해성을 10일간 효소가수분해한 후 시료의 질량

감소를 측정하여 평가하였으나 리그닌 함량이 생분해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Korbag and Saleh(2016)는

리그닌/PVA 블렌드 필름을 30일간 토양매립한 후 시간

의 경과에 따른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생분해성을 살펴

보았다. 폐기 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에, 리그닌과 PVA로 이루

어진 복합체 나노섬유의 생분해 거동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그닌/PVA 복합나노섬유 웹의

향후 적용가능 분야를 모색하고자, 리그닌/PVA 복합나

노섬유 웹의 표면 특성, 수분 특성 및 생분해성을 고찰

하고자 한다. 리그닌/PVA 함량비에 따른 복합나노섬유

웹의 수분 특성 및 생분해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리

그닌/PVA 나노섬유 신소재의 설계 및 새로운 용도 창출

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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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리그닌/PVA의 함량비가 다른 복합나노섬유 웹을

제조하고 주사전자현미경(SEM)과 원자간력 현미경(A-

FM)을 이용하여 리그닌/PVA 함량비에 따른 웹의 표면

특성을 관찰하였다.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수분 특

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합나노섬유 웹의 흡수도와 접촉

각, 그리고 시료 표면에서 일어나는 수분 흡수 양상을 분

석하였으며 함수율을 측정하였다.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생분해성은, 효소가수분해법을 사용하여 총 50일

동안 10일 단위로 TOC(Total Organic Carbon) 발생량을

측정하여 생분해 거동을 고찰하였다.

II. 실 험

1. 시료 및 시약

리그닌은 lignin, alkali(low sulfonate content, Mw=

~10,000, Sigma Aldrich Co., USA)를 사용하였고 매개체

고분자로 PVA(>99% hydrolyzed, Mw=89,000~98,000,

Sigma Aldrich Co., USA)를 사용하였다. 용매로는 증류

수를 사용하였다. 리그닌/PVA 나노섬유의 효소가수분해

실험에는 Aspergillus microorganism으로부터 얻은 lac-

case(Novozymes)와 완충 용액(acetate buffer solution, pH

4.65, Sigma Aldrich Co., USA)을 사용하였다.

2. 전기방사

전기방사를 위해 선행연구(Lee & Lee, 2014)에서 규명

한 전기방사공정 조건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방사 용

액을 제조하였다. 리그닌 농도 85wt% 시료를 제조하기

위해, 먼저 5wt%의 PVA 수용액을 제조한 후 리그닌과

PVA의 중량비가 리그닌:PVA=85:15가 되도록 리그닌을

첨가하여 방사 용액을 준비하였다. 리그닌 농도 50wt%

시료를 제조하기 위해, 8wt%의 PVA 수용액을 제조한 후

리그닌과 PVA의 중량비가 리그닌:PVA=50: 50이 되도

록 리그닌을 첨가하여 방사 용액을 준비하였다. 각각의

방사 용액을 Vortex mixer(GENIE II, Scientific Industr-

ies, USA)로 교반하여 완전히 용해시켰다. 이와 별도로,

11wt%의 PVA 수용액을 준비하여, 리그닌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PVA 나노섬유 웹을 제조하는 데에 사용하

였다.

제조된 용액은 실온에서 24시간 보관 후, 40cm 거리 내

에서 왕복운동하는 수직 전기방사기(NCC-ESP200R 2,

NanoNC Co., Korea)를 사용하여 전기방사하였다. 방사

조건은 니들게이지 30gauge, 용액 공급 속도 0.2ml/hr, 전

압 18kV, 방사 거리 11.5cm로 전기방사하였다. 나노섬

유는 100% 폴리에스터 부직포(기반 직물) 위에 방사하

여, 부직포 위에 나노섬유 웹이 적층된 형태로 제조하였

다. 제조된 나노섬유 웹은 섬유 내 잔존 용매를 제거하

기 위하여 진공건조기(OV-11/12, JEIO TECH, Korea)를

사용하여 50
o
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건조시킨 나노섬유 웹은 수분에 대한 안정화를 위하

여 선행연구(Lee et al., in press)에서 규명한 방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가교 처리하였다.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을 80
o
C에서 180분간 수증기 처리 후, 시료와 광원의

거리 17cm에서 파장이 420nm인 가시광선으로 30분간 광

조사하고, 이후 200
o
C에서 60분간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3.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형태 및 표면 특성

분석

리그닌/PVA 나노섬유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리

그닌/PVA 나노섬유를 백금(Pt)으로 스퍼터 코팅한 후,

주사전자현미경(FE-SEM)(JSM 6701-F, JEOL Ltd., Ja-

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섬유 직경은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ImageJ(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조건별 5장의 SEM 이미지

를 사용하였고 한 장의 SEM 이미지에서 20개의 섬유를

임의로 선정하여 직경을 측정하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웹의 표면 특성은, 원자간력 현미경(AFM)

(XE-Bio, Park systems, Korea)을 이용하여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 표면의 형태와 거칠기를 분석하였다.

