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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기술이용 천연고분자 기초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최종목표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분자로부터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산업적용기

술 개발을 통하여 국가 방사선융합 생물산업 선진화 관련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연구핵심 거점 구축을 통한 국가 과학⦁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2. 연구개발의 필요성

ㅇ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 유도물질을 개발하여 친환경 고부가 물

질을 확보하고, 산업적용기술 개발로 방사선융합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

 ㅇ  방사선 기술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 심화 및 친환경 고부가 소재, 

탄소 원소재 및 희귀 금속 등의 무역역조를 근본적 해소 불가능. 수입

대체형 친환경 녹색신소재의 원천기술개발로 세계수준의 녹색기술 확

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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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이용 천연고분자 구조변환 및 영향을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생물자원별 방사선 영향평가(식물류, 갑각류 등) 및 구조변환 연구

  - 방사선 조사에 따른 소재별 분자량 변화 데이터베이스 

  -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유도물질 구조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방사선 조사에 따른 구조변환 메커니즘 연구

  - 셀룰로오스 유도체 제조를 위한 화학첨가제 대비 방사선 효과 탐색

  - 방사선을 이용한 화학첨가제의 최저 처리된 셀룰로오스 물질의 생분해

성 및 흡수성 변화 탐색

 2.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유도물질 제조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함.

  - 리그닌 성분별 분리/정제 및 분자량 조절 연구

  - 리그닌 변성화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친환경 셀룰로오스 유도물질 개발

  - 화학첨가제의 최소처리 공정에 의한 셀룰로오스 유도체 개발

  - 원천별 셀룰로오스의 셀룰로오스 유도체 개발

 3.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유도물질의 친환경 산업 적용기술을 

개발함.

  - 리그닌의 고탄화율 및 탄소섬유 제조연구

  - 리그닌 이용 바이오플라스틱 활용연구

  -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생분해성 및 고흡수성 물질개발

  - 최저 화학첨가에 의한 생분해성 및 고흡수성을 가진 친환경물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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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방사선 이용 천연고분자 구조변환 및 영향을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생물자원 7(케나프, 볏짚, 팜껍질, 옥수수, 사탕수수, 우뭇가사리, 미세조

류) 및 천연고분자 5종(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3종, 에틸셀룰로오스, 키

토산)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생물자원에 대한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유효물질 생성물 함량 분석 및 데

이터 베이스 구축

  - 생물자원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분해 메커니즘 제안

  - 방사선에 따른 생물자원의 당수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케나프, 볏짚이용 화학첨가제의 최저 처리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합

성 및 흡수성 평가

 2.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유도물질 제조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함.

  - 용액추출법에 의한 리그닌 성분별 분리 및 분자량별 정제

  - 방사선 처리방법을 통한 리그닌 분자량 조절 

  - 에스터화 및 아마이드화 반응을 통한 리그닌 변성화 기술 확보

  - 방사선을 이용한 친환경 셀룰로오스 유도물질 개발

  - 화학첨가제의 최소처리 공정에 의한 셀룰로오스 유도체 개발

  - 케나프, 볏짚 이용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유도체 합성

 3.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유도물질의 친환경 산업 적용기술을 

개발함.

  - 리그닌의 고탄화율 및 탄소섬유 제조 후 전자재료(이차전지 음극재료) 

적용기술 개발 

  - 셀룰로오스 이용 이차전지 음극재료 적용기술 개발

  - 리그닌 이용 바이오플라스틱 적용기술 개발

  - 리그닌 이용 중금속 흡착제 적용기술 개발

  - 고흡수성 셀룰로오스 이용 시멘트 보강재 적용기술 개발

  - 방사선 기반 나노셀룰로오스 제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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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방사선 영향 데이터베이스는 추후 방사선을 이

용한 생물자원 활용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리그닌 및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이차전지 음극재료 적용기술은 기존 활

용제품 대비 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어, 추후 음극용 탄소소재로의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고흡수성 셀룰로오스 제조기술은 시멘

트의 물성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로, 추후 시멘트 첨가

제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리그닌의 분리/정제 및 저분자량화를 통한 바이오플라스틱 적용기술은 

석유화학 자원의 고갈에 따른 석유기반의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를 탈

피 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추후 바이오플라스틱 합성을 위한 원천기술

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방사선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나노셀룰로오스 제조기술은 추

후 제지/펄프 산업 분야에서 나노셀룰로오스를 추출하는 핵심기술로 활

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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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Basic study on natural polymer using radiation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The ultimate goal of research development

 Highly valuable and new material development and industrial application 

technology would be achieved by radiation technology. They will  contribute 

on the national potentia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activity which result in 

the enforcement to nation' s value through the radiation base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of research core as well as the technology 

related with the biological industry advance

  2. The importance of the project

ㅇ The production of economically valuable eco-materials and the 

contribution on the low carbon and green development  through 

the creation of natural polymer induced material from the 

biological resources.

ㅇ The technological dependance to advanced country in radia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friendly and highly valuable material, 

the trade inversed phenomena  of raw material in carbon and rare 

metal etc would not be originally settled down. In these situations,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y for the import alternative and 

environment-friendly green new materials enable to occupy the 

world level green technolog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The evaluation of natural polymer' s structure modification and the 

corresponding effects through radiation and their database collection

  - The radiation effects'  evaluation based on biological resour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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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structural modification 

  - The database on each material' s the molecular weight change of 

each material by radiation absorbance

  - The installation of the database about radiation induced material' s 

structure analysis

  - The mechanism study on the radiation derived structural change

  - The radiation effect observation for the cellulose derivatives using 

chemical additives

  - The study on the biological degradation of cellulose after the 

chemical additive treated cellulose and the change of absorbent 

change

2. The development of original technology for the natural polymer induced 

materials using radiation technology

  - The separation of lignin elements/the study on the purification  and 

the molecular weight control

  - The development of lignin modification technique

  -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cellulose derivatives using 

radiation

  - The development of cellulose derivatives through the process with 

minimum chemical additives

  - The development of cellulose derivatives with cellulose extracted by 

their original raw resources

3.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ially applicable and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from natural polymer induced materials using  radiation 

technique

  - The high carbonization of lignin and their carbon fiber manufacture 

study

  - The bioplastic application study with lig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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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ological degradation of cellulose derivatives and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high absorbent materials

  -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having 

biodegradable property and high absorbency by adding minimum 

chemicals

Ⅳ. Result of Project

1. The evaluation of the natural polymer's structure modification using 

radiation and their corresponding effects as well as the database 

construction

  - The evaluation of radiation effect with  seven biological resources 

(kenaf, rice straw, farm shell, corn, sugar cane, ceylon moss, and 

micro-algae as well as five natural polymers(3 species of 

carboxymethyl cellulose, ethylcellulose, and chitosan), and their 

database construction.

  - The content analysis of the potent products from biological resources 

by radiation and their database construction.

  - The degradation mechanism proposal of the irradiation to biological 

resources

  - The impacts of sugar yields in biological resources  of radiation

  - The synthesis of carboxymethyl cellulose from kenaf and rice straw 

treated by minimum chemical additives and their absorbency 

evaluation

2. The development of original technology for the synthesis of natural 

polymer induced material using radiation technique

  - The separation by component in lignin through solvent extraction  

and the purification by molecular weight

  - The lignin' s molecular weight control by radiation treatment method

  - The technology secure of lignin modification  by esterifi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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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ation reaction 

  -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cellulose derivatives using 

radiation

  - The development of cellulose derivatives of the minimum treated 

process by chemical additives

  - The synthesis of carboxymethyl cellulose derivatives with kenaf and 

rice straw

3.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application technology from natural 

polymer derivatives using radiation technology

  - Lignin's high carbonization and electrical device manufacturing 

technology after carbon fiber production

  -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ique for cathode material of a 

secondary battery

  -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ique for bioplastic of lignin

  -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ique for heavy metal absorbent 

of lignin

  -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ique for cement reinforcing 

agent of high absorbent cellulose

  -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nanocellulose based 

on radiation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ㅇ The database of the radiation effect on various biological resources is 

able to be applied as the basic data in the area of  practical 

biological resources using radiation

 ㅇ The application technique of a cathode material for a secondary 

battery is judged to be applicable because it has more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compared to the exist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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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high absorbent cellulose plays a 

key role in the technology which makes cement properties to be 

improved by radiation grafting method. therefore, it is judged to be 

applicable for the carbon materials of a cathode.

 ㅇ Bioplastic application technology of lignin separation, purification, and 

low molecular weight production is considered to be possible as a 

utilizable technology which is the key one improving the cement 

properties 

 ㅇ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nanocellulose, which is energy 

efficient material by radiation, is considered to be a source 

technology for bioplastic synthesis as the key one  for extracting 

nano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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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천연고분자 소재의 제조기술과 산

업적 활용이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

는 이 분야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관리나 산업화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분자 신소재 제

조기술 개발을 국가 연구사업에 포함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현안에 대처토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차세대 성장동력인 생물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인 천연

고분자 소재 제조기술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며, 천연고분자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방사선 이용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를 확보하고 활용기술을 통해 세계

적인 자원·에너지 문제에 대처 및 녹색성장에 부응함.

■ 방사선 융합 기술의 적용확대와 원자력/방사선 이용기술의 대국민 인식제고

 - 본 사업은 국가정책목표인 식량안보 구축 및 국가위상 제고의 성공적 완

수를 위하여 소비자, 생산자, 관련 학계의 과학기술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국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성 측면과 중장기적 사업운영체계를 고려하

여 추진함.

- 적극적이 방사선융합 기술의 적용확대 및 실용화 구현을 통하여 원자력/방

사선 기술의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자력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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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연구개발의 경제 • 사회 • 기술적 중요성

○ 본 과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자력 산업의 비전 실현과 원자력 기술

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연구로 향후 산업적 이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기술적 측면

○ 석유계 화합물은 균일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및 화학소

재 합성에 용이함. 이에 반해 리그닌(lignin)은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학적인 합성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이용이 부족한 실정임.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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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를 탄소막화하여 그 활용을 연구한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 개발에 기여

할 수 있음.

   - 리그닌의 탄화를 통해 제조된 탄소 나노 섬유는 리튬 이차전지 음극소재로 

적용 가능함.

○ 셀룰로오스 등 천연고분자는 바이오매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분자쇄

의 강직성, 분자쇄간 강력한 2차결합, 고결정성 등으로 기존에 환경유해성 용

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친환경적 용매 기반의 셀룰로오스 제품을 

제조하는 소재기술개발이 세계적으로도 시급함.

○ 최근 친환경 용매로 부각되고 있는 이온성 액체는 고 결정성을 갖는 셀룰로

오스를 저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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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

는 셀룰로오스는 고농도 용액  내에서 이방성 용액을 형성하며 이 셀룰로오

스의 유방성 또는 열방성 액정 용액을 방사하면 고배향도를 갖는 고성능 셀

룰로오스 재생섬유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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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화학처리방식의 공정 단계의 복잡성과 긴 처리시간, 고가의 약품문제, 

휘발성유기용매(VOC) 및 이산화탄소 발생을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공정을 

단순화 시키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소재의 높은 순도

와 화학처리 방식으로 추출하지 못하는 소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

의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기대

그림 1-1.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분자 활용기술

  ▣ 경제·산업적 측면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 신소재를 개발함으로

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천연 신소재의 제조 원천기술 및 산업적용기술 

개발로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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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

   - 알지네이트, 카라기난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 178억원/연

       * 국내시장 규모 약 400억원(2012년 기준)

○ 리그닌은 수목 성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함. 현재 목질 소재에 의한 바이오 

에탄올 제조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성분으로 이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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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오스(cellulose)임. 리그닌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되는 것이 현실인

데, 이 리그닌을 활용할 수 있다면 목질 소재의 대폭적인 이용가치 향상이 가

능함

   - 리튬 이차전지 시장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흑연 

음극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이 가능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커다

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세계 연간 섬유수요량은 6,900만톤이고 주요 합성고분자 생산량이 1.7억톤/년

인 것을 고려할 때 석유계 자원의 고갈에 의한 원료수급 불안 및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요구됨.

○ 천연고분자인 셀룰로오스는 매년 약 2,000억 톤이 천연적으로 생산되고 유한

한 석유계 기반 고분자 자원을 고려할 때 셀룰로오스 관련 바이오매스의 광

범위한 이용과 관련 원천소재 개발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음. 또한 섬유소재 뿐만 아니라 고분자 유기소재로의 응용도 가능하

여 유기소재 관련 산업에 메가 임팩트를 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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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그닌을 활용한 소재연구는 자원 재활용 및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됨 

○ 인조섬유의 라이프사이클 분석자료에 의하면 일반 면, 재생 셀룰로오스 등 천

연 섬유가 석유계 합성 섬유에 비해 용수와 토지사용량은 많지만 비 재생에

너지사용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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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

며 기존 석유계 합성섬유에 비교하여도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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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사업의 수행이 필요함.  

 나. 국가기술로드맵(NTRM) 상의 위치

○ 급성장하고 있는 RT분야의 세계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251차 원자력위원회(2001.7.12, 국무총리주재, 산자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장관 참석)에서 “첨단방사선이용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방사선 이용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

2～'06)을 의결함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 제6814호, 2002.12.26 제정 시행)

에 근거하여 방사선 기술분야 연구개발 확대기반 마련

○ 방사선을 이용한 농생물 자원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사선기술 

이용 천연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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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RCA) 국가들로부터 연구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연구소를 중심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부가 친환경 재료인 셀룰로오스, 

리그니 등 천연고분자 신소재 활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농생명자원소재인 셀룰로오스 기

반 미래형 그린소재 개발 추진

     농생명자원소재 중 하나인 셀룰로오스는 연간 100조톤 가량 발생하며, 이

는 지구상의 가장 많은 양의 유기화합물로 무한한 가치의 자원

     화석원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 문제의 대응책으로 화석연료기반에서 재

생 가능한 소재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소재개발에 초

점

     석유화학시장의 경우, 농생명자원 기반 소재로의 전환 가속화로 2020년 

세계 화학소재 시장(2,500억$)의 20%를 농생명소재자원이 차지할 전망

      ◾ 농생명소재 시장 : 전체 화학소재 시장 770억달러의 7%(2005년) → 
1,250억달러의 10%(2010년) → 2,500억달러의 20%(2020년) (출처 : 

맥킨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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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생명자원의 중요성 및 높은 잠재적 가치

     농생명자원은 미래 사회를 지탱하는 무궁한 가치의 미래자원이자 발전 가

능성이 높은 거대 시장임

      ◾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생물의 구성물 및 정보를 포괄하는 생

명자원은 농축산업, 발효산업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필수 

소재임

     인류가 이용하는 천연자원(특히, 석유 및 석탄 등 화학산업 원료)의 고갈 

및 환경 문제의 대두로 인해 생명자원을 소재로 한 바이오산업 분야가 각

광을 받고 있는 상황

      ◾전 세계적으로 자원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친환경 공정개발 등 바

이오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은 글로벌 산업계의 화두

      ◾재생가능한 생물자원 (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 등)을 원료로하여 생물

학적·화학적 전환 과정을 통한 농생물소재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전

략산업 분야임

      ◾자원사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폐목재나 볏짚, 해조류 등과 같은 

비식용자원을 이용한 관련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석유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농생명자원 R&D 국가전력 수립 및 차세대 

소재 개발을 국가 최우선 개발과제로 추진

     미국 : 농생명자원의 부산물인 리그닌을 활용한 탄소섬유개발

     일본 : 제지업계 중심으로 나노셀룰로오스 상용화 단계를 추진

     EU : 지속 가능한 화학기술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소재 개발 가속화

     핀란드 : 국립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와 화학물질을 동시에 

생산 가능한 기술개발 프로젝트 착수

  ○ 셀룰로오스의 나노화에 대한 연구는 약 2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개발된 혹은 개발 중인 나노 셀룰로오스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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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휘스커(nano whisker) : 휘스커(whisker), 나노와이어(nano-wire), 

나노로드(nano-rod)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셀룰로오스 결정임. 

나노 휘스커의 두께는 8-20 nm, 길이는 1 ㎛ 수준으로 높은 종횡비(100 

이상)를 가지면서 높은 탄성계수(약 130 GPa)와 높은 인장강도(약 7 

GPa)를 나타냄. 

     나노피브릴화 셀룰로오스(nano-fibrillated cellulose; NFC) : NFC는 나노

섬유를 일컫는 것으로 주로 리파이닝이나 균질화와 같은 기계적 처리를 

통하여 제조된다. 이 나노섬유들은 피브릴(fibril)들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

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폭이 약 1∼100 nm 수준임. 이 NFC는 높은 강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우수하면서 무게가 가벼운 재료를 제

조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CNC(cellulose nano-crystal; CNC) : MCC는 황산을 이용하여 크라프트 

화학펄프를 산가수분해를 하여 얻어짐. 

 제 2 절 국내 현황

  가. 산업계 동향

    ○ 국내 셀룰로오스 연구와 관련하여 종이 생산량은 연간 900만 이상으로 

생산량 면에서는 세계 9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생산량은 연간 50만톤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여 세계 26위를 차지하

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우리나라 제지기술 발달과 내수 대비 과잉의 생산설비로 총생산량

의 25%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일부 국내 기업에서는 펄프를 이용한 바이오 컴포지트를 이용한 자

동차 부품 개발을 추진중임.

   ○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창출

     삼성정밀화학 : 건축용,식·의약용, 도료 및 생활용품 등의 적용 가능한 

Hydroxyethyl Cellulose (HEC) 제조산업 신규 진출

      ◾ 2011년 10월 신규제품인 HEC를 생산하며 셀룰로오스계 제품 포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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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 3분기까지 년 7,000톤 

규모의 공장 증설

  나. 학계 동향

    ○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소재 구조변환 기술 개발 및 상승작용 이용연구 분

야는 도입기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국내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

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산업화 사례 등으로 볼 때 

국내 기술수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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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터베이스 구축

1. 에틸셀룰로오스의 방사선 영향 평가

 - Ethyl Cellulose의 방사선 영향을 확인하기위해 powder 및 10%, 15%, 20% 

용액상태에서 감마선 조사한 후 건조시켜 열적 특성 변화를 확인함. DSC 측

정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powder, 10%, 15%, 20% 모두에서 피크가 

약 183-188℃에서 166-176℃로 점차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피크의 세기

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감마선 조사가 구조의 결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a) (b)

(c) (d)

그림 3-1-1.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Ethyl Cellulose 열적 특성 분석 결과(DSC) 

및 피크온도 분석,

(a) EC powder, (b) EC 10%, (c) EC 15%, (d) E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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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hyl Cellulose의 분자량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powder 및 20% 용액을 같은 

조사선량으로 각각 조사한 후 같은 20% 용액 상태에서 점도를 측정함. 그림 

3-1-2.와 같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감소하였고, 용액상태에서 

조사하였을 때보다 powder상태로 조사하였을 때 점도 감소, 즉 분자량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됨. 

그림 3-1-2.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Ethyl Cellulose 20%, powder 점도 변화.

 - GPC 분석을 통하여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Ethyl Cellulose의 powder 및 

10% 용액에 대한 분자량 변화를 확인함. 수평균분자량, 중량평균분자량, 최대

피크에서의 분자량 확인결과 조사량이 20~30 kGy 일 때 분자량 변화가 들쑥

날쑥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사량에 따른 분자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이 확

인됨. 

그림 3-1-3.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분자량 변화, (a) 수평균분자량, (b) 

중량평균분자량, (c) 최대피크에서의 분자량, (d) 분산도.

(a) (b)

(c) (d)



- 12 -

  2.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의 방사선 영향 평가

 - Carboxymethyl Cellulose의 방사선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w. 90,000/DS 

0.7, Mw. 250,000/DS 0,7, 그리고 Mw. 700,000/DS 0.9의 세 가지를 통하여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특성 변화를 분석함. 열적 특성 분석 결

과 Mw. 90,000인 CMC의 경우 용액의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피크의 온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 확인됨. 그러나 Mw. 250,000인 CMC와 Mw. 700,000인 

CMC의 경우 농도에 따라 피크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데, 이는 분자량 및 선

량에 따라 결합이 달라지는 것으로 추측됨.  

그림 3-1-4.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Ethyl Cellulose 열적 특성 분석 결과(DSC) 

및 피크온도 분석, (a) Mw. 90,000-100 kGy, (b) Mw. 250,000 CMC-15%, (c) 

Mw. 250,000 CMC-20%,(d) Mw. 250,000 CMC - 30%, (e) Mw. 700,000 

CMC-10%.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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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boxymethyl Cellulose의 경우 분자량별(Mw. 90,000, Mw. 250,000, Mw. 

700,000)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분자량 변화를 확인. 감마선 조사한 CMC는 

겔이 형성되어 겔화율을 통하여 평가함. 겔화율 측정 결과 Mw. 90,000인 

CMC를 감마선 조사하였을 때 겔이 잘 형성되지 않았으며, CMC 30%를 100 

kGy를 조사하였을 때 겔화율이 약 34.5%, 40%를 100 kGy로 조사하였을 때 

겔화율 31.1%로 측정됨. Mw. 250,000와 Mw. 700,000인 CMC의 경우 30 

kGy 이상에서 겔이 형성되었으며, Mw. 250,000인 CMC는 50~100 kGy, Mw. 

700,000인 CMC는 30~70 kGy에서 약 30%정도의 겔화율을 보임. 조사선량이 

높아짐에 따른 겔화율이 비례하지 않는 것은 선량이 어느 이상이 되었을 때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a) (b)

그림 3-1-5.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Carboxymethyl Cellulose 겔화율,

(a) Mw. 250,000, (b) Mw. 700,000.

 - CMC의 분자량 및 조사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특성을 알기 위하여 함

수율을 측정한 결과 Mw. 90,000인 CMC의 경우 100 kGy 조사하였을 

때 30%일 때의 함수율이 40%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확인됨. 또한 Mw. 

