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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방사선 이용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를 확보하고 산업적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자원,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고 녹색성장에 부응함
○ 연구결과
▶ 방사선 이용 천연고분자 구조변환 및 영향 분석
- 생물자원(케나프, 옥수수, 소나무 등) 종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 평가
- 천연고분자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변화 분석
▶ 방사선 기반 천연고분자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식물자원으로부터 셀룰로오스, 리그닌 소재개발
- 방사선 이용 고효율 리그닌 분리 제조공정 연구
▶ 방사선 기반 천연고분자 신소재 활용기술 개발
- 천연고분자 활용 친환경 펄프화 연구
- 셀룰로오스, 리그닌 섬유화 연구
- 리그닌의 고부가가치 탄소소재 제조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는 적극적인 방사선융합 기술의 적용확대 및 실용화 구현을 통하여 원자
력/방사선 기술의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자력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임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천연고분자, 셀룰로오스, 리그닌, 전자선, 감마선
영 어

natural polymer, cellulose, lignin, electron beam, gamma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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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기술이용 천연고분자 신소재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최종목표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분자로부터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산업적용기술 개
발을 통하여 국가 방사선융합 생물산업 선진화 관련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연
구핵심 거점 구축을 통한 국가 과학⦁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함

2. 연구개발의 필요성
ㅇ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 유도물질을 개발하여 친환경 고부가 물질을 확보
하고, 산업적용기술 개발로 방사선융합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

ㅇ

방사선 기술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 심화 및 친환경 고부가 소재, 탄소 원소
재 및 희귀 금속 등의 무역역조를 근본적 해소 불가능. 수입대체형 친환경 녹색
신소재의 원천기술개발로 세계수준의 녹색기술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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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이용 천연고분자 구조변환 및 영향을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생물자원(나무, 줄기류 등) 종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을 평가함
- 방사선에 의한 천연고분자 구조변화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천연고분자의 물리화학적 변화
를 데이터베이스화 함

2.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제조기술을 개발함.

- 방사선을 이용하여 식물자원으로부터 셀룰로오스와 리그닌 소재를 분리함
- 종래의 화학적 방법을 대체하는 방사선 이용 고효율 리그닌 분리 제조공정을 개발함

3.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분자 제조를 통하여 신소재 활용기술을 개발함

- 천연고분자를 활용한 친환경 펄프화 기술을 개발함
- 셀룰로오스, 리그닌 소재를 이용하여 섬유화 연구를 통하여 산업적 활용성을 높임
- 리그닌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탄소소재 적용연구를 수행함

Ⅳ. 연구개발 결과
1. 방사선 이용 천연고분자 구조변환 및 영향 연구.

- 식물(나무, 줄기류 등) 등의 생물자원 종류에 따른 방사선(감마선, 전자선) 조사를 통해 방
사선 기초 영향평가를 하였으며, 천연고분자 제조 가능성 평가(케나프외 1종)
- 방사선에 의한 천연고분자의 화학/물리적 특성분석을 통해 고분자 전구체 선정 (천연고분
자 2종)

2.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제조기술을 개발함.

- 방사선을 이용하여 식물자원으로부터 셀룰로오스와 리그닌 소재를 개발함 (나무, 줄기류
등 2종)
- 종래의 화학적 방법을 대체하는 방사선 이용 고효율 리그닌 분리 제조공정을 개발함

3.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분자 제조를 통하여 신소재 활용기술을 개발함
- 천연고분자를 활용한 친환경 펄프화 기술을 개발함
- 셀룰로오스, 리그닌 소재의 섬유화 연구를 수행함 (기능성 섬유화 2종)
- 리그닌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탄소소재 적용연구를 수행함
iii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 분해반응을 이용한 친환경 방법에 의한 펄프화 공정 개발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된 것임. 확보된 연구결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비목재
펄프를 제조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펄프 및 종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친환경 공정에 의한 제품 생산으로 인체와 관련성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지업체는 물, 스팀, 전기 등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방사선
분해기술에 의한 효율적인 셀룰로오스 분리로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력비용 절감 및 열효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파생된 특허기술 (셀룰로오스가 주성분인 폐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탈묵 공정
기술)은 현재 추(24진되고 있는 방사선융합기술(RFT)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실용화 및 기술이전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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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Natural Polymer using Radiation
Techniqu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Ultimate Goal
○ Research of radiation effect on natural polymers and structural change
by radiation
○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process with natural polymer using
radiation technique
○ Development of applied technology using natural polymer by radiation
technique

2. Importance of the Project

○ This project coul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radiation
technology and Low-carbon and green-growth industrial technology, based on
securement of environment-friendly and higher value-added materials, which is
developed derivatives of natural polymers from biotic-resources by radiation.
○ It is well known that radiation technology is a very significant technique for higher
value-added materials, raw carbon materials and rare metals in worldwide. However the
most important raw materials for a brisk export trade still depend on developed county.
So, the unfavarable balance of trade should be solved by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nd higher value-added core technology in this project.
v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Evolution of radiation effect on molecular structure of natural polymer and
establishment of database about radiation effect into natural polymer
- Investigation of radiation effect on biotic-resources (woods, stem of plants)
- Investigation of mechanism about molecular structural change by radiation and Building
of database about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natural polymers
○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ique of natural polymers using radiation technique
- Separation of Cellulose and Lignin from biotic-resources by radiation
- Development of high-yield process for separation of Lignin using radiation replaced
chemical methode
○ Development of applied technology of advanced materials through manufacturing process
of natural polymers using radiation technique
-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pulping process using natural polymers
- Improvement of industrial capability of Cellulose and Lignin through research of
fiberized natural polymers
- Research of application into carbon materials using Lignin

Ⅳ. Results of the Project

1. Research of radiation effect on natural polymers and structural change by
radiation
- Investigation of radiation effect (Gamma ray, Electron Beam) on biotic-resources (wood,
stem of plants) and Evolution of processing possibility with natural polymer (Kenaf and
one kind of plant)
- Investigation of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with radiation and selection of polymer
precursor (two kinds of natural polymer)
2.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process with natural polymer using radiation
technique
- Development of Cellulose and Lignin from biotic-resources using radiation (wood, stem
of plants)
vi

- Development of highly efficient separation process of Lignin using radiation technique
replaced chemical treatment
3. Development of applied technology using natural polymer by radiation technique
-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pulping process of natural polymer
- Research of fiberized process using Cellulose and Lignin ( two kinds of functional fibers)
- Research of application into carbon materials using Lignin

Ⅴ.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 The project of "Development of Advanced Natural Polymer using Radiation Technique"
was a systematical research performed firstly. The research results, which was
replaced chemical treatment, could b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environment-friendly
manufacturing process of pulping using wood and non-wood products and improved
productivity of paper and prevented environmental pollution.
○ Developed environment-friendly manufacturing process in this project could efficiently
apply to industry for human bing such as health care product.
○ Base on the efficient separating process of Cellulose using radiation technology in this
project, paper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generally should use highly cost pulping
process such as high electric power, water and water vapor, could reduce production
cost, energy resources and greenhouse gas.
○ The patent including de-inking process of waste paper containing Cellulose from this
project will be put to practical use by the assistance of technology transfer, connecting
with the build-up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RFT)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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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경쟁력, 부가가치
성, 생산성, 실용성을 확보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방사선 기술이용
천연고분자 신소재 개발” 과제명으로 신규로 참여한 과제임.
■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천연고분자 소재의 제조기술과 산업적 활용이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 분야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관리나 산업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방
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분자 신소재 제조기술 개발을 국가 연구사업에 포함하여 급변하는 국
내외 현안에 대처토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차세대 성장동력인 생물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인 천연고분자 소재 제
조기술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며, 천연고분자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에 정부차원의 적극적
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

방사선 이용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를 확보하고 활용기술을 통해 세계적인 자원 에
너지 문제에 대처 및 녹색성장에 부응함.

■ 방사선 융합 기술의 적용확대와 원자력

/

-

방사선 이용기술의 대국민 인식제고

본 사업은 국가정책목표인 식량안보 구축 및 국가위상 제고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소
비자, 생산자, 관련 학계의 과학기술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국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
공성 측면과 중장기적 사업운영체계를 고려하여 추진함.

-

적극적이 방사선융합 기술의 적용확대 및 실용화 구현을 통하여 원자력/방사선 기술의대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자력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임.

