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TAPPI
Vol. 53. No. 5, 2021, 82-89p
ISSN (Print): 0253-3200
Printed in Korea

http://dx.doi.org/10.7584/JKTAPPI.2021.10.53.5.82

셀룰로오스 기반 신선도 센서 개발 (II)
- 다층 구조 신선도 센서 제조 및 색상 발현 평가 이연희1, 조해민1, 김도훈1, 이수현1, 이지영2†
접수일(2021년 9월 29일), 수정일(2021년 10월 20일), 채택일(2021년 10월 22일)

Development of a Cellulose-Based Freshness Sensor (II)
- Manufacture of Multilayer Freshness Sensor Using Cellulose-based
Materials and Evaluation of Its Color Expression Yeon Hui Lee1, Hae Min Jo1, Do Hoon Kim1, Soo Hyun Lee1, Ji Young Lee2†
Received September 29, 2021; Received in revised form October 20, 2021; Accepted October 22, 2021

ABSTRACT
Lately, the increase in consumers’ demand for food packaging safety standards to be followed has spurred a general interest in intelligent packaging technology that can monitor
the status of the products in the packaging system. Commercialized sensors can indicate
the freshness of food by expressing the colors based on the concentration levels of carbon
dioxide (CO2) in the food item. However, most of the freshness sensors are manufactured
from synthetic polymer materi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co-friendly
freshness sensor that uses biodegradable and recyclable cellulose-based materials.
In this study, a multilayer freshness sensor was manufactured using cellulose-based materials such as commercial filter papers and cellulose nanofibers (CNFs) prepared in a laboratory. The filter paper with small pore size and large number of pores (No. 3) was selected
by observing the color change of the immersed filter paper in a pH-sensitive dye, and used
as a matrix expressing the specific color according to the CO2 concentration. The top layer
was prepared using enzyme-pretreated CNF (EN-CNF) to make a transparent film, and
the middle and bottom layers were prepared using the biowax-coated filter papers with the
lowest air permeability due to the largest pore size (No. 4). Finally, a eco-friendly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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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s sensor was assembled using the matrix, CNF film, and biowax-coated filter papers,
whose color expressions clearly differed based on their CO2 concentration levels.

Keywords: Intelligent packaging, freshness sensor, cellulose nanofiber, filter paper,
pH sensitive dye, biowax

1. 서 론

질 등에 의해 개질되어 기능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
다.15) 또한 셀룰로오스 기반 종이는 다공성 구조를 지녀 염

식품 포장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고 수

료의 고정 및 대사산물(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에틸렌)의

송 및 운반을 편리하게 하며,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흡수가 쉬워 pH 기반 신선도 센서의 매트릭스로 적합할

여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1) 또한 식품 품질 및 안

것으로 판단된다.16) 또한 셀룰로오스 섬유를 기계적인 처

2)

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 사회 및 소비자의 인
3)

리를 통해 섬유폭 100 nm 이하로 분화시킨 셀룰로오스 나

식 변화로 안전한 식품 및 포장을 지향하여 , 비생분해성

노섬유는 큰 종횡비와 비표면적, 높은 강도적 특성 및 열

이면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유

적 안정성을 가지며17) 특히 필름 형성 능력이 뛰어나 포장

기반 포장재보다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셀룰로

재로써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8-20)

4-6)

오스 기반 포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

함께 스마트 포장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감지 센서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셀룰로오스 기반 물

스마트 포장기술이란 기존 포장의 역할뿐 아니라 유통기

질을 이용하여 식품 포장에 적용하기 안전하고 친환경적

한을 연장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등 향상된 기능을 지닌

인 신선도 센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터페이

7)

포장기술을 일컫는다. 스마트 포장기술 중 지능형 포장

퍼를 매트릭스로 하여 pH 반응 염료에 침지하여 이산화

기술은 저장, 운송 및 유통 중 식품 품질에 대한 정보를

탄소에 반응하는 센서를 제조하였으며 셀룰로오스 나노

제공하기 위해 포장된 식품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포장

섬유를 적용하여 센서를 보호하는 케이스를 제작하였다.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8-9) 식품의 신선도 및 부패는

제작된 최종 센서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반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응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선도 센서 제조에 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식품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룰로오스 기반 물질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10)
지능형 포장 중 신선도 센서는 식품 포장 헤드 스페이

2. 재료 및 방법

스 내의 포도당, 휘발성 질소화합물 (TVBN), 아민, 이산
화탄소 등의 물질을 감지하고 이러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한다.1)

2.1 공시재료

이산화탄소는 식품에서 발생하는 주요 가스 성분으로 시

본 연구에서는 염료 제조를 위하여 pH 반응 염료인

간이 지남에 따라, 식품 품질의 변화에 따라 포장 헤드

Methyl Red와 Bromothymol Blue를 사용하였으며 자

스페이스 내에 축적된다.11-12)

세한 정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염료 제조를 위한 용

이산화탄소는 식품 포장 내 pH 농도 변화에 영향을 미
치며13)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pH 기반 신선도

매로 에틸 알코올을 사용하였으며 염료의 pH 조절을 위
해 수산화나트륨, 초산을 사용하였다.