250,000인 CMC 15%와 20%는 조사량이 70 kGy일 때 함수율이 가장 높

았으며, Mw. 250,000인 CMC 30%는 50 kGy, Mw. 700,000인 CMC 

10%는 30 kGy에서 함수율이 가장 높게 측정됨. 함수율이 일정부분 올

라간 후 다시 감소한 점은 CMC 하이드로겔의 결합이 약한 경우의 실험

적 오차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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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Carboxymethyl Cellulose 함수율, (a) Mw. 

90,000,

(b) Mw. 250,000 (15%), (c) Mw. 250,000 (20%), (d) Mw. 250,000 (30%), (e) Mw. 

700,000 (10%).

(a) (b)

(c) (d)

(e)



- 15 -

  3. 키토산의 방사선 영향 평가

 - Chitosan의 방사선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powder의 전자선 및 감마선 조사하

여 열적 특성 변화를 비교함. 또한 각각 같은 농도의 용액상태에서 전자선 

및 감마선 100 kGy 조사를 통하여 열적 특성 변화를 확인함. DSC 측정 결

과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 모두 powder 상태에서는 선량이 증가할수록 peak

의 온도가 점차 낮아지고 세기도 점차 감소하는 것이 확인됨. 용액상태로 조

사하였을 경우에는 전자선, 감마선 둘 다 불규칙하긴 하지만 용액 농도가 높

아질수록 peak의 온도가 점차 올라가는 것으로 보임.

그림 3-1-7. 전자선 및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Chitosan 열적 특성 분석 

결과(DSC) 및 피크온도 분석,

(a) Chitosan powder-전자선조사,  (b) Chitosan powder-감마선조사.

 

그림 3-1-8. 100 kGy 조사하였을 때의 농도별 Chitosan 열적 특성 분석 

결과(DSC) 및 피크온도 분석,

(a) Chitosan 용액-전자선조사, (b) Chitosan 용액-감마선조사.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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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tosan의 전자선 및 감마선 조사에 따른 분자량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 동일한 농도로 조사 전, 전자선 100kGy 조사, 감마선 100kGy 조사한 

후 점도를 측정함. 조사 전에 비해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 후 측정한 점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자선 및 감마선 조사한 후의 점도에서 큰 차이는 보이

지 않음.

(a) (b)

그림 3-1-9. 농도에 따른 점도변화 (a) 전자선 조사, (b) 감마선 조사.

 - 정확한 분자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GPC분석을 통한 Chitosan powder의 

전자선 및 감마선 조사에 따른 분자량 변화를 비교하였으나, 100kGy까지는 

감마선 조사하였을 때의 분자량이 더 크게 감소하였고, 100kGy 이상에서는 

전자선 조사하였을 때의 분자량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a) (b)

그림 3-1-10. GPC 분석을 통한 Chitosan powder의 감마선 및 전자선 분자량 

변화 비교,

(a) 수평균분자량, (b) 중량평균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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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C분석을 통하여 100 kGy로 조사한 chitosan 용액 2.5%, 5%, 7.5%, 10%의 

전자선 및 감마선 조사에 따른 분자량 변화를 확인해보니 농도가 증가할수록 

분자량이 증가하였으며 감마선 조사하였을 때보다 전자선 조사하였을 때의 

분자량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됨.

(a) (b)

그림 3-1-11. 감마선 및 전자선 100 kGy 조사한 Chitosan solution 분자량 변화 

비교, 

(a) 수평균분자량, (b) 중량평균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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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팜껍질의 방사선 영향 평가

 - 팜 껍질로부터 유용 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methanol, NaOH, 암모니아, 염

산, 황산, 과산화수소, 과산화망간, 옥살레이트 등 다양한 첨가제를 이용하여 

추출에 미치는 첨가제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방사선 처리가 첨

가제 처리 유무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였다.

 - 첨가제 없이 물찜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전자선 조사량이 0, 100, 200, 300 

kGy로 증가함에따라 헤미셀룰로오스로부터 파생되는 자일로스의 양이 각각 

0, 0.196, 0.202, 0.274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알칼리(NaOH) 상태에서 전자선 조사에 따른 효과는 셀룰로오스에서 파생되

는 글루코스와 헤미셀룰로오스에서 파생되는 자일리톨과 글리세롤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코스의 경우, 전자선 처리하지 않은 시료에

서 0.178 함량이 추출된대 비해 전자선 200 kGy로 처리한 시료에서는 0.646

으로 3.6배정도 많았으며, 자일리톨은 각각 0.026, 6.429로 250배, 글리세롤은 

각각 0.459, 2.537로 5.5배 추출량이 증가하였다.

 - 산처리의 경우,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에서는 글루코스와 자일로스의 

함량이 극히 미량이었으나 전자선 처리한 시료에서는 추출량이 급격하게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산화제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였을 경우도 산처리에서와 비슷하게 글로코스

와 자일로스의 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알칼리 상태에서 나타났던 자일

리톨과 글리세롤의 함량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유효성분 추출에 유용

한 첨가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9 -

     표 3-1. 팜껍질에 대한 첨가제 및 방사선 조사에 따른 sugar, organic 

acid, alcohol 추출 현황.

    

시료
종류 첨가제

전자선
조사량
(kGy)

물찜여부
(120℃,5h

)

Sugar Organic acid Alcohol
FurFura

l

Glucose Xylose Lactic 
acid

Acetic 
acid

Levulinic 
acid

Furfuryl 
alcohol Ethanol Xylitol Glycerol HMF

팜-1 - 0 o 0.02 - 12.146 0.412 - - 0.216 - - -

팜-2 - 200 o 0.112 0.258 8.726 1.057 - - - 0.012 0.052 -
팜-3 물 0 x - - 14.055 0.458 - - 0.006 - 0.05 -
팜-4 물 100 o 0.039 0.196 - 0.986 - - - - - -
팜-5 물 200 o 0.061 0.202 - 1.446 - - - - 0.136 -
팜-6 물 300 o 0.025 0.274 - 1.715 - - - - 0.199 -
팜-7 Methanol 0 o - - - 0.028 - - - - 0.128 -
팜-8 Methanol 200 o 0.061 0.35 10.233 0.631 3.192 - - 0.057 0.334 -
팜-9 NaOH 1N 0 x 0.178 0.233 - 6.376 - - - 0.026 0.459 -
팜-10 NaOH 1N 200 x 0.646 0.335 - 6.158 - 0.448 0.022 6.429 2.537 -

팜-11 암모니아
25% 0 x 0.103 0.218 - 0.528 - - - 0.008 0.19 -

팜-12 암모니아
25% 200 o 0.169 0.455 12.349 3.103 0.048 0.23 0.115 - 0.226 -

팜-13 HCl 1N 0 x 0.007 0.147 10.261 3.242 - - - - 0.221 -
팜-14 HCl 1N 200 o 13.549 3.915 - 5.839 2.451 0.068 - - 1.021 0.093
팜-15 H2SO4 1N 0 x - 0.214 - 1.961 - - - - 0.229 -
팜-16 H2SO4 1N 200 o 7.496 12.819 - 6.53 0.575 - - - 0.502 0.052
팜-17 H2O2 0 o 0.066 0.496 - 0.698 - 1.866 1.013 0.173 1.189 -
팜-18 H2O2 200 o 2.084 1.88 - 1.609 0.397 2.813 - 4.397 2.011 0.112
팜-19 KMnO4 0 o 0.023 - 8.262 0.766 - - - 0.109 0.068 -
팜-20 KMnO4 200 o 0.061 0.254 - 1.875 - - - - - -
팜-21 옥살레이트 0 x 0.015 0.001 11.842 0.163 - 0.616 - 0.003 0.062 -
팜-22 옥살레이트 200 o 0.119 0.285 - 2.119 - 0.622 - - 0.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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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설명한 알칼리, 산 및 물상태에서 팜 껍질(EFB)과 우뭇가사리(AGA)의 

성분별 추출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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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팜/우뭇가사리에의 염기/산/물 용액에서의 추출물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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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뭇가사리의 방사선 영향 평가

 - 우뭇가사리로부터 유용 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methanol, NaOH, 암모니아, 

염산, 황산, 과산화수소, 과산화망간 등 다양한 첨가제를 이용하여 추출에 미

치는 첨가제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방사선 처리가 첨가제 처리 

유무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였다.

 - 첨가제 없이 물찜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전자선 조사량이 0, 100, 200, 300 

kGy로 증가함에 따라 헤미셀룰로오스로부터 파생되는 자일로스의 양이 각각 

0.059, 0.548, 1.779, 2.027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알칼리(NaOH) 상태에서 전자선 조사에 따른 효과는 팜껍질에서와 같은 경향

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글루코스의 경우, 전자선 처리하지 않은 시료에서 

0.684 함량이 추출된대 비해 전자선 200 kGy로 처리한 시료에서는 1.759으로 

2.6배정도 많았으며, 자일리톨은 각각 0.074, 10.936로 150배, 글리세롤은 각각 

0.284, 1.620로 5.7배 추출량이 증가하였다.

 - 산처리의 경우, 팜껍질에서와 같이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에서는 글루

코스와 자일로스의 함량이 극히 미량이었으나 전자선 처리한 시료에서는 추

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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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우뭇가사리에 대한 첨가제 및 방사선 조사에 따른 sugar, organic acid, 

alcohol 추출 현황.

    

시료종류 첨가제 조사량
(kGy)

물찜여부
(120℃,5h)

Sugar Organic acid Alcohol FurFural

Glucose Xylose Lactic 
acid

Acetic 
acid

Levulinic 
acid

Furfuryl 
alcohol Ethanol Xylitol Glycerol HMF

우뭇-1 - 0 o - - - 0.203 - - - 0.005 0.156 -

우뭇-2 - 200 o 0.384 0.409 - 0.152 - - - 0.069 0.347 0.106

우뭇-3 물 0 x - 0.059 - 0.363 - - 0.166 - 0.353 -

우뭇-4 물 100 o - 0.548 - 0.345 - - - 0.044 0.346 0.089

우뭇-5 물 200 o 0.246 1.779 - 0.383 - - - 0.113 0.443 0.628

우뭇-6 물 300 o 0.349 2.027 - 0.364 - - - 0.113 0.458 0.78

우뭇-7 Methanol 0 o 0.302 - - 0.025 - - - - 0.051 -

우뭇-8 Methanol 200 o 1.209 0.491 - 0.22 3.766 - - 0.012 0.809 0.322

우뭇-9 NaOH 1N 0 x 0.684 - - 0.07 - 0.152 - 0.074 0.284 -

우뭇-10 NaOH 1N 200 o 1.759 0.029 - 0.812 0.039 0.858 - 10.936 1.62 -

우뭇-11 암모니아25% 0 x 0.486 - - 0.068 - 0.046 - - 0.239 -

우뭇-12 암모니아25% 200 o 0.459 - - 0.052 - 0.049 - - 0.224 -

우뭇-13 HCl 1N 0 x 0.43 0.289 - 0.025 - 0.021 - - 0.25 -

우뭇-14 HCl 1N 200 o 6.787 10.764 - 0.397 7.457 0.257 - - 2.164 0.151

우뭇-15 H2SO4 1N 0 x 0.531 1.742 - 0.054 - - - - 1.7 -

우뭇-16 H2SO4 1N 200 o 4.248 9.476 - 0.352 3.439 - - - 0.179 0.164

우뭇-17 H2O2 0 o 　

우뭇-18 H2O2 200 o 0.884 1.824 - 0.613 0.049 2.063 - 1.998 3.753 0.083

우뭇-19 KMnO4 0 o - - - 0.152 - - 0.04 0.012 0.217 -

우뭇-20 KMnO4 200 o 0.19 0.541 - 0.154 - - - 0.158 0.332 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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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설명한 알칼리, 산 및 물상태에서 팜 껍질(EFB)과 우뭇가사리(AGA)의 

성분별 추출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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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팜/우뭇가사리에의 염기/산/물 용액에서의 추출물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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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탕수수의 방사선 영향 평가

 - 사탕수수로부터 유용 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NaOH 첨가제를 이용하여 방

사선이 추출물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 알칼리(NaOH) 상태에서 전자선 조사량이 0, 200, 500, 1,000 kGy로 증가함에 

따라 헤미셀룰로오스로부터 파생되는 자일로스의 함량이 0.073, 0.241, 0.439, 

0.481로 각각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3. 사탕수수에 대한 첨가제 및 방사선 조사에 따른 sugar, organic acid, 

alcohol 추출 현황.

     

시료
종류 첨가제 조사량

(kGy)
물찜여부
(120℃,5h)

Sugar Organic acid Alcohol

Glucose Xylose Lactic 
acid

Acetic 
acid

Levulinic 
acid

Furfuryl 
alcohol Ethanol Xylitol Glycerol

사탕수수-1 물 0 o 0.304 0.073 - 0.331 - - - - -

사탕수수-2 1N NaOH 0 o 0.741 0.073 - 5.178 - - - - -

사탕수수-3 1N NaOH 200 o 0.322 0.241 - 5.829 - - - - -

사탕수수-4 1N NaOH 500 o 0.247 0.439 - 3.276 - - - - -

사탕수수-5 1N NaOH 1000 o 0.47 0.481 - 5.682 - - - - -



- 25 -

  7. 미세조류의 방사선 영향 평가

 -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생물로 클로렐라가 대표적이다. 광합성을 통

해 이산화탄소를 에너지원인 포도당(글루코스)와 산소로 전환하는데, 여기서 

생성된 글로코스로 생장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며, 남는 에

너지는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된다. 이 중성지방을 짜내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하는 연구가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의 분해반응을 이용하여 세포벽을 연화시켜 중성지방의 

추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선 조사에 따른 지방추출 정

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동결건조된 미세조류(클로렐라)를 물에 5wt%로 

분산시킨 후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하여 0, 200, 500 kGy를 조사한 후 상오에

서  mechanical stirrer를 이용하여 1,000 rpm으로 30분동안 교반하고 원심분

리기를 이용하여 지방층을 분리한 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분석을 통해 중성지방의 추출량을 정량분석하였다.

 - 전자선 처리하지 않은 미세조류 시료의 경우, free fatty acid의 함량이 

4.36%, mono-glyceride의 함량이 2.72%, di-glyceride의 함량이 2.73%, 

tri-glyceride의 함량이 10.36% 였으나, 200 kGy를 조사한 미세조류 시료에서

는 free fatty acid의 함량이 4.95%, mono-glyceride의 함량이 6.08%, 

di-glyceride의 함량이 9.23%, tri-glyceride의 함량이 47.45%으로 증가하였으

며, 500 kGy를 조사한 미세조류 시료에서는 free fatty acid의 함량이 6.26%, 

mono-glyceride의 함량이 7.77%, di-glyceride의 함량이 14.23%, tri-glyceride

의 함량이 62.07%으로 추출된 지방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전체 추출된 중성지방의 양을 비교해 보았을 때,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시료

를 1로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0 kGy를 조사한 미세조류 시료가 3.36, 500 

kGy 조사한 미세조류 시료가 4.52로 나타나 추출 수율도 크게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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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량 0
200 

kGy

500 

kGy

상대수

율
1 3.36 4.52

그림 3-1-14.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중성지방 추출함량 변화.   

 표 3-4. 중성지방 추출 수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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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볏짚의 방사선 영향 평가 

 - 볏짚으로부터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

오에탄올의 생산에 앞서 볏짚의 효소당화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전처리 방

법으로는 산 가수분해, 염기 가수분해, 증기폭쇄 등이 있다. 그러나, 산 가수

분해와 염기 가수분해 방법은 고농도의 산과 염기를 이용하여 고온고압의 조

건에서 처리해줌으로서 높은 당수율을 얻을 수 있고 리그닌의 제거에는 효과

적이나 중간생성물의 생성, 반응기의 부식, 전처리 후 슬러리의 중화와 같은 

후작업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500 ㎛ 이하의 크기로 

분쇄한 볏짚은 2.5 MeV의 빔에너지를 갖는 선형 점자빔 가속기에서 25 

kGy/scan의 조사강도로 전자선의 조사량이 각각 50-500 kGy가 되도록 조사

하였고 이 때, 전류세기는 25 mA, 카트속도는 10 m/min이었다. 전자선 조사

량 별 볏짚 5wt.%의 일정양으로 각각 증류수, 3%의 산과 염기수용액과 혼합

하여 120도에서 오토클레이브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슬러리는 감압여과하여 

건조하였다.

 - 구성성분의 변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전처리된 볏짚은 미국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와 미국 펄프제지학회의 절차에 따라 구성성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처리 전과 후의 구성성분의 변화는 건조된 볏짚의 무게를 기준으로 분석하

였다.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는 0.5g의 볏짚을 NaClO/glacial acetic 

acid/DI water (0.2g/0.04 mL/30 mL)에 첨가한 후 75도에서 1시간 교반시키

는 과정을 반복하여 증류수로 세척 후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리그닌

은 볏짚을 72 % (w/w)의 황산과 30도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이 슬러리

의 황산농도가 4%에 도달할 때까지 증류수로 희석 후 120도에서 1시간 동안 

오토클레이브하고 이를 세척,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 당수율 분석: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전처리된 볏짚은 미국 신재생 에너지 연구

소의 공식절차에 따라 pH 4.8의 0.1 M sodium citrate 버퍼 용액과 1:19 

(w/v)의 비로 섞어준 후  Cellulase 1.5L (70 FPU/mL)과 Novozyme-188 (40 

CbU/mL) 두 가지 효소에 의하여 각각 24, 48, 72시간 동안 50도의 온도에서 

효소당화를 수행하였다. 효소당화액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초순

수 증류수를 이동상으로 사용하고 65도의 온도로 세팅된 칼럼과 디텍터를 이

용하여 분리 및 검출하는 조건이었다. 당수율은 효소당화 전 볏짚의 무게와 

실제 효소당화된 볏짚의 무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당수율 (%) = (추출된 당의 무게/전처리된 볏짚의 무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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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볏짚의 구성성분의 변화(전자선/물찜 공정)

 -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전처리 조건별 볏짚의 구성성분의 변화를 표 3-5.에 

나타내었다. 전처리 전의 볏짚은 약 41.1%의 셀룰로오스, 25.3%의 헤미셀룰

로오스, 19.8%의 리그닌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자선 500 kGy를 조사하

고 물찜과정을 거친 볏짚의 셀룰로오스의 상대적인 함량은 약 41.1%에서 

52.8%로 약 11.1% 증가하였고 이 때, 헤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의 제거율은 

각각 약 32%, 32.5%를 나타내었다. 이는 볏짚이 전자선 조사와 물찜 과정을 

거치면서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간의 화학적 결합의 약화로 인

하여 이물질과 리그닌이 제거된 결과이다. 이 때, 이물질의 제거율은 약 

76.5%이었다.   

그림 3-1-15.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볏짚의 추출된 당과 당수율 

결과(전자선/물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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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처리 전 볏짚의 72 시간의 당수율은 그림 3-1-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 49.4%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처리 후 볏짚의 당수율은 전자선 조사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300 kGy조사 시 약 82.0%의 당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글루코스는 전처리 전 볏짚 대비 약 70%이상 향상된 당수율을 보였고 자일

로스는 전처리 전 볏짚에서는 추출되지 않았으나 전자선 조사량과 비례하여 

당수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3-1-16.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전처리 후 볏짚의 FT-IR 결과(전자선/물찜 

공정)

 - 전처리에 따른 볏짚의 화학적 변화는 적외선 분광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그

림 3-1-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처리 전후 3,303 cm-1 부근의 피크는 셀

룰로오스 내부의 수소결합에 의한 O-H 스트레칭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2,917 

cm-1 부근의 피크는 셀룰로오스 내 메틸렌 그룹의 C-H 스트레칭으로 인하여 

나타나며 전처리 후 피크의 강도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33 

cm-1 부근의 피크는 헤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 간의 에스터 결합 관련 피크 

혹은 헤미셀룰로오스 내 아세틸 그룹의 피크로 알려져 있으며 이 피크강도의 

감소는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의 결합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896, 1,155 

cm-1 부근의 피크는 β-1,4-글리코시딕결합으로 나타나며 전처리 후 피크강도

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셀룰로오스의 상대적 함량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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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전처리 후 볏짚의 XRD 결과(전자선/물찜 

공정)

 - 전처리에 따른 볏짚의 물리적 변화는 X-선 회절에 의하여 분석하였다(그림 

3-1-17.). 결정지수는 전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인자로서 일반적으로 리그닌

과 헤미셀룰로오스 같은 무정형 영역이 제거됨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처리 후 볏짚의 무정형 영역인 헤미셀룰로오스와 리

그닌이 각각 약 32%, 32.5% 제거되어 결정성 영역인 셀룰로오스의 상대적인 

함량이 증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자선 조사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볏짚의 결정지수 46.5%에서 55.1%로 약 8.6% 증가하였다.   

표 3-6.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볏짚의 구성성분의 변화(전자선/산 처리 공정)

 - 전자선 조사와 산 처리를 통한 볏짚의 구성성분의 변화를 표 3-6.에 나타내

었다. 3% 황산 처리의 효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헤미셀룰로오스는 많이 제거

되었으나 셀룰로오스의 함량과 이물질의 함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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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볏짚의 셀룰로오스의 상대적인 함량은 약 

41.1%에서 68.1%로 약 27% 증가하였고 특히, 이물질의 제거에도 큰 효과를 

보이므로 효소당화 시 기질에 대한 효소 접근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1-18. 여러 가지 전처리 방법에 따른 볏짚의 당수율 결과

 - 여러 가지 전처리 방법에 따른 볏짚의 당수율 결과를 표 3-1-18.에 나타내었

다. 72시간의 효소당화 후 전처리하지 않은 볏짚의 경우 글루코스 32.5% 포

함 총 49.4%의 당수율을 얻었으며 3%의 산 처리만 했을 때는 약 41.3%의 

글루코스를 포함 총 52.0%의 당수율을 얻었고 전자선 조사만 500 kGy 하였

을 때는 약 36%의 글루코스를 포함 총 59%의 당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러나, 전자선 500 kGy 조사 후 3% 산 처리 시 약 75.0%의 글루코스 포함 총 

80% 정도의 당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글루코스의 

상대적인 함량의 증가와 더불어 이물질과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가 극대화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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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볏짚의 추출된 당과 당수율 결과(전자선/산 

처리 공정) 

 - 각각의 전처리 방법과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당수율의 변화를 그림 3-1-19.