가.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 본 과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자력 산업의 비전 실현과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
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연구로 향후 산업적 이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기술적 측면
1

○ 석유계 화합물은 균일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및 화학소재 합성에 용
이함. 이에 반해 리그닌(lignin)은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학적인 합성
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이용이 부족한 실정임. 이와 같은 리그닌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및
화학소재 합성 및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면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음.
- 또한, 플라스틱 이용과는 별도로 리그닌을 나노섬유 웹상으로 가공한 후 이를 탄소막화하
여 그 활용을 연구한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리그닌의 탄화를 통해 제조된 탄소 나노 섬유는 리튬 이차전지 음극소재로 적용 가능함.
○ 셀룰로오스 등 천연고분자는 바이오매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분자쇄의 강직성, 분
자쇄간 강력한 2차결합, 고결정성 등으로 기존에 환경유해성 용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친환경적 용매 기반의 셀룰로오스 제품을 제조하는 소재기술개발이 세계적으로도
시급함.
○ 최근 친환경 용매로 부각되고 있는 이온성 액체는 고 결정성을 갖는 셀룰로오스를 저온에
서 용이하게 고농도로 용해시킬 수 있어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를 활용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
○ 액정방사에 의해 제조되는 고 강도 아라미드 섬유와 같이 경직성 사슬을 갖는 셀룰로오스
는 고농도 용액 내에서 이방성 용액을 형성하며 이 셀룰로오스의 유방성 또는 열방성 액
정 용액을 방사하면 고배향도를 갖는 고성능 셀룰로오스 재생섬유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음.
○ 기존의 화학처리방식의 공정 단계의 복잡성과 긴 처리시간, 고가의 약품문제, 휘발성유기용
매(VOC) 및 이산화탄소 발생을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공정을 단순화 시키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소재의 높은 순도와 화학처리 방식으로 추출하지 못하는 소
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의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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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적 측면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 신소재를 개발함으로서 대부분 수입
에 의존하던 천연 신소재의 제조 원천기술 및 산업적용기술 개발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
여함.
- 셀룰로오스, 리그닌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 약 1,000억원/연
* 국내시장 규모 약 2조(2015년 기준)
- 키틴, 키토산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 약 200억원/연
* 국내시장 규모 약 450억원(현재기준)
- 알지네이트, 카라기난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 178억원/연
* 국내시장 규모 약 400억원(현재기준)
○ 리그닌은 수목 성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함. 현재 목질 소재에 의한 바이오 에탄올 제조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성분으로 이용되는 것은 셀룰로오스(cellulose)임. 리그
닌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리그닌을 활용할 수 있다면 목질 소재
의 대폭적인 이용가치 향상이 가능함
- 리튬 이차전지 시장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흑연 음극 물질을 대
체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이 가능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세계 연간 섬유수요량은 6,900만톤이고 주요 합성고분자 생산량이 1.7억톤/년인 것을 고려
할 때 석유계 자원의 고갈에 의한 원료수급 불안 및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요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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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고분자인 셀룰로오스는 매년 약 2,000억 톤이 천연적으로 생산되고 유한한 석유계 기반
고분자 자원을 고려할 때 셀룰로오스 관련 바이오매스의 광범위한 이용과 관련 원천소재
개발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음. 또한 섬유소재 뿐만 아니라
고분자 유기소재로의 응용도 가능하여 유기소재 관련 산업에 메가 임팩트를 줄 것으로 기
대됨.
▣ 사회·문화적 측면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식물이나 수산물 등 생물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천연고분자
신소재 제조의 원천기술과 산업적 적용기술 개발을 통해 방사선 융합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할 수 있음.
○ 리그닌은 펄프공업의 부산물로 배출되어 심각한 공해문제가 되고 있기에, 리그닌을 활
용한 소재연구는 자원 재활용 및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됨
○ 인조섬유의 라이프사이클 분석자료에 의하면 일반 면, 재생 셀룰로오스 등 천연 섬유가 석
유계 합성 섬유에 비해 용수와 토지사용량은 많지만 비 재생에너지사용량, 이산화탄소 배
출량, 자원고갈에 대한 영향이 적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기존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가 면 섬유에 비해 인간 환경독성, 산성비 및 부영양화에
대한 영향이 적어 전체적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존 석유계 합성섬유에
비교하여도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음.
○ 원자력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사업의 수행이 필요함.
나. 국가기술로드맵(NTRM) 상의 위치
○ 급성장하고 있는

RT

분야의 세계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251차 원자

력위원회(2001.7.12, 국무총리주재, 산자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장관 참석)에서

첨단방사선

“

이용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방사선 이용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포

～

함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2

'06)

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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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법률 제
(

호,

6814

2002.12.26

제정 시행)에 근거하여 방

사선 기술분야 연구개발 확대기반 마련

○ 방사선을 이용한 농생물 자원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사선기술 이용 천연고분
자 신소재 개발기술은 원자력 융합기술 개발 분야에 부합되고 정부출연(연)의 임무 수행에
맞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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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현황
○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분자 재활용연구는 국제원자력기구 지역협력체

국가

(IAEA/RCA)

들로부터 연구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연구소를 중심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부가 친환경 재료인 셀룰로오스

,

리그니 등 천

연고분자 신소재 활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제 2 절 국내 현황
가. 산업계 동향
○ 국내 셀룰로오스 연구와 관련하여 종이 생산량은 연간
는 세계

9

900

만 이상으로 생산량 면에서

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생산량은 연간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여 세계

만톤

50

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26

○ 최근 우리나라 제지기술 발달과 내수 대비 과잉의 생산설비로 총생산량의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임.

25%

이상을

○ 최근 일부 국내 기업에서는 펄프를 이용한 바이오 컴포지트를 이용한 자동차 부품 개
발을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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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계 동향
○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소재 구조변환 기술 개발 및 상승작용 이용연구 분야는 도입기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국내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산업화 사례 등으로 볼 때 국내 기술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판
단됨.

다. 연구계 동향
○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분자 확보 관련 기초연구 및 신소재 응용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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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방사선이용 천연고분자 구조변환 및 영향 연구
1. 케나프 외피의 전자선 및 감마선의 방사선 조사 영향 평가
- 케나프 외피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케나프 외피 섬유는 그림과 같이 섬유의 길이가
짧아지고 쉽게 풀어짐으로서 섬유화(fibrization)가 용이함이 확인됨(그림 2-1). 전자선과 감
마선 각각에 대하여 같은 조사선량 조건에서 물찜 후 섬유화 공정 이후 유사한 잔류량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2). 방사선 조사 후 물찜을 수행한 케나프에 일반적인 표백 공정
(표 2-1)을 사용하여 펄프를 제조하였음.

그림 2-1. 전자선 조사 선량에 따른 케나프 외피의 물찜 영향.
표 2-1. 표백 공정 조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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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h
5h
7h

Weight (%)

90
80
70
60
50
0 kGy

50 kGy

100 kGy

200 kGy

300 kGy

Dose

(a)
100
3h
5h
7h

Weight (%)

90
80
70
60
50
0 kGy

50 kGy

100 kGy

200 kGy

300 kGy

Dose

(b)
그림 2-2.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케나프 외피 수율, (a) 전자선, (b)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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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백은 증해 후 펄프 내 셀룰로오스 함량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 1단계 산성화된 아
염소산나트륨 수용액에 의한 표백은 갈색의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를 제거하고, 2 단계 차
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은 잔여 리그닌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며, 1차 표백으로 인하여 산성
화된 펄프를 염기성인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으로 2차 표백에서 펄프를 중화함.
- 전자선 선량에 따른 표백한 케나프 외피 섬유의 분리도를 알아보기 위해 광학현미경과
SEM으로 미세구조를 관찰함(그림 2-3, 그림 2-4). 전자선 선량이 50, 100, 200, 300 kGy로
증가함에 따라 케나프 외피섬유의 분리도가 증가하고 굵게 뭉쳐있던 다발이 얇게 나누어짐
으로써 펄프의 모습으로 갖추어짐. 300 kGy 조사 처리된 케나프 외피 섬유는 10 ～ 30 μm
정도의 직경을 가진 섬유가 고르게 분포됨.

그림 2-3. 케나프 외피의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표백 처리 효과(광학현미경; x50).

