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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를 바탕으로 하는 자연계에 많은 식물들을 원

료로 제조할 수 있다. 특히 펄  섬유는 셀룰로오스의 함량이 매우 높게 구성되어 있어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를 제조하기에 매우 합한 물질이라 할 수 있겠다.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는 homogenizer, micro-fluidizer, grinder 등의 설비를 통해 기계 으로 

처리하여 제조된다.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 자체의 높은 탄성율
1)

  

열  안정성 등 원료 물질로서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 aspect ratio가 매우 큰 물질이

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재의 원료로도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재 북미에서는 산처리를 통한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의 제조가 일로트 스 일로 

제조되고 있고,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에서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가 유사한 수 으

로 생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으로 나노셀룰로오스의 

상용화가 멀지 않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나노셀룰로오스는 친환경  재료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강도  성질, 높은 비표면 , 

무독성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래에 이르러 많은 산업분야에서 그 잠재성을 인정

받고 있다.
2)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 으로 리 쓰이고 있지는 않

지만,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연구는 펄  제지업계에 련된 많은 사람들이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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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이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  처리를 통해 제조한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도공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한 기  연구로 도공액을 조제하고 유

변특성을 평가하 다.  

2 .  재료  방법

2 . 1 공시재료

나노셀룰로오스를 제조하기 한 재료로 활엽수 표백 크라 트 펄  (Hw-BKP)를 사

용하 다. 도공액의 조제를 해 도공안료로 GCC (Setacarb 95K)와 1  Clay를 사용

하 고, 바인더는 PVA (Poly vinyl alcohol)를 사용하 다. Fig. 1은 도공 안료의 입도 

분포를 나타낸다. GCC의 평균 입도는 0.93 μm, Clay의 평균 입도는 0.2 μm 다.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GCC and clay.

2 . 2  실험방법

2.2.1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의 제조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의 제조를 해 350 mL CSF 수 으로 고해한 지료를 사용하

다. 비된 지료를 그라인더 (Super Masscolloider, Masuko Sanguo)를 이용한 기계

 처리를 통해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를 제조하 다. 이 때 그라인더의 운  속도는 

1500 rpm 이었고, 처리 횟수는 50회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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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의 형태학  특성

피 릴화된 펄 는 계방출 주사 자 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oscope, FE-SEM)을 통해 찰하 다. 식각처리
3)

된 실리콘 웨이퍼 상에 약 0.5 mL

를 떨어뜨려 상온건조 함으로써 샘 을 비하 다.  

2.2.3 도공액의 조제

NFC와 도공 안료를 혼합하여 도공액을 조제하 다. 

조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진행하 다. 첫 번째는 NFC를 도공 안료의 개념

으로 건 무게 기 으로 도공 안료  NFC의 비율을 3 : 1, 1 : 1, 1 : 3으로 두고 바

인더 첨가 없이 도공액을 조제하 다. 두 번째로 도공 안료에 첨가제의 개념으로 NFC

를 투입하여 도공액을 조제하 다. 이때 바인더는 PVA를 사용하 고 1 pph를 첨가하

다. NFC는 0.5, 1, 1.5 pph로 첨가하 으며, 최종 으로 증류수를 투입하여 총 고형분 

함량은 50%가 되도록 조제하 다.  

2.2.4 도공액의 보수도 평가

도공액 10 g을 채취하여 Water retention meter (AA-GWR, Kaltec Scientific Inc.)로 

2 bar, 60 sec 조건에서 도공액의 보수도를 평가하 다. 

2.2.5 유변특성 평가

Bohlin (CVO, Malvern Instrument)을 이용하여 도, 장 탄성률, 손실 탄성률 등의 

유변 특성을 평가하 다.  

3 .  결과   고 찰

3.1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의 형태

제조된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폭 10∼50 nm, 길이 3

∼5 μm 수 의 크기를 가졌다. 일반 으로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의 aspect ratio는 

50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나노피 릴화 셀룰로오스의 aspect 

ratio는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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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anofibrillated cellulose.