에 나타내었다. 전처리 전과 산 처리 시 24, 48, 72 시간 동안의 효소당화에 

따른 당수율은 증가하였으며 전자선 조사 200 kGy 시부터 효소당화 시간에 

관계없이 당수율은 약 80%정도에 수렴하였다.       

  

그림 3-1-20.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전처리 후 글루코스의 선택도(전자선/산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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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1-20.에서는 총 당수율 대비 글루코스 선택도를 나타낸다. 3% 산 처

리로 전처리 전의 볏짚은 약 41.3%의 글루코스를 포함하여 총 당수율 중 약 

79%의 글루코스 선택도를 나타내었으나 전자선 조사량에 비례하여 500 kGy 

조사한 볏짚의 글루코스 수율은 약 75%, 선택도는 약 92%이었다.   

그림 3-1-21.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볏짚의 추출된 당과 당수율 

결과(전자선/염기 처리 공정)

 - 그림 3-1-21.에서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볏짚의 추출된 당과 당수율을 나타

내었다. 염기처리는 리그닌을 용해해내어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의 당

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3% 염기처리된 볏짚의 셀룰로오

스 상대함량은 약 51.1%이었고 이의 당수율은  500 kGy + 염기처리 시 약 

77%를 얻을 수 있었다. 전자선/염기처리 전처리 공정의 경우 글루코스 당수

율은 약 106%의 상승 효과를 보인다. 이는 효소당화 대상인 셀룰로오스와 헤

미셀룰로오스를 둘러싸고 있는 리그닌의 제거로 인한 결과이다. 성분결과 분

석에서 전처리 전 볏짚의 약 19.5%에서 500 kGy + 염기처리된 볏짚의 경우 

약 6.4%에 불과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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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볏짚의 FT-IR 결과(전자선/염기 처리 공정)

 - 적외선 분광법은 전자선 전과 후의 볏짚의 화학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된다. 그림 3-1-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처리 전후 1,200 cm-1 

- 1,000 cm-1 범위는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관련 피크들이며 1,200 

cm-1 - 500 cm-1 범위는 리그닌 관련 피크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1,732 cm-1 

피크는 리그닌의 에스터 그룹에 의하여 나타나는데 전처리 후 제거되어 성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1,245 cm-1 피크는 리그닌의 syringyl units의 C-O 스

트레칭 피크로서 역시 피크가 사라짐은 리그닌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림 3-1-23.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볏짚의 X-선 회절 분석(전자선/염기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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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처리 전과 후의 결정지수는 효소당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18도에서의 

무정형 영역의 피크강도는 전자선 조사량에 비례하여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

는 전처리 후 무정형 영역이 제거됨을 의미한다. 22도에서의 결정형 영역은 

곧 셀룰로오스의 결정성을 의미하여 이 피크강도의 감소는 볏짚의 결정형 영

역이 전자선 조사로 인하여 와해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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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케나프의 방사선 영향 평가

 - 케냐프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린 복합재료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천연 재료

로 강도나 내마모성이 우수해 내구성이 좋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재배 시 매년 

다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케냐프는 줄기로부터 벗겨내면 

심과 외피로 분리되는데, 심부분은 무정형으로 주로 산업용 흡수재나 매트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외피부분은 일자로 선 형태의 결을 가지고 있어 섬유다발을 분리

해 낼 수 있다.

 - 케냐프의 경우 일반적인 식물자원과 마찬가지로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

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사선이 조사되었을 시에 각각의 구성성분이 연결된 화

학결합이 분해 되어 셀룰로오스를 추출하는데 더욱더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셀룰로오스 분해반응을 유발하여 나노셀룰로오스 공정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쓰일 수 있으며 결정성을 감소시켜 당화반응에서 반응성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셀룰로오스의 결정구조는 처리 방법에 따라 cellulose Ⅰ, Ⅱ, Ⅲ, Ⅳ 등의 여러 구

조를 나타내며,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셀룰로오스의 결정구조는 Cellulose 

Ⅰ로 14.7o, 16.4o, 22.6o에서 (010), (001), (011) 피크가 관측된다. 이 결정 피크와 비

결정영역과의 차이를 아래식을 통해 결정화도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표 1에 표시

하였다. 

 - 표 3-7.에서 볼 수 있듯이 케냐프 셀룰로오스의 결정화도는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전자선이 조사되었을 때의 셀룰

로오스 분해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정성의 감소는 당화공정 및 산공정

에서의 비결정영역의 증가로 인한 반응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표 3-7.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케냐프 셀룰로오스의 결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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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1-24.는 케냐프 셀룰로오스의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DSC곡선으로 전자선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강도가 감소하고 흡열피크의 중심온도가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전자선에 의한 셀룰로오스 분해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셀룰로오스 결정성 및 분자량이 감소하여 셀룰로오스 분해 

피크(depolymerzation)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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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ellulolse irradiated at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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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케냐프 셀룰로오스의 DSC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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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선기반 천연고분자 유도물질 원천기술 개발

  1. 리그닌의 성분별 정제 연구

 - 케나프의 리그닌은 일반 목재의 리그닌보다 높은 함량의 syringyl과 하이드록

실기의 측쇄의 광범위한 아세틸화로 구조적으로 다르며 또한 

syringyl-guaiacyl 리그닌으로써 견목의 특성을 가짐. 리그닌은 일반적으로 

용매에 용해되지 않으며 물리적 처리나 화학적 처리에 의해 분해됨. 고온·고

압 하에서 화학적 펄핑과정을 통해 리그닌으로부터 분해가 이루어지며, 이 

탈리그닌 반응은 비페놀성 β-O-4 결합과 α-O-4 결합의 분열을 수반함.

 -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케나프 심의 경우 10 g에서 추출된 리그닌은 정제 

전 평균 2.04 g, 정제 후 1.46 g으로 약 14.6%의 수율을 가짐. 반면 전자선을 

조사한 케나프에서는 3-2-1.과 같이 최종적으로 얻어진 리그닌의 함량은 전

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높은 수율을 가지고 추출됨. 

그림 3-2-1..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리그닌 추출량의 영향

 - 1,000 kGy의 흡수선량을 조사한 케나프 심에서의 최종수율은 약 25.3%로 전

자선 조사 전인 14.6%에 비해 약 1.8배 증가함. 이는 일반적인 펄핑 과정에서

의 NaOH 용매에 의한  β-O-4결합이 끊어짐으로 분리 및 용해되는 리그닌 

이외에 전자선 조사에 의한 고분자 결합의 깨짐으로 인해 셀룰로오스와 헤미

셀룰로오스로부터 리그닌의 분리가 효율적으로 증가함.

 - 분리된 리그닌의 순도는 UV 분광법에 의해 200 ~ 350 nm에서 확인하였으며, 

280 nm에서 측정하였다. 상업용 리그닌과 100, 200, 300 kGy로 조사된 케냐

프 심의 흑액에서 분리 된 4 개의 리그닌 UV 흡수 스펙트럼을 그림 3-2-2.

에 나타내었다. 그림과 같이 280 nm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리그닌 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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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페놀기(방향족 고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흡수 계수는 조사선량이 증

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함을 보였다. 전자선 조사선량의 증가는 리그닌의 획

득 수율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불순물을 최소화 하였다. 전자선을 이용한 

방법은 기존의 침전법 및 액-액 정제법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리그닌 분

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2-2. UV 분광법을 이용한 리그닌의 순도 변화.

 - 또한 전자선을 이용하여 추출한 다음에 정제 전과 정제 후 리그닌의 화학구

조를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제 전(그림 3-2-3.(A))에 비하여 정

제 후(그림 3-2-3.(B))에 불필요한 피크들이 사라지고 리그닌의 특성피크인 

-OH stretching, CH진동 등에 대한 피크들의 세기가 세고 선명하게 나타남. 

이를 통해 정제 후에 리그닌의 순도가 월등히 증가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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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추출한 리그닌의 정제 전(A)과 정제 후(B)의 화학구조

 -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추출된 리그닌의 구조를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확인함. 그림 3-2-4.과 같이 3400 cm-1의 흡수 밴드는 hydroxyl group의 

-OH stretching에 의한 것이고, 2850~2970 cm-1의 밴드는 방향족고리의 CH2

와 CH3그룹의 CH진동, 1610, 1514, 1425 cm-1의 밴드는 phenylpropane 골격

의 방향족의 진동에 기인한 것임. 1220 cm-1의 밴드는 guaiacyl과 syringyl의 

C-C와 C-O 진동에 기인한 것이며 1120 cm-1는 일차알코올과 에테르의 C-O 

bending의 진동에 기인한 것임.

그림 3-2-4. FT-IR을 통한 추출 및 정제된 리그닌의 구조 (A) 전자선 조사

량에 따른 리그닌과 (B) 비조사 리그닌과 상업용 리그닌의 화학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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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2-4.(B)에서와 같이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리그닌에서 나타나던 복잡한 

형태의 1740 cm-1의 카보닐 스트레칭에 의한 피크는 상업적인 리그닌과 전자선을 

조사하여 추출한 리그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β-O-4 결합의 깨짐

으로 인해 비공액 카보닐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전 처리하여 추출한 리그닌과 상업적인 리그닌의 열용량을 

시차주사열량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고 추출한 리그닌의 

용융온도(Tm)는 약 130°C에서 나타났으며 전 처리한 리그닌은 89~76°C로 크게 감

소하여 판매용 리그닌보다 낮게 나타남(그림 3-2-5.). 

그림 3-2-5. 시차 주사열량법을 통한 리그닌의 열용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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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그닌의 성분별 분리 기술 개발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추출 후 정제된 리그닌의 성분 분석을 수행

함. 그 결과 그림 3-2-6.의 리그닌의 주요 구성성분인 vanillin에 해당하는 피

크(NO.2)의 세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추출을 위하여 조

사된 전자선의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이들 피크의 세기가 증가함. 이는 전

자선 조사를 통해 케나프로부터 더욱 효율적으로 탈리그닌화 되었음을 보여

줌.

그림 3-2-6.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추출한 리그닌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 그림 3-2-7.과 같이 액-액 추출법으로 용매 클로로포름과 증류수를 이용하여 

추출 및 정제된 리그닌을 성분별 분리한 결과 용매에 대한 용해도에 따른 성

분별로 분리가 가능하였으며 분리된 성분별 함량의 비교(그림 3-2-8.)에서 전

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용성 리그닌의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또한 

수용성 리그닌의 함량도 증가함. 반면 불용성 리그닌의 경우 전자선 흡수선

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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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유기용매를 이용한 리그닌의 성분별 분리. 

그림 3-2-8. 유기용매를 이용한 분리에서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성분별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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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리그닌의 분자량 조절 연구 (단분자량화)

 -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중 리그닌은 페닐프

로판 단위체(C6C3)들이 β-O-4, β-β, 5-5̀  등 3차원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물질이며 식물 세포벽 내에서 3차원의 무정형성 구조로서 고분자 중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 그림 3-2-9.에서는 조사선량 별 리그닌 분자량 분포도를 제시하는 GPC 크로

마토그램과 추출된 리그닌의 중량 평균 분자량(Mw), 수평균 분자량(Mn) 그

리고 다분산지수(Mw/Mn)를 나타내었다. 전자선 조사 되지 않은 리그닌의 분

자량은 7865 Da을 나타낸 반면, 조사량 100 kGy에서의 리그닌 분자량은 

6872 Da으로 약 13% 감소, 300 kGy에서는 6134 Da으로 약 22%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전자선 조사가 β-O-4와 같은 페닐프로판 단위체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분해시킨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3-2-9.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리그닌의 분자량 변화.

   

 - 리그닌에 대한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리그닌의 구조 변화를 적외선 분광법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그림 3-2-10.). 조사되지 않은 리그닌과 전자선 100 

kGy 조사된 리그닌의 구조적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300 kGy의 조

사량으로 조사된 리그닌의 파장변화는 3400, 1656, 1510, 1263 그리고 1152 

cm-1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중 3400 cm-1에 해당하는 하이드록시기는 

리그닌의 유도체화 반응에서 카르복시메틸기로 치환되는 작용기로서 눈에 띄

게 두드러졌고, 비공액 카르보닐 C=O 결합을 나타내는 파장인 1656 cm-1은 

굴곡이 사라졌으며, 1510, 1263 그리고 1152 cm-1은 리그닌 단위체 중 하나인 

과이아실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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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FT-IR을 통한 전자선 조사된 리그닌의 구조 변화.

 - 전자선에 의한 리그닌 구조 변화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1H & 13C 핵자

기공명법으로 분석하고 그림 11 (a)와 (b)에 나타내었다. 조사되지 않은 리그

닌과 300 kGy로 조사된 리그닌의 13C NMR 스펙트럼에서는 지방족 

carboxyl carbons에서 비롯된 카르보닐기에 관련된 영역인 176.4~171.6 ppm

과 과이아실 단위체에 해당하는 aromatic carbons의 148.6~101.8 ppm, 지방족 

측쇄에 존재하는 리그닌 내부 결합들과 메톡실기는 각각 87.2~60.1 ppm과 56 

ppm, 그리고 지방족 측쇄 내 포화탄화수소 구조에 해당하는 34.9~9.8 ppm에

서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00 kGy로 조사된 리그닌의 스펙트

럼에서는 지방족 측쇄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피크(176.4~171.6, 87.2~60.1 그리

고 34.9~9.8 ppm)들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특히, aromatic carbons에 해당

하는 148.6~101.8 ppm 영역 내 피크는 대부분 약화되었으나 과이아실 

phenolic OH에 해당하는 140.9 ppm 피크는 오히려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 300 kGy로 조사된 리그닌과 조사하지 않은 리그닌의 1H NMR 스펙트럼의 

변화를 분석하였고(그림 3-2-11. (b)), 13C NMR 스펙트럼 분석과 결과가 일

치하는지 평가하였다. 과거 연구에서 9.4~8.0 ppm 영역은 phenolic hydroxyl, 

그 중에서도 리그닌 단위체의 phenolic hydroxyl은 8.5~8.0 ppm 영역에서 피

크가 나타나고 1.5 ppm 에서 0.8 ppm 까지는 지방족 측쇄에 존재하는 

proton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왔다. 300 kGy 조사된 리그닌 스펙트럼에서 보

여지듯이 0.9, 1.1, 1.3 그리고 8.2 ppm 에서 조사되지 않은 리그닌의 스펙트

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피크가 나타났다. 이는 13C NMR과 FTIR 스펙

트럼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전자선이 β-O-4와 β-aryl ether와 같은 

리그닌 내부 결합을 분해하여 유도체화 반응에 필요한 하이드록시기 생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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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1. 조사된 리그닌의 NMR의 (a) 13C과 (b)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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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리그닌 변성화 연구

 - 바이오 플라스틱 합성을 위해 전자선 조사에 의해 단분자화된 리그닌에 γ

-caprolactone를 이용한 에스터화 반응과 ε-caprolactam을 이용한 아마이드화 

반응을 실시하여 리그닌 관능기를 변성하였다. 그림 3-2-12. (a)와 (b)에서 

카르보닐기에 해당하는 피크인 1650 cm-1 가 모두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특

히, 그림 3-2-12.(b)에서는 아민기에 해당하는 3200 cm-1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그닌 관능기 변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a) (b)

그림 3-2-12. (a) 에스터화 리그닌과 (b) 아마이드화 리그닌의 구조식과 화학

구조.

 - 전자선 조사된 리그닌에 γ-caprolactone와 terephthaloyl chloride를 이용하여 

관능기를 변성하고, 이를 축중합 하여 얻어진 바이오 플라스틱의 물성과 생

분해율 변화를 그림 3-2-13. (a)와 (b)에 나타내었다. 리그닌에 대한 조사량

이 300 kGy에서 제조된 바이오 플라스틱의 용융 온도는 약 8 oC 감소하였고, 

인장응력은 1.4 배 증가하였다. 생분해율 실험에서는 관능기가 변성된 고분자

는 조사량에 관계없이 약 2배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었고 0 kGy 보다 300 

kGy에서 약 1.2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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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3. 조사량에 따른 에스터화 리그닌의 (a) 물성변화와 (b) 생분해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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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리그닌 고탄화율 연구

 - 전자선을 이용하여 추출한 리그닌의 활용을 위하여 열적 안정성을 열중량 분

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선 조사선량이 0 kGy인 리그닌에 비해 1000 

kGy인 리그닌에서는 약 4%가 증가하여 29%이상의 잔류량을 갖고 열적 안정

성이 향상함을 확인하였음(그림 3-2-14.).

Control 200 kGy 400 kGy 1000 kGy

weight percent (wt%) 25.98 26.02 26.91 29.12

그림 3-2-14. 전자선을 이용하여 케냐프로부터 추출한 리그닌의 열중량 분석을 통한 잔류량의 변화.

 - 리그닌을 이용하여 탄소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자선을 50, 100, 200, 500, 

100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여 안정화한 후 탄화하여 열적·구조적 특성을 

분석함. 탄화는 열탄화로를 이용하여 질소 분위기에서 10°C/min의 속도로 승

온하여 1000°C에서 1시간동안 진행함(그림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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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50 kGy 100 kGy 200 kGy 500 kGy 1000 kGy

weight percent 
(wt%)

39.96 40.59 40.83 40.73 41.05 45.23

그림 3-2-15. 열중량 분석을 이용한 상업용 알칼리 리그닌의 탄화 후 잔류량의 영향

 - 상업용 리그닌 중 알칼리 리그닌과 sulfonate 알칼리 리그닌을 각각 전자선 

조사 후 열중량을 분석한 결과 전자선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리그닌의 

잔류량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3-2-16.). 전자선 비조사 리그닌에

서 잔류량이 39.96%인데 비해 1000 kGy의 전자선을 조사한 리그닌에서는 

45.23%로 열적 안정성이 향상됨.

Control 50 kGy 100 kGy 200 kGy 500 kGy 1000 kGy

weight percent 
(wt%)

43.95 48.44 50.23 50.94 50.92 50.17

그림 3-2-16. 열중량 분석을 이용한 상업용 알칼리 리그닌(low sulfonate contetn)의 탄화 후 잔류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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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용 리그닌 중 sulfonate 알칼리 리그닌을 전자선 조사 후 열중량을 분석

한 결과, 전자선 비조사 리그닌의 잔류량이 43.95%에서 전자선 조사 후 리그

닌에서는 단 50 kGy의 조사만으로 약 5%가 증가한 48.44%로 낮은 흡수선량

의 전자선으로 열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됨. 또한 200 kGy의 전자선 조사에서

는 50.94%로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가짐.

   

 - XRD분석에서 탄소와 결정 구조의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X선 회절 

피크는 그림 3-2-17. 와 같이 전체적으로 브로드하게 나타남. 전자선을 조사

하지 않고 탄화된 리그닌의 회절 피크는 2θ=17°에서 나타났으며 이후에 전자

선을 조사하여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2θ 값은 증가하여 23°에 근접함을 확

인함.

그림 3-2-17. 전자선 안정화 후 탄화된 리그닌의 XRD

 - 탄화된 리그닌의 라만 분광분석의 결과를 그림 3-2-18. (A)와 (B)에 나타냄. 

1차 영역의 스펙트럼은 1100 cm-1에서 1800 cm-1로 일반적으로 그라파이트격

자 진동의 E2g 모드에 기인하여 1852 cm-1에서 특성피트가 나타나며 이를 

G-밴드라 함. 또한 D-밴드는 A1g 진동에 기인하여 약 1350 cm-1에서 나타

남. 이러한 피크의 형태를 통해 구조적으로 디스오더 탄소와 그라파이트 층

의 가장자리, 그리고 격자 구조의 결함 등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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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탄화된 리그닌의 라만 스펙트럼의 (A) 1차 영역과 (B) 2차

영역.

 - 그림 3-2-18.(A)의 1차 영역에서 전자선 안정화 후 탄화된 리그닌의 경우, 안

정화 단계의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1350 cm-1의 피크는 거의 일

정하게 유지되고 1580 cm-1의 피크는 낮은 주기로 이동함.

 - 2200에서 3400 cm-1의 2차 영역에서는 그라파이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2700, 2900 cm-1의 피크가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조금

씩 갈라짐을 확인함. 이 밴드는 D-밴드와 D -̀밴드의 조합과 D -̀밴드의 배진

동에 기인하여 일반적으로 결정성이 높을수록 2700 cm-1의 밴드가 갈라져 나

타남(그림 3-2-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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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탄화 리그닌의 D-밴드와 G-밴드의 세기의 비 (ID/IG)의 변화. 

 - 또한 D-밴드와 G-밴드의 세기의 비를 계산하여 나타낸 결과(그림 3-2-19.)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전자선의 처리가 디스오더

(disorder)와 격자구조의 결함을 감소시켜 리그닌의 고탄화에 기여함을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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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리그닌 유도체 제조 연구

 - 펄프 및 섬유 제조를 위해 셀룰로오스를 추출한 후 잔류하는 리그닌을 폐기 

및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고흡수성 소재로서 활용하기 위해 수용성 

carboxymethyl lignin(CML)으로 합성하고 조건 별 치환율을 그림 3-2-20. 