그림 2-4. 케나프 외피의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표백 처리 효과(SEM images; x100).
- FT-IR 분석결과에 있어서 헤미셀룰로오스의 acetyl group이며, 리그닌의 p-coumeric acid
및 ferulic acid에 존재하는 carboxylic group의 ester에 의한 C=O(1,731cm-1) 피크가 조사 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이 확인되었음(그림 2-5(a)). 전자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셀룰
로오스 함량이 높아지고 잔여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 제거를 가속화 되었기 때문에 백색
도가 20%에서 최대 60%까지 증가하고 명도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고품질의 펄프
가 제조되었음이 확인되었음(그림 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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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 FT-IR을 이용한 화학 구조 변화와 (b)광학적 특성 분석(색도 및 명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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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 후 표백 펄프의 열특성 분석 결과에서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열 분해 온도가
300℃에서 340℃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헤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의 제거와
더불어 펄프내의 결정화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전자선 선량이 300 kGy에서는 헤
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 함량은 낮아지고 셀룰로오스 함량이 높아져 최종 약 10 %가 잔류함.
이러한 영향은 케나프 외피의 흡열 피크의 증가와 분해온도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
단됨(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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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전자선 조사 선량에 따른 표백 케나프 펄프의 열적 특성 분석 결과, (a) TGA, (b)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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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제조기에 표백된 펄프를 분산시킨 후 고온 압착 건조하여 종이를 제조하였으며, 이의
기계적 특성 평가.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인장강도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셀
룰로오스 함량은 증가와 셀룰로오스의 binding 역할을 하고 있는 리그닌의 감소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됨(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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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표백 케나프 표피 펄프의 기계적 특성. (a) 전자선 영향,
(b) 감마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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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나프 심의 전자선 및 감마선의 방사선 조사 영향 평가
- 케나프 심을 분쇄한 뒤 케나프 외피의 실험 조건과 동일한 섬유화 공정을 진행하였음. 전자
선과 감마선 각각의 조사에 대하여 케나프 외피의 실험 결과와 유사한 방사선 조사선량 의
존성을 나타내었음(그림 2-8). 전자선 선량에 따른 표백한 케나프 심 섬유의 분리도를 알아
보기 위해 미세구조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함. 방사선 조사선량 0 kGy 에서는 큰 덩어리의
섬유였지만 전자선 선량이 증가할수록 분해 반응이 증가하여 300 kGy에서는 시료가 얇고
짧은 단섬유로 변화함이 확인됨(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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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케나프 심의 물찜 후 잔류량, (a) 전자선, (b)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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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케나프 심의 섬유화.

Transmittance ( arb.units )

- FT-IR 분석 결과(그림 2-10)에서는 앞서의 케나프 외피와 유사한 투과 스펙트럼이 관찰되
어 내 외피의 화학 구조가 큰 차이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열적 특성에 있어서
도 외피에서의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흡열피크가 증가하고 분해온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
었음(그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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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표백 케나프 심의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FT-IR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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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표백 케나프 심의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열적 특성 분석 결과. (a) TGA, (b)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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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재칩(참나무)의 방사선 영향 평가
- 참나무 목재칩(3 cm × 4 cm × 0.5 cm)을 이용하여 전자선에 의한 영향 평가를 수행. 전자
선을 이용하여 0~500 kGy까지 조사를 수행하고 물찜 공정을 수행함. 물찜 후 건조시킨 목재
칩은 그림 2-12에서 보는바와 같이 분말 형태로 분리가 되었음.

그림 2-12. 전자선 조사 선량에 따른 목재칩의 물찜 영향.

Transmittance ( arb.units )

- 표백 공정 후의 목재 분말의 FT-IR 분석결과에서는 헤미셀룰로오스의 acetyl group이며, 리
그닌의 p-coumeric acid 및 ferulic acid에 존재하는 carboxylic group의 ester에 의한
C=O(1,731cm-1) 피크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이 확인되었음(그림 2-13). 분해온
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50℃ 부근의 흡열피크의 온도가 500
kGy에서 340℃정도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음(그림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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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목재칩의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화학구조 분석(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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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목재칩의 전자선 조사 선량에 따른 열적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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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수수 껍질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
- 자연건조 시킨 옥수수껍질을 이용하여 전자선 조사 수행 후 물찜을 통하여 섬유화 가능성
확인. 전자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펄프의 미세구조 분석 결과에서는 옥수수 껍질 섬유의
분리도가 증가하고 굵게 뭉쳐있던 다발이 얇게 나누어짐으로써 섬유화가 진행되는 것이 확
인되었음(그림 2-15). 펄프화된 옥수수 껍질의 경우에 있어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1,000℃
탄화후의 잔류량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340℃ 부근의 흡열피크의 증가가 확인됨.
이는 앞서의 케나프에서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결정화도의 증가와 헤미셀룰로오스, 리그
닌 제거에 의한 영향일 것으로 판단됨(그림 2-16).

그림 2-15.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옥수수 껍질의 섬유화(SEM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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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표백 옥수수 껍질의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열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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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선 기반 천연고분자 제조 기술개발

1. 방사선 이용 식물자원으로부터 셀룰로오스, 리그닌 소재 개발
- 케나프 외피, 심, 목재칩에 대한 방사선 조사 후 표백 공정 수행 후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
로오스, 리그닌 성분 분리 공정 개발
- 케나프 외피 섬유에 있어서 표백 공정을 수행하기 전에는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
닌의 화학조성의 전자선 조사 의존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백 공정 후에는 표백 공정 전
의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라 셀룰로오스는 80%에서 95 %까지 증가하고 리그닌과 헤미셀룰
로오스의 화학 조성비 감소가 확인되었음(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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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케나프 외피 섬유의 화학 조성비; (a) 표백 전, (b) 표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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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선 조사 후 케나프 심의 화학조성 분석(그림 3-2)에서는 케나프 외피에 비하여 헤미셀
룰로오스와 리그닌 함량 비율이 높은 것이 확인됨. 동일한 조사선량에 대하여 헤미셀룰로오
스와 리그닌의 잔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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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케나프 심의 전자선 조사에 따른 화학 조성비 변화, (a) 표백 전, (b) 표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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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의 경우에 있어서도 표백 후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의 분해정도가 전자선
조사선량에 대한 의존성이 확인되었음(그림 3-3). 앞서의 비목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셀룰
로오스의 함량이 낮게 보이는 것은 목재칩의 높은 밀도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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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표백 목재칩의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화학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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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이용 효율적 리그닌 분리 제조공정 개발
- 분말로 제조한 건조된 목재(200g)를 80~100 메시로 여과 후 전자선 가속기를 사용하여
50~500 kGy를 조사함. 조사된 목재를 5시간동안 121℃의 2N-수산화나트륨(NaOH) 처리를
수행 후 침전물을 제거. 여과액 분리 후 2N-황산(H2SO4)용액(pH 2.0)을 이용하여 추출된 리
그닌이 침전물을 얻음(그림 3-4).

(a)
(b)
그림 3-4. 목재 증해 액체. (a) 비조사된 증해 액체와 (b) 전자선 조사 후 증해 액체.
-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목재 분말의 경우(8g)보다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라 리그닌 회수율
은 10~22.5g으로 전자선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약 2.8배의
높은 리그닌 분리율을 나타내었음(그림 3-5, 그림 3-6).
- 전자선을 조사하여 얻은 리그닌과 화학 처리만으로 얻은 리그닌의 화학 구조를 FT-IR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스펙트럼(리그닌의 일반적인 피크: -OH(3,200~3,600cm-1),
OCH3(2,800cm-1), C=O(1,660cm-1), 방향족 CH(1,600cm-1))의 상이함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제
조된 리그닌은 화학적 변화가 없이 회수율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음(그림 3-7).
- 열중량분석기(TGA)를 이용하여 리그닌의 열적 안정성 평가를 수행함. 전자선 처리된 리그
닌은 화학처리를 통하여 얻은 리그닌보다 700℃에서 5% 정도의 중량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80% 이상의 높은 수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안정화된 PAN섬유(약 60%)보다 높은 수율을
나타냄으로써 열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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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방사선 조사에 따른 리그닌의 회수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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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6. (a) 에테르를 이용하여 정제된 리그닌과 (b) 아세톤을 이용하여 정제된 리그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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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FT-IR을 이용한 리그닌의 화학구조 분석. (a) 비조사방식을 통해 얻은 리그닌과 (b)
전자선 조사방식을 통해 얻은 리그닌.

그림 3-8. 열중량분석기 측정. (a) 비조사방식을 통해 얻은 리그닌과 (b) 전자선 조사방식을 통
해 얻은 리그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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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선 기반 천연고분자 신소재 활용 기술개발
1. 방사선 이용 천연고분자를 활용한 친환경 펄프화
- 목재(참나무) 및 비목재(케나프 내/외피)를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셀룰로오스를 효율
적으로 분리하여 높은 셀룰로오스 순도를 갖는 천연 제지 제조 기술개발(그림 25).

그림 4-1. 기존의 화학 증해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사선 공정을 도입한 펄프 제조 공정도.

그림 4-2. 케나프 펄프 이용 제작된 제지.
- 종이 제조기에 표백된 펄프를 분산시킨 후 고온 압착 건조하여 종이를 제조(그림 4-2)하였
으며, 이의 기계적 특성 평가.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인장강도의 감소가 나타났으
며, 이는 셀룰로오스 함량은 증가와 셀룰로오스의 binding 역할을 하고 있는 리그닌의 감소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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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표백 케나프 표피 펄프의 기계적 특성. (a) 전자선 영향,
(b) 감마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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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α-셀룰로오스가 주요 성분인 옥수수 껍질을 이용한 친환경 펄프 및
제지 제조(그림 4-4) 등 새로운 방식의 종이 제조 기술 개발로 펄프산업의 목재에 대한 의
존성을 낮춤으로써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

그림 4-4.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옥수수 껍질의 표백.