센서는 포장 내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따라 시각적인 색

센서의 매트릭스로 3번, 5번 필터페이퍼(Whatman, UK)

상 변화를 나타내어 식품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14)

를 사용하였으며 센서의 middle, bottom layer로 4번 필터

종이 소재는 유연하며 친환경적이고, 일회용으로 쉽게

페이퍼(Whatman, UK)를 사용하였고 사용된 필터페이퍼

사용이 가능하며 종이를 구성하는 셀룰로오스는 화학 물

의 평량, 공극 크기 및 투기도에 대한 정보를 Table 2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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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pH sensitive dyes
Chemical
Methyl red
Bromothymol blue

Chemical formula

Concentration

C12H12N3O2

GR (Guaranteed Reagent)

JUNSEI, Japan

C27H27Br2O5S

95.0%

Sigma Aldrich, USA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commercial filter
papers
No.

Basis weight
(g/m2)

Pore size
(µm)

Air permeability
(sec.)

3

185.0

6.0

17.6

4

92.0

25.0

2.6

5

100.0

2.5

57.2

Company

는 염료를 습지로 제거한 뒤 실린더 드라이어로 건조하
여 센서를 제조하였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발생하는 필터페이퍼의 색상
변화 실험은 아크릴박스에서 진행되었으며 아크릴박스
내에 필터페이퍼를 넣고 입구를 닫아 준 후 가스 혼합기
(Gas mixer, SEHWA HIGHTECH, Korea)를 통해 이
산화탄소와 질소를 혼합하여 주입하였고 유입되는 외부
공기가 없도록 가스를 지속적으로 주입하였다. 이산화탄

타내었다. 센서의 top layer로 효소 전처리 CNF(EN-

소 농도 0-5% 범위에서 실험하였으며 분광광도계

CNF)를 사용하였으며 EN-CNF 제조를 위해 M사에서

(Elrepho spectrophotometer, Lorentzen & Wettre,

제공받은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HwBKP)와 N사에

Switzerland)를 사용하여 광원 D 65하에서 L, a, b값을

서 제공받은 Endo-type glucanase 효소를 사용하였다.

측정하였다. 필터페이퍼의 색상 변화는 ∆E값으로 나타

센서 케이스 제작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접착을 위해 M

냈으며 공식은 Eq. 1과 같다.

사에서 제공받은 TEMPO-mediated oxidation CNF
(TOCN)을 사용하였다.

E  ( L*  L0* ) 2  (a* a0* ) 2  (b* b0* ) 2 

2.2 실험방법

(여기에서 L0*, a0*, b0*는 이산화탄소 농도 0%에서 센

2.2.1 염료 제조

[1]

서의 L*, a*, b*를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pH 반응 염료인 Methyl Red (MR)와
Bromothymol blue (BB)를 이용하여 염료를 제조하였
21)

으며 선행연구에 따라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각 염료를

2.2.3 다층 구조의 셀룰로오스 기반 신선도 센서
구조 설계 및 제작

0.1%로 희석한 뒤 희석한 MR 용액과 BB 용액을 3:2 비

신선도 센서는 3-layer 구조로 제작하였고 top-layer,

율로 혼합하였다. 이후 MB 용액을 에탄올에 25%로 희

middle-layer, bottom-layer로 구성되며 센서의 구조

석한 후 지속적으로 교반하면서 NaOH를 투입하여 pH

를 Fig. 1에 도시하였다. 셀룰로오스 기반 신선도 센서를

10으로 조절하였다.

제작하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셀룰로오스 기반
물질을 이용하여 수소결합을 통한 견고한 접착을 유도하

2.2.2 센서로 사용되기 적합한 필터페이퍼 선정 실험

고자 하였다. 각 층을 결합하는 바인더로는 TEM-

CIE 색도계에서 a값이 낮을수록 녹색에 더 가깝기 때

PO-mediated oxdidation CNF (TOCN)를 사용하였는

문에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21) a값이 가장 낮은 3번 필터

데 TOCN은 CNF 필름이나 필터페이퍼와 동일하게 셀룰

페이퍼와 이산화탄소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로오스로 구성되어 있고 투명성을 지니기 때문에 센서의

상되는 물성인 공극 크기가 가장 작은 5번 필터페이퍼를

색상 변화 관찰을 방해하지 않으며 각 층을 접착할 수 있

선정하여 이산화탄소 반응 실험을 통해 색상 변화가 뚜

었다.