(a)와 (b)에 나타내었다. 조사되지 않은 리그닌을 chloroacetic acid와 30% 

NaOH 용액의 주입량을 각각 12 g과 27 ml로 하였을 때 치환율은 0.49, 300 

kGy 조사된 리그닌에서는 0.59로 나타났다. 전자선 조사에 의한 리그닌 구조

변화 연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방향족 하이드록시기의 증가로 인해 치환율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a) (b)

그림 3-2-20. (a) chloroacetic acid의 농도와 (b) 30% NaOH 용액의 함량 변화에 따른 치환율 변화

 - 제조된 carboxymethyl lignin의 화학적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법

을 이용하여 carboxymethyl(-CH2-COOH)기에 의한 변화를 확인하였다(그림 

3-2-21. (a)와 (b)). 조사되지 않은 리그닌과 300 kGy 조사된 리그닌으로 제

조된 carboxymethyl lignin 모두 하이드록시기에 해당하는 3380 cm-1와 카르

보닐기에 해당하는 1650 cm-1는 모두 증가하였다. Chloroacetic acid 함량 변

화에 따른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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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21. (a) 조사되지 않은 리그닌과 (b) 300 kGy로 조사된 리그닌을 이용하여 제조된 CML의 화학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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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자선 이용 AAc-g-셀룰로오스 개발 

 - 케냐프는 일년생 아열대 초본식물로써 열대-아열대 기후 등에서 빠르게 자라

는 장점이 있는 식물로 케냐프 코어로 불리는 심 부분은 무결정 형태로 결이 

없고 매우 가벼운 편이다. 반면 케냐프 껍질의 경우 일자 형태의 결형태로 

응집해 있으며 이를 분리해 손쉽게 셀롤로우즈 기반 섬유를 제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자선 조사에 의한 그라프트 방법은 섬유를 단량체와 동시에 조사하는 동시

조사법과 방사선을 조사시킨 후 단량체와 접촉시키는 전조사 방법이 있다. 

동시조사법은 공정이 간단하고 생선된 라디칼이 즉시 이용될 수 있어 방사선 

조사량이 적어도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단일중합체(homopolymer)가 동시

에 생성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전조사 방법은 섬유의 표면에 라디칼이 생성

되기 때문에 단일중합체가 비교적 적게 생성되고 투과 깊이에 큰 영향을 받

지 않기 때문에 전자선을 이용하여 조사량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 케냐프 심과 외피를 분리하여 외피만 자연 건조하여 20 mm 의 크기로 잘게 

자른 후 결을 따라 분리하여 섬유를 제조하였다. 증류수를 용매로 하여 

50wt% 아크릴산 용액을 제조하였다.

 - 케냐프 섬유를 질소 분위기의 반응기에 넣고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2.5 

MeV의 에너지에서 4 mA의 전류로 설정하여 총 흡수선량이 50 kGy가 되도

록 조사하였다.  조사 후 아크릴산 용액을 반응기에 넣고 용액 내 산소 제거

를 위해 질소로 버블링 하였다. 위 반응기를 온도가 40 oC로 설정된 증탕조

에 넣고 2, 4, 6, 8, 22시간 반응 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잔류 단량체와 생성

된 단일 중합체를 제거하기 위해 케냐프를 체에 걸러낸 후 60 oC의 증류수로 

세척하여 건조 하였다.

 - 전자선을 조사한 후 그라프트 반응 시간을 달리하여 아크릴산이 그라프트 중

합된 케냐프 섬유를 제조하고 그라프트율과의 관계를 그림 3-2-22.에 표시하

였다. 그라프트 반응은 전자선에 의해 라디칼이 생성된 케냐프 섬유 표면에 

아크릴산 단량체가 결합하여 그라프트 반응이 진행된다. 그라프트율은 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반응시간 2 ~ 6시간 까

지는 15.6 %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 초기에는 케냐프 섬유 표면에 전자선에 

의해 라디칼이 생성되어 이곳에 그라프트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연쇄 이동반응에 의한 단일 중합체 형성 및 라디칼 종결반응 

등에 의한 부반응이 발생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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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전자선 조사 후 반응시간에 따른 아크릴산의 그라프팅율

 - FT-IR 분석을 통해 케냐프 섬유 표면에 아크릴산이 그라프트 중합된 것을 

확인 하였다(그림 3-2-23.). 3,600 cm-1과 3100 cm-1 사이에서 보이는 피크는 

전형적인 셀룰로오즈 피크인 OH 스트레칭에 의한 것이며, 2,850 ~ 2,970 

cm-1의 밴드는 CH2와 CH3 그룹의 CH 진동에 의한 것이다. 아크릴산가 그라

프트 된 케냐프 섬유에서 아크릴산에서의 C=O의 이중결합 흡수피크인 1,715 

cm-1에서의 피크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흡수 피크는 그라프트 반응시

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자선이 조사된 

케냐프 섬유 표면에 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라프

트율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라프트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아크릴산의 함량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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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전자선 조사 후 반응시간에 따른 FT-IR 결과

 - 접촉각 측정을 통해 아크릴산 그라프트에 의한 친수성 변화를 확인하였다(그

림 3-2-24.). 분석 작업은 그림 3-2-25.에서 볼 수 있듯이 단섬유표면장력측

정기를 통해 하나의 케냐프 섬유에서 진행하였다. 모든 케냐프 섬유에서의 

후진 접촉각은 전진 접촉각보다 항상 낮은 값을 갖는데 이는 소재의 이질성 

및 소재 표면의 거칠기 때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케냐프 섬유는 그라프트 되지 않은 케냐프 섬유보다 전진 접촉각과 후진 접

촉각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접촉각은 그라프트 반응시간에 

따라 감소하다 6시간이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낮은 접촉각은 보다 

높은 친수성을 의미하며 이는 보다 강한 접착성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선 조사 유도 방식의 아크릴산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케냐프 섬유의 친

수성이 한층 강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시멘트 내에서의 분산성 및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접착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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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단섬유 접촉각 측정 방법

그림 3-2-25. 전자선 조사 후 반응시간에 따른 케냐프 섬유의 접촉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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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감마선 이용 AAm-g-셀룰로오스 개발 

 - 케냐프 외피 섬유를 2 mm 길이로 절단 후 외피 섬유를 에탄올을 용매로 한 

50 wt% 아크릴아미드 용액에 넣은 후 60-Co 감마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10 kGy/hr의 조사선량율로 조사량이 20, 40, 60, 100 kGy가 되도록 동시조사

법을 이용하여 그라프트 반응을 유도하여 아크릴아미드가 그라프트된 케냐프 

섬유를 제조하였다.

그림 3-2-26. 감마선을 이용한 아크릴아마이드 그라프팅 모식도

 - 감마선 조사량이 20 kGy의 조건에서 아크릴아미드 그라프트 수율은 2.34 %

를나타냈으며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그라프트 수율이 증가했고 100 

kGy이에서는 10.8 %의 그라프트 수율을 나타냈다. 동시 조사법의 경우 그라

프트 반응과 동시에 호모폴리머 중합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전조사 방법에 

비해 그라프트 수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리과정이 간편하고 총 반

응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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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아크릴아미드 그라프팅율

 - 감마선을 통해 그라프트 된 케냐프 섬유의 TGA 분석을 통해 역적 특성을 평

가 하였다.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잔류량이 소폭 감소하나 큰 차이가 없

음을 확인했으며 260 ~ 360 oC에서 그라프트 되지 않은 케냐프 섬유와 그라

프트된 케냐프 섬유의 열 분해 거동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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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케냐프 섬유의 TGA 곡선

 - 그림 3-2-29.의 FT-IR 결과를 통해 케냐프 섬유의 그라프트 정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아크릴아미드가 그라프트 된 케냐프 섬유에서 아미드 I과 아미드 

II 흡수 피크인 1,670 cm-1과 1,630 cm-1에서의 피크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흡수 피크의 강도는 조사 선량이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였다. 3,600 

cm-1과 3100 cm-1사이에서 OH 및 NH 스트레칭 피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180 cm-1에서 관찰된 피크는 대칭적인 NH 스트레칭에 해당하며, 1,610 

cm-1에서 관찰된 피크는 아미드 II 흡수 피크이다. 이를 통해 감마선이 조사

된 케냐프 섬유 표면에 아크릴아미드가 그라프트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라프트율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아크릴아미드

의 함량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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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FT-IR 결과

 - 접촉각 측정을 통해 아크릴아미드 그라프트에 의한 친수성 변화를 확인하였

다. 전자선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접촉각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낮은 접촉각은 보다 높은 친수성을 의미하며 이는 보다 강한 접착성

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마선 조사 유도 방식의 아크릴아미드 그라프

팅을 통해 케냐프 섬유의 친수성이 한층 강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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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케냐프 섬유의 접촉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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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케나프 이용 고흡수성 소재 적용을 위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

스 합성연구 

 - 천연고분자 중 케냐프는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른 천연재료에 비하여 리

그닌과 이물질의 함량이 낮으므로 셀룰로오스 유도물질의 제조에 적합하다. 

케냐프 심의 성분은 약 46.1% 셀룰로오스, 25.4% 헤미셀룰로오스, 약 19.8% 

리그닌, 8.7% 이물질이다. 기존의 화학적 펄핑은 높은 온도조건에서 염기처리

하고 이를 표백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염기처리로 인한 pH를 조

절하기 위하여 중화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케냐프 

심으로부터 셀룰로오스를 추출하기 위하여 방사선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최

소화를 목적으로 물찜 및 표백(표 3-8., 표 3-9.)을 하였다. 

표 3-8. 케냐프 심의 물찜 조건

  

Non-irradiated 

Kenaf core

Electron beam irradiated 

Kenaf core

NaOH 10 - 12 % DI water only

케냐프의 양 5 %

오토클레이브 온도 120 ℃
오토클레이브 시간 3 h

표 3-9. 케냐프 심의 표백 조건

Method Step 1 Step 2

Chemicals
2 % Sodium chlorite

3 % Acetic acid
1.2 % NaOCL

케냐프의 양 10 %

Temp. 70 ℃ 25 ℃
Time 90 min 60 min

 - 전자선 조사된 케냐프 심은 화학물질 없이 물찜을 하였고 기존의 염기처리법

인 약 10-12%의 NaOH수용액과 물찜을 하였다. 이 때, 물찜조건은 케냐프 

심 5%의 농도로 약 120도에서 3시간이다. 이 후 동일한 표백과정을 거쳐 케

냐프 심으로부터 셀룰로오스를 추출하였으며 화학물질 없이 전자선 조사된 

케냐프 심으로부터 약 95% 이상의 순도를 얻어 기존의 화학적 추출법의 순

도를 상회하였다. 약 90%의 셀룰로오스 순도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선 

조사량은 200 kGy이었다. FT-IR 분석에서는 약 1,730 cm-1부근의 피크는 헤

미셀룰로오스의 아세틸 그룹과 리그닌이나 헤미셀룰로오스 내의 카르복실 그

룹의 에스터 결합으로 인하여 나나타난다. 약 1,240 cm-1부근의 피크는 리그

닌 내의 아릴 그룹의 C-O스트레칭으로 인하여 나타나며 두 가지의 주요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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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300 kGy 전자선 조사 후 표백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사라짐을 보이는 

것은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가 제거됨을 의미한다.  

그림 3-2-31.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펄핑 후 케냐프 심의 함량변화와 FT-IR 

분석

 - 방사선을 이용하여 케냐프 심으로부터 추출된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Carboxymethyl cellulose (이하 CMC) 합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MC

의 합성을 위한 실험인자들은 반응온도(55-65℃), 반응시간(3-5시간), NaOH 

농도(25-40%), Monochloroacetate (MCA) 농도 (1.5-2.5 mol/AGU)가 있으며 

표 3-10.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MC의 합성은 셀룰로오스 5 g을 

Isopropyl alcohol/NaOH에 한 시간 동안 교반한 후, MCA를 첨가하고 승온하

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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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CMC 합성 조건

Sample

s
NaOH (%) MCA (mol/AGU)

Reaction time 

(h)

Temp. 

(℃)
DS

1 25 1.5 3 60 0.3-0.4
2 25 1.5 4 60 0.5-0.6
3 25 1.5 5 60 0.3-0.4
4 25 2.0 3 60 0.5-0.6
5 25 2.0 4 60 0.7-0.8
6 25 2.0 5 60 0.6-0.7
7 25 2.5 3 60 0.1-0.2
8 25 2.5 4 60 0.2-0.3
9 25 2.5 5 60 0.1-0.2
10 30 1.5 3 60 0.6-0.7
11 30 1.5 4 55 0.7-0.8
12 30 1.5 4 60 0.9-1.0
13 30 1.5 4 65 0.4-0.5
14 30 1.5 5 60 0.7-0.8
15 30 2.0 3 60 0.5-0.6
16 30 2.0 4 60 0.7-0.8
17 30 2.0 5 60 0.6-0.7
18 30 2.5 3 60 0.2-0.3
19 30 2.5 4 60 0.2-0.3
20 30 2.5 5 60 0.2-0.3
21 35 1.5 3 60 0.4-0.5
22 35 1.5 4 60 0.7-0.8
23 35 1.5 5 60 0.5-0.6
24 35 2.0 3 60 0.5-0.6
25 35 2.0 4 60 0.7-0.8
26 35 2.0 5 60 0.6-0.7
27 35 2.5 3 60 0.1-0.2
28 35 2.5 4 60 0.2-0.3
29 35 2.5 5 60 0.1-0.2
30 40 1.5 3 60 0.4-0.5
31 40 1.5 4 60 0.6-0.7
32 40 1.5 5 60 0.5-0.6
33 40 2.0 3 60 0.5-0.6
34 40 2.0 4 60 0.7-0.8
35 40 2.0 5 60 0.5-0.6
36 40 2.5 3 60 0.1-0.2
37 40 2.5 4 60 0.3-0.4
38 40 2.5 5 6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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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a) NaOH 농도변화에 따른 치환율 변화(30 % NaOH, 1.5 

mol/AGU MCA, 60℃), (b) 반응시간에 따른 치환율 변화(1.5 mol/AGU MCA, 

60℃, 4h), 

(c) MCA 농도에 따른 치환율 변화(30 % NaOH, 60 ℃, 4h), 

(d) 반응온도에 따른 치환율 변화, (30 % NaOH, 1.5 mol/AGU MCA, 60 ℃, 4h)  

 - CMC합성의 최적조건은 치환도(DS)값으로 결정하였으며 NaOH의 농도는 

30%, 반응시간은 4 시간, MCA의 농도는 1.5 mol/AGU, 반응온도는 60도에서 

치환도는 0.9-1.0이었다. 

그림 3-2-33. (a)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겔화율 변화, (b)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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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도 변화 

 -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최소화를 통해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이

용하여 CMC를 합성하였고 이의 고흡수성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CMC 20 wt.%를 증류수에 용해한 후 10 kGy/h의 조사

강도로 각각 10, 30, 50 kGy 감마선 조사를 하였다. 감마선 조사된 CMC 하

이드로겔을 60도의 건조오븐에서 무게감량이 없을 때까지 건조하고 무게

(Wo)를 측정하였다. 건조된 CMC 하이드로겔을 40도의 증류수에 48 시간 동

안 침지시켜 가교되지 않은 부분을 용해하였고 이를 60도의 건조오븐에서 무

게감량이 없을 때까지 건조하여 무게(W)를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겔화

율은 W/Wo의 무게비를 계산하여 얻을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겔

화율의 측정 결과 10 kGy, 30 kGy, 50 kGy에서 각각 30.4%, 45.6%, 39.7%의 

겔화율을 보였다(그림 3-2-33. (a)). CMC 하이드로겔의 팽윤도의 측정은 25

도 수조에 침지하여 24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무게비로 계산하였으며, 측정결

과 10 kGy, 30 kGy, 50 kGy에서 각각 3,570%, 6,460%, 5,900%의 겔화율을 

보였다(그림 3-2-3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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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볏짚 이용 고흡수성 소재 적용을 위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

스 합성연구           

 - 볏짚은 다른 천연재료들에 비하여 구성성분 간의 화학적 결합이 약하여 셀룰

로오스의 추출에 유리하고 그 양이 풍부한 재생자원이다. 볏짚은 약 39.5% 

셀룰로오스, 약 26.7% 헤미셀룰로오스, 약 19.5% 리그닌, 14.3% 이물질로 구

성되어 있다. 볏짚으로부터 셀룰로오스의 추출은 화학적 펄핑방법을 이용하

였다. 증해는 볏짚 분말을 15 wt%의 NaOH 수용액에 투입하고 120도에서 3

시간 동안 실시한 후 얻은 슬러리를 종이필터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한 후 건조하였다. 표백과정은 1단계로 6%의 sodium chlorite와 4%의 

acetic acid 수용액에 증해된 볏짚을 첨가한 후 80도에서 5 시간 동안 진행하

고 이를 세척 후 건조한 다음 2단계로 1.2% sodium hypochlorite 수용액에 

볏짚 분말을 첨가하고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사용된 볏짚의 양은 10 wt%이었다. 펄핑된 볏짚의 셀룰로오스 함유량은 약 

94.2%이고 수율은 약 25.6%이었다. 이렇게 얻어진 약 94.2% 순도의 볏짚 셀

룰로오스로부터 CMC 합성조건은 NaOH의 농도는 30%, 반응시간은 4 시간, 

MCA의 농도는 1.5 mol/AGU, 반응온도는 60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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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볏짚으로부터 셀룰로오스 추출과 CMC 합성에 따른 FT-IR

 

 - 볏짚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합성된 유도물질인 CMC의 화학적 

구조변화를 적외선 분광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그림 3-2-34.). 먼저, 볏짚

의 주성분은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이며 이들의 주요 피크들은 

1,720 cm-1에서 리그닌의 에스터 결합 혹은 헤미셀룰로오스의 아세틸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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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나타나는 C=O와 1,240 cm-1의 피크는 리그닌 내 aryl 그룹의 C-O이

다. 이 피크는 증해와 표백과정을 거쳐 제거되었고 이는 셀룰로오스가 추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볏짚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CMC 합성을 하였고 

CMC의 FT-IR 분석을 통하여 약 2,900 cm-1에서 나타나는 CH2의 제거와 

1,610 cm-1과 1,410 cm-1의 COO-의 피크의 생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

10.1. 볏짚 이용 나노셀룰로오스 단리

 - 약 94.2%의 순도를 갖는 볏짚 셀룰로오스 5 wt%와 45도로 예열된 65%의 황

산수용액을 교반하는 방법으로 30, 45, 60, 75, 90, 120분 간 산 가수분해하였

다. 산 가수분해 시간의 종료는 냉각된 증류수를 투입하여 반응을 중단하였

고 얻어진 현탁액을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 후 셀룰로오스 아

세테이트 투석막(MWCO: 14,000)을 이용하여 증류수에서 약 투석을 실시하

여 황산과 잔여물을 제거하였고 72 시간 후 pH 5.0이상의 현탁액를 얻을 수 

있었다. 현탁액은 원심분리를 통하여 상층액을 제거한 뒤 동결건조하여 나노

셀룰로오스 분말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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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산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볏짚 나노셀룰로오스의 결정지수 변화

 - 산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볏짚 나노셀룰로오스의 결정지수를 알아보기 위하

여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고 결정지수의 계산 시 피크높이를 이용하는 

Segal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60분 가수분해 진행 시 가장 높은 약 78%의 

결정지수를 보였으며 60분 이상의 가수분해 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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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가수분해 시간마다 수율은 각각 46.6% (30분), 36% (45분), 34% (60

분), 29.8% (75분), 29.2% (90분), 21.4% (120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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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볏짚, 셀룰로오스, 나노셀룰로오스의 열중량분석

 - 산 가수분해의 시간 별로 얻어진 나노셀룰로오스의 열분석 결과를 그림 

3-2-36.에 나타내었다. 볏짚의 주성분들은 헤미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 리그

닌의 순서로 열분해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헤미셀룰로오스 내의 아세틸 

그룹이 열안정성이 취약하여 가장 먼저 열분해되며 3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셀룰로오스의 분해가 시작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 리그닌과 이물질이 열분

해 된다. 산 가수분해에 의한 sulfate 그룹에 의한 dehydration반응에 의하여 

나노셀룰로오스의 열분해는 셀룰로오스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작된다. 더불어, 

산 가수분해 시간이 증가할수록 sulfate 그룹의 도입 역시 증가하여 난연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잔여물이 증가한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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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볏짚 나노셀룰로오스의 형태학 관찰

- 볏짚으로부터의 나노셀룰로오스의 단리의 최적 가수분해 시간은 약 60 분 이

었고 이 때, 결정지수는 78.0%, 결정크기는 약 31Å를 갖는 침상 형태

(rod-like)의 나노셀룰로오스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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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칼립투스 이용 고흡수성 소재 적용을 위한 카르복시메틸셀

룰로오스 합성연구           

 - 유칼립투스는 펄핑 후 제지의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칼립투스의 

성분은 약 48.1% 셀룰로오스, 약 21.6% 헤미셀룰로오스, 약 23.2% 리그닌, 

7.1% 이물질이다. 화학적 펄핑방법을 이용하여 고온에서 염기처리 후 두 번

의 표백과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염기처리는 15 wt%의 NaOH 수용액에 유

칼립투스 분말을 첨가하여 120도에서 3시간 동안 진행하고 슬러리를 감압여

과한 후 건조하였다. 표백과정은 7%의 sodium chlorite/5% acetic acid 수용

액에 유칼립투스 분말을 첨가한 후 80도에서 5 시간 동안 실시하고 이를 세

척, 건조한 다음 1.2% sodium hypochlorite 수용액에 유칼립투스 분말을 첨가

하고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사용된 유칼립투스 

분말의 양은 10 wt%이었다. 펄핑된 유칼립투스의 셀룰로오스 함유량은 약 

91.4%이고 수율은 약 29.7%이었다. 이렇게 얻어진 약 91.4% 순도의 유칼립

투스로 셀룰로오스로부터 CMC 합성조건은 NaOH의 농도는 30%, 반응시간

은 4 시간, MCA의 농도는 1.5 mol/AGU, 반응온도는 60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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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유칼립투스의 셀룰로오스 추출과 CMC 합성에 따른 FT-IR

 

 - 유칼립투스로부터 얻어진 셀룰로오스와 이를 이용하여 합성된 CMC의 화학

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FT-IR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2-38.). 먼저, 유

칼립투스로부터 셀룰로오스의 추출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1,730 cm-1의 피크

는 리그닌의 에스터 결합 혹은 헤미셀룰로오스의 아세틸 그룹에 의하여 나타

나는 C=O이다. 그리고, 1,250 cm-1의 피크는 리그닌 내 aryl 그룹의 C-O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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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칭으로 인한 피크이며 이 두 가지 주요 피크들의 제거는 증해와 표백과

정에서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가 제거되었음을 타내고 셀룰로오스가 추출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칼립투스 셀룰로오스로부터 CMC 합성의 증거들

을 확인 할 수 있다. 3,300 cm-1-3,500 cm-1의 피크는 셀룰로오스 내의 

hydroxyl 그룹에 의해 나타나며 2,900 cm-1-2,800 cm-1의 피크는 셀룰로오스 

내 CH2의 symmetric, asymmetric1 stretching vibration을 나나내며 CMC의 

합성 시 제거되었다. 1,600 cm-1과 1,420 cm-1의 피크는 CMC가 합성되었음을 

나타내는 COO- stretching and bending을 나타낸다.  