29

2. 친환경 용제를 이용한 biomass 유래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 케냐프, 닥섬유 등 biomass 유래 셀룰로오스 추출, 목제를 대체함과 동시에 NMMO, ionic
liquid 등 친환경 용제를 이용하여 셀룰로오스 용해 및 방사기술을 개발
- 셀룰로오스 섬유화 기술은 천연소재 활용 원천 기술로 사용될 수 있으며 친환경 생물소재
산업 선도가 가능
- 이 기술은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 에 있으며 ionic liquid (1-Ethyl-3-methylimidazolium
acetate, >95%), 물 초임계 유체, ionic liquid 등 차세대 청정용매로 기대되는데 특히 ionic
liquid는 기존의 유기 용매와는 다른 독특한 성질로 인하여 다양한 유기 화학 반응에서 청정
용매 및 촉매로서 이용되고 있음
- 셀룰로오스계 탄소섬유는 낮은 열 전도성과 낮은 금속이온 함유량, 낮은 비중, 높은 순도, 높
은 유연성 등의 특징을 지닌 물질이라고 알려짐
- 셀룰로오스, 닥섬유, 케냐프를 NMMO를 이용하여 granule상태를 만들어 용융시킨뒤 물과
메탄올에 방사
- NMMO를 혼합해 믹서기를 이용해 슬러리 상태로 만든뒤 더 빠른 회전을 주게되면 granule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110℃에서 2시간 동안 용해시켜 Dope 로 만든뒤에 물과 메탄올에 방
사를 함
- Bagasse, 케냐프를 방사선처리 양과 외피, 내피 부분으로 나눠 ionic liquid로 용해 한 뒤에
물과 메탄올에 방사
- Cellulose(코오롱, 캐나다산 Pulp)와 Bagasse, 케냐프(외피,내피,Pulp), 닥섬유(Pulp)를 사용하
였고, 용매로 [EMIM]Acetate (1-Ethyl-3-meth ylimidazoium actate, >95%, ilo-il Tec. Co.,
Ltd.), NMMO(N-methylmorpholine-N-Oxide)를 사용
-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700 , HITACHI Ltd.)을 이용하여 각 섬
유 단면을 관찰
- TGA( Thermogravimetric analyzer, Q500, TA Instruments)과 UTM(FAVIMAT ROBOT,
ASTM D1577)를 사용하여 열안정성과 물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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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룰로오스 용매 ionic liquid
- 최근 석유 가격의 상승, 온실가스 감축등의 다양한 이유로부터 화석연료 대신에 재생가능한
원료를 이용하여 연료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셀룰로오스는 linear glucose polymer chain이 강한 수소결합으로 형성되어있
는 crystalline phase와 amorphous phase로 구성되어있음.
-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 처리 공정에서는 crystalline phase보다는 amorphous phase만이 활
용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crystalline phase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셀룰로오스 활용
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셀룰로오스 가수분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
함.
- 셀룰로오스 가수분해는 주로 황산, 염산, 질산 등 액체산 또는 효소 등을 촉매로 사용하였는
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수반함.
- 한편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때문에 가수분해를 하지 않고 crystalline phase를 ionic
iquid를 사용하여 amorphous phase로 변형시킴
○ 셀룰로오스와 NMMO
- 셀룰로오스 섬유 같은 경우 NMMO 수화물과 같은 무해한 용매에 셀롤로스를 직접 용해, 방
사하여 라이오셀 섬유가 시판되고 있음.
-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는 유기 용매인 아세톤 용해됨으로 섬유나 다른 형태로 방사할 수 있
다. 크산테이트 에스테르는 셀룰로오스를 강 알칼리로 처리 한 후 이황화탄소와 반응시킴으
로서 얻어지는데 용해를 위한 유도체 과정을 통화지 않고 바로 섬유 원사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의 대표적인 예가 NMMO.
○ 건습식방사 기술 동향
- 방사법에는 크게 용융방사와 용액방사로 나눠지는데 용융방사는 방사성을 갖는 고분자 중합
체를 융점 이상의 온도에서 용융시켜 방사구금을 통하여 압출하고 냉각 고화시켜 섬유를 얻
는법이고 용액방사는 큰 점성을 띄는 방사원액(Dope)를 얻어 펌프 압력에 의해 방사구금을
통화하는데 이때 고화과정에따라 건식방사와 습식방사, 건습식 방사로 나뉘게 됨.
- 건식방사는 공기중에 방사된 섬유를 연신시키면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어 휘발성 용매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습식방사는 Dope가 기어펌프와 방사노즐을 통해 용제를 함유한 수용액으
로 채워져있는 응고욕으로 토출됨과 동시에 응고욕내에서 방사액상과 응고액상에서 용매와
침전제의 상호확산으로 인해 고화가 발생
- 건습식방사의 경우 셀룰로오스와 같은 고분자는 용액상에서 고분자 물질이 이방성
(anisotripy)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질을 방사에 이용함. 방사과정에서 고분자 사슬을
보다 효과적으로 섬유축 방향으로 배향시키기 위해서 방사구금과 응고욕 표면 사이에 작은
공기층을 두는 방법이 적용
○ 케냐프, 닥섬유, 셀룰로오스, 를 NMMO를 이용하여 방사 Dope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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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케냐프와 닥섬유, 셀룰로오스를 콜로이드 밀을 이용하여 분쇄함

그림 4-5. 콜로이드 밀 장치
- 콜로이드 밀의 통과 횟수에 따라 안쪽의 블레이드에 의해 케냐프 및 닥섬유, 셀룰로오스의
길이 감소 및 피브릴화 증가함
- 해머 밀을 이용해 콜로이드 밀을 이용하며 만든 분쇄된 케냐프, 닥섬유, 셀룰로오스를
NMMO와 혼합하기 위해 파우더 형태로 제작
- 만들어진 파우더를 NMMO와 믹서를 이용하여 60℃의 온도에서 10분간 높은 속도로 섞어
granule상태로 제작한 뒤에 고온고압멀티교반기를 이용하여 110℃에서 두시간동안 용융시킨
뒤 방사를 위한 Dope를 제작
표 4-1. 혼합물의 양과 섞는법
혼합물

농도

혼합

10wt%

믹서

10wt%

믹서

10wt%

믹서

8g+NMMO 72g

10wt%

믹서

kenaf

CORE(4)(EB0KGY) 8g+NMMO 72g

10wt%

믹서

kenaf

CORE(4)(EB0KGY) 8g+NMMO 72g

10wt%

믹서

닥섬유

20g+NMMO 180g

셀룰로오스
kenaf

10g+NMMO 90g

BAST(4)(EB200KGY)

kenaf BAST(4)(EB0KGY)

8g+NMMO 72g

- granule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믹서기 안에 최소 80g의 혼합물이 있어야하며 믹서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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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은 granule 이 굳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해야 함.
- 해머 밀을 이용해 만든 케냐프 파우더를 ionic liquid에 용해시킨뒤 방사 Dope 제조

그림 4-6. 해머 밀
- Bagasse, 케냐프를 내피와 외피의 방사선양에 따라 분류하고 ionic liquid에 10wt%로 혼합
water bath에 50~60℃의 온도를 주고 72시간 용해시킴.

케냐프
BAST부분

케냐프
CORE 부분

분쇄

분쇄

그림 4-7. 케냐프 분쇄 과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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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BAST,CORE)

EB 0KGY, 200KGY

펄프(BAST,CORE)

EB 0KGY, 200KGY

그림 4-8. ionic liquid에 용융시킨 후

Bagasse

표 4-2. 시간과 혼합물에 따른 점도
◯매우양호 △보통 X없음
시간

시간

24

혼합물
펄프(BAST,CORE)

48

점성
EB

◯

용해

혼합물
펄프(BAST,CORE)

◯

0KGY

펄프(BAST,CORE)

EB

△

펄프(BAST,CORE)

◯

용해

◯

◯

△

◯

X

X

(BAST,CORE) EB

X

X

0KGY, 200KGY

0KGY, 200KGY

72시간
점성

혼합물
CORE 0KGY

+IL

CORE 200KGY
BAST 0KGY

+IL

+IL

200KGY +IL

CORE 0KGY

+IL

CORE 200KGY
BAST 0KGY

EB

200KGY

(BAST,CORE) EB

BAST

점성

0KGY

200KGY

BAST

EB

+IL

+IL

200KGY +IL

물에 응고성

◯
◯
△
◯

◯
◯
◯
◯

X

X

△
◯
X

비고
펄프
펄프
펄프
펄프

X

△
△

- 온도를 가한지 한시간 뒤부터 조금씩 점성을 보이기 시작함.
- 24시간동안은 대체로 Bagasse와 케냐프가 ionic liquid에 용해되지 않아 점성이 거의 없으며
48시간부터 펄프부터 서서히 용해하기 시작함. 48시간동안은 펄프(BAST,CORE) EB 200KGY가
덜 용해되어 펄프(BAST,CORE) EB 0KGY에 비해서 낮은 점도를 갖고 있었지만 72시간동
안에는 모든 Bagasse와 케냐프가 ionic liquid에 완전히 용해되어 오히려 펄프(BAST,CORE)
EB 200KGY가 펄프(BAST,CORE) EB 0KGY에 비해서 더 높은 점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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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용해한뒤에 방사를 하기위해 물에 관한 응고성을 확인
- 방사 Dope를 물과 메탄올이 들어있는 응고욕조에 건습식방사
- NMMO를 이용해 만든 granule 상태혼합물을 방사를 위해 유동성을 줘야하기 때문에 110℃
를 가한상태에서 시간정도 용융시킨뒤에 물과 메탄올에 각각 건습식 방사를 함.