4. 수분 특성 평가

리그닌과 PVA의 함량비를 달리하여 제조된 리그닌/

PVA 나노섬유 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수분 특성을 평가하였다. 모든 수분 특성 평가에 있어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은 기반 직물을 제거한 후 실험

에 사용하였다.

1) 흡수성 평가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수분 흡수도는 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 [AATCC]

(2011)에서 제시한 텍스타일의 흡수성 측정방법에 준하

여 평가하였다. 측정 시 온도는 21
o
C, 상대습도는 3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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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촉각 평가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 표면의 친수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나노섬유 웹을 접촉각 측

정기(Drop shape analyzer, CAM 200, KSV Instrument,

Finland)에 장착하고 마이크로피펫을 사용하여 3µl의 증

류수를 2cm 상부에서 나노섬유 웹의 표면에 직각으로

떨어뜨렸다. 이 때 접촉각 측정기에 장착된 초고속 카메

라를 통해 0.1초 단위로 물방울이 나노섬유 웹과 접촉하

는 순간의 양상을 관찰하였다.

3) 함수율 평가

함수율(water uptake)은 2cm×2cm 크기의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을 항량에 달할 때까지 진공오븐에서 완전

히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고, 증류수에 2시간 침지

시킨 후 필터페이퍼를 이용하여 시료 표면에 묻어있는

물을 제거하고 무게를 다시 측정하여 다음의 식<Eq. 1>

과 같이 산출하였다.

Water uptake (%) = (m1 − m0) / m0 × 100 ..... Eq. 1

where, m0 and m1 represent the masses of the sample

before and after immersion in water.

5. 생분해성 평가

리그닌/PVA 복합나노섬유 웹의 생분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복합나노섬유 웹을 50일간 효소가수분해한 후

10일차, 20일차, 30일차, 40일차, 50일차에 샘플을 수거

하여 효소 용액 내의 TOC 농도를 측정하였다. 생분해

성 평가에 앞서, 모든 시료는 가교 처리한 후 효소가수

분해하였다.

구체적인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이알에 10mg의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과 30ml의 완충 용액을 넣고, 라

카아제(laccase from Aspergillus microorganism)를 1g/ml

첨가하였다. 시료는 효소활성 온도인 60
o
C로 셋팅된 항

온기에서 반응시켰다. 총 50일간 10일 간격으로 TOC an-

alyzer(Total Organic Carbon analyzer, TOC-V CPH, Shi-

madzu, Japan)를 사용해 TOC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복합나노섬유 웹을 넣지 않고 효소만을 넣어 효소 자체

에서 발생한 TOC 농도도 측정하였다. 리그닌/PVA 나노

섬유 웹의 효소가수분해 시 발생한 TOC 농도는, 각 시

료가 분해된 효소 용액의 TOC 농도에서 효소 자체에 의

한 TOC 농도를 빼서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형태 및 표면 특성

<Fig. 1>은 전기방사공정을 통해 제조한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SEM 이미지로, 리그닌 농도 0wt%, 50

wt%, 85wt% 순서로 제시하였다. 모든 시료에서 약 280

~420nm 직경의, 비드가 없는 매끈한 섬유가 관찰되었

다. 다만 리그닌의 농도가 가장 높은 85wt% 시료의 경

우, 다른 시료들에 비해서 섬유들이 다소 뭉쳐있는 부분

이 관찰되었다.

리그닌 농도에 따른 섬유 직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

과, 리그닌을 함유하지 않은 PVA로만 이루어진 나노섬

유 웹의 경우, 평균 섬유 직경이 288.6nm로 가장 작았고

섬유 직경의 편차 역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어 리그

닌을 함유한 두 시료보다 섬유 직경이 가늘고 섬유 직

경 편차가 적은 웹이 형성되었다(Table 1). 반면, 리그닌

85wt% 시료의 경우, 섬유 직경과 직경의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리그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섬유

의 평균 직경과 직경 편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Fig. 1. SEM images of electrospun lignin/PVA nanofibers with lignin content (a) 0wt%, (b) 50wt%, (c) 8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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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닌은 폴리페놀 고분자로, 벌키한 방향족 구조를 포

함하고 있어 리그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혼합 용액

의 점도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섬유 직경의 증가에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크라프트 리그닌과

PVA를 혼합하여 다양한 용액 조건에서 전기방사하고

방사용액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Ago et al., 201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고체 상태인 물질 표면의 거칠기는 액체와 접촉했을

때의 젖음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 표면의 거칠기를 관찰하기 위

해 AFM을 이용하여 시료의 표면 이미지를 촬영하고 분

석하였다. 각각의 시료에서 15µm×15µm 범위에 해당하

는 부분이 촬영 및 분석에 이용되었다. <Fig. 2>는 리그

닌 농도별 시료의 AFM 촬영 이미지로 3D와 평면으로

Table 1. Average fiber diameters of electrospun lig-

nin/PVA nanofibers

Average fiber diameter

(nm)

Standard deviation

(nm)

Lignin 0wt% 288.6 47.7

Lignin 50wt% 329.2 61.8

Lignin 85wt% 420.4 71.1

Fig. 2. AFM images of electrospun lignin/PVA nanofibers with lignin content (a) 0wt%, (b) 50wt%, (c) 8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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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이미지이다. 3D 이미지를 비교하면 리그닌 농도

가 높아질수록 시료의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

점 간 높이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리그닌

농도에 따른 웹의 표면 거칠기를 비교하고자, 중심선 평

균 거칠기(centerline average height roughness: Ra) 값을

살펴본 결과, 리그닌을 함유하지 않은 PVA 시료의 경우

Ra가 0.963µm인데 반해, 리그닌 50wt%, 85wt% 시료의

경우 각각 1.735µm, 2.099µm로 나타났다. 이는 리그닌

함량이 증가할수록 웹의 표면 거칠기가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리그닌 85wt% 시료의 경우 SEM 이

미지 분석에서 일부 섬유의 뭉침 현상이 관찰되었고 섬

유의 직경에 있어서도 섬유 간 직경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시료 표면의 거칠

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 표면의 흡수성

먼저 AATCC(2011)에 준하여 시료에 일정량의 물을 떨

어뜨리고 모두 흡수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시료

의 흡수도를 평가하였다. <Table 2>에 리그닌/PVA의 함

량비가 다른 세 가지 시료의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리

그닌을 함유하지 않은 시료, 즉 섬유를 구성하는 고분자

가 PVA로만 이루어진 시료의 경우 물이 닿는 순간 모두

흡수되어 시료의 앞면과 뒷면 모두 시간 측정이 불가능

하였다. 리그닌 농도에 따른 시료 앞면의 흡수도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리그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웹 표

면에서 수분이 모두 흡수되기까지의 시간이 약간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로 접촉각을 측정하여 복합나노섬유 웹 표면

과 물방울이 접촉하였을 때의 흡수 거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접촉각이란 물방울이 고체 상태인 물질의 표면

과 접촉하였을 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기체와 액체가 이루는 접선과 고체와 액체

가 이루는 접선 사이에서 형성되는 각을 지칭하며, 접촉

각은 물질의 젖음성(wettability) 평가 시 중요한 척도로

활용된다(Liu et al., 2008).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에 대해 접촉각 측정을 시도

하였으나, 시료의 표면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수분 흡수

가 일어나 접촉각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초고속 카

메라로 각 시료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흡수되는 패턴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분 흡수 양상을 비교 분석하

였다.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PVA로만 이루어진

나노섬유 웹(리그닌 0wt% 시료)의 경우 표면에서 매우

빠르게 수분 흡수가 일어났고, 웹을 구성하는 고분자 중

리그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물방울이 사라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PVA 시료와 마찬가

Fig. 3. Absorption of water droplet by electrospun lignin/PVA nanofibrous webs.

Table 2. Water absorbency of lignin/PVA nanofibrous

webs

Absorption time of water droplet (sec.)

Front Back

Lignin 0wt% 00.0 0.0

Lignin 50wt% 06.8 7.2

Lignin 85wt% 22.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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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었다. 이는 앞서 제시한 흡수도

평가결과와 동일한 양상으로, 리그닌 함량비가 복합나

노섬유 웹 표면의 흡수 거동에 영향을 미치긴 하나 그

정도가 미약하며,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시료의 혼합 비율

하에서는 세 가지 시료 표면에서 모두 우수한 젖음성을

나타냈다.