렷한 최종 필터페이퍼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전보에 따
라21) 염료 25 mL에 2×2 cm 크기의 필터페이퍼를 12시
간 동안 침지한 후 필터페이퍼에 흡수되지 않고 잔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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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a multilayer freshness sensor made from cellulose based materials.
성을 제공하기 위해 효소 전처리 CNF(EN-CNF)를 사용

USA)를 이용하여 TAPPI standard method T460에 따

하여 필름을 제조하였다. 활엽수 표백 화학펄프를 실험

라 투기도를 측정하였으며 접촉각 측정기를 이용하여 접

실용 고속해리기(Disintegrator, Daeil Machinery

촉각을 측정하였다.

co.Ltd, Korea)를 이용하여 충분히 해리하였다. 효소 전
처리는 온도 50℃, pH 6 수준의 조건에서 진행하였으며

2.2.4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센서의 색상 변화 측정

효소 반응이 종료된 이후 효소를 사멸하고 반응을 중지

최종적으로 선정된 필터페이퍼를 제조한 염료에 12시

시키기 위해 90-95℃의 고온에서 30분간 처리하였고 잔

간 침지 후 건조하여 3-layer 구조에 적용하여 최종 신

류 효소를 제거하기 위해 2회 세척하였다. 이후 효소 전

선도 센서를 제작하였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신선

처리된 펄프를 1% 농도로 희석한 후 마이크로 그라인더

도 센서의 색상 변화 실험은 아크릴박스에서 진행되었으

(Super Masscolloider, Masuko Sangyo Co., Ltd.,

며 실온(21-23℃)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크릴박스

Japan)를 이용하여 운전속도 1,500 rpm, 스톤 간격

내에 신선도 센서를 넣고 입구를 닫아준 후 가스 혼합기

–150 µm 조건에서 9회 처리하여 EN-CNF를 제조하였

(Gas mixer, SEHWA HIGHTECH, Korea)를 통해 이

으며 감압 여과장치(Aspirator)를 이용하여 평량 40 g/m2

산화탄소와 질소를 혼합하여 주입하였고 유입되는 외부

의 필름을 제조하였다.

공기가 없도록 가스를 지속적으로 주입하였으며 센서가
이산화탄소에 충분히 노출되어 색상을 발현할 수 있도록

2.2.3.2 Middle-layer와 bottom-layer

3시간 동안 가스를 주입하였다. 농산물 보관 시 포장 내

Middle-layer는 4번 필터페이퍼를 사용하여 염료에

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부패되었을 때 약 7-10% 수준으

침지된 센서를 고정하고자 하였으며 4번 필터페이퍼는

로 알려진 바 있으며22-24) 이에 따라 0-10% 범위의 이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Whatman사의 정량 필터페이퍼

화탄소 농도에서 센서의 색상 변화를 분광광도계(Elre-

중 공극 크기가 25 µm로 가장 크기 때문에 공기투과가

pho spectrophotometer, Lorentzen&Wettre, Swit-

원활하게 이루어져 센서에 적용되었을 때 센서와 이산화

zerland)를 사용하여 광원 D65에서 L, a, b값을 측정하

탄소의 반응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Bot-

였고 ∆E값을 구하였다.

tom-layer 또한 4번 필터페이퍼를 이용하였으며 bottom-layer의 외부층에 수분 저항성을 부여하기 위해 친
환경 바이오왁스(Bio-wax, Topscreen BW200,

3. 결과 및 고찰

SOLENIS, Korea)를 코팅하였으며 실험실용 바코터
이용하여 로드번호 22번, 코팅 속도 70 mm/s의 조건으

3.1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필터페이퍼의 색차
평가

로 바이오왁스를 코팅하였다. Middle, bottom-layer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E값 측정 결과와 필터페이

공기투과성과 수분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 Gurley 투기

퍼의 색상 변화를 Figs. 2-3에 도시하였다. 이산화탄소

도 측정기(4110N, Gurley Precision Instruments,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E값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

(AUTO BAR COATER, HanTech Co., Ltd., Kore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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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으며 3번 필터페이퍼가 더 큰 ∆E값을 나타냈다. 선행

스의 이산화탄소 및 pH 농도 변화에 반응하여 색 변화를

연구 결과에 따르면21) 염료에 침지 후 3번 필터페이퍼의

나타내는데,3) 이때 bottom-layer를 통하여 헤드 스페이

a값이 가장 낮으며 이는 공극 크기가 작고, 공극 개수가

스 내의 이산화탄소가 투과되어 센서의 색상 변화가 발

많아 염료가 가장 많이 잔류하여 이산화탄소에 더욱 민

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투기성을 지녀야 할

감하게 반응하며 색상 변화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센서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염료

사료된다. 또한 공극 크기가 3번 필터페이퍼는 6 µm로

재침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8) 투기성을 가지

2.5 µm인 5번 필터페이퍼보다 크며 공기투과성이 높기

는 동시에 수분차단성을 지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

때문에 더 많은 공기투과가 발생하여 더욱 큰 색차를 나

기도 및 접촉각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 및

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센서의 색상 변화를 육안으로

Fig. 4에 나타냈다. 바이오왁스 코팅 전 4번 필터페이퍼

관찰하기 쉬워야하며 ∆E값이 클수록 색상 변화가 뚜렷

의 투기도는 약 2.5초 수준으로 낮은 Gurley 투기도를

하기 때문에 ∆E값이 큰 필터페이퍼를 선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센서 적용 매트릭스로 3번 필터
페이퍼를 선정하였다.

Table 3. Air permeability and contact angle of
the filter paper of No. 4 coated with
biowax

3.2 Bottom-layer의 투기도 및 수분차단성 평가

Air permeabiltiy
Contact angle (˚)
(sec)

신선도 센서는 식품 포장 상단에 부착되어 헤드 스페이

Fig. 2. Color difference (∆E) of filter papers
depending on CO2 concentration.

Uncoated

2.48

-

Biowax coated

10.06

105.7

Fig. 4. Contact angle image of the filter paper
of No. 4 coated with biowax.

Fig. 3. Color change of filter papers depending on CO2 concentration.

86

펄프·종이기술 53(5) 2021

이연희, 조해민, 김도훈, 이수현, 이지영

나타내었다. 바이오왁스 코팅 후 Gurley 투기도가 약간

색상이 변했다. 4℃에서 보관한 버섯의 포장 내 이산화

증가하였으나 약 10초 수준으로 센서의 색 변화에 영향을

탄소 농도가 약 6-7%일 때까지 시장성을 유지한다고 알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왁스 코팅 전 4번

려진 바26) 있으며 상온에서 보관한 복숭아의 포장 내 이

필터페이퍼는 접촉각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나 바

산화탄소 농도가 약 3%까지 신선함, 6-7%까지 시장성

이오왁스 코팅 후 약 105°의 접촉각을 나타내었다. 일반

이 있으며 그 이상일 때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

적으로 물질의 표면 접촉각이 90° 이상일 때 소수성으로

진 바22) 있다. 따라서 센서의 색상이 녹색-노란색일 때는

25)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바이오왁스 코팅처리 된 4번 필

신선함(Fresh), 주황색일 때는 섭취 가능(OK), 붉은색일

터페이퍼는 bottom-layer로서 센서의 색상 변화에 영

때는 부패(Spoilage)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분에 의한 염료의 재침출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신선도 센서의
성능 평가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필터페이퍼와 pH

필터페이퍼를 염료에 침지 후 건조하여 제조한 센서를

반응 염료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라 신선도 센서의

셀룰로오스 기반 다층 구조에 적용한 후 이산화탄소 농

매트릭스를 선정하고 셀룰로오스 기반의 재료를 이용하

도에 따른 ∆E값 측정 결과를 Fig. 5에 도시하였다. 이산

여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친환경 신선도 센서를 개발하

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E값 또한 증가하는 결과

였다. 필터페이퍼를 pH 반응 염료에 침지하여 센서에 사

를 나타냈으며 Fig.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교적 낮은

용되는 매트릭스를 제조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반응 실험

이산화탄소 농도인 0-2%에서 녹색-노란색으로 변화하

을 통해 최종 센서로 적합한 필터페이퍼를 선정하였다.

였고, 3-6%에서는 주황색, 7-10%에서는 붉은색으로

또한 CNF와 필터페이퍼를 이용하여 다층 구조의 셀룰로
오스 기반 친환경 신선도 센서를 제작하고 이산화탄소
반응 실험을 통해 센서의 식품 포장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산화탄소 반응 실험 결과 a값이 낮은 필터페이퍼의
∆E값이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공극 크기 및 투기도
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3번 필터페이퍼를
최종 센서 적용 필터페이퍼로 선정하였다. 또한 CNF와
필터페이퍼를 적용하여 다층 구조의 셀룰로오스 기반 신
선도 센서를 제작하여 이산화탄소 반응 실험한 결과 이산
화탄소 농도에 따라 ∆E값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육안으
로 관찰 가능한 색상 변화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신선도

Fig. 5. Color difference (∆E) of sensor depending on CO2 concentration.

센서 제조에 있어서 합성 고분자 기반 포장재를 대체하여
셀룰로오스 기반 물질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Color change of multilayered freshness sensor depending on CO2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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