11.1. 유칼립투스 이용 나노셀룰로오스 단리

 - 유칼립투스 셀룰로오스 5 g을 45도로 예열된 65%의 황산수용액 95 g에 투입

하고 30, 45, 60, 75, 90, 120분 간 산 가수분해를 실시하였다. 각각 산 가수분

해 후 냉각된 증류수를 투입하여 반응을 종료시켰으며 이렇게 얻어진 현탁액

은 0도의 온도에서 10,000 rpm의 속도로 15분 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 

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분리막(MWCO: 14,000)을 이용하여 증류수를 한 

시간마다 교체해주며 약 72 시간 동안 투석을 실시하여 황산을 제거하였고 

이 때, pH는 5.0이상의 슬러리를 얻었고 이를 투석 후 현탁액은 원심분리를 

거쳐 상층액 제거 후 동결건조하여 나노셀룰로오스 분말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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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산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유칼립투스 나노셀룰로오스의 결정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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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유칼립투스 나노셀룰로오스의 결정지수를 Segal법

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45분 가수분해 진행 시 가장 높은 약 76%의 결정지수

를 보였으며 45분 이상의 가수분해 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노셀룰로

오스 단리 시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결정지수는 단리의 최적 조건을 찾는 가

장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다. 또, 각각의 가수분해 시간마다 수율은 각각 

40.6% (30분), 38.2% (45분), 35.4% (60분), 34.4% (75분), 32.0% (90분), 

30.8% (120분)이었다.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0

20

40

60

80

100

 

 

W
e
ig
h
t 
re
s
id
u
e
s
 (
%
)

Temperature (
o
C)

 Raw

 Bleached

 CNC30 

 CNC45 

 CNC60 

 CNC75 

 CNC90 

 CNC120 

그림 3-2-40. 유칼립투스, 셀룰로오스, 나노셀룰로오스의 열중량분석

 - 산 가수분해의 시간 별로 얻어진 나노셀룰로오스의 열분석 결과를 그림 

3-2-40.에 나타내었다. 유칼립투스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의 열분해 온도는 각기 다르며 헤미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 리그닌 순

으로 열분해가 일어난다. 헤미셀룰로오스 내의 아세틸 그룹의 낮은 열안정성

에 의하여 가장 먼저 열분해가 일어나며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셀룰로오스

의 분해가 시작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 리그닌과 이물질의 열분해가 일어난

다. 나노셀룰로오스의 열분해는 셀룰로오스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산 가수분해에 의한 sulfate 그룹에 의한 dehydration이 이유이다. 더불

어, 산 가수분해 시간이 증가할수록 sulfate 그룹이 증가로 인하여 난연제 역

할을 하기 때문에 잔여물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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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유칼립투스 나노셀룰로오스의 형태학 관찰

 - 산 가수분해를 통하여 얻어진 나노셀룰로오스의 형태학 관찰을 그림 3-2-41.

에 나타내었다. 침상 형태(rod-like)의 나노셀룰로오스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때의 조건은 50 kGy 전자선 조사 후 약 45 분 간 산 가수분해이었고 이 때, 

결정지수는 76.0%, 결정크기는 약 29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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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사선 및 강산을 이용한 나노셀룰로오스 추출 연구 

 - 나노셀룰로오스는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갖는 유기고분자 물질로서 각종 목

재와 식물자원 등의 천연재료들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재생자원

이다. 나노셀룰로오스는 천연재료로부터 얻어진 셀룰로오스 구조 중 산 가수

분해에 취약한 무정형 영역을 제거하고 무정형 영역에 비하여 내산성을 갖는 

결정 영역이 단리된 것으로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 나노크리스탈린 셀룰

로오스, 셀룰로오스 나노휘스커로도 명명된다. 그러나, 이의 제조비용은 상당

히 고가로 인식되고 있고 수율과 대량생산 측면을 고려할 때 산업화 단계까

지는 많은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가 나노셀룰로오스의 단리 시 산 가수분해 후 수율과 시간 그리

고 제반물성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본 보고서의 나노셀룰로오스의 단리를 위한 원재료로서는 의약, 식품 등 산업

분야와 일상생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오스 

(Avicel PH-101)를 선정하였다. 전자선 조사를 위하여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오스는 5 mm의 두께로 지퍼팩에 넣고 밀봉하여 2.5 MeV 선형 점자빔 

가속기에서 25 mA의 전류세기, 10 m/min의 카트속도 운행 시 스캔 당 25 

kGy의 조사강도를 확보, 전자선 조사량은 샘플 각각 50, 100, 150, 200 kGy이

었다. 전자선 조사된 10 wt.%의 MCC를 45도로 예열된 65%의 황산수용액에 

투입하고 30, 60, 90, 120분 간 산 가수분해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산 가수분

해 시간마다 냉각된 증류수를 투입하여 반응을 종료시켰으며 이렇게 얻어진 

현탁액은 0도의 온도에서 10,000 rpm의 속도로 15분 간 원심분리하였다. 원

심분리 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분리막(MWCO: 14,000)을 이용하여 증류

수를 한 시간마다 교체해주며 약 72 시간 동안 투석을 실시하여 황산을 제거

하였고 이 때, pH는 4.8-5.2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투석 후 현탁액은 원심분

리를 거쳐 상층액 제거 후 동결건조하여 나노셀룰로오스 분말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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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전자선 조사량과 산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나노셀룰로오스의 

평균입도

 - 전자선 조사량과 산 가수분해의 시간 별로 얻어진 나노셀룰로오스 분말은 나

노파티클 분석기를 통하여 평균입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그림 3-2-42.에 나타

내었다. 전자선이 조사되지 않은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오스의 산 가수

분해 시 약 120 분에서 평균입도 약 338.9 nm의 나노셀룰로오스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전자선이 50, 100, 150, 200 kGy 조사된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

룰로오스에서는 산 가수분해 약 30분 만에 각각 평균입도 330.0, 295.3, 166.8, 

152.0 nm의 나노셀룰로오스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전자선 조사가 셀룰로오

스의 중합도(degree of polymerization)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같은 산 

농도에서의 산 가수분해를 촉진시켜 나노셀룰로오스가 단리되는 시간이 단축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전자선 조사를 이용한 나노셀룰로오스의 단

리 시 기존의 방법 대비 약 75%의 시간감축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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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전자선 조사량과 산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나노셀룰로오스의 수율

 - 전자선 조사량과 산 가수분해의 시간 별로 얻어진 나노셀룰로오스의 수율을 

그림 3-2-43.에 나타내었다. 전자선이 조사되지 않은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

룰로오스로부터 약 120 분의 산 가수분해 후 단리된 나노셀룰로오스의 수율

은 약 44%이었으며 전자선이 50, 100, 150, 200 kGy가 조사된 마이크로크리

스탈린 셀룰로오스는 약 30 분의 산 가수분해를 거쳐 단리된 나노셀룰로오스

의 수율은 각각 51.0%, 47.0%, 30.4%, 29.4%이었다.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획득한 나노셀룰로오스는 50 kGy/30min, 50 kGy/60min, 100 kGy/30min 조

건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각각 약 7%, 5.4%, 3%의 수율 향상 효과를 보였으

며 그 이상의 전자선 조사량과 가수분해 시간에서는 수율이 현저히 감소하였

다. 이는 전자선 조사로 인하여 중합도가 감소된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

오스의 산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산 가수분해 시간 증가에 따라 

수율이 감소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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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kGy / 30 min: 75.1% 3.039 nm

100 kGy / 30 min: 75.4% 3.188 nm

50 kGy / 30 min: 78.0% 3.337 nm

0 kGy / 120 min: 76.7% 3.209 nm

 Avicel PH-101: 79.6% 3.830 nm

그림 3-2-44. 전자선 조사량과 산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나노셀룰로오스의 X-선 

회절 분석

 - 전자선 조사량과 산 가수분해의 시간 별로 얻어진 나노셀룰로오스의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그림 3-2-44.에 나타내었다. 나노셀룰로오스의 결정지수는 

나노셀룰로오스 단리의 최적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X-선 회절 

분석 시 피크강도의 높이를 이용한 계산한 Segal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Crystallinity Index (%) = (I200-I am)/I200*100

  이 때, I200는 2θ=22°(결정형 영역)에서의 피크강도이고 I am는 2θ=18°(무정형 

영역)에서의 피크강도이다.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오스의 결정지수는 

79.6%로 참고문헌의 결과와 유사하며 전자선이 조사되지 않은 마이크로크리스

탈린 셀룰로오스로부터 120분의 산 가수분해 후 단리된 나노셀룰로오스의 결

정지수는 76.7%이었다. 이에 반해, 전자선이 50, 100, 150, 200 kGy가 조사된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오스로부터 30분의 산 가수분해 후 단리된 나노셀

룰로오스의 결정지수는 각각 78.0%, 75.4%, 75.1%, 74.2%를 나타내어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나노셀룰로오스의 결정지수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50 kGy/30min의 조건에서 단리된 나노셀룰로오스의 경우 약 1.3%의 결정

지수가 증가하여 전자선 조사를 이용한 나노셀룰로오스 단리 공정의 효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오스로부터 나노셀룰로오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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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 시 결정크기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결정크기는 Scherrer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L[200] = kλ/(β[200]cosθ)

  이 때, L[200]은 crystal thickness 혹은 crystal size이고 k는 Scherrer상수로서 

셀룰로오스는 0.94이다. λ는 X-선의 파장이고 β[200]는 lattice [200] 피크강도의 

너비의 반을 의미한다.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오스의 결정크기는 약 38Å
이었고 산 가수분해 시 약간 감소하였으나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며 대략 

30-32Å를 나타내어 참고문헌들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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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전자선 조사량과 산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나노셀룰로오스의 

열분석

표 3-11. 전자선 조사량과 산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나노셀룰로오스의 원소분석

 - 전자선 조사량과 산 가수분해의 시간 별로 얻어진 나노셀룰로오스의 열분석 

결과를 그림 3-2-45.에 나타내었다. 나노셀룰로오스의 초기 열안정성은 마이

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오스보다 낮았으며 이는 산 가수분해 시 마이크로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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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셀룰로오스에 sulfate그룹의 도입으로 인한 dehydration반응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또, 전자선 조사 없이 120 분 동안 산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나노

셀룰로오스의 경우에는 800도에서 residue가 약 22.16%로 전자선 조사를 이

용하여 30 분 동안 산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나노셀룰로오스의 경우 각각 

21.07% (50 kGy), 20.51% (100 kGy), 19.73% (150 kGy), 19.81% (200 kGy)

보다 높았다. 이는 산 가수분해가 증가할수록 sulfate그룹의 도입 역시 증가

함에 따라 flame retardant의 역할을 한 것이 원인으로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원소분석 결과인 표 3-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 가수분해 전의 마이크로크

리스탈린 셀룰로오스의 sulfate 함량은 0%가 당연하고 전자선 조사 없이 120 

분 동안 산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나노셀룰로오스의 경우에는 약 0.74%로 전

자선 조사 (50-200 kGy) 후 30 분 동안 산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나노셀룰오

스보다 약 0.09%에서 0.29%가량 sulfate 함량이 더 높았다. 

그림 3-2-46. 전자선 조사를 이용한 최적조건으로 단리된 나노셀룰로오스의 

형태학 관찰

 - 전자선 조사/산 가수분해를 통하여 얻어진 나노셀룰로오스의 형태학 관찰을 

그림 3-2-46.에 나타내었다. 침상 형태(rod-like)의 나노셀룰로오스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때의 조건은 50 kGy 전자선 조사 후 약 30 분 간 산 가수분해이

었고 이 때, 결정지수는 78.0%, 결정크기는 약 33Å, 평균입도는 약 330 nm

로서 TEM을 통한 형태학 관찰 시 유사한 크기를 보였다.

 - 결과적으로 전자선 조사를 통한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셀룰로오스로부터 나노

셀룰로오스 단리 공정은 약 75%의 시간단축과 7% 정도의 수율 향상, 결정지

수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에서의 응용 시 생산량 증대, 제반물성의 

향상 등 효과적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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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방사선 및 약산을 이용한 나노세룰로오스 추출 연구

 - 방사선 및 약산 이용 나노셀룰로오스 제조 조건

강산이용 나노셀룰오스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서 강산을 대신하여 아세트

산과 금속염을 이용하여 가수분해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그림 3-2-47). 가수분해 반응은 아세트산과 물이 98대 2로 혼합된 농

도 98%의 아세트산 수용액 50mL를 118oC로 가열하고, 셀룰로오스 10g과 아세트

산 1몰 대비, 금속염으로 리튬클로라이드(LiCl)을 2몰로 혼합하여 실시하였고, 냉

각된 증류수로 반응을 정지시켜 나노셀룰로오스 현탁액을 얻었다. 이후 강산처리

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나노셀룰로오스를 분리하였다.

그림 3-2-47. 아세트산과 금속염을 이용한 나노셀룰로오스 제조

 - 방사선 및 약산이용 나노셀룰로오스 제조 결과

셀룰로오스의 비결정질 영역을 금속염을 첨가한 아세트산을 이용하여 선택적으

로 가수분해를 통해 제거하는 방법으로 강산을 사용하지 않고, 약산과 금속염만

을 사용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약 200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나노셀룰로오스가 

제조되었다(그림 3-2-48). 금속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48시간동안 가수분

해 반응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3000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나노셀룰로오스를 

제조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금속염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강산을 이용한 가

수분해 반응을 약산과 금속염을 사용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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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48. 반응 시간에 따른 나노셀룰로오스 크기 변화

금속염과 아세트산을 이용할 경우 200 nm 이하의 셀룰로오스를 제조하는데 있

어서 48시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의 가수분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선 조사를 도입하여 반응시간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 반

응 시간을 3시간으로 고정하고 전자선 조사량에 따라서 나노셀룰로오스의 크기

를 분석한 결과를 아래의 그림 3-2-49.에 나타내었다.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3시간의 가수분해 후 대략 1274 nm 크기를 보여주는 반면에, 전자선의 

조사량에 증가함으로써 동일 시간에 나노셀룰로오스의 크기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었고, 200kgy 조사량으로 조사된 셀룰로오스는 200 nm 이하의 크기의 나

노셀룰로오스로 분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각의 입도 분석 데이터는 그림 

3-2-5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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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나노셀룰로오스의 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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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나노셀룰로오스 입도 분포

 - 방사선 및 약산/금속염 이용 셀룰로오스 제조 메카니즘

약산인 아세트산에 금속염을 첨가하게 되면, 그림 3-2-5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금속염이 아세트산의 카르보닐그룹의 산소와 결합하여 아세트산의 산도(pKa)를 

낮추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pKa가 4이상이 아세트산에 금속염을 첨가

하였을 때 pKa는 2로 낮아지게 되어 산도가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아세트산과 

금속염이 셀룰로오스의 비정질영역과 결합하여 하이드록실(-OH)그룹이 아세틸

레이션(-OCOCH3)되어 물에 수용성이 높아져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전자선은 셀룰로오스의 비정질영역이 결정질영역과 분리되는데 역할을 하여 가

수분해 반응시간을 현저히 낮춰 주게 된다. 

그림 3-2-51. 금속염이 첨가될 때 아세트산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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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선 기반 천연고분자 유도물질 친환경 산업

적용기술 개발

  1. 리그닌 기지 나노탄소섬유 제조기술 및 이차전지 음극재료 

적용기술 개발

1) 천연고분자로부터 유도된 리그닌의 나노섬유화 연구

� 전기방사법을 이용한 리그닌 나노섬유 제조

- 리그닌 precursor 용액의 준비 : 리그닌 분자는 많은 polar groups를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hydrophilic polymer와 혼합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polyvinylalcohol (PVA)을 사용하였고, PVA가 리그닌 

나노섬유를 형성하는 adhesive 역할을 한다. Lignin과 PVA를 deionized 

water (DI water)에 분산시킨 후 70 ℃ oil bath에서 stirring하여 균일한 

혼합 용액을 얻는다. DI water, Lignin, PVA의 농도를 아래의 표 3-12.과 

같이 변화시키며 3가지 sample을 준비하였다.

표 3-12. 리그닌 precursor 용액의 조성

- 전기방사 : 준비된 리그닌 용액을 10 ml 플라스틱 주사기에 주입하고 주사기

를 양극 쪽에 연결한다. 음극 쪽에는 알루미늄 호일을 넓게 펴서 연결한다. 양

극과 음극 사이의 거리는 약 22cm로 고정하였다. 용액의 농도, 방사 전압, 상

대 습도 등의 변수에 의해 나노섬유의 morphology가 결정된다. 이 연구에서

는 상대 습도를 약 45%로 유지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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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닌 나노섬유의 morphology 분석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리그닌 나노섬유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 전압에 따른 morphology 변화

 Sample 2를 15, 20, 25 kV에서 전기방사한 결과 얻어진 리그닌 나노섬유의 

morphology를 그림 3-3-1.에 나타내었다. 15 kV에서 방사한 나노섬유는 약 

300 nm, 20 kV에서 방사한 나노섬유는 약 440 nm, 25 kV에서 방사한 나노섬

유는 약 480 nm의 직경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방사 전압이 증가할수록 나노

섬유의 직경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후의 실험에서는 방사 전압을 20 kV

로 고정하여 500 nm 이하의 직경을 갖는 리그닌 나노섬유를 제조하였다.

            (a)                     (b)                      (c)

그림 3-3-1. (a) 15 kV, (b) 20 kV, (c) 25 kV에서 방사한 리그닌 나노섬유

- 용액의 농도에 따른 morphology 변화

           (a)                      (b)                     (c)

그림 3-3-2.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을 이용하여 방사한 

리그닌 나노섬유

 그림 3-3-2.는 각각 sample 1, sample 2, sample 3으로부터 방사한 리그닌 나

노섬유의 morphology를 나타낸다. 리그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용액의 점도

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노섬유의 직경이 두꺼워지며, 점도가 너무 높을 경우 

bead(구슬)이 포함된 나노섬유가 얻어지기도 한다. Sample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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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in+PVA) 농도가 17.4 wt%인 용액을 사용하였고, 나노섬유의 직경이 

약 220 nm이다. Sample 2는 (Lignin+PVA) 농도가 20.8 wt%인 용액을 사용

하여 약 440 nm의 나노섬유를 얻었다. Sample 3은 (Lignin+PVA) 농도가 26 

wt%이고, 약 615 nm의 나노섬유를 제조하였다. 500 nm 이하의 나노섬유를 

제조한다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후의 실험에서는 sample 2를 사용

하였다.

- 방사선 처리 유무에 따른 리그닌 나노섬유의 morphology 변화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은 리그닌과 방사선 처리를 한 리그닌을 이용하여 동일

한 sample 2의 조건에서 나노섬유를 제조하였다. 방사선 처리를 한 리그닌 나

노섬유의 두께가 약간 더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큰 morphology 변화

는 나타나지 않았다.

             (a)                           (b)

그림 3-3-3. (a) 방사선 처리하지 않은 리그닌과 (b) 방사선 처리한 리그닌 

나노섬유

- 탄화 공정 후 리그닌 나노섬유의 morphology 분석

 전기방사로 얻은 리그닌 나노섬유는 stabilization과 carbonization 공정을 통

해 carbon-rich 나노섬유로 바뀐다. Stabilization 공정에서 나노섬유는 

crosslinking, oxidation 등의 반응을 통해 열경화성 특징을 갖게 되고, 고온의 

열처리 과정에서도 나노섬유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Carbonization 

공정에서는 리그닌에 포함된 수소(H)와 산소(O)가 H2O의 형태로 증발하고, 

CO나 CO2와 같은 유기분자가 증발하  면서 다량의 탄소를 포함하는 

carbon-rich 물질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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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3-3-4. 방사선 처리하지 않은 리그닌 나노섬유의 (a) stabilization 후, (b) 

carbonization 후, 방사선 처리한 리그닌 나노섬유의 (c) stabilization 후, (d) 

carbonization 후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Stabilization : Air 분위기에서 10 ℃/min의 heating rate로 250 ℃까지 온

도를 올린 후 30분간 유지한다.

  · Carbonization : Ar 분위기에서 10 ℃/min의 heating rate로 1000 ℃까지 

온도를 올린 후 1시간 동안 유지한다.

  각 공정 후 리그닌 나노섬유의 morphology를 그림 3-3-4.에 나타냈다. 

Stabilization 후 나노섬유의 두께는 약 280 nm이고, carbonization 후 나노섬

유의 두께는 약 190 nm이다. Stabilization과 carbonization 공정 후 리그닌 나

노섬유의 질량 변화를 표 3-13.에 정리하였다. 각 sample의 초기 질량을 

100%로 놓았을 때 stabilization 후 리그닌 나노섬유의 질량은 초기 질량의 

68.30 wt%이고, carbonization 후의 질량은 44.33 wt%이다. 리그닌-방사선의 

경우 질량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더 많은 유기물의 증발이 일

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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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Stabilization과 carbonization 공정 후 질량 변화

  

� 탄화(carbonization) 후 리그닌 나노섬유의 성분 분석 : Elemental Analyzer 

(EA)를 이용하여 리그닌 나노섬유 중의 C, H, S, O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3-3-5. 탄화 전 리그닌의 화학 구조

  표 3-14. 탄화 후 리그닌 나노섬유에 포함된 성분 및 질량 비율

- 탄화 전의 리그닌은 C, H, S, O를 포함하는 다양한 functional group을 갖

고 있는데, 탄화 공정을 거치면서 carbon이 풍부한 물질로 바뀐다. 탄화 공

정 중 탄소막 사이에 sulfur의 incorporation이 일어나며, sulfur doping 

effect에 의해 전기화학적 활성을 향상시킨다. 리그닌-방사선 sample은 

sulfur의 함량이 더욱 높게 나타나므로 전기화학적 성능이 더 클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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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 후 리그닌 나노섬유의 결정성 분석 :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였

다.