그림 4-9. 방사과정

- 대체로 응고욕을 메탄올을 쓴 경우가
물 을 쓴 경우보다 섬유의 물성이 좋은
경향을 보임
-

NMMO가

들어간

Dope는

압력을

0.4MPA을 가하였는데 Dope 농도가 높
아 섬유 형성이 잘 되는 반면 토출량은
낮음
- ionic liquid가 들어간 Dope는 Dope
농도가 매우 낮아 압력을 0.1MPA을 가
함

그림 4-10. 메탄올에 방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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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고욕을 물을 사용한경우는 메탄올을
사용한 경우보다 응고가 덜되는 경향을
보여 하루정도 응고욕에 담가 두었으나
물성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음
- 케냐프 BAST 0KGY만 물에서 방사한
경우 메탄올보다 더 좋은 물성을 보임
- 물에서 방사한경우는 연신율이 메탄올
에 방사한 것보다 낮음.

그림 4-11. 물에 방사한 경우

- 모든 Dope에 일정한 압력을 주어 ionic liquid를 이용한 Dope는 0.61mm/1hole의 노즐로 방
사를 하였고 NMMO를 사용한 Dope는 0.50mm/1hole의 노즐로 방사를함.
- NMMO를 이용한 Dope는 온도를 준 상태에서 방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노즐을 사용하
기에는 문제점이 있어 ionic liquid를 이용한 Dope와는 다른 노즐을 사용함.

그림 4-12. 섬유형태를 갖지 못하는 혼합물
- CORE 0KGY +IL은 물과 메탄올에서 응고가 되지 못하고 풀어지는 현상을 보임
- 응고욕조에 물보다는 메탄올을 담았을때 더욱 방사가 잘되었고 케냐프의 외피나 내피 보다
는 리그닌을 제거한 케냐프 펄프가 ionic liquid에 용해되었을때 점도가 높았으며 방사성이
좋은 현상을 보임
- 방사가 되지 못한 혼합물들은 분자량이 적거나 농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농도를 높여 다
시 방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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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제작한 방사기를 이용해 섬유제조 예정

그림 4-13. 자체제작 방사기
- 기존 방사와는 달리 방사속도와 온도조절이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물성의 섬유를 만
들수 있게 방사기를 자체제작함.
- 잔존용매의 처리율 향상 및 연신을 용이하게 하여 높은 물성의 섬유 제조
- 2단 응고욕조, 2단 수세 및 연신 욕조 구성
- 기존 응고베스와는 다르게 건습식 방사를 위해 응고베스를 자체 보강.

그림 4-14. 자체 보강 응고베스
- Dope가 노즐에서 나오는 순간 송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건조시킨 뒤에 응고베스에 응고
시킴으로서 효율적인 건습식 방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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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pe 제조 공정
케냐프, 닥섬유,

케냐프,

셀룰로오스

↓

↓

NMMO

슬러리

↓

↓

온도

↓
방사

온도
℃

60

시간뒤 완전히 녹음

온도
110

시간

2

℃

↓
방사

Dope

↓

liquid

72

상태
시간

ionic

용해

granule

2

Bagasse

Dope

↓

냉각

보관

물과 메탄올

↓

↓

℃

110

응고욕에 방사

재가열

↓

↓

air-gap

air-gap

방사

방사

그림 4-15. NMMO를 이용해 만든
Dope 제조공정

그림 4-16. ionic liquid를 이용해 만든
Dope 제조공정

- Bagasse나 케냐프에서 얻은 셀룰로오스는 수산기에 기인한 수소결합으로 분자사슬끼리 극
히 강하게 결합되어있기 때문에 보통은 열을 가해도 용융시킬 수가 없어 셀룰로오스를 용해
시키기 위해서 ionic liquid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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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을 이용한 단면측정
- 글루건을 이용하여 섬유를 고정하였으며 SEM을 이용해 단면을 측정
CORE 200KGY(펄프)

CORE 0KGY(펄프)

+IL-메탄올에 방사

+IL-메탄올에 방사

X450

X1000

X100

X300

BAST 200KGY

닥펄프

+NMMO-메탄올에 방사

+ NMMO-메탄올에 방사

X450
X1000
BAST 200KGY(펄프)

X350

+IL-메탄올에 방사

X450

X1000
셀룰로오스

+NMMO-메탄올에 방사

닥펄프

X450
X1000
BAST 0KGY(펄프)

+NMMO-물에 방사

+ IL-물에 방사

X500

X1000

X1000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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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00

CORE 0KGY(펄프)

CORE 0KGY(펄프)

+IL-메탄올에 방사

+IL-물에 방사

X100

X300

X1000

X500

닥펄프

BAST 0KGY

+ NMMO-메탄올에 방사

+IL-메탄올에 방사

X350

X1000

X100

X300

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

+NMMO-메탄올에 방사

+ NMMO-물에 방사

X450
X1000
BAST 0KGY(펄프)

X500
Bagasse+IL

+ IL-물에 방사

X500

X1000

X250

그림 4-17. 섬유화된 혼합물의 단면도 SEM
40

X1000

- TGA를 이용한 분석

그림 4-18. 셀룰로오스와 Bagasse.의 TAG curves
- 셀룰로오스와 Bagasse의 TGA를 측정하여 열적 저항성을 비교
- 셀룰로오스 섬유에 비해 Bagasse 섬유에서 열적 저항성이 더 뛰어나다는걸 알수있음
- 셀룰로오스와 Bagasse의 Tenacity는 비슷한 값을 보였고, Elongation은 셀룰로오스에 비해
Bagasse가 더욱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3. 각각 섬유의 weight loss 온도
Temperature

at

Sample
Weight

loss(T5),

5%

℃

Temperature
Weight

75%

loss(T75),

셀룰로오스

71

269

Bagasse

215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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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

3. 리그닌 섬유화 연구
○ 방사선을 이용한 PAN/lignin 탄소나노섬유의 제조
- Lignin은 목재에서 펄프를 생산하기위해 화학적으로 제거되는 부분으로, 화학 펄핑의 페액으
로부터 다량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페수가 버려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됨.
Lignin을 탄소섬유의 전구체인 PAN과함께 탄소섬유 제조에 이용한다면 비용을 절감하여 탄소
섬유를 제조 할 수 있음.
- 전기방사법은 습식방사나 용융방사에 비하여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나노크기의 섬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PAN/lignin 나노섬유웹을 방사선을 이용하여 안정화 함으로써 탄소섬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절약을 기대할 수 있음.
- PAN/lignin나노섬유 제조를 위하여 PAN(M.W.=150,000 g/mol, Aldrich, USA)와
lignin(M.W.=60,000 g/mol, Aldrich, USA)를 10:0, 7:3, 5:5의 비율로 하여 DMF(Showa, Japan)
용매에 용해시켜 고분자 용액을 제조 후 제조된 고분자 용액을 전기방사장치를 이용해 전기방
사하여 PAN/lignin 나노섬유를 제작함.

