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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a new method for imparting hydrophobicity to cellulose nanofiber (CNF) using a rosin sizing agent. Anionic CNF was made from hardwood
bleached kraft pulp by micro-grinding; this anionic CNF was then used to prepare cationic
CNF through quaternization. The hydrophobization of CNFs was performed by adding the
rosin sizing agent to the anionic and cationic CNFs. The zeta-potentials of the CNFs were
measured to identify the adsorption rate of rosin sizing agent in the CNFs. CNF films were
made from anionic and cationic CNFs containing rosin-sizing agent. The contact angle,
FT-IR spectra and burst strength of CNF films were analyzed after heat treatment was
conducted to cure the rosin sizing agent.
The zeta-potential of the cationic CNF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the rosin sizing
agent,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anionic CNF. After heat treatment
of the films, the contact angle of the cationic CNF film was 95°,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anionic CNF film.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nionic rosin sizing agent adsorbed
more on cationic CNF than on anionic CNF, and the FT-IR spectra showed the same trend.
The burst strength of the CNF film showed the highest value at 3% of rosin sizing agent
dosage.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the rosin sizing agent was effective for the hydrophobization of the cationic CNF and that the dosage should be less than 3% to simultaneously maintain the high contact angle and burst strength of the CNF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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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로진의 경우 소나무에서 유래하는 천연 물질로, 친수성

셀룰로오스 나노섬유(cellulose nanofiber, CNF)는 천

인 펄프섬유에 흡착하기 위해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연 고분자인 셀룰로오스에서 유래한 친환경 재료로, 여

함유하면서 친환경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CNF

러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1) 생분해성, 열안정

에 소수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제지분야에서 추가적인

성, 우수한 강도, 화학적 개질의 용이함과 같은 고유한

약품의 도입 없이 친환경 나노복합재 제조를 위한 선행

특성으로, 포장재료, 전자기기, 고분자 복합재료 등에 적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지공정에서는

1-3)

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

산성 조건에서 섬유에 로진의 효과적인 고착화를 위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합성 고분자의 대체재로 생분해가 가

양이온성을 띠는 알람을 사용하고 있다.12) 알람은 강한

능한 신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양이온을 띠는 정착제이므로 CNF의 응집을 야기할 수

있는데, 친환경 플라스틱의 개발을 위해 생분해가 가능

있고 적용 과정에서 pH 조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

하면서도 복합재의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

한 공정 조건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되면서 셀룰로오스 소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

본 연구에서는 알람을 적용하지 않고 CNF와 로진의 흡

하게 되었다.4,5) CNF는 네트워크 형성이 우수하여 높은

착을 유도하기 위해 양이온성 CNF를 제조한 뒤 음이온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므로 나노복합재의 강화섬유로 활

성을 띠는 로진사이즈제를 투입하여 적용 효과를 분석하

용될 수 있는 잠재성이 높지만 친수성이라는 특성 때문

고 필름을 제조하여 로진을 이용한 CNF의 소수화 가능

에 고분자 물질과의 계면 접착력이 낮아 화학적·물리적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결합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복합재 내에
서 CNF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CNF의 소수화

2. 재료 및 방법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CNF의 소수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이 보고된 바 있고
주로 화학적 반응을 통한 소수성 작용기 치환에 집중되
6)

7)

8)

2.1 공시재료

고 있다. 에스테르화, 실란화, 아세틸화 와 같은 작용

본 연구에서는 CNF 제조를 위해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기의 개질은 높은 소수화 효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다량

펄프(hardwood bleached kraft pulp)를 M사에서

의 약품과 유기용매가 사용되어 비용이 증가하고 긴 반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CNF의 양이온화를 위해 DMAC

응시간 등으로 안정성과 제조공정의 친환경성이 낮다는

(dimethylacetamide, GC grade, Sigma-aldrich,

단점이 있어, 나노복합재 제조에 CNF의 활용을 높이기

USA), GMA(glycidyltrimethylammonium chloride,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안이 요구된

≥90%, Sigma-aldrich, USA) 및 KOH(93%, DAE-

다. 제지공정에서는 소수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첨 사이

JUNG,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소수화 실험을 위한 로

즈제를 사용하는데 공정 조건에 따라 크게 AKD(alkyl

진사이즈제는 S사에서 제공받은 분산로진을 사용하였다.

ketene dimer)와 로진(rosin)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배
리어 코팅기술,9,10) 필름 제조기술에서11) AKD를 내첨하

2.2 실험방법

여 소수성을 증대시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는데, 로진

2.2.1 음이온성 및 양이온성 CNF의 제조

의 경우 알람(alum)을 사용하기 위해 pH의 조절이 필요

본 연구에서는 로진사이즈제와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하

하여 이를 CNF에 적용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크게 이루

여 양이온성 CNF를 사용하였다. 먼저 CNF의 제조를 위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로진사이즈제와 CNF의 상용성을

