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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researchers have reported that cellulose nanofibrils (CNFs) are an effective paper
strength enhancer. However, due to their high viscosity, the dispersibility of CNFs in
pulp stock is low unless appropriate measures are taken. Such low dispersibility results in
a decreased paper strength due to the uneven distribution of the fibers in the sheet.
Therefore, the first step for the effective use of CNFs as strength enhancer is the development of an analytical method to evaluate the distribution of CNFs in paper products. In
this study, we prepared fluorescent CNