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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ellulose derivatives는 물에 용해가 가능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

고 있으며, 표 으로 methyl cellulose (MC), hydroxypropyl cellulose (HPC), 

hydroxypropyl methyl cellulose (HPMC), methyl ethyl cellulose (MEC) 등이 있다.1) 

다양한 cellulose derivatives 에서 carboxymethyl cellulose (CMC)는 glucose unit  

C2, C6, C3의 hydroxyl group를 carboxymethyl group로 치환하여 만들어 지는 것으로 

1918년 최 로 합성되어 1920년 독일에서 상용화된 제품이 출시되었다.2) 

   재 CMC는 식품, 의학품, 세제,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제지산업용 코  바인더로도 폭 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다.3) 특히 최근 제지산업 분야에

서 섬유에 음 하  특성을 더욱 부여하여 섬유간 결합력을 증 시키거나 각종 첨가제

의 약품 발  효과 증   충 제의 보류 향상 등을 해 CMC를 wet-end chemical

로 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4-7) 

   일반 으로 pulp의 cellulose와 CMC는 모두 음 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cellulose에 CMC를 보류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CMC의 치환도 

(D.S : degree of substitution)를 0.5 이하로 조 하면 cellulose와 CMC의 하 인 반

발력이 낮아져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 CMC의 치환도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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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낮게 조 되어 합성된 경우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 특성을 보여 wet-end 

chemical로 당하지 않게 된다.
8-9)

 따라서 CMC를 합성하는 조건  CMC의 치환도를 

0.3~0.5 정도로 조 했을 때 제지용 wet-end chemical로서의 합성을 띄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CMC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cotton fiber 신 제지공정

의 주원료인 virgin pulp(NBKP : Nadelholze Bleached Kraft Pulp, LBKP : Laubholz 

Bleached Kraft Pulp)와 recycled pulp(OCC : old corrugated container)를 이용하여 

CMC를 합성하 다. 합성된 CMC는 수율, 치환도를 측정하 고 ATR-IR을 이용하여 

CMC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지공정용 wet-end chemical로서의 합성을 평가하 다.

2 . 재 료   방법

2 .1 공 시 재 료  

   CMC 합성에 사용된 cellulose 원료는 NBKP, LBKP  OCC를 사용하 다. NBKP

는 Northwood Canada (lodgepole/spruce/sub-alpine fir mixed), LBKP는 칠 산의 

eucalyptus를 사용하 으며, OCC는 A사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 다. Isopropanol은 

J.T Baker 사의 HPLC  solvent를 사용하 고, MCA (monochloroacetate)와 Nitric 

acid 70%는 Wako 사의 것을 사용하 다. Methyl alcohol 99.85%, 0.5N-Hydrochloric 

acid standard solution, 0.5N-Sodium hydroxide standard solution, Phenolphthalein 

98%  sodium hydroxide 97%는 Dae Jung 사의 것을 이용하 다.

2 .2  실험방법

2.2.1 Carboxymethyl cellulose 합성

   NBKP, LBKP  OCC의 주원료를 20×20 mm 정도의 크기로 손으로 찢은 뒤 

milling machine을 사용하여 분쇄한다. 분쇄된 pulp는 70 mesh screen이 장착된 분

기 (fractionation machine)을 이용하여 정선처리 한다. 정선된 pulp는 24 시간 동안 

105 ℃ oven dryer에 넣고 건시킨 뒤 사용하 다. 

   건된 NBKP, LBKP  OCC 70 mesh screen accept fiber 20 g을  1000 mL 삼

각 라스에 넣고 isopropanol 600 mL를 첨가한다. 교반기를 이용하여 약 400 rpm으로 

교반을 하는 에 NaOH 10 % solution 용액 53.2 mL를 10분 동안 천천히 첨가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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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동안 교반 시킨다. Hot plate에 삼각 라스크를 정치시키고 MCA를 6, 7, 8 g 

첨가하여 약 400 rpm으로 60 ℃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 후 Buchner funnel

에 heavy-duty filterpaper를 이용하여 methanol (600mL×2회)로 세척 한 후 ethanol 

(900mL×4회)로 세척한다. 세척된 CMC는 Tappitin에 넣고 60 ℃에서 24 시간 동안 건

조시킨 뒤 무게를 측정하여 아래 식을 이용하여 수율을 계산하 다.

Yeild of CMC, % = 


×  

CMC : weight of CMC, g

P : weight of dried pulp, g

M : weight of monochloroacetate, g

2.2.2 Carboxymethyl cellulose의 치환도 측정 

   합성된 CMC는 ASTM D 1439-03 (2008)에 의거하여 측정하 으며, acid wash법을 

이용하 다. 합성된 CMC 4g을 250 mL 삼각 라스크에 넣고, 99% ethanol 75 mL을 

첨가한다. 자석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을 실시하는 에 농질산 5 mL를 천천히 첨가

한 후 5 분 동안 끓이고, heating 없이 15 분 동안 재 교반한 후 Buchner funnel에 

heavy-duty filter paper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여과한다. 세척은 99% ethanol 100 mL

를 이용하여 1차 세척한 뒤 60 ℃의 80 % ethanol 750 mL(150 mL×5회)로 2차 세척했

으며, 세척이 끝난 CMC는 105 ℃의 oven dryer에서 3 시간 동안 건조 시켰다. 건조 

후 처리된 CMC 약 1~1.5 g을 500 mL 삼각 라스크에 넣고, deionized water 100 mL

와 0.5N NaOH 25 mL를 첨가한 뒤 20 분 동안 끓이며 교반한다. 교반 후 

phenolphtalein 지시약을 소량 첨가 한 뒤 자색에서 무색이 될 때까지 0.5N HCl로 

정하고 아래 식을 이용하여 치환도를 계산하 다.

A = (BC-DE)/F

G = 0.162A / (1-0.0584A)

A : 시료  무게 당 산 소비량

B : NaOH solution 첨가량, mL

C : NaOH solution의 노르말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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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정에 사용된  HCl solution 첨가량, mL

E : HCl solution의 노르말  농도

F : 사용한 acid carboxymethyl cellulose의 양, g

G : carboxymethyl cellulose의 치환도

2.2.3 CMC의 ATR-IR 분석

   NBKP. LBKP  OCC을 원료로 MCA 투입량에 따라 합성된  CMC의 능기를 

ATR-IR (Alpha-P model, Brucker Co., Germany)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ATR-IR의 

resolution은 4 cm
-1

, sample scan 횟수는 16번, peak range는 4000~400 cm
-1

으로 설정

하여 분석하 다.

3 . 결 과   고 찰

3 .1 합성 CM C의 수 율   치 환 도  측 정

   MCA의 첨가량에 따라 NBKP의 cellulose가 어느 정도 carboxymethylation되는지 

분석하기 하여, NBKP 6g(o.d.)에 하여 MCA를 1~6 g 투입하여 합성된 CMC의 수

율  치환도를 측정하 다.

   F ig. 1  2 는 NBKP 6g (o.d.)에 MCA를 1~6g 투입하여 CMC를 합성할 때의 수

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MCA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합성된 CMC은 수율은 감소하

으며 치환도는 증가하 다. 특히 MCA 첨가량 증가에 따른 수율  치환도는 일차 

곡선을 나타내었으며 R2 값은 수율의 경우 0.9967, 치환도의 경우 0.9877을 나타내었다.

F ig. 1. Yeild of CM C according 

to the dosage of M CA

F ig. 2 . D egree of substitution of 

CM C according to the dosage of 

M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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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g. 3   4 는 NBKP, LBKP  OCC pulp 20g(o.d)에 MCA를 각각 6, 7, 8g 첨가

하여 합성된 CMC의 수율과 치환도를 나타내었다. F ig. 3 에서와 같이 MCA의 첨가량

이 증가함에 따라 CMC의 수율은 낮아졌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virgin 

pulp를 이용하여 CMC를 합성할 때 MCA의 투입량을 30%에서 40%로 증가시킨 경우 

NBKP는 0.61%, OCC는 0.2%로 수율이 소폭 감소되었지만 LBKP의 경우 1.88% 감소

율을 보여 상 으로 MCA 첨가량에 따른 합성된 CMC의 수율이 더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한 F ig. 4 의 치환도 결과에서와 같이 CMC 합성에서 MCA의 첨가량