- 리그닌을 고온에서 열처리하면 결정성이 커지는데, raman spectrum의 peak 

크기를 비교하여 결정화도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본 물질의 raman 

spectrum에서 G band (~1580 cm-1)는 결정성 카본에 의해 나타나며, D band 

(~1360 cm-1)는 비정질 카본에 의해 나타나므로, 두 peak intensity의 비율을 

계산하여 결정화도를 얻는다. 리그닌의 ID/IG는 1.22이고, 리그닌-방사선의 

ID/IG는 1.18이므로, 리그닌-방사선의 결정성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결정성이 

클수록 전기전도도가 큰 경향이 있으므로, 리그닌-방사선을 이용한 전극 물

질의 rate capability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6. 탄화 후 리그닌 나노섬유의 Raman spectroscopy (좌)와 D band 

intensity/G

       band intensity (ID/IG)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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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그닌 나노섬유를 이용한 electrochemical test

� 리그닌 음극 half cell 제작 : 리그닌 음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리튬 메탈을 상대 전극으로 하는 2032-type coin cell을 제작하였다.

- Coin cell 제조 : 1000 ℃에서 열처리한 리그닌 나노섬유를 잘게 부수어 파

티클로 만든 후 전극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전극 물질의 전도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Super-P를 첨가하고, 전극 물질과 집전체의 결착도를 높이기 위해 

Poly vinylidene fluoride (PVdF) 를 바인더로 사용하였다. 리그닌과 

Super-P, PVdF의 비율은 80 : 10 : 10 (by wt.%)으로 하였고, 슬러리의 점

도를 맞추기 위하여 N-methyl-2-pyrrolidone (NMP)를 용매로 사용하였다. 

슬러리를 약 20분간 mixing 한 후 구리 호일 위에 doctor blade 방식으로 

casting을 수행하였다. 이를 110 ℃ 진공 오븐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한 후 

지름 12mm의 disk 형태로 punching하였다. Argon으로 충전된 글로브박스 

안에서 리그닌 전극과 polyethylene (PE) 분리막, 리튬 메탈 상대전극을 사

용하여 coin cell을 제작하였고, 전해질은 1 M LiPF6 in EC:DEC (1:1, v:v)

를 사용하였다. Coin cell 제조 뒤 12시간의 aging 후 electrochemical test

를 수행하였다.

� Initial charge/discharge test : 제작한 coin cell의 첫 번째 충·방전 곡선을 

통해 리그닌 음극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이론 용량이 372 

mAh/g이므로, 1C rate (1시간 충전 또는 1시간 방전)를 372 mA/g으로 설

정하였다.

- 충·방전 조건 : 전류값은 0.1C (37.2 mA/g)로, 구동 전압은 0.01~2.8 V으로 

하였다.

- 전극 활물질 질량 : 0.225 mg/cm2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리그닌 음극의 초기 방전 용량은 717 mAh/g

이고, 초기 충전 용량은 372 mAh/g이므로, 초기 쿨롱 효율은 (372/717=) 

51.9 %이다. 리그닌-방사선 음극의 초기 방전 용량은 744 mAh/g이고, 초

기 충전 용량은 372 mAh/g이므로, 초기 쿨롱 효율은 (372/744=) 50.0 %이

다. 쿨롱 효율이 높을수록 충·방전 가역성이 높으므로, 리그닌-방사선 음극

의 가역성이 더 낮다. 비가역 용량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넓은 비표면적

으로 인해 전해질 분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둘째, 방전 과정 중 리그닌

에 삽입된 리튬 이온 중 많은 양이 충전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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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3-7. (a) 리그닌 음극과 (b) 리그닌-방사선 음극의 초기 충·방전 

곡선

� Low rate 에서의 사이클 특성 분석 : 낮은 전류 밀도에서의 사이클 테스트

를 통해 리그닌 나노섬유와 리그닌-방사선 나노섬유의 사이클 안정성을 평

가하였다.

- 충·방전 조건 : 전류값은 0.5C (186 mA/g)로, 구동 전압은 0.005~2.8 V 으

로 하여 150 cycle을 구동하였다.

- 전극 활물질 질량 : 0.225 mg/cm2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리그닌 음극과 리그닌-방사선 음극 모두 cycle

이 진행될수록 용량이 서서히 증가하는데, 이는 리그닌에 리튬 이온이 삽

입·탈리되는 과정에서 전극 물질의 활성 면적이 점점 증가하는 activation

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리그닌-방사선 음극의 초기 용량 (260 mAh/g)은 

리그닌 음극의 용량 (267 mAh/g)에 비해 다소 낮지만, 100th cycle 이후부

터 리그닌-방사선 음극의 용량이 더 급격하게 커진다. 각 사이클에서의 충

전 용량과 방전 용량의 비로 정의되는 쿨롱 효율 (Coulomb Efficiency)은 

리그닌 음극은 약 99.0 %, 리그닌-방사선 음극은 약 98.9 %로 충·방전이 

가역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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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3-8. (a) 리그닌 음극과 리그닌-방사선 음극의 용량 (mAh/g), (b) 

리그닌 음극과 리그닌-방사선 음극의 쿨롱 효율 (%)

� High rate 에서의 사이클 특성 분석 :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리그닌 음극의 

안정적인 구동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였다.

  - 충·방전 조건 : 전류값은 10C (3720 mA/g), 구동 전압은 0.005~2.8 V 으로 

하여 1000 cycle을 구동하였다.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10C는 6분 동안 충전하고, 6분 동안 방전하는 

전류 밀도를 나타내며, 이렇게 빠른 전류 조건에서도 1000 cycle까지 안정

적인 셀 구동이 일어난다. 리그닌-방사선 음극의 용량이 리그닌 음극에 비

해 약간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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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리그닌 음극과 리그닌-방사선 음극의 10C cycle test 결과

� Rate capability 특성 분석 : 0.5C~100C rate 구간의 다양한 전류값에서 사

이클 구동 특성을 비교하고, 다시 0.5C rate로 구동했을 때 초기 용량이 회

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 충·방전 조건 : 전류값을 0.5C (186 mA/g), 1C (372 mA/g), 5C (1.86 

A/g), 10C (3.72 A/g), 30C (11.16 A/g), 40C (14.88 A/g), 50C (18.6 A/g), 

60C (22.32 A/g), 70C (26.04 A/g), 80C (29.76 A/g), 90C (33.48 A/g), 

100C (37.2 A/g) 으로 점진적으로 올렸고, 구동 전압은 0.005~2.8 V 으로 

하였다. 각 단계에서 5 사이클씩 구동하고, 이어서 0.5C (186 mA/g)에서 5 

사이클을 구동하여 용량 회복 특성을 파악하였다.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리그닌 음극과 리그닌-방사선 음극 모두 전류

값을 올렸을 때 상당한 용량 감소가 나타난다. 이는 리튬 이온이 전극 물

질 내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전류의 속도에 비해 느리기 때문이다. 0.5C 

rate에서는 두 음극의 용량이 비슷하지만, 전류값이 커질수록 리그닌-방사

선 음극의 용량이 더 커진다. 따라서 리그닌-방사선 음극의 rate capability

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100C rate는 충전과 방전이 각각 36초만에 일어나는 아주 빠른 전류 속도

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도 리그닌 음극은 41.3 mAh/g, 리그닌-방

사선 음극은 51.7 mAh/g의 용량을 가진다. 또한 전류밀도의 값을 다시 

0.5C로 되돌렸을 때 초기 용량의 값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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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리그닌 음극과 리그닌-방사선 음극의 rate capability test 결과

3) 기능성 탄소막 제조기술 연구

 ○ 전기방사법을 이용한 리그닌 나노 섬유 제조

  - 리그닌 precursor 용액의 준비 :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리그닌분자가 많

은 polar group 이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hydrophilic polymer와 혼합하여 나노섬

유를 제조한다. 본 실험에서는 Polyvinylalchol (PVA)를 2차년도와 같이 사용하

였다. PVA를 deionized water ( DI water 20 mL) 에 분산시킨 후 70℃에서 2hr 

동안 stirring 하여 녹인다. DI water에 녹인 PVA solution에 Lignin을 넣고 

stirring을 overnight 동안 해준다. Lignin , PVA 의 농도 비율은 2차년도에 연구

한 내용을 참고하여   Lignin : PVA ＝　80 : 20 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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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Lignin 분자 구조

  -  전기 방사 : Strring 이 끝난 리그닌 용액을 4시간 동안 상온에 두어 기포

를 제거한다. 기포가 제거된 리그닌 용액을 10mL 주사기에 주입한 후 전기방사

장비의 양극에 연결한다. 음극 쪽에는 Al foil을 구겨지지 않도록 펴주고 주사기

와 Al foil 간의 간격은 22 cm로 고정하였다. 2차년도에서도 언급했듯이 방사 시 

용액의 농도, 전압, 상대습도 등이 방사의 morphology를 결정하는데 본 실험에서

는 상대습도를 40%로 유지하였으며, 전압은 20kV를 유지하였다. 

 ○ 전기방사한 Lignin 섬유의 morpholygy 분석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리그닌 나노섬유의 morphology를 확인하였다. 리그닌 용액은 

2차년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용액의 농도는 20.8 wt%로 고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전기방사 구동전압은 20 kV 로 고정하여 탄소나노섬유를 제작하였다. 

  -   전기방사 직후의 리그닌/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morphology 분석

    전기방사를 위해 리그닌 용액과 방사선 처리된 리그닌 (이하 방사선리그닌) 

용액을 준비하여 방사 조건을 같게 하여 방사를 실시하였다.  방사 후 SEM 이

미지 상에 fiber의 형태로 분산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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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12. 전기방사 직후의 (a) 리그닌 나노섬유 , (b) 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

   

  -   안정화 ( Stabilization ) 후 의 리그닌 나노섬유의 morphology 분석

     2차년도에 확립 한 리그닌 탄소섬유 열처리 조건에 의거하여 안정화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안정화 열처리를 실시한다.

· Stabilization : Air 분위기에서 10 ℃/min의 heating rate로 250 ℃까지 온도

를 올린 후 30분간 유지한다.

    

(a)                               (b)

그림 3-3-13. 안정화 직 후의 (a) 리그닌 섬유 와 (b) 방사선리그닌 섬유

    -   열처리 온도 조건에 따른 리그닌 나노섬유의 morphology 분석

    리그닌/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morphology 변화 및 

전기적 특성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온도 조건을 2차년도에서 수행한 1000℃이 

외에 800℃와 900℃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샘플은 모두 동일한 방사조건에

서 방사 후 안정화 과정을 진행 한 샘플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3분할 하여 열처

리를 각각 다른 온도로 시행하였다.

800℃의 경우 방사선 처리 유/무와 상관없이 SEM 사진 상에 표면이 고르지 못

하고 비드가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900℃에서 열처리 한 경우도 나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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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표면에 비드 같은 형상이 생성 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00℃에

서 열처리를 한 경우 표면에 비드 형성을 관찰 할 수 없었으며, 두께 또한 

350nm로 형성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후 전기화학적 셀 테스트 1000℃
에서 열처리한 리그닌 탄소나노섬유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a)                                (b)

   

(c)                               (d)

    

(e)                                (f)

그림 3-3-14. 리그닌 열처리 온도에 따른 morphology ; 800℃에서 열처리한 (a) 

리그닌 ,(b) 방사선리그닌 , 900℃에서 열처리한 (a) 리그닌 , (b) 

방사선리그닌나노섬유 그리고 1000℃에서 열처리한 (a) 리그닌, (b) 

방사선리그닌나노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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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소막의 전기적 특성 평가

- 열처리 조건에 따른 탄소나노섬유의 결정성 분석 : Raman spectroscopy 

활용.

열처리 온도에 따라 리그닌/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결정성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서 Raman spectroscopy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카본 물질의 결정

성을 확인하는데 Raman spectroscopy가 활용 되며, 이때 G band (~1580 cm
 ) 은 결정성 카본에 의해 나타나며, D band (~1360 cm )는 비정질 카본

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D band 와 G band인 intensity 비율인   의 값

이 작을수록 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열처리 온도별 리그닌

나노섬유 Spectral 범위는 500 cm  ~ 2500 cm  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열처리 조건에 따른 결정성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 되며, 리그닌에 방

사선 처리를 한 탄소나노섬유에 비해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은 리그닌 나노

섬유의 경우가 결정성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a)                                          (b) 

      

    (c)                                            (d)

그림 3-3-15. 다양한 온도에서 탄화 후 리그닌/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Raman 

Spectrum (a) 800℃ , (b) 900℃ , (c) 1000℃ 와 D band intensity/G band 

intensity ( )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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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 조건에 따른 탄소나노섬유의 전기전도성 분석 :

○ 열처리 온도에 따른 탄화율 

- 열처리 조건 

· Stabilization : Air 분위기에서 10 ℃/min의 heating rate로 250 ℃까지 온도

를 올린 후 30분간 유지한다.

· Carbonization : Ar 분위기에서 10 ℃/min의 heating rate로 800℃, 900℃, 

1000 ℃까지 온도를 올린 후 1시간 동안 유지한다.

 표 3-15. 열처리 조건에 따른 탄화율 

방사 stabilization 800℃ 900℃ 1000℃

Lignin 0.1896 0.1437

열처리
전

열처리 
후 전 후 전 후

0.0503 0.0296 0.042 0.021 0.0517 0.0255
탄화율 43.5% 37.5% 36.9%

Lignin

-radiati

on

0.2384 0.1877
0.0478 0.0265

전 후 전 후
0.0481 0.0256 0.0508 0.0246

탄화율 43.2% 41.6% 37.7%

리그닌과 방사선리그닌을 방사직후 , Stabilization 후 , 각각의 열처리 온도에 따

라서 탄화율을 계산하였다. stabilization 후 무게는 리그닌은 약 75%, 방사선리그

닌의 경우 약 78%가 잔류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Stabilization 된 Sample을 

각각 나누어 다른 온도에서 열처리를 하였다.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으며, 온도

가 올라갈수록 탄화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탄화된 물질

은 대개 40% 내외의 탄화율을 보인다.

○ 탄화조건에 따른 전기전도도 측정 : 4-point probe resistivity measurement

열처리 온도를 800℃,900℃,1000℃ 로 각기 다르게 한 후 sheet 형태로 얻은 후 

4-probe measurement를 이용하여 resistance를 측정하고 이 값의 역수를 

electrical conductivity 로 계산한다. 아래의 식 1)을 이용하여 측정된 값을 

conductivity로 계산하여 표 3-16.에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리그닌/방사선리그닌 

모두 보다 높은 온도인 1000℃에서 conductivity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는 온도 증가에 따라 결정성의 향상 혹은 disorder carbon이나 defect 등이 

재 정렬되어 conductivity가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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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열처리 온도에 따른 Carbon sheet의 Conductivity

※  단, conductivity 단위는 S/m 이다.

5) 탄소나노섬유의 전극재료 적용 연구

○리그닌 음극 half cell 제작 : 리그닌/방사선리그닌 음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리튬 메탈을 상대전극으로 하는 half cell을 제작하였다. 전해질

의 경우 2차년도에서 사용된 1 M LiPF6 in EC : DEC (1:1,v/v)을 사용한 것에 

첨가제로 FEC를 5% 첨가하여 전해질 종류에 따른 리그닌탄소나노섬유의 전기화

학적 거동 차이를 분석하였다.

- Electrode 제작 : 1000℃에서 열처리 한 리그닌나노섬유를 분쇄하여 활물질로 

사용하였다. 전극 슬러리는 리그닌나노섬유 : Super-P : PVdF = 85 : 5 : 10 

(wt%) 비율로 제작하였으며, 슬러리 점도를 맞추기 위해 

N-methyl-2-pyrrolidone (NMP)을 용매로 사용하였다. 슬러리는 약 30분간 

mixing 한 후 구리 호일 위에 doctor blade를 이용하여 casting 하였다. Casting 

된 전극은 120℃에서 약 30분간 건조한 후 60℃에서 24시간 추가 건조하였다.

- Coin Cell 제작 : Coin type 2032 cell을 사용하였으며 전극은 12 mm 크기의 

disk 형태로 punching하여 사용하였다. Li metal은 16.5 mm 크기로 punching 하

고 분리막은 Polyethylene (PE)를 사용하였다. 전해질은 1 M LiPF6 in EC : 

DEC (1:1 ,v/v) 와 1 M LiPF6 in EC : DEC (1:1,v/v) + FEC 5% 전해질을 사

용하였다.

○ Initial charge/discharge test : 제작된 coin cell의 첫 번째 충·방전 곡선을 

통해 리그닌/리그닌 음극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이론 용량 372 

mAh/g을 기준으로, 1C rate ( 1시간 충전 또는 1시간 방전)을 372 mA/g으

로 설정하였다.

- 충·방전 조건 : 전류값은 0.1 C ( 37.2 mA/g)로 하고, 구동 전압범위는 

0.01~2.8V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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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질 :

   Electrolyte 1 - 1 M LiPF6 in EC ; DEC ( 1:1 ,v/v)

       Electrolyte 2 - 1 M LiPF6 in EC : DEC (1:1 ,v/v) + FEC 5%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전기화학적 셀 테스트는 리그닌과 방사선리그

닌나노섬유로 각각 전극을 제작 한 후 electrolyte 1 과 electrolyte 2 두 종류

의 전해질을 주입하여 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셀은 12시간의 aging time을 

가진 후 구동 되었다. 초기용량은 electrolyte 1을 쓴 경우 리그닌나노섬유는 

471 mAh/g 이고 방사선리그닌나노섬유는 472 mAh/g 으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또한 electrolyte 2 전해질로 사용한 경우 리그닌나노섬유의 경우 

610 mAh/g 이고 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경우 562 mAh/g 으로 전해질에 

FEC가 첨가제로 첨가된 electrolyte 2가 electrolyte 1을 사용한 경우보다 상

대적으로 보다 높은 용량을 나타낸다. 이는 FEC가 안정한 SEI layer를 형성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Li과 Lignin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EI layer의 형성은 electrolyte 1 의 경우 0.8~1 V 사이에서 

plateau가 관찰 되며 이는 EC 계열의 전해질이 SEI layer 형성에 기인함으로

써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FEC의 경우 1.1 V 부근에서 plateau를 관찰 할 

수 있으며 FEC가 먼저 환원되면서 안정한 SEI layer를 형성함을 알 수 있

다. 초기 방전 시 관찰 되는 SEI layer 와 관련된 전해질 분해 plateau는 2번

째 사이클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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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3-3-16. 리그닌과 방사선리그닌의 전해질 종류별 초기 충·방전곡선 ; (a),(b) 

1 M LiPF6 in EC : DEC (1:1,v/v) , (c),(d) 1 M LiPF6 in EC : DEC ( 1:1 

,v/v) + FE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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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한 SEI layer 형성 분석 (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

    초기 충·방전 시 electorlyte 1의 경우 0.8 V , electroltye 2의 경우 1.1 V에서 

관찰 되는 plateau가 SEI layer 형성에 의해 나타나며, 이 때 형성된 SEI layer가 

성능향상에 기인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EIS 측정법을 통해 생성 된 

SEI layer의 impedance 값을 분석하였다. EIS 측정을 위해서 전극은 3전극 셀을 

사용하였으며, Reference 와 Counter electrodes로 Li metal을 사용하고, working 

electrode로 리그닌나노섬유 전극을 사용하였다. 분리막은 PE를 사용하였으며, 셀 

조립 후 5시간의 aging 후 구동하였다. 

그림 3-3-17.a 는 사이클 구동 전의 impedance 개형을 나타낸다. 사이클 전 FEC 

첨가 유/무와 상관없이 개형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방전 과정 (lithiation) 후 

방전 impedance 개형에서 알 수 있듯이 FEC를 넣은 경우가 High frequency에서 

나오는 SEI film resistance 가 줄어듬을 확인 할 수 있다. 충전 ( delithiation ) 

후에도 SEI film resistance 값이 확연히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항이 작고 안정한 SEI layer 의 형성이 장기구동시 우수한 용량특성을 나타내

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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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3-17. Impedance spectra ; (a) 사이클 전 , (b) 방전 후 ,(c) 

충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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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한 SEI layer 성분 분석 ( X-ray photoeletron spectroscpy :　XPS )

Impedance 와 초기 충·방전 사이클에서 확인된 각기 다른 SEI layer의 구성성분

을 파악 하기 위헤 XPS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 Reference electrode , 

electrolyte 1과 2를 사용하여 사이클 진행 후 sample에 대해서 XPS를 이요하여 

F peak을 확인하였다.  FEC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 LiF 로 이루어진 안정한 SEI 

layer에 의해 685 eV에서 peak이 관찰되고, PVdF에 의해서 687  eV에서 peak이 

관찰된다. Reference 의 경우 PVdF에 의한 peak이 688 eV 에서의 peak만이 관

찰 되며, EC:DEC를 쓴 경우 미량의 LiF와 관련된 peak이 발견된다. 반면, FEC

를 쓴 경우에는 LiF 와 관련된 685 eV 에서의 peak이 강하게 발견된다. 이는 

FEC를 첨가한 경우 carbon electrode 표면에 안정한 LiF 피막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용량 향상의 원인으로 판명된다.