해서 활엽수 표백크라프트펄프(HwBKP)를 실험실용 밸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소수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초연구

리비터(Valley beater, FRANK-PTI GmbH,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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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450 mL CSF로 고해한 뒤 마이크로그라인

따른 소수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40±4℃ 조건에서

더(MKZA6-2, Masuko Sangyo Co., Ltd., Japan)로

1, 2, 3, 4시간 처리한 뒤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로진사

기계적 처리를 진행하였다. 그라인더 작동 조건은 지료

이즈제와 CNF의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T-IR

농도 1%, 스톤 간격 –150 µm, 회전속도 1,500 rpm 조

(IS50, Thermo Fisher, USA)를 이용하여 작용기를 분석

건에서 9회 통과시켜 음이온성 CNF를 제조하였다. 4차

하였으며 물리적 특성으로는 TAPPI standard method

아민화를 통한 양이온화는 CNF에 DMAC를 이용하여 용

에 의거하여 파열강도(TAPPI T403)를 측정하였다.

매치환한 뒤 GMA를 투입하여 제조하였으며 상세한 실
험 방법은 전보에 따라13) 실시하였다. 양이온화에 따른
CNF의 물성을 측정하였고 입도분석기(1090LD,

3. 결과 및 고찰

CILAS, France)를 이용하여 평균 입도를, 제타전위 분
석기(Zetasizer Nano ZS, Malvern, UK)를 이용하여
제타전위를 측정하였다.

3.1 로진사이즈제 첨가에 따른 CNF의 주요 물성
분석
실험에 사용된 로진사이즈제와 CNF의 평균입도를 측정

2.2.2 로진사이즈제 첨가에 따른 CNF의 제타전위
분석

하고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냈다. 로진사이즈제는 0.11
µm의 매우 작은 평균입도를 나타냈고, 양이온화에 따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진사이즈제는 강한 음이온성을

CNF의 입도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Fig. 2에는

띠는 분산로진으로, 음이온성 CNF 및 양이온성 CNF에

제타전위 측정결과를 도시하였는데 음이온성 CNF의 제

내첨 시 흡착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로진사
이즈제의 제타전위 및 로진사이즈제 내첨에 따른 CNF의
제타전위를 측정하였다. 로진사이즈제의 투입량은 CNF
전건 섬유 대비 1, 3, 5% 투입하였고 30분 교반한 뒤 제
타전위 분석기(Zetasizer Nano ZS, Malvern, UK)를
이용하여 제타전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2.2.3 로진사이즈제가 첨가된 CNF 필름 제조
CNF 필름을 제조하기 위해 음이온성 및 양이온성 CNF
슬러리를 0.5%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평량 45±2 g/m2
에 해당하는 CNF 슬러리에 전건섬유 대비 1%, 3%, 5%
의 로진사이즈제를 투입하여 30분간 교반하였다. 감압

Fig. 1. Average particle size of CNFs and rosin
sizing agent.

탈수 장치를 이용하여 필터페이퍼 위에 필름을 형성시킨
후 실험실용 프레스기에서 410±10 kPa에서 30분간 압
착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실린더 드라이어에서 100℃ 조
건으로 2회 통과시켜 건조하였다. 제조된 필름은 23℃,
50% RH 조건에서 24시간 조습 처리한 후 물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2.2.4 로진사이즈제의 첨가에 따른 CNF 필름 물성
평가
로진사이즈제의 소수성 발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2.3에서 제조한 필름의 접촉각을 측정하였고 이때 염
화 제2철 용액을 이용하였다. 또한 경화(curing)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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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Zeta-potential of CNFs and rosin siz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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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위는 –19 mV 수준으로 나타났고 양이온성 CNF는

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

+35 mV 이상의 제타전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

에 따르면 음이온성 CNF보다 양이온성 CNF에 로진사이

용된 분산로진은 –71 mV 수준으로 매우 강한 음이온성

즈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을 띠고 있었다. 로진사이즈제의 첨가에 따른 CNF의 제
에 로진사이즈제를 첨가한 경우 전건섬유 대비 5%까지

3.2 로진사이즈제 첨가에 따른 CNF 필름의
특성 평가

투입하였을 때 제타전위가 소폭 감소하였지만 큰 변화는

3.2.1 CNF 필름의 접촉각 분석

타전위 변화를 Figs. 3-4에 도시하였다. 음이온성 CNF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양이온성 CNF에 로진사이즈제

로진사이즈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CNF 필름의 접촉각

를 첨가한 경우 제타전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Figs. 5-6에 도시하였다. 음이온

3% 이상 투입량에서 제타전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성 및 양이온성 CNF로 제조한 필름의 초기 접촉각은 조

로진사이즈제 투입에 따른 제타전위 변화는 양이온성

건에 관계없이 모두 40° 이하의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

CNF에 강한 음이온성 분산로진을 내첨함으로써 정전기

났으며 열처리에 의한 경화 과정 이전에는 로진사이즈제

적 인력으로 CNF와 로진사이즈제의 흡착을 유도하고 이

의 투입에 따른 접촉각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분

Fig. 3. Zeta-potential of anionic CNF depending
on the addition of rosin sizing agent.