을 30%에서 40%로 증가시킨 경우 NBKP의 치환도는 0.14, OCC의 치환도는 0.13 증가

하 지만, LBKP의 경우는 0.08 증가하여 상 으로 LBKP가 NBKP  OCC pulp를 

이용하여 합성된 CMC에 비하여 치환도의 변화가 완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LBKP를 이용하여 합성된 CMC는 NBKP  OCC pulp에 비해 수율이나 

치환도를 더 조 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되었다. 한 virgin pulp  recycled pulp를 

이용하여 낮은 치환도를 갖는 CMC를 제조 할 수 있었다.

F ig. 3 . Yeild of CM C synthesized 

by N B KP,  L B KP,  and O CC pulp 

according to the dosage ratio of 

M CA

F ig. 4 . D egree of subsititution of 

CM C synthesized by N B KP,  

L B KP,  and O CC pulp according 

to the dosage ratio of M CA

3 .2  합성 CM C의 A T R-I R 결 과

   NBKP, LBKP  OCC pulp에 MCA를 각각 6, 7, 8g 첨가하여 합성된 CMC를 

ATR-IR을 이용하여 화학 인 능기를 분석하 다. F ig. 5 는 Sigma Aldrich에서 상

업용으로 시 인 CMC와 NBKP, LBKP  OCC pulp를 이용하여 합성된 CMC를 

ATR-IR로 분석하여 얻어진 흡 도 값을 나타낸 결과이다. 상업용 CMC와 합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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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의 ATR-IR의 흡 도 값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합성된 CMC의 경우 880 

cm
-1

에서 흡 을 보여 CO3
2-

의 능기가 다소 존재함을 나타냈다.
9)

F ig. 5 . A T R-I R results of synthesized and commercial CM C ( wav e length 

range :  8 0 0 ~ 3 6 0 0  cm-1)

   한 F ig. 6 은 NBKP, LBKP  OCC pulp를 이용하여 합성된 CMC와 상업용 

CMC를 wave length 800~1700 cm-1의 흡 도 값을 나타낸 결과이다. 특히, 이 wave 

length에서의 흡 도 값은 CMC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peak로서 -COO- asymmetric 

stretching을 나타내는 1583 cm-1  1418 cm-1의 역10)과 -OH bending vibration을 

나타내는 1300~1350 cm-1의 역, >CH-O-CH2 stretching을 나타내는 1000~1050 cm-1 

역11)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NBKP, LBKP  OCC pulp를 이용하여 제조한 

CMC가 상업용 CMC와 매우 유사하게 합성된 것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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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 ig. 6 . ATR-I R results of synthesized CMC (A :  NBKP,  B :  LBKP,  C :  OCC 

pulp) and commercial CMC (wave length range :  800~1700 cm
-1

)

4 . 결  론

   제지공장의 주원료인 NKBP, LBKP  OCC pulp를 NaOH 10% solution과 MCA를 

이용하여 methylation 시켜 CMC를 합성하 다. 그 결과 MCA의 첨가량에 따라 다양

한 치환도를 갖는 CMC를 합성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제지공정상의 wet-end chemical

로 사용할 수 있는 치환도 0.35~0.5의 CMC는 MCA의 첨가량이 30~40%에서 합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cotton을 이용하여 제조된 상업용 제품의 CMC와 wood fiber를 

이용하여 합성한 CMC의 ATR-IR의 분석 결과, 1583, 1418, 1320  1020 cm
-1

의 

wave length에서 유사한 흡 도를 나타내어 성공 으로 CMC 합성이 되었음을 보

다. 

   특히 NBKP, LBKP  OCC pulp 70 mesh accept를 이용하여 CMC가 합성이 되었

기 때문에 차후 연구에서는 제지공장에서 발생되는 3차 미세분을 이용해 CMC를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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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수율  치환도를 측정하고, 이를 제지 공정의 wet-end chemical로 사용할 때

의 기타 약품 발  특성  강도 변화를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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