  (a)                               (b)

(c)

그림 3-3-18. XPS spectra ; (a) 셀구동 전 전극 . (b) FEC가 첨가되지 않은 

전해질을 사용한 전극 , (c) FEC가 첨가된 전해질을 사용한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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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rate 에서의 사이클 특성 분석 : 다소 낮은 전류 밀도에서의 사이클 테

스트를 통해 리그닌 나노섬유와 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전해질 조성에 따른 

사이클 안전성을 평가한다.

- 충·방전 조건 : 전류값은 0.5C 로 하고, 구동 전압은 0.005 ~ 2.8 V 으로 하여 

150 cycle을 구동하였다.

- 전해질 :

  Electrolyte 1 : 1 M LiPF6 in EC : DEC ( 1:1, v/v)

  Electrolyte 2 : 1 M LiPF6 in EC : DEC ( 1:1 .v/v) + FEC 5%

- Electrochemical test : 리그닌 나노섬유와 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 각각의 전극

을 electrolyte 1과 electrolyte 2  전해질을 각각 넣어서 셀을 조립하였다. 리그닌

나노섬유와 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초기 용량은 electrolyte 1을 쓴 경우 리그

닌의 경우 161 mAh/g , 방사선리그닌은 178 mAh/g 의 용량을 보였다. 한편, 

FEC를 첨가제로 사용한 electrolyte 2 전해질을 사용한 경우 리그닌은 220 

mAh/g , 방사선리그닌은 241 mAh/g 의 용량을 나타내었다. 즉, 1 M LiPF6 in 

EC : DEC (1:1 ,v/v)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1 M LiPF6 in EC : DEC ( 1:1 

,v/v ) + FEC 5% 전해질을 사용한 경우가 리그닌의 방사선 처리 유/무와 상관

없이 우수한 용량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우수한 용량 특성은 초기 사이클에서 

FEC의 환원으로 인한 안정적인 SEI layer의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2차년도 결과와 같이 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용량 특성을 보인다. 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경우 표면에 defect나 

disorded carbon의 존재가 방사선 처리하지 않은 리그닌나노섬유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아 추가적인 용량 구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high rate 

cycle 테스트와 rate capability 테스트는 1 M LiPF6 in EC : DEC (1:1,v/v) + 

FEC 5% 전해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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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19. 전해질 종류와 방사선 처리 유/무에 따른 따른 0.5C 사이클 테스트 

결과 ; (a) 리그닌 나노섬유 , (b) 방사선리그닌나노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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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ombic efficiency 

 리그닌 과 방사선 처리된 리그닌 나노섬유의 전해질 종류에 따른 coulombic 

efficiency를 각각 측정하였다. 모든 sample이 평균 99.5% 의 우수한 coulombic 

efficiency를 보인다. 이를 토대로 사이클 진행에 따라 용량 증가가 전해질의 부

반응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 

(b)         

그림 3-3-20. 전해질 종류에 따른 (a) 리그닌과 (b) 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콜

룽효율(%)   

○ High rate 에서의 사이클 특성 분석 : 높은 전류밀도에서도 리그닌 나노섬유 

전극의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하지를 확인하였다.

  - 충·방전 조건 : 전류값은 3C , 구동 전압은 0.005~2.8V 으로 하여 500 cycle 

구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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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3C 는 20분간 충전하고, 20분간 방전하는 기존

의 상용화된 Li 이온 전지의 C-rate에 비해 상당히 빠른 충·방전 조건이며, 이러

한 빠른 C-rate는 전지의 용량 발현에 많은 저항을 야기한다. 하지만 이렇게 높

은 C-rate에서도 리그닌의 경우 129 mAh/g , 방사선리그닌의 경우 137 mAh/g 

의 높은 용량 특성을 보이며 500cycle 이상 안정적인 셀 구동을 가능하였다. 초

기에 발견되는 용량 감소 현상은 carbon 계 전극의 high rate 구동 시 관찰 되는 

현상으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PVdF의 wetting이 delay 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21. 리그닌과 방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3C rate 사이클 테스트 결과

○ Rate capability 특성 평가 : 0.2C~20C rate 구간의 다양한 전류값에서 사이클 

구동 특성을 비교하고, 다시 0.2 C rate로 구동했을 때 초기 용량의 회복가능 여

부를 확인 하였다.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0.2C (60 mA/g), 0.5C(151 mA/g),1C(303 

mA/g),2C(607  mA/g), 3C(910 mA/g),5C(1.51 A/g) , 10C (3.03 A/g ) , 20C 

(6.07 A/g) 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켰고, 구동전압은 0.005~2.8V 로 하였다. 각 

단계에서 5사이클 식 구동하였으며, 다시 0.2 C (60 mA/g)에서 5사이클을 구동

하여 용량 회복 특성을 파악하였다. 5C rate는 충·방전이 각각 12분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일어나는 C-rate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Li ion battery 보다 훨씬 빠

른 속도의 충·방전 속도임에도 95 mAh/g의 용량 특성을 보인다. 또한 0.2C로 

C-rate를 회복하였을때도 초기용량의 값을 잘 회복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방

사선리그닌 나노섬유의 경우가 리그닌나노섬유에 비해 rate capability 특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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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우수하다. 이는 conductivity는 리그닌의 경우가 방사선리그닌보다 다소 우수

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방사선리그닌에서 발생하는 sulfur doping effect

에 의해 방사선리그닌이 전기화학적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 셀 성능향상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22. 리그닌과 방사선 처리된 리그닌 나노섬유의 rate capability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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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 기반 셀룰로오스 이용 탄소소재 제조 및 전자재료 적

용기술 개발

   1)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로부터 추출된 셀룰로오스의 특성 분석

� 셀룰로오스의 morphology 분석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탄화 공정 전·후 셀룰로오스의 morphology 분석.

- 그림 3-3-23.에 천연고분자로부터 유도된 셀룰로오스 섬유의 morphology

를 나타냄. 탄화 공정 전의 셀룰로오스 섬유의 두께는 15~20 ㎛이며, 표면

에 세공이 발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임.

그림 3-3-23. 천연고분자로부터 유도된 셀룰로오스 섬유의 morphology.

- 탄화 공정 후 셀룰로오스 섬유의 morphology 분석 : 셀룰로오스를 열분해시

켜 탄소 성분이 많이 포함된 물질로 변환시키기 위해 불활성 기체 (질소) 조

건에서 탄화 공정을 진행함. 탄화 온도에 따른 morphology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 각각 800 ℃, 900 ℃, 1000 ℃까지 10 ℃/min의 속도로 올렸으며, 이 온도에

서 1시간 동안 열처리를 함.

- 그림 3-3-24.에 탄화 온도에 따른 셀룰로오스 표면의 morphology 변화를 나

타냄. 탄화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면에 세공이 많이 발달한 것이 보임. 이 세공

은 표면적을 증가시키므로 리튬 이온 전지의 전극 재료에 적용되었을 때 전

기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됨.

- 탄화 후 셀룰로오스 섬유의 두께는 약 10 ㎛로, 탄화 공정에서 유기물이 증

발하면서 섬유의 두께 및 길이가 감소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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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3-24. 탄화 공정 후 셀룰로오스 표면의 SEM images. 각각 (a) 800 ℃, 

(b) 900 ℃,

           (c) 1000 ℃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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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룰로오스 섬유의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분석

- TGA 분석을 통해 온도 변화에 따른 셀룰로오스 섬유의 무게 변화 측정. 측

정 장비로 SDT 2960 Simultaneous (DTA-TGA)를 사용하였고, 측정 조건은 

다음과 같음.

� Tmax : 700 ℃, 800 ℃, 900 ℃, 1000 ℃
� Heating rate : 10 ℃/min

� Isothermal : 700 ℃, 800 ℃에서 1, 2, 3시간 유지

               900 ℃, 1000 ℃에서 1시간 유지

� Cooling rate : 자연 냉각

� Atmosphere : N2 gas 100 ml/min

- 셀룰로오스를 N2 분위기에서 열처리 하는 경우, 셀룰로오스의 분해가 일어나

면서 H2O, CO 등의 유기물이 증발하고 다량의 탄소를 함유하는 물질로 변환

되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남. 탄화율은 초기 셀룰로오스의 질량 대비 열처리 

후에 남은 물질의 질량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값은 셀룰로오스의 성분 및 

탄화 온도, 유지 시간 등에 의해 결정됨. TGA 분석을 통해 탄화온도가 높고, 

유지 시간이 길수록 무게 감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탄화율의 감소를 

의미함. 이론적으로 셀룰로오스에 포함된 탄소의 함량이 44 wt.%이기 때문에 

최대 44 %의 탄화율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탄화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

가 CO 또는 CO2의 형태로 증발하기 때문에 낮은 탄화율이 얻어짐.

- 셀룰로오스를 Air 분위기에서 열처리 하는 경우, 완전 연소가 일어나므로 잔

유량이 없음. 0.01 %의 잔유량은 흰색의 섬유분말과 같은 형상을 갖고 있으며 

이는 불순물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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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온도 및 유지시간 변화에 따른 셀룰로오스 섬유의 무게 감량 변화

측정 

온도 

(℃)

분위

기 

가스

유지 

시간 

(hr)

온도에 따른 무게 감량 

(%)

최종 

무게 

감량

(%)

유지시 

무게 

감량 

(%)

최종 

잔유

량 

(%)

700 

(℃)

800 

(℃)

900 

(℃)

1000 

(℃)

700 ℃ N2

1 83.33 - - - 85.63 2.30 14.37

2 82.97 - - - 87.44 4.47 12.56

3 83.86 - - - 90.25 6.39 9.77

800 ℃ N2

1 - 84.74 - - 88.45 3.71 11.55

2 - 84.92 - - 91.97 7.05 8.03

3 - 84.74 - - 94.16 9.42 5.84

800 ℃ Air 1 - 99.99 - - 99.99 - 0.01

900 ℃ N2 1 - - 86.86 - 93.04 6.18 6.96

1000 

℃ N2 1 - - - 88.63 95.70 7.07 4.30

- 온도의 증가에 따른 무게 감량을 도시한 TGA 곡선을 통해 셀룰로오스가 열

분해 되는 온도를 알 수 있음. 셀룰로오스는 Air 분위기에서 발열 반응을, N2 

분위기에서 흡열 반응을 일으키며 무게 감량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Air, 

N2 분위기 모두 50~100 ℃ 구간에서 셀룰로오스에 포함된 수분의 증발이 일

어나면서 약 8 %의 무게 감량이 일어남. 또한 240~360 ℃ 구간에서 셀룰로오

스의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급격한 무게 감량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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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25. 온도의 증가에 따른 셀룰로오스 섬유의 무게 변화. (a) N2 

분위기의 800 ℃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b) Air 분위기의 800 ℃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 탄화된 셀룰로오스 섬유의 결정성 분석 :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함.

- Raman 분석을 통한 탄화 온도에 따른 셀룰로오스 섬유의 결정성 분석 : 

일반적으로 탄소 물질은 고온에서의 열처리를 통해 결정성이 커지는 경향

이 있음. 각각 800 ℃, 900 ℃, 1000 ℃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를 한 셀룰로

오스 섬유의 Raman 분석을 함. Raman spectroscopy에서 G band (~1580 

cm-1)는 결정성 카본에 의해 나타나며, D band (~1360 cm-1)는 비정질 카본

에 의해 나타나므로, 두 개 peak의 비율을 계산하면 결정성을 알 수 있음. 

그림 3-3-26.에서 알 수 있듯이 탄화 온도에 따른 G band와 D band 

intensity의 비율 (ID/IG) 이 거의 일정하므로, 고온에서도 결정성이 잘 생기

지 않는 하드 카본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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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 온도 ID/IG

1000 ℃ 1.1

900 ℃ 1.2

800 ℃ 1.2

그림 3-3-26. 탄화 온도에 따른 셀룰로오스 섬유의 Raman spectroscopy 

(좌)와 D band  intensity/G band intensity (ID/IG) (우)

� 셀룰로오스 섬유의 functional group 분석 : 탄화 전의 셀룰로오스 섬유의 

functional group을 분석하기 위해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FT-IR) 을 이용함.

- 탄화 전의 셀룰로오스 섬유의 FT-IR 분석 : 셀룰로오스는 3000~3700 cm-1

에서 넓고 깊은 peak를 나타내는데, 이는 셀룰로오스에 다량의 O-H group

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1027 cm-1와 1200 cm-1는 각각 C-O-C bond와 

C-OH bond를 나타내며, 이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결합

임.

그림 3-3-27. 셀룰로오스 섬유의 (a) FT-IR spectroscopy 분석 결과와 (b) 

화학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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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 전·후 셀룰로오스 섬유의 성분 분석 : Elemental Analyzer (EA) 를 이용

하여 셀룰로오스 섬유 중의 C, H, N, S, O 비율을 분석함.

- 이론적인 셀룰로오스의 성분 비율은 44 wt.%의 탄소(C), 6 wt.%의 수소(H), 

50 wt.%의 산소(O)임.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로부터 추출된 셀

룰로오스 섬유는 산소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탄화 후의 셀룰로오스는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졌으며,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짐을 알 수 있음. 셀

룰로오스의 전극 재료 적용에 있어서 탄소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표 3-18. 탄화 전·후 셀룰로오스 섬유에 포함된 성분 및 질량 비율.

 

C (%) H (%) N (%) S (%) O (%)

탄화 전의 

셀룰로오스
42.45 5.83 0.02 0 38.45

탄화 후의 

셀룰로오스
90.76 0.66 0.06 0 1.04

황산 처리 

후 탄화한 

셀룰로오스

92.90 0.58 0.05 1.14 0.90

- 황산(H2SO4)은 dehydrating agent로서 유기물을 탄화시킬 때 H2O의 증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화 후 유기물에 남아 있는 탄소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음. 셀룰로오스를 황산 용액에 수 분간 담근 후 꺼내어 건조시키고, 

이어서 탄화 공정을 진행하였음. EA 분석 결과, 황산 처리를 하지 않고 탄화

시킨 셀룰로오스에 비해 탄소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수소와 산소의 비율은 

감소하였음. 또한 황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셀룰로오스에 황이 도핑

(doping)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전기전도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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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화된 셀룰로오스 섬유를 이용한 electrochemical test

� 셀룰로오스 음극 half cell 제작 : 셀룰로오스 음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리튬 메탈을 상대 전극으로 하는 2032-type coin cell을 제작함.

- 2032-type coin cell 제조 방법 : 800 ℃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한 셀룰로

오스 섬유를 잘게 부수어 평균 직경 10 ㎛의 파티클로 만든 후 전극 슬러

리를 제조함. 전극 물질의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Super-P를 첨가하고, 

전극 물질과 집전체의 결착도를 높이기 위해 Poly vinylidene fluoride 

(PVdF) 를 바인더로 사용함. 셀룰로오스와 Super-P, PVdF의 비율은 80 : 

10 : 10 (by wt.%) 으로 함. 슬러리의 점도를 맞추기 위하여 N-methyl- 

2-pyrrolidone (NMP)를 용매로 사용함. 슬러리를 약 20분간 mixing 한 후 

구리 호일 위에 doctor blade 방식으로 casting을 수행함. 이를 진공 오븐에

서 110 ℃의 온도 조건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함. 건조된 전극을 지름 

12mm로 punching하고, Polypropylene (PP)를 분리막으로, 리튬 메탈을 상

대전극으로 사용하여 coin cell을 제작함. 전해질은 1.15 M LiPF6 in 

EC:DEC (1:1, v:v)를 사용함. Coin cell 제조 뒤 12시간의 aging 후 

electrochemical test를 수행함.

- 셀룰로오스 음극의 성능을 상용화된 음극 재료와 비교하기 위해 쿠레하

(KUREHA)社의 하드 카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oin cell을 제

조함. KUREHA 하드 카본은 평균 직경이 11 ㎛으로, 셀룰로오스의 크기와 

비슷한 수준임.

� Initial charge/discharge test : 제작된 2032-type coin cell을 낮은 전류에서 

충·방전시켜 셀룰로오스 음극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분석함.

- 충·방전 조건 : 전류값은 20 mA/g 으로, 구동 전압은 0.005~2.0 V 으로 함.

- 전극 활물질 질량 : 1.4 mg/cm2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셀룰로오스 음극의 초기 방전 용량은 613 

mAh/g이고, 초기 충전 용량은 331 mAh/g이므로, 초기 쿨롱 효율은 54 %

임. KUREHA 하드 카본 음극의 초기 방전 용량은 441 mAh/g이고, 초기 

충전 용량은 303 mAh/g이므로, 초기 쿨롱 효율은 69 %임. 셀룰로오스 음

극의 초기 충·방전에서 나타나는 큰 비가역 용량은 넓은 비표면적으로 인

한 전해질 분해량의 증가 때문으로 보임. 또한 방전 과정에서 세공에 침투

한 리튬 이온 중 많은 양이 충전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 큰 비가

역 용량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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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28. (a) 셀룰로오스 음극과 (b) KUREHA 하드 카본 음극의 초기 

충·방전 결과

� Low rate 에서의 사이클 특성 분석 : 초기 충·방전 이후에 0.5C rate (2hr 

charge/ discharge) 의 전류값으로 75 cycles을 구동시킴.

- 충·방전 조건 : 전류값은 0.5C (셀룰로오스의 1C = 331 mA/g, KUREHA 

하드 카본의 1C = 303 mA/g)으로, 구동 전압은 0.005~2.0 V 으로 함.

- 전극 활물질 용량 : 1.4 mg/cm2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셀룰로오스 음극은 1st cycle에서의 용량이 

168 mAh/g으로 상당히 낮은 값을 갖지만, 충·방전이 진행될수록 용량이 

서서히 증가하여 75th cycle에서의 용량은 201 mAh/g을 나타냄. 이는 초

기 충·방전 과정에서 셀룰로오스의 세공에 흡착된 리튬 이온이 서서히 

방출되고, 동시에 전극 물질의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사이클을 더 진행시키면 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됨. 각 사이클에

서의 충전 용량과 방전 용량의 비로 정의되는 쿨롱 효율 (Coulomb 

Efficiency) 은 99.5~100 % 로 나타나므로, 충·방전이 가역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음. KUREHA 하드 카본 음극은 초기에 약간의 용량 감소가 일어

나지만, 10 cycle 이후에 약 180 mAh/g의 용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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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3-29. (a) 셀룰로오스 음극과 (b) KUREHA 하드 카본 음극의 

0.5C에서의 충·방전 결과

� Rate capability 특성 분석 : 0.1C~5C rate 구간의 다양한 전류값 (0.1C, 

0.5C, 1C, 2C, 5C)에서의 구현 용량과 다시 0.1C rate로 돌아왔을 때 초기 

용량이 회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 충·방전 조건 : 전류값을 0.1C (33.1 mA/g), 0.5C (165.5 mA/g), 1C (331 

mA/g), 2C (662 mA/g), 5C (1,665 mA/g) 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며 각 단

계에서 5 사이클씩 구동하고, 이어서 0.1C (33.1 mA/g)에서 5 사이클을 구

동하여 용량 회복 특성을 파악함. 구동 전압은 0.005~2.0 V 으로 함.

- 전극 활물질 질량 : 1.4 mg/cm2

- Electrochemical test 결과 : 셀룰로오스 음극과 KUREHA 하드 카본 음극 

모두 전류값을 올렸을 때 상당한 용량 감소가 나타남. 이는 리튬 이온이 

전극 물질 내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전류의 속도에 비해 느리기 때문임. 1C 

rate 구간까지는 셀룰로오스 음극의 용량이 KUREHA 하드 카본 음극보다 

높으나, 더 높은 전류값에서는 급격한 용량 감소를 보임. 따라서 셀룰로오

스 음극의 출력 특성은 상용화된 하드 카본 음극에 비해 좋지 않음.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룰로오스의 전기전도도를 높이거나, 리튬 이온 

전도도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셀룰로오스 표면에 형성된 세공

들이 리튬 이온의 이동을 빠르게 하여 출력 특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

로, 탄화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셀룰로오스 내의 세공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음.

- 5C rate 이후에 다시 0.1C rate 조건에서 구동하였을 때, 셀룰로오스의 용

량 유지 특성이 KUREHA 하드 카본 음극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남. 이

는 앞의 사이클 테스트에서 보여지듯이, 셀룰로오스 음극이 사이클의 진행

에 따라 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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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0. 셀룰로오스 음극과 KUREHA 하드 카본 음극의 rate capability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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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리그닌 이용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연구

 - 전자선 조사된 리그닌을 기반으로 하여 γ-caprolactone과 tephthaloyl chloride

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 플라스틱은 리그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성

이 매우 취약하여 단독으로 상용화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에 상용화 

된 고분자 HDPE를 1:9 (w/w) 비로 혼합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제조된 샘플 이미지와 조사량에 따른 물성 변화를 각각 그림 3-3-31. (a)와 

(b)에 나타내었다. HDPE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혼합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물

성은 감소하였다. 0 kGy lignin baased PCT&HDPE의 연신율과 인장응력은 

순수한 HDPE 대비 약 78%와 86%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리그닌에 대한 

조사량이 증가하여 300 kGy에 도달하였을 때는 거의 95% 이상으로 회복하

여 기존의 HDPE와의 물성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a) (b)

그림 3-3-31. 제조된 바이오 플라스틱의 (a) 형상 및 (b) 물성 비교.

 - 그림 3-3-32. 에 제조된 바이오 플라스틱의 생분해율을 확인하고 그림 

3-3-33. (a)와 (b)에서는 생분해 처리 5일 후 나타나는 표면 변화를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00 kGy 조사된 리그닌을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생분해 율은 순수한 HDPE와 비교하였을 때 약 10배 이상 향상되었고 시간

이 지날수록 더욱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분해 실험 5일 후 300 kGy 

조사된 리그닌을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에서 나타나는 표면변화는 제조된 

바이오 플라스틱의 생분해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리그닌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이 상용화된 고분자와의 비교에서 물성은 차이가 없으

면서 생분해성이 우수하여 친환경 신소재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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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리그닌/HDPE의 생분해성 평가.