그림 4-19. 전기방사 장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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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lignin(5:5의 최적의 전기방사를 위해 용매(DMF)에 대한 PAN/lignin의 비와 전기방사
시 전압을 달리하여 전기 방사함.
- 15 kV의 전압 하에서 팁과 타겟사이의 거리가 12 cm인 조건에서 중량비를 6, 8, 10, 12
wt%의 조건으로 전기방사함. 중량비가 6 wt%, 8 wt%에서는 많은 양의 비드를 관찰할 수 있
었고 섬유의 직경 또한 일정하지 않았음. 10 wt%, 12 wt%에서는 직선형태의 섬유상을 관찰
할 수 있고 섬유의 직경이 일정함. (그림 4-20)
- 12 wt%의 고분자 용액을 팁과 타겟사이의 거리가 12 cm인 조건에서 10, 12.5, 15, 17.5 kV
의 전압조건으로 전기방사함. 10 kV, 12.5 kV의 경우 많은 양의 비드를 관찰 할 수 있었음. 15
kV의 경우 직선상의 섬유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고 비교적 섬유의 직경이 일정함. 17.5의 경우
비드는 관찰 할 수 없었으나 섬유의 직경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임. (그림 4-21)

그림 4-20. 용매에 대한 PAN/lignin 중량비에 따른 나노섬유웹의 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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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전기방사시 전압에 따른 PAN/lignin 나노섬유웹의 구조변화.
- 방사된 PAN/lignin 나노섬유웹을 안정화 과정을 위하여 공기중에서 1.14 MeV, 2 mA의 조
건으로 5000 kGy의 흡수선량이 되도록 전자선을 조사함.
- PAN/Lignin 나노섬유웹을 열안정화 (3 oC/min, 260 oC에서 1시간동안 공기 조건에서 열처
리)과정을 거처 최종적으로 carbonization 과정을 마침. 최종 carbonization은 10 oC/min의 열처
리 속도로 최종적으로 1000℃에서 1시간 동안 질소 분위기에서 열처리 함.
- 그림 4-23는 PAN/lignin비에 따른 나노섬유웹의 mophology로 두께는 각각 PAN/lignin
(10/0)는 ~0.83μm, PAN/lignin(7/3)은 ~0.625μm, PAN/lignin(5/5)는 ~0.55μm임을 보임.
- 그림 6에서 탄화처리를 마친 PAN/lignin 탄소나노섬유웹의 구조를 확인 할 수 있음. 탄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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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후에도 직선상의 구조를 유지함을 알 수 있고 PAN/Lignin(10/0) 탄소나노섬유웹의 평균 두
께는 ~0.33μm, PAN/lignin(7/3)탄소나노섬유웹의 평균 두께는 ~0.28μm, PAN/lignin(5/5) 탄소
나노섬유웹의 평균 두께는 ~0.275μm임을 보임. 탄화 후 직선상의 섬유형태는 유지하나 평균두
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음.

그림 4-22. 탄화에 의해 제조된 탄소나노섬유 웹.

그림 4-23. PAN/lignin solution을 전기 방사한 이후의 PAN/lignin 나노섬유웹의
morphology.

(a)
(b)
(c)
그림 4-24. PAN/Lignin carbon fiber의 SEM images. 각각 (a) PAN/Lignin(10/0),
(b) PAN/Lignin(7/3), (c) PAN/Lignin(5/5)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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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N/리그닌 혼합 탄소소재 연구
○ PAN과 Lignin을 혼합하여 합성된 carbon fiber의 특성 분석
○ PAN/Lignin fiber의 morphology 분석 : SEM을 이용하여 PAN/Lignin fiber의
morphology를 분석.
- PAN/Lignin 전기방사 이후의 fiber의 morphology 분석 : PAN/Lignin solution을 제조
한 뒤 이를 전기 방사함. PAN과 Lignin을 원하는 비율로 섞은 뒤,
N,N-Dimethylformamide (DMF, Showa, Japan)을 solvent로 하여서 PAN/Lignin
solution을 준비함. PAN/Lignin과 DMF의 농도비율은 PAN/Lignin : DMP = 12wt%
: 88wt%로 정함. 준비된 solution을 60℃에서 6시간동안 stirring을 한 뒤 전기 방사
함. 전기 방사는 15kV의 전압조건으로 수행되었으며, solution의 flow rate는 0.02
ml/min로 수행됨.
- 그림 4-25에서 각각의 fiber의 morphology를 확인할 수 있음. 두께는 각각
PAN/Lignin (10/0)는 ~0.83μm, PAN/Lignin(7/3)은 ~0.625μm, PAN/Lignin(5/5)는
~0.55μm임을 보임.

그림 4-25. PAN/Lignin solution을 전기 방사한 이후의 PAN/Lignin fiber의
morphology.
- PAN/Lignin carbon fiber의 morphology 분석 : PAN/Lignin fiber를 열안정화 (3℃
/min, 260℃에서 1시간동안 공기 조건에서 열처리)과정을 거처 최종적으로
carbonization 과정을 마침. 최종 carbonization은 10℃/min의 열처리 속도로 최종적으
로 1000℃에서 1시간 동안 질소 분위기에서 열처리 함.
- 그림 2에서 최종 PAN/Lignin carbon fiber의 morphology를 확인할 수 있음.
PAN/Lignin(10/0) carbon fiber의 평균 두께는 ~0.33μm, PAN/Lignin(7/3) carbon
fiber의 평균 두께는 ~0.28μm, PAN/Lignin(5/5) carbon fiber의 평균 두께는 ~0.275μm
임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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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26. PAN/Lignin carbon fiber의 SEM images. 각각 (a) PAN/Lignin(10/0),
(b) PAN/Lignin(7/3), (c) PAN/Lignin(5/5)를 가리킴.
○ 탄화된 PAN/Lignin carbon fiber의 carbon crystallinity 분석 : Raman 분석을 이용
해서 PAN/Lignin 혼합비율과 carbonization temperature에 따른 carbon의 결정도를
분석.
- Carbonization 온도와 PAN/Lignin 혼합 비율에 따른 carobn의 결정도 분석 :
Precursor fiber를 준비할 때에 PAN/Lignin의 비율을 9/1, 7/3, 5/5로 섞음. 이를 90
0℃, 1000℃의 carbonization 조건에서 열처리하여 carbon fiber를 얻음. 이를 Raman
분석하여 Precursor의 혼합비율과 carbonization 온도가 최종 carbon fiber의 carbon
결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봄. 표 4-4에서 알 수 있듯이, carbonization 온도
가 증가할수록 G band(~1580 cm-1, crystalline carbon)가 D band(~1360 cm-1,
disordered carbon)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Lignin의 비율
이 증가할수록 동일 온도에서 carbonization과정을 거칠 경우 carbon fiber의 carbon의
결정도가 향상됨을 확인. 하지만 어느 샘플의 경우에도 carbon의 전체적인 구조는 결
정성 carbon과 disordered carbon이 혼합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함.
표 4-4. Carbonization 온도와 precursor 혼합 비율의 변화에 따른 carbon fiber의
Raman 분석 데이터. 표 안의 수치는 D band의 intensity/G band의
intensity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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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7은 battery test에 사용된 샘플들의 Raman profiles를 보여줌. PAN/Lignin
의 비율은 10/0, 7/3, 5/5.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샘플 모두 carbon의 결
정성에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4-27. Precursor 혼합 비율에 따른 carbon fiber의 Raman profiles.
Carbonization 온도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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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방사된 PAN/Lignin fiber의 functional group 분석 : 전기 방사 직후의
PAN/Lignin fiber의 functional group을 분석하기 위하여 FT-IR을 이용하였음.
- 전기 방사 직후 PAN/Lignin fiber의 FT-IR 분석 : 전기 방사된 PAN/Lignin fiber의
functional group을 분석하기 위하여 FT-IR 분석을 수행. PAN/Lignin=10/0의 샘
플과는 다르게 PAN/Lignin=7/3과 PAN/Lignin=5/5 샘플은 Lignin에 의해서 1512
cm-1, 1217 cm-1, 1126 cm-1, 1031 cm-1 등의 새로운 peak들이 보임. 새로 생긴 peak
들은 주로 C-O(1600 cm-1)나 aromatic skeletal vibration(1512 cm-1), C-O 혹은 C=O
stretching(1217 cm-1), aromatic C-H deformation(1031 cm-1)등으로서 순수 PAN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functional group을 나타냄.

그림 4-28. PAN/Lignin fiber의 다양한 비율에 따른 FT-IR figu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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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Lignin carbon fiber의 electrochemical test
○ PAN/Lignin carbon fiber 음극 half cell 제작 : 2032-type coin cell을 battery test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
- 2032-type coin cell 제조 방법 : PAN/Lignin carbon fiber를 잘게 부순 뒤, 전극 슬러
리를 제조함. 슬러리는 PAN/Lignin carbon fiber 86 wt%, Super P 4wt%, poly
(vinylidene fluoride) 10 wt%를 혼합하여 제조됨. N-methyl-2-pyrrolidone (NMP)는
슬러리의 점도를 맞추기 위하여 슬러리에 첨가됨. 슬러리를 20분간 mixing 한 이후에
구리 호일 위에 doctor blade 방식으로 casting을 수행함. 이를 진공오븐에서 110℃의
온도조건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함. 건조된 전극을 지름 12mm로 punching 하여 전극
을 원형으로 얻음. 하나의 coin cell에 들어갈 PAN/Lignin 전극의 질량은 0.5~1.3
mg/cm2 이었음.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하여서 half cell을 제조함. Poly(propylene)이
분리막으로 사용됨. 전해질은 1M LiPF6 in EC:DEC(1:1, v:v)가 사용됨. Coin cell 제
조 뒤 12시간의 aging 시간 후에 electrochemical test를 수행함.
○ Initial charge/discharge test : 제작된 2032-type coin cell을 test한 결과. Test에 사용
된 carbon fiber의 PAN/Lignin 비율은 7/3과 5/5. 추후에 10/0과 3/7 비율의 샘플
을 추가로 test할 예정.
- Electrochemical test 조건 : 구동 전압은 0.01V-2.8V, 구동 전류값은 0.1C rate(10h
charge or discharge)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PAN/Lignin=7/3의 초기 방전 용량은 531 mAh/g이었고,
초기 충전 용량은 311 mAh/g을 보였음. 이로부터 초기 충방전에서 가역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량은 311 mAh/g이고, 비가역 용량은 220 mAh/g을 보였음. 큰 비가역 용량
이 발생하는 원인은 SEI (Solid Electrolyte Interface) layer의 형성과 전해질 분해인
것으로 보임. PAN/Lignin=5/5의 초기 방전 용량은 596 mAh/g이었고, 초기 충전 용
량은 334 mAh/g을 보였음. 이로부터 초기 충방전에서 가역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량
은 334 mAh/g이고, 비가역 용량은 262mAh/g을 보였음. 큰 비가역 용량이 발생하는
원인은 위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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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PAN/Lignin carbon fiber(7/3, 5/5 비율)의 음극으로서의 초기 충방전 실
험 결과
- 초기 충방전 profile은 전형적인 soft carbon의 그래프 형태를 보여줌. 이와 같은 그래
프형을 보여주는 carbon 물질은 graphene 층 사이로의 lithium ion의 intercalation 방
식뿐만 아니라 carbon의 표면에 lithium ion이 흡착되는 방식으로도 용량을 구현함. 방
전 과정에서 0.8V-1.0V 사이에 발생하는 작은 plateau는 전해질 분해반응 또는 SEI
layer 형성에 의한 것으로 보임.
○ Low rate 에서의 장기 사이클 특성 분석 : 초기 충방전 이후에 0.5C rate (2h charge
or discharge) 전류 값으로 200 cycles을 구동시킴. 장기 구동에서의 안정성을 확인하
는 실험.
- Electrochemical test 조건 : 구동 전압은 0.005V - 2.8V, 구동 전류값은 0.5C rate(2h
charge or discharge)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PAN/Lignin=7/3의 경우 1st cycle과 2nd cycle사이에서
15~20 mAh/g의 용량감소를 보인 이후에 2nd cycle이후 계속 용량이 증가함을 보임.
2nd cycle에서 충전/방전 용량은 202/202 mAh/g을 보이고, 200 cycle에서는 충전/방전
용량은 299/297 mAh/g을 보임. PAN/Lignin=5/5의 경우 1st cycle과 2nd cycle사이
에서 ~18 mAh/g의 용량감소를 보인 이후에 2nd cycle이후 계속 용량이 증가함을 보
임. 2nd cycle엣 충전/방전 용량은 212/212 mAh/g을 보이고, 200 cycle에서는 충전/방
전 용량은 278/273 mAh/g을 보임.
- 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 dQ/dV를 통해 분석할 예정.
- PAN/Lignin=7/3과 PAN/Lignin=5/5의 용량 차이가 발생한 원인 : Soft carbon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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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체 구조의 표면적이 큰 영향을 줌. PAN/Lignin=7/3의 표면적 (9.4952 m2/g)이
PAN/Lignin=5/5의 표면적(6.2659 m2/g)보다 큰 것으로 BET 분석으로 확인됨.

그림 4-30. PAN/Lignin carbon fiber(7/3, 5/5 비율)의 0.5C charge/discharge rate 조
건에서의 장기 구동 사이클
○ Rate capability 특성 분석 : 0.1C~30C rate 구간의 다양한 전류값(0.1C, 0.5C, 1C, 5C,
10C, 30C)에서의 구현용량과 다시 0.1C rate로 돌아왔을 때 초기 용량이 회복되는지
를 알아보는 실험. 앞의 장기 사이클을 테스트 한 샘플을 rate capability test에 사용
함.
- Electrochemical test 조건 : 구동 전압은 0.005V-2.8V, 구동 전류값은 0.1C(10h
charge or discharge), 0.5C (2h charge or discharge), 1C (1h charge or discharge),
5C (12 minutes charge or discharge), 10C (6 minutes charge or discharge), 30C(2
minutes charge or discharge) rate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PAN/Lignin=7/3의 경우 0.1C rate에서 충전/방전 용량
은 ~358/359 mAh/g, 0.5C rate에서 충전/방전 용량은 ~302/302 mAh/g, 1C rate에서
충전/방전 용량은 ~266/266 mAh/g, 5C rate에서 충전/방전 용량은 ~175/177 mAh/g,
10C rate에서 충전/방전 용량은 ~125/126 mAh/g, 30C rate에서 충전/방전 용량은
~59/60 mAh/g을 보였다. 30C rate 이후에 다시 0.1C rate로 돌아왔을 때 충전용량과
방전 용량 모두 ~360 mAh/g을 보였다. 이로부터 capacity retention이 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PAN/Lignin=5/5의 경우 0.1C rate에서 충전/방전 용량은 ~344/343 mAh/g,
0.5C rate에서 충전/방전 용량은 ~291/290 mAh/g, 1C rate에서 충전/방전 용량은
~259/259 mAh/g, 5C rate에서 충전/방전 용량은 ~176/179 mAh/g, 10C rate에서 충전/
방전 용량은 ~133/135 mAh/g, 30C rate에서 충전/방전 용량은 ~61/63 mAh/g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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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임. 30C rate 이후에 다시 0.1C rate로 돌아왔을 때 충전용량과 방전용량이 모두
~344 mAh/g의 용량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capacity retention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PAN/Lignin=7/3과 PAN/Lignin=5/5 샘플 모두 베터리 고출력
구동 조건에서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4-31. PAN/Lignin carbon fiber (7/3, 5/5 비율)의 다양한 전류값에서의 구현용
량과 용량 보존 결과

그림 4-32. PAN/Lignin carbon fiber (7/3, 5/5 비율)의 다양한 전류값에서의
working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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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rate에서의 장기 사이클 특성 분석 : rate capability test 이후에 10C rate(6 minutes
charge or discharge) 전류 값으로 100 cycles을 구동 시킴. 고출력 조건에서의 장기 사이
클의 안정한 정도를 보기 위한 실험.
- Electrochemical test 조건 : 구동 전압은 0.005V-2.8V, 구동 전류값은 10C rate(6
minutes charge or discharge)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PAN/Lignin=7/3의 경우 사이클 초반에는 141 mAh/g의
용량을 보이고, 100 사이클 이후에는 137 mAh/g의 용량을 보임으로써 97%의 용량보
존을 보여줌. PAN/Lignin=5/5의 경우 사이클 초반에는 148 mAh/g의 용량을 보이고,
100 사이클 이후에도 역시 148 mAh/g의 용량을 보임으로써 ~100%의 용량보존을 보
여줌. 그림 1을 통해서 두 샘플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고출력 장기사이클 조건에서
두 샘플의 경우 모두 유사한 성능을 보여준 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함.

그림 4-33. PAN/Lignin carbon fiber(7/3, 5/5 비율)의 10C charge/discharge rate 조
건에서의 장기 구동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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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가. 최종 목표
○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분자로부터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산업적용기술 개발을 통
하여 국가 방사선융합 생물산업 선진화 관련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연구핵심 거점 구
축을 통한 국가 과학⦁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나.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방사선

이용 천연
고분자
구조변환
및 영향 연구

∙방사선

기반 천연
고분자 제조 기술
개발

∙방사선

기반 천연
고분자 신소재 활
용기술 개발

가중치 연구목표
(%) 달성도
(%)

주요 연구개발 실적

비고

․식물

(나무, 줄기류)등의 생물자원 종류에 따른
방사선(감마선, 전자선) 조사를 통해 방사선 기
초 영향평가를 하며, 천연고분자 제조 가능성 평
가 (케나프 외 1종)
방사선에 의한 천연 고분자의 화학/물리적 특성
분석을 통해 고분자 전구체 선정 (천연고분자 2
종)

․

-

20

․방사선 이용 식물자원으로부터 셀룰로오스 리
그닌 소재개발 나무 줄기류 등 종
․종래의 화학적 방법을 대체하는 방사선 이용 고 40
,

(

,

2

)