Fig. 5. Contact angle of anionic CNF film
depending on the addition of rosin sizing
agent addition and heating time.

Fig. 4. Zeta-potential of cationic CNF depending
on the addition of rosin sizing agent
addition.

Fig. 6. Contact angle of cationic CNF film
depending on the addition of rosin siz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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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로진의 경우 지료 속에서 섬유에 정착된 뒤, 건조 과정

께 탈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필름에 잔류하고

의 고온에 용융되어 사이징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

있는 로진사이즈제와 CNF 간 결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

15,16)

려져 있어

로진의 사이징 효과를 발현시키기 위해 필

해 FT-IR을 이용하여 작용기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름에 경화를 위한 열처리를 실시한 뒤 접촉각을 측정하

Figs. 7-8에 도시하였다. 로진사이즈제의 primary alco-

였다. 필름의 접촉각 증가는 열처리 1시간 이후에서 나타

hol은 1,030 cm-1, C-H 진동은 2,916 cm-1, 2,850 cm-1에

났는데, 음이온성 CNF로 제조한 필름의 경우 최대 68°,

서 나타나17,18) 소수성 부분인 -CH2, -CH3이 음이온성

양이온성 CNF로 제조한 필름의 경우 최대 95°의 접촉각

및 양이온성 CNF 필름에 잔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을 나타내면서 로진사이즈제의 사이징 효과가 음이온성

다. 특히 양이온성 CNF의 경우 로진사이즈제를 1%만 첨

CNF보다 양이온성 CNF로 제조한 필름에서 더 효과적

가한 경우에도 3,100-3,500 cm-1에서 나타나는 CNF의

으로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산기가 로진과의 반응에 참여함으로써 피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음이온성 CNF보다

3.2.2 CNF 필름의 물성 평가
CNF의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에서 로진사이즈제의 투
입량 증가에 따른 접촉각의 추가적인 증가 경향은 나타

양이온성 CNF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로진사이즈제가
양이온성 CNF에 효과적으로 흡착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
높은 소수성을 발현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지 않았는데, 분산로진은 사이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음이온성 및 양이온성 CNF에 로진사이즈제를 첨가하여

입자 크기가 매우 작게 제조되기 때문에14,17) 3% 이상

필름을 제조하고 투입량에 따른 파열강도를 측정하였으

투입한 경우 CNF 필름 제조 과정에서 일부가 물과 함

며 그 결과를 Fig. 9에 도시하였다. 두 종류의 필름 모두

Fig. 7. FT-IR spectra of the anionic CNF film depending on the addition of the rosin sizing
agent.

Fig. 8. FT-IR spectra of the cationic CNF film depending on the addition of the rosin siz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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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로진사이즈제의 흡착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로진사이즈제를 첨가하여
CNF 필름을 제조하고 사이즈제의 경화를 위한 열처리
이후 접촉각이 증가하였고, 양이온성 CNF의 수산기와
로진사이즈제가 효과적으로 반응하여 음이온성 CNF로
제조한 필름의 접촉각보다 4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로진사이즈제 투입에 따른 CNF 필름의 파열강도를
측정한 결과 초기 투입량에서는 강도가 향상되었고 3%
이상의 투입량에서 강도 저하가 발생하여, 섬유 간 수소
결합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첨가량을 조절하면 필름
의 소수성과 강도 특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Fig. 9. Burst strength of the CNF films depending on the addition of the rosin
sizing agent.

다. 따라서 알람을 사용하지 않고 중성 조건에서 로진사
이즈제를 이용한 CNF의 소수화가 가능하였으며 양이온
성 CNF를 사용함으로써 음이온성 로진사이즈제와의 반

로진사이즈제의 첨가에 따라 강도가 소폭 증가하다가 투

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량이 커지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진사이
즈제를 소량 첨가한 경우 물리적인 접착력을 증가시켜 강
도 향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는데, 투입량이 증

사사

가하게 되면 섬유 간 수소결합을 방해하는 작용으로19) 강
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름의 소수성을

본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발현시킬 수 있으면서 CNF 필름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받아 수행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

서는 로진사이즈제의 투입량을 3% 이하의 수준으로 조절

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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