(a) (b)

그림 3-3-33. SEM 이용 리그닌/HDPE의 (a) 0일과 (b) 5일 후 표면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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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리그닌 이용 중금속 제거용 흡착제 적용 연구

 - 리그닌을 이용하여 합성한 리그닌 유도체 CML 중 DS값이 가장 높은 조건으

로 방사선을 이용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고 중금속 제거능력을 확인하였다

(그림 3-3-34. (a)와 (b)). 총 고형분의 양은 15 wt%로 이 중 CML은 1.5, 

0.75 wt%를 주입하였다. 고형분을 증류수에 완전히 녹인 후 10 kGy/hr의 조

사선량으로 10, 20, 30, 40, 50 kGy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방사선 조사된 

CML 하이드로겔을 60℃ 진공오븐에서 무게감량이 없을 때 까지 잘 건조한 

후 겔화율과 팽윤도를 CMC 하이드로겔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

으로 감마선 조사량 증가에 따라 겔화율은 증가하였고, 팽윤도는 20 kGy부터 

꾸준히 감소하였다. 3차원 구조를 지니고 있는 리그닌의 특성으로 인해 CML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감소하였다(10 kGy 조사량에서 CML 1.5 

wt%:734%, CML 0.75 wt%:795%, non-CML:919%). 

(a) (b)

그림 3-3-34. 제조된 CML 하이드로겔의 (a) 겔화율과 (b) 팽윤도.

 - CML 기반 하이드로겔의 흡착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중 구리이온 제거 실험

을 하였다. CML 함량변화 및 여러 종류의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구리 이온의 

흡착 결과를 그림 3-3-35. (a)와 (b)에 나타내었다. CML 10 wt%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에서 84.6%로 가장 우수한 제거율을 나타냈고, CML이 첨가되지 

않은 하이드로겔 및 CMC 10 wt%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에 비해 중금속 제거

율이 각각 3.5배 및 1.5배 우수하였다. 리그닌과 친수성 고분자들을 이용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여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수중에서 사용이 용이하

고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에 대한 제거 능력까지 향상되어 수처리 

산업에 적용 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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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35. CML 하이드로겔의 (a) CML 함량과 (b) 흡착제에 따른 구리이온 흡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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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EGMA-g-셀룰로오스 이용 시멘트 보강재 적용 연구

 - 천연고분자인 케냐프 섬유의 표면에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Poly(ethylene 

glycol) Methacrylate(이하 PEGMA)의 그래프트 중합을 한 후 시멘트 복합재

료를 제조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자연건조된 케냐프의 외피를 10mm 이하로 

가닥분리하였다. 케냐프 25g을 20% PEGMA 450g과 함께 폴리에틸렌 백에 

넣고 고준위 감마선 가속기를 이용하여 10 kGy/h 조건으로 그래프트 중합을 

수행하였다. 그래프트 중합 후에는 단일중합 중합체와 잔류 단량체의 제거를 

위하여 메탄올로 3회 세척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이하 샘플 

별 P-a-b (a: PEGMA 농도, b: 감마선 조사량)로 구분하여 명명하였다. 시멘

트복합재료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시멘트는 Ordinary Portland cement이었

고 시멘트, 모래, 물, 그리고 케냐프를 각각 450:1354:225:5.36의 무게비로 제

조하고 20도에서 양생하였다. 시멘트복합재료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측정용 

모르타르 공시체(40 mm X 40 mm X 160 mm)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의 시멘트의 강도 시험방법(L ISO 679)에 따라 수행하였다. 

 -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케냐프 섬유에의 PEGMA 그래프트 중합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적외선 분광법(FT-IR)을 이용하여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림

3-3-36.). 그래프트 중합여부의 중요한 피크는 약 1,720 cm-1에서 -C=O, 약 

1,240 cm-1에서 나타나는 -C-O의 피크로서 역시 그래프트 중합하지 않은 케

냐프에 비하여 감마선 조사량(20, 40, 60 kGy)에 따라 증가함을 보임으로서 

케냐프 섬유의 포면에 PEGMA가 그래프트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36.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그래프트 중합의 FT-I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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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그래프트율의 변화

그림 3-3-38.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케나프 섬유 표면의 형태학, (a), (b) 

그래프트 전의 케냐프, (c) P-0-300, (d) P-20-20, (e) P-20-40, (f) P-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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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케냐프 섬유에 PEGMA의 그래프트율은 

(Wg-Wo)/Wo*100 공식으로 나타내었고 반응전의 케냐프 섬유 중량(Wo)에 

대한 그래프트 중합에 따른 중량의 증가분(Wg-Wo)/Wo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그림 3-3-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마선 조사량이 20 kGy에서 60 

kGy로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트율은 약 15.6%에서 약 20%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라디칼의 생성 또한 증가하여 케냐프 섬유

의 PEGMA 그래프트 반응성이 증가된 결과이다.

 - 감마선 조사량에 따라 PEGMA가 그래프트된 케냐프 섬유의 형태학적 관찰은 

SEM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림 3-3-38.). 감마선 조사만 수행한 (c) 

P-0-300 샘플의 경우 (b)에 비하여 표면의 거칠기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된

다.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그래프트된 (c) P-20-20, (e) P-20-40, (f) 

P-20-60 샘플의 경우 역시 표면의 거칠기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b) 샘플은 

직경이 약 5 um 이었으나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직경이 점차 증가하

여 (f) P-20-60 샘플의 경우 약 10 um 에 도달하였다. 이는 케냐프 표면에 

PEGMA가 그래프트 됨으로 인한 결과이다.  

그림 3-3-39. 양생 후 1일 경과된 시멘트복합재료의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휨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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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양생 후 1일 경과된 시멘트복합재료의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

 - 감마선 조사량 별 제조된 시멘트복합재료의 양생 1일 후 휨강도를 (그림

3-3-39.)에 나타내었다. PEGMA가 그래프트 되지 않은 케냐프를 포함한 시

멘트복합재료의 경우 양생 1일 후 약 3 MPa의 휨강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PEGMA가 그래프트가 된 케냐프를 포함하는 시멘

트복합재료의 경우 감마선 조사량에 따라 3.2 MPa (20 kGy), 3.6 MPa (40 

kGy), 4.1 MPa (60 kGy)로 각각 6.7, 20, 37%가 증가되었다. 이는 감마선 조

사량의 증가로 인하여 라디칼 생성이 촉진되어 그래프트율이 증가한 것에 기

인한다. 

 - (그림 3-3-4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마선 조사량 별 제조된 시멘트복합재

료의 양생 1일 후 압축강도는 PEGMA와 같은 친수성 고분자가 그래프트된 

케냐프 섬유와 시멘트의 강한 내부 분자간의 점착력의 증가로 인하여 시멘트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흼강도와 유사하게 감

마선 조사량에 비례하여 압축강도도 증가하여 그래프트하지 않은 케냐프를 

포함하는 시멘트복합재료의 압축강도 (10 MPa)에서 60 kGy가 조사된 경우 

11.87 MPa로 약 14.1%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 결과적으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그래프트 중합법과 이를 이용한 시멘트복

합재료의 제조 시 감마선 조사량에 따라 그래프트율의 조절이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양생 후 초기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높은 감마선 조사

량에서의 그래프트 중합은 오히려 라디칼의 생성을 극대화로 인하여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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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중합반응을 거쳐 생성된 단일중합체가 그래프트 중합반응을 저해하며 

천연고분자 케냐프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의 분해를 일으킴으로서 오히려 

시멘트복합재료의 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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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Am-g-셀룰로오스이용 시멘트 보강재 적용 연구 

 - 시멘트 복합재료의 성능은 각 구성 재료의 재료적 특성 및 각 재료의 접합특

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각 재료의 접합 계면에서의 특성은 시멘트 복합재

료의 최종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소수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합성섬유의 경우에는 시멘트 복합재료에 첨가되어 시멘트와의 부착강도가 떨

어져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시멘트 보강재는 

친수성 성질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감마선 동시조사법을 이용하여 친수성 물질인 아크릴 아미드가 그라프트 된 

케냐프 섬유를 이용하여 시멘트를 제조 하였다. 케냐프 섬유 5.36 g과 시멘트 

450g, 물 225g, 표준사 1,350g을 KS L ISO 679실험방법을 이용하여 혼합기

에서 혼합한 후 40 x 40 x 160mm의 시편틀에 넣어 20 oC, 90% 상대습도 조

건에서 양생한 후 탈형하여 시멘트 시편을 제조하여 휨강도 및 압축강도를 

측정 하였다.  

 - 양생 하루 후, 다양한 조사 선량에서 그라프팅 중합된 케냐프를 포함한 케냐

프 섬유-시멘트 합성물의 굽힘 강도를 측정하였다. 굽힘 강도 결과는 그림 

3-3-41.에 표시 하였으며, 40 kGy의 조사선량까지 굽힘 강도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0 kGy의 조사선량에서는 굽힘 강도가 감소

하였다. 100 kGy의 경우처럼 높은 조사선량은 자유 라디칼의 생성을 증가시

키고 이러한 라디칼은 그라프팅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케

냐프 섬유 내의 셀롤로우즈 분해 또한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조

사선량에서 셀롤로우즈 분해는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섬

유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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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양생 1일 후 조사선량에 따라 그라프트 된 케냐프섬유-시멘트 

복합체의 휨강도. 

 - 그림 3-3-42.에서 볼 수 있듯이, 양생 3일이 되면 굽힘 강도는 양생 1일 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모든 샘플에서 강도의 값은 추가적인 양생으로 인하

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양생 28일에는 그라프팅 된 케냐프 섬유

-시멘트 합성물의 굽힘 강도가 그라프팅 되지 않은 케냐프 섬유-시멘트 합성

물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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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조사선량에 따라 그라프트 된 케냐프섬유-시멘트 복합체의 

휨강도. 

 - 굽힘 강도 결과는 압축 강도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루가 지난 후의 

압축 강도는 그림 3-3-43.의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라프팅 되지 

않은 샘플과 비교했을 때, 40 kGy에서 그라프팅 된 섬유가 포함된 케냐프 섬

유 보강 시멘트는 압축 강도가 17.5%, 굽힘 강도가 14.6%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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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양생 1일 후 조사선량에 따라 그라프트 된 케냐프섬유-시멘트 

복합체의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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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3-3-44.는 각기 다른 양생 시간과 그라프팅 조사 선량에서의 압축 강도

를 나타낸다. 어느 시점에서도 그라프팅된 케냐프 섬유 강화 시멘트의 압축 

강도는 그라프팅 되지 않은 케냐프 섬유 강화 시멘트의 압축강도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양생 28일 후에는 그라프팅 된 케냐프 섬유 보강 

시멘트의 압축 강도는 그라프팅 되지 않은 케냐프 섬유 보강 시멘트보다 

18.7%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양생 28일 후에는 조사 선량의 차이가 압축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크릴아미드와 같이 섬

유 표면에 그라프팅 된 친수성 중합체는 섬유와 시멘트 사이의 결합을 개선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감마선 조사 유도 방식의 아크릴아미드 그라프팅으로 

인하여 케냐프 섬유의 친수성이 증가하였다. 그라프팅된 섬유와 시멘트 사이

의 접촉면간 접착성은 케냐프 섬유 강화 시멘트의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판단되며 접착성 향상으로 인하여 케냐프 섬유 강화 시멘트의 굽

힘 강도와 압축 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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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조사선량에 따라 그라프트 된 케냐프섬유-시멘트 복합체의 

휨강도. 

 - 양생 시간의 어느 시점에서도 그라프팅 된 케냐프 섬유가 포함된 케냐프 섬

유보강 시멘트의 굽힘 강도와 압축 강도가 그라프팅 되지 않은 케냐프 섬유

가 포함된 케냐프 섬유 보강 시멘트의 굽힘 강도와 압축 강도보다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조사 선량의 경우에서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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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아크릴아미드가 그라프팅 된 케냐프를 포함한 케냐프 섬유강화 

시멘트는 굽힘 강도와 압축 강도가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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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Ac-g-셀룰로오스 이용 시멘트 보강재 적용 연구 

 -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재료는 시멘트 복합재료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널

리 사용되는 재료로 보강섬유와 시멘트 복합재료와의 접착 계면 특성은 보강

섬유의 효과를 극대화 할 뿐만 아니라 보강섬유와 시멘트 간의 공극 생성을 

최소화하여 투수특성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시멘트 내의 공극은 시멘

트의 투수 특성 및 물성 감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부 균열을 유발하

여 시멘트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극의 크기를 작게 

유도 하거나 시멘트 제조 시 방수제를 첨가하여 긍극을 메워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섬유 혼합 시멘트의 경우 섬유와 시멘트 간 접착성 결여가 

섬유와 시멘트간의 공극을 유발하여 방수성 및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를 갖

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케냐프 섬유 혼합 시멘트의 투수비를 

측정하여 섬유와 시멘트간의 방수성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 섬유와 시멘트간

의 접착성 및 시멘트 내의 공극을 유추해 보았다. 

 - 시멘트 배합 질량비는 시멘트:표준사:물:케냐프섬유=1:3:0.5:0.002로 사용하여 

혼합하였고 KS F 2451에 따라 Curing cabinet에서 48시간 재령 시킨 후 탈형

하고 19일간 양생시킨 뒤 습기함에서 꺼내 7일 동안 대기중에서 건조 양생하

였다.

 - KS F 2451에 따라 성형된 시편을 몰탈 투수도 시험기를 이용하여 투수량을 

얻은 후 투수비를 구하였으며 이때 투수비는 아래 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섬

유혼입 시멘트 투수량(W1)을 무혼입 시멘트 투수량(W2)으로 나누어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투수비 (%) = (W1/W2) x 100

 - 투수량 및 투수비는 시멘트의 방수성을 나타나는 척도이다. 일반적인 시멘트

의 경우 시멘트 수화 반응이 끝난 후에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생성되는 공극으로 인하여 물이 투과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극은 

물성감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부 균열을 유발하여 시멘트 수명을 단

축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극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방수제로 긍

극을 메워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섬유 혼합 시멘트의 경우 섬유와 

시멘트 간 접착성 결여가 섬유와 시멘트간의 공극을 유발하여 방수성 및 강

도를 저하시킬 우려를 갖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케

냐프 섬유 혼합 시멘트의 투수비를 측정하여 섬유와 시멘트간의 방수성을 확

인하고 그를 통해 섬유와 시멘트간의 접착성 및 시멘트 내의 공극을 유추해 

보았고 이를 표1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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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되지 않은 케냐프 섬유 혼합 시멘트의 경우 103.8의 투

수비를 보였고 이는 시멘트와 섬유 사이에 공극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반면 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케냐프 섬유 혼합 시멘트의 경우 101.5로 

투수비가 감소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이 케냐프 섬

유의 접착성을 향상시켜 시멘트 양생과 정에서의 섬유와 시멘트 페이스트 간

의 공극이 감소하여 생긴 결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전자선 조사를 통해 

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케냐프 섬유는 시멘트와의 접착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시멘트 내의 공극이 감소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 3-19. 케냐프 섬유와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케냐프 섬유가 포함된 케냐프 

섬유 강화 시멘트의 투수비 결과

Water   Permeability Ratio

Non-pretreated kenaf   

fibers-cement composites

AA-grafted kenaf fiber-cement 

composites

103.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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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가. 최종 목표

○ 방사선 이용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를 확보하고 활용기술을 통해 세

계적인 자원·에너지 문제에 대처 및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적극적인 방사선 

융합기술의 적용확대 및 실용화 구현을 통하여 원자력/방사선 기술의 대국

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자력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함.  

나.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 방사선 이용 천

연고분자 구조변

환 및 영향 데이

터베이스 구축

•생물자원 7(케나프, 볏짚, 팜껍질, 옥수수, 사

탕수수, 우뭇가사리, 미세조류) 및 천연고분

자 5종(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3종, 에틸셀

룰로오스, 키토산)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생물자원에 대한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유효물

질 생성물 함량 분석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생물자원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분해 메커니

즘 제안

•방사선에 따른 생물자원의 당수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케나프, 볏짚이용 화학첨가제의 최저 처리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합성 및 흡수성 평

가

30 100

∙ 방사선 기반 천

연고분자 유도물

질 원천기술 개발

•용액추출법에 의한 리그닌 성분별 분리 및 

분자량별 정제

•방사선 처리방법을 통한 리그닌 분자량 조절 

•에스터화 및 아마이드화 반응을 통한 리그닌 

변성화 기술 확보

•방사선을 이용한 친환경 셀룰로오스 유도물

질 개발

•화학첨가제의 최소처리 공정에 의한 셀룰로

오스 유도체 개발

•케나프, 볏짚 이용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유도체 합성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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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기반 천

연고분자 유도물

질 친환경 산업적

용기술 개발

•리그닌의 고탄화율 및 탄소섬유 제조 후 전

자재료(이차전지 음극재료) 적용기술 개발 

•셀룰로오스 이용 이차전지 음극재료 적용기

술 개발

•리그닌 이용 바이오플라스틱 적용기술 개발

•리그닌 이용 중금속 흡착제 적용기술 개발

•고흡수성 셀룰로오스 이용 시멘트 보강재 적

용기술 개발

•방사선 기반 나노셀룰로오스 제조기술 개발

35 100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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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가.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

   ○ 기존의 화학처리방식의 공정 단계의 복잡성과 긴 처리시간, 고가의 약

품문제, 휘발성유기용매(VOC) 및 이산화탄소 발생을 방사선을 이용함

으로서 공정을 단순화 시키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생산비용을 절감

하고 소재의 높은 순도와 화학처리 방식으로 추출하지 못하는 소재 개

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이용 천연고분자의 활용기술을 통한 천연자원 확보 및 저탄소 

녹색성장 부응

   ○ 방사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의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기대

   ○ 생분해가 불가능하고 독성을 나타내는 고흡수성 대표물질인 

polyacrylate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성분이 순수 셀룰로오스로부터 유

도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식품, 제약의 항산화제로 널리 사용되

는 구연산을 첨가하여 방사선 이용 고흡수성 물질 제조 원천기술 확보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있는 리그닌 활용 기술 확보를 통한 

보다 수준 높고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 사용되고 있는 고비용의 활성탄소 흡착법과 사용 제한적인 화학

적 침전법을 대체할 수 있는 중금속 흡착능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

한 리그닌을 리그닌 유도체인 카르보시메틸리그닌으로 변성하여 회수 

및 재사용이 용이한 중금속 제거용 하이드로겔 제조 원천기술 확보

   ○ 생분해성이 우수하지만 열경화성인 리그닌을 방사선을 통해 생분해성

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서 이를 활용한 생분해성 제품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함

     ○ 바이오매스로부터 추출된 리그닌을 활용함으로써 석유자원의 고갈에 따

른 원료수급의 문제점 없이 안정적으로 탄소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기

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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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강도를 갖는 생분해성 셀룰로오스 섬유는 기존 PLA 등 가수분해형 

생분해성 섬유의 단점인 급속한 수중 강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

므로 어망, 지오텍스타일 등 생분해성 조절이 요구되는 용도에서의 응용

도 기대됨. 

 나. 기대효과 (경제 • 산업적 측면)

    ○ 기존 합성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나노셀룰로오스의 생산원가를 

저감할 수 있는 전자선 전처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나노셀룰로오스 

기반 산업분야에서의 전자선 적용의 활성화 및 범위 확대에 기여

    ○ 셀룰로오스 유도체 및 나노셀룰로오스 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에 기여

        - 2020년 북미시장 나노셀룰로오스의 활용이 2억 5,000만 달러 추정

(The global market for nanocellulose to 2024 보고서)보고 되는 등 

신재생원료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에 기

여  

        - 포장재료, 생체의학, 접착제, 전자·전지재료 및 첨단 신소재 개발로 응

용가능한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재료로 활용되면 낮은 원가를 창출하

여 기존 물질들을 대체할 수 있음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자원으로부터 천연고분자 신소재를 개발

함으로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천연 신소재의 제조 원천기술 및 산

업적용기술 개발로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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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시장 규모 약 400억원(현재기준)

     ○ 최근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리튬이온전지 분리막이나 다양한 전자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 본 기술개발을 통해 나노

셀룰로오스를 경제적으로 생산·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다면 1조 

2천억원의 전지시장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규모를 나타내는 전기·전

자소재로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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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자원으로부터 추출된 리그닌을 이용한 탄소소재 개발을 통하여 현

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탄소 원소재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음

     ○ 기존의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수지를 이용한 탄소소재 제조기술에 비해 

리그닌을 원료물질로 이용할 경우 원료 단가 절감에 따른 경제적 이득

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고성능 탄소 소재의 개발로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 방위산업 등 여러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됨

     ○ 국내 의류용 재생 셀룰로오스 원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저 강도 

재생 셀룰로오스 원사는 기존 비스코스 레이온과 NMMO계 Lyocell 중

심으로 국외 관련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의류용 섬유 시장에서 국내 자

급형 시장 변경 및 수출로 무역역조 개선이 예상됨.  

 다. 활용방안

     ○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을 통한 친수성 작용기를 천연섬유에 도입하여 시

멘트에 적용하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방사선 산업 다변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토목 분야로의 활용성이 가능함

     ○ 리그닌을 이용하여 전기방사 및 탄화에 의한 탄소나노섬유웹을 제조함

으로써 에너지 저장기능 소재, 특히 리튬폴리머 전지, 수퍼캐퍼시터, 연

료전지 등의 전극으로의 활용이 가능함

     ○ 나노탄소막을 활성화공정을 거쳐 활성탄소막을 제조함으로써 환경기능

성 소재(이온교화수지막 등)로의 활용이 가능함

     ○ 나노탄소섬유가 갖는 커다란 비표면적에 기인하여 높은 감도를 갖는 기

능센서로의 활용이 가능함.

     ○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찜으로만 목재/비목재 펄프화 성과

        - 상업적 방법 : 다량의 화학 물질을 이용한 알칼리 증해 

        -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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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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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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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력비용 절감 및 설비의 열효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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