100

-

,

100
-

2

(

)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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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자원별(케나프 외
내피, 옥수수, 소나무
목재칩 등) 셀룰로오
스, 리그닌 분리 및
데이터베이스
식물자원의 방사선 분
해 메커니즘 연구
/

효율 리그닌 분리 제조공정 연구

․천연고분자 활용 친환경 펄프화 연구
․ 셀룰로오스 리그닌 섬유화 연구 기능성 섬유화 40
종
․리그닌의 고부가 탄소소재 연구

케나프, 옥수수, 소나
무 목재에 대한 방사
선 영향 평가 및 물리
/화학적 특성변화 데
이터베이스

-

100
100

-

-

Chemical-free 친환경
펄프 및 제지 제조
전기방사 이용 리그닌
부직포 제조
리그닌 활용 전지 양
극물질 적용탄소소재
제조

※ 참고: 발표된 주요 연구성과
가. 총괄표
구 분
논문게재
논문발표
특허출원
특허등록
프로그램등록
기술이전

1차년도
(2009.1～2009.12)

국내

국외

게재

국내

국외

2011년 신규과제

나. 세부목록
1) 논문게재 및 발표
구분 연
번
1

2차년도
(2010.1～2010.12)

3차년도
(2011.1～2011.12)

국내

국외

-

-

2
4
2

Journal of

목재펄프 제조공정에서의 방사선 효과
및 특성

Radiation
Industry

Journal of

감마선이 알칼리 리그닌의 분자구조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Industry
5(3): 249-252

1

국내

Pulping

process

natural

fiber

by

Pulps

of

using

the

Bleached

Electron

Beam

Cornhusk
Irradiation

and Its Chracterization

Characterization
Core

Pulp

of
via

Bleached

Kenaf

Electron

Beam

Irradiation Treatment

Wood

Pulping

Process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Treatment

국외

게재 1
발표 1

Isolation of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electron beam treatment

Preparation

발표

of

한국섬유공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Cellulose

-

Fibers

from

2011/5/3 한국방사선산
업확회 원소라 외
2011/5/3 한국방사선산
업확회 김두영 외
2011
2011

한국공업화학 전준표 외
회
한국섬유공학 신혜경 외
회

한국방사선산 오승환 외
업학회
방사선 산업학회
2011 한국방사선산
업학회 원소라 외
2011/In press Elsivier 신혜경 외
방사선 산업학회

2011

and Chemistry

International
of

-

1
1
-

Radiation Physics

Cellulose Fibers from

Kenaf using Electron Beam

Isolation

2
4
2

연 구
학술지(회의) 연도/권
주관단체
/호
(발표)자

논문제목

5(3): 227-230

2

1
1
-

합계(단위:건수)
국내 국외

kenaf

using Electron Beam

Meeting of
Radiation
Processing(IM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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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MRP
(케나다)

김현빈 외

2)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구분 연번
명칭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염
1 주의 제조방법 및 이에
발
제조되는 염주
명 출원 따라
방사선을
이용한 친환경
특
공법에
의한
탈묵기술 향
2
허
상과 이를 이용한 재생펄
프화 및 재생종이 제조

국명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발명(연구)자
2011-05-09 2011-0043596
2011-11-29 2011-0125749
-

※ 지적재산권 등록시 출원일을 아울러 기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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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현 외
강필현 외

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가.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
○ 기존의 화학처리방식의 공정 단계의 복잡성과 긴 처리시간, 고가의 약품문제, 휘발
성유기용매(VOC) 및 이산화탄소 발생을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공정을 단순화 시키
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소재의 높은 순도와 화학처리 방식
으로 추출하지 못하는 소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이용 천연고분자의 활용기술을 통한 천연자원 확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 부응
○ 방사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의 과학
기술적 파급효과 기대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있는 리그닌 활용 기술 확보를 통한 보다 수준 높고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이오매스로부터 추출된 리그닌을 활용함으로써 석유자원의 고갈에 따른 원료수급의
문제점 없이 안정적으로 탄소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됨
○ 고강도를 갖는 생분해성 셀룰로오스 섬유는 기존 PLA 등 가수분해형 생분해성 섬유의
단점인 급속한 수중 강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어망, 지오텍스타일 등 생
분해성 조절이 요구되는 용도에서의 응용도 기대됨.

나. 기대효과 (경제․산업적 측면)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 신소재를 개발함으로서 대부
분 수입에 의존하던 천연 신소재의 제조 원천기술 및 산업적용기술 개발로 국가경
쟁력 강화에 기여함.
- 셀룰로오스, 리그닌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 약 1,000억원/연
* 국내시장 규모 약 2조(2015년 기준)
- 키틴, 키토산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 약 200억원/연
* 국내시장 규모 약 450억원(현재기준)
- 알지네이트, 카라기난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 178억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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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시장 규모 약 400억원(현재기준)
○ 생물자원으로부터 추출된 리그닌을 이용한 탄소소재 개발을 통하여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탄소 원소재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존의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수지를 이용한 탄소소재 제조기술에 비해 리그닌을 원료
물질로 이용할 경우 원료 단가 절감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고성능 탄소 소재의 개발로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 방위산업 등 여러 산업으로의 파
급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됨
○ 국내 의류용 재생 셀룰로오스 원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저 강도 재생 셀룰로오
스 원사는 기존 비스코스 레이온과 NMMO계 Lyocell 중심으로 국외 관련 업체가 독점
하고 있는 의류용 섬유 시장에서 국내 자급형 시장 변경 및 수출로 무역역조 개선이
예상됨.
다. 활용방안
○ 리그닌을 이용하여 전기방사 및 탄화에 의한 탄소나노섬유웹을 제조함으로써 에너지
저장기능 소재, 특히 리튬폴리머 전지, 수퍼캐퍼시터, 연료전지 등의 전극으로의 활용
이 가능함
○ 나노탄소막을 활성화공정을 거쳐 활성탄소막을 제조함으로써 환경기능성 소재(이온교
화수지막 등)로의 활용이 가능함
○ 나노탄소섬유가 갖는 커다란 비표면적에 기인하여 높은 감도를 갖는 기능센서로의 활
용이 가능함.
○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는 우수한 생분해성을 가지므로 국내 의료용 부직포 시장(기저
귀, 흡수성 직물 등)의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특히 용액 멜트블로운법에 의한
고섬도 재생셀룰로오스 섬유 기반 부직포의 활용이 기대됨.
○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찜으로만 목재/비목재 펄프화 성과
- 상업적 방법 : 다량의 화학 물질을 이용한 알칼리 증해
-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감효과 기대
○ 셀룰로오스가 주성분이 폐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탈묵 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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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술 국내 특허출원 (2011-0043596, 2011-0125749)
○ 조폐공사, 전주페이퍼, 태봉(주) 등 펄프관련 산업체에 기술 자문 및 공동연구 협의 중
- 기술자문 및 관련기술 세미나 실시
○ 펄프 및 종이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고 펄프 및 종이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친환경적인 공정에 의한 제품 생산으로 인체와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
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여성용품, 기저귀 등)
○ 제지업체는 물, 전기, 스팀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방사선
분해기술에 의한 효율적인 셀룰로오스 분리로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력비용 절감 및 설비
의 열효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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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하여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 유도 물질을 개발하여 친환경 고부가 물질을 확
보하고자 관련실험을 수행 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구조 변환 및 영향에 대한 연구
를 수행 하고자 케나프 심과 케나프 외피, 참나무 목재칩, 옥수수 껍질등의 식물자원 4종에 대하
여 전자선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영향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리
그닌의 분해도를 증가시켜 효율적인 리그닌 제거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의 화학적 처리없
이 새로운 친환경 방사선 처리와 물찜만으로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을 분리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였다.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종이를 제조하였으며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펄프의 물성 변화
를 측정을 통하여 조사량에 
라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규명하였다. 방사선 조사 선량의
제어를 통하여 헤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의 화학 조성비를 감소시킴으로서 고순도 셀룰로오스 펄
프를 제조 하였다. 목재 (참나무) 및 비목재 (케나프 내/외피)를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셀룰로오스
를 효율적으로 분리하여 높은 셀룰로오스 순도를 갖는 천연제지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분리된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물과 메탄올을 이용한 건습식 방사를 수행하여
셀룰로오스 섬유를 제조 하였으며 다양한 PAN/리그닌 혼합 비율에 따른 전기방사를 통하여 리그
닌 함유 나노 섬유를 제조하고 제조된 섬유의 열안정화 공정 영향분석 및 탄화 공정 수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리그닌 섬유의 탄화에 의한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전지 음극 소
재적용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이차전지 음극 half cell을 제작하여 평가한 결과 100사이클 이
후에도 100% 수준의 용량보존을 나타내어 전극소재로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 유도물질의 개발은 친환경 고부가 물질의 확보 및 고부가 가치 산
업의 제조 기술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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