3.2 도공액의 유변 특성

Fig. 3은 도공 안료와 NFC의 배합비에 따른 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는 단 속도

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 고, 단 속도에서 도공 안료와 NFC의 배합에 따라 도는 

차이를 보 다. 그러나 도공 안료의 종류-GCC, Clay-에 따른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GCC와 Clay 간의 배합비에 따른 도 차이는 미미하 다. GCC와 Clay의 형태와 크기

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NFC의 도가 상 으

로 매우 높기 때문에 NFC에 의해 도가 좌우된 결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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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iscosity of coating color with mixed ratio of pigment and NFC.

Fig. 4에서는 도공 안료와 NFC의 배합비에 따른 장탄성률을 나타내었다. 본 결과는 

단 응력의 증가에 따른 장탄성률의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NFC의 함량이 상 으

로 높을수록 더 높은 장탄성률을 나타냈다. 계 내에 도공 안료와 NFC가 혼재된 상

태에서 NFC에 의한 네트워크는 존재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NFC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장탄성률  임계 응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안료의 형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NFC가 상 으로 많이 존재하는 배

합비인 1:3의 경우, GCC가 포함되었을 때 Clay에 비해서 더 높은 장탄성률과 임계 

응력 값을 나타내었다. 1:3의 배합비에서는 개개의 나노피 릴들이 체 으로 도공 안

료 입자를 감싸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단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도

가 더 낮은 Clay가 GCC에 비해 NFC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를 더 

감소시킨다. 즉 GCC와 Clay 입자들의 NFC와 혼합 특성을 고려할 때, GCC와의 혼합

이 NFC의 네트워크 발 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도공액 조제 

시 도공 안료의 비율이 높아졌을 때 NFC와의 혼합 특성에서 고려할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ig. 4. Storage modulus of coating color with mixed ratio between pigment and 

NFC.

NFC 비율을 25∼75%로 조 한 경우 NFC의 낮은 농도로 인해 고농도의 슬러리가 조

제될 수 없다. 농도의 도공액은 낮은 수 의 도공량으로 이어져 실제 인 도공 원료

- 369 -

-  -0123456789



2011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로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도공 안료의 농도를 50% 수 으로 맞추었

을 때 유변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5는 NFC를 도공 안료 비 0.5∼1.5 pph로 혼합한 

도공액의 도와 장탄성율을 나타낸 것이다. 

GCC와 바인더만으로 이루어진 도공액의 도는 매우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NFC가 

포함되었을 때는, NFC 함량의 증가에 따라 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공 안료에 비해 1 pph 수 의 첨가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NFC는 증 제

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FC의 첨가로 인해 장탄성률은 증가하 다. 

그러나 임계 응력은 NFC의 첨가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ig. 5. Viscosity (left) and storage modulus (right) of coating color with addition of 

NFC.

Fig. 6은 NFC의 첨가량에 따라 도공액의 장탄성률과 손실탄성률을 나타낸 것이다. 

NFC 함량이 0.5∼1.0 pph일 때, 장탄성률과 손실탄성률은 진동수의 증가에 따라 증

가하면서 교차 을 가졌다. 이것은 도공액을 구성하는 입자들 간의 약한 연결 (weakly 

associated)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NFC의 함량이 1.5 pph일때는 장탄성률이 손실

탄성률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연결 (strongly associated) 상태를 나타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이 결과는 세 조건 모두 임계 응력인 5.4 Pa에서 진행된 

것으로 네트워크의 괴 후 입자들 간의 연결 상태의 차이를 보여 다. 즉 도공액에 

단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자들의 거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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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orage modulus and loss modulus with the increase of frequency.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공 원료로서 NFC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한 기  연구로, NFC의 혼

합  첨가에 따른 도공액의 유변 특성을 살펴보았다. NFC는 물과 함께 hydro-gel 상

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도공 안료와의 배합에서 고고형분 함량의 도공액을 조제하는데

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NFC를 첨가제의 개념으로 도공안료에 용

하 을 때의 유변 특성 변화는 도의 증가  장탄성률 증가를 야기하 다. NFC는 

비표면 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 으로 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도공 안료와의 혼합

된 상태에서 NFC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FC의 도공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된 유변 특성 뿐 

만 아니라, 도공층의 구조, 인쇄 성 등, 추가 인 연구의 수행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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