3.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함수율

함수율(water uptake)은 상처치료용 드레싱, 개인용 위

생용품 등 수분 흡수 능력이 요구되는 용도에 적용할

경우 반드시 평가되는 항목 중 하나이다. <Fig. 4>는 리

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함수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시

료의 리그닌 함량이 증가할수록 함수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옥수수에서 유래된 식물성 단백질인 zein과 리그

닌으로 구성된 복합재료의 함수율을 평가한 선행연구

(Oliviero et al., 2011)와 유사한 결과로, 리그닌을 함유

하지 않은 시료에 비해 리그닌이 첨가된 시료의 함수율

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PVA로 이

루어진 나노섬유 웹(리그닌 0wt% 시료)은 약 400%의 높

은 함수율을 보였다. 리그닌 함량이 증가하면서 함수율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웹을 구성하는 고분자 중 리

그닌이 50wt%인 시료도 약 200%의 상당히 높은 함수율

을 나타냈다.

앞서 나노섬유 웹의 젖음성 평가에서는 세 가지 시료

모두 웹 표면에서 높은 젖음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PVA

함량비뿐 아니라 나노섬유 웹의 다공성 구조가 복합나

노섬유 웹 표면의 흡수 거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된다. 이에 반해, 시료를 2시간 동안 물에 침지시킨 후

무게 증가를 측정하여 산출한 함수율에서는, 리그닌/PVA

함량비에 따라 함수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 리그닌은, 식

물 조직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탄수화물 고분자(carbo-

hydrate polymer)들과 비교하면 비친수적인 성격이 강하

다고 보고되고 있다(Hatakeyama & Hatakeyama, 2010).

리그닌 분자 내 일부분을 차지하는 히드록실기(hydrox-

yl group)가 물과의 반응을 한정적으로 가능케 하지만, 리

그닌은 폴리페놀(polyphenol) 화합물로 페닐기(phenyl

groups)가 리그닌 분자의 기본 분자쇄를 구성하므로 비

친수적 고분자로 분류된다(Hatakeyama & Hatakeyama,

1998). 반면, PVA는 측쇄에 수많은 히드록실기가 존재하

는 대표적인 친수성 고분자로, 고분자 내에 -OH, -COOH,

-NH2와 같은 친수성을 갖는 그룹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물분자와 만났을 때 강한 화학적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의 흡수성이 크게 향상된다(Liu et al., 2008).

이를 종합하면, 리그닌/PVA 복합나노섬유 웹의 함수율

에 있어서는 리그닌/PVA 함량비가 주요 영향인자로, PVA

Fig. 4. Water uptake of lignin/PVA nanofibrous w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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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수적 성질이 전체 복합나노섬유 웹의 수분 흡수 특

성을 좌우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개체 고분자인 PVA를 첨가함으로써, 리그닌 나노

섬유 웹 제조단계에서는 원활한 전기방사공정이 가능하

였고 결과적으로 수분 흡수 성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은, 항균성, 항

산화성과 같은 리그닌의 기능성 발현이 가능한 동시에

PVA의 첨가로 수분 흡수 성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균 성

능뿐 아니라 높은 수분 흡수 성능이 요구되는 의료용 섬

유 제품이나 개인용 위생용품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을 다양한 섬유 제품에 적용

하기 위해 최종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수분 특

성 및 기타 성능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도록 리그닌과 매

개체 고분자 간 함량비를 조절한다면, 용도에 적합한 물

성을 발현하는 리그닌/PVA 나노섬유소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4.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생분해성

리그닌/PVA 복합나노섬유의 생분해성을 알아보기 위

해, 리그닌 농도가 각각 85wt%, 50wt%, 0wt%(PVA 100%)

인 3종의 시료에 대해 효소가수분해법을 사용하여 50일

간 생분해 거동을 고찰하였다. 효소가수분해는 재현성이

좋고 분해 환경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생분해

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가능한 방법으로(Müller, 2005),

리그닌/PVA 나노섬유의 생분해에 대한 기초연구인 본 연

구에 부합하는 시험법이라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효소

가수분해에 사용된 라카아제는 구리단백질의 일종으로,

산화 작용을 통해 리그닌 저분자화의 매개체 역할을 하

며 생분해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érez et al.,

2002). 즉, 페놀성 핵(phenolic nucleus)이 산화 작용을 통

하여 전자를 잃으면 페녹시 자유 라디칼(phenoxy free-

radical)이 생성되고, 이는 고분자 분열(polymer cleavage)

을 유발하여 저분자화를 촉진시킨다(Pérez et al., 2002).

본 실험에서 효소에 의한 분해 정도는 분해 생성물 중의

총유기탄소(TOC) 함량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Fig. 5>는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을 50일간 라카아

제로 분해시킨 후 발생한 TOC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

저 시간에 따른 TOC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리그닌 함

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료에서 효소가수분해

50일 경과 후 TOC 농도가 초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세 가지 시료에서 생분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리그닌 함량에 따른 각 시

료의 TOC 농도를 비교해 보면, 리그닌 85wt% 함유 시료

는 50일 경과 후 TOC 농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세 가지 시료 중 생분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

Fig. 5. TOC concentrations of lignin/PVA nanofibrous webs after the enzymatic hyd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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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며 이에 반해 PVA 시료는 증가 폭이 적었다. 즉, 리

그닌 85wt% 함유 시료가 다른 시료에 비해 더 빠르게 분

해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리그닌 분해 효소인 라카아제

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PVA 시료는 리

그닌 함유 시료에 비해서는 TOC 값이 대체로 낮았지만

50일 동안 TOC 값의 증가 양상으로 볼 때 라카아제에

의해 효소가수분해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50일간의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생분해성 실험을

통해, 전기방사와 가교 처리를 거친 리그닌/PVA 나노섬

유 웹이 천연 리그닌을 분해하는 효소인 라카아제에 의

해 분해됨을 확인하였고 이는 매개체 고분자인 PVA가

첨가된 복합나노섬유의 형태에서도 라카아제를 이용한

효소가수분해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리그닌과 PVA

의 조성비에 따라 복합나노섬유의 생분해 거동이 상이

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리그닌과 PVA의 함량비를 조절

함으로써 리그닌/PVA 나노섬유의 분해 특성, 즉 분해 정

도나 분해 시간 등을 제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리그닌/PVA 나노섬유를 개발하

는 데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그닌/PVA 복합나노섬유 웹의 적용

가능 분야를 모색하고자 전기방사공정을 통해 제조된

리그닌/PVA 나노섬유소재의 표면 특성 및 리그닌과 매

개체 고분자의 함량비에 따른 수분 흡수 거동을 고찰하

였다. 이와 더불어 리그닌/PVA 복합나노섬유 웹의 생분

해성을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나노섬유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SEM, AFM 분석을 통해서 리그닌/PVA 복합나

노섬유 웹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시료에서

약 280~420nm 직경의, 비드가 없는 섬유로 웹이 구성되

었고 웹의 표면 거칠기를 분석한 결과, 리그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웹의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노섬유 웹 표면의 젖음성을 평가하기 위해 리그닌/

PVA 함량비가 다른 복합나노섬유 웹의 흡수도 및 시료

표면에서의 수분 흡수 양상을 관찰한 결과, 리그닌 농도

가 85wt%, 50wt%, 0wt%(PVA 100%)인 3종의 시료에서

모두 우수한 젖음성을 나타냈다. 반면, 나노섬유 웹을

2시간 동안 물에 침지시킨 후 평가한 함수율에 있어서

는, 리그닌 함량이 증가할수록 함수율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PVA로 이루어진 나노섬유 웹(리그닌 0wt%

시료)은 약 400%의 높은 함수율을 보였고, 리그닌/PVA

50/50(w/w)의 함량비에서도 약 200%의 함수율을 나타

냈다.

리그닌/PVA 함량비가 다른 3종의 시료에 대해 50일간

효소에 의한 생분해 거동을 고찰한 결과, 세 가지 시료 모

두 50일 경과 후 TOC 농도가 초기에 비해 증가하여 라카

아제에 의한 생분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리

그닌 85wt% 함유 시료의 TOC 농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세 가지 시료 중 생분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상기 실험결과는 전기방사와 가교 과

정을 거친 리그닌/PVA 나노섬유가 천연 리그닌을 분해

하는 효소인 라카아제에 의해 분해되었음을 의미하며, 리

그닌의 생분해성이 가교 처리된 복합나노섬유의 형태에

서도 동일하게 발현됨을 시사한다.

리그닌과 PVA로 구성된 나노섬유 웹은 고분자의 조성

비에 따라 생분해 거동 및 함수율에 차이를 보였고 리

그닌을 전기방사하기 위해 첨가한 매개체 고분자 PVA

가, 결과적으로 복합나노섬유 웹의 수분 흡수 성능을 향

상시키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복합나노섬유의 적용 분야

를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리그닌/PVA 50/

50(w/w)의 함량비에서 보인 약 200%의 높은 함수율과,

리그닌의 천연 항균성을 활용한다면 상처치료용 드레

싱과 같이 항균성과 흡수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의료용

텍스타일이나 개인용 위생용품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

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웹을 구성하는 고

분자의 조성비를 조절하여 사용 용도에 적합한 수분 특

성 및 생분해성을 발현하는 리그닌/PVA 나노섬유소재를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용도의 기능성 나노섬유제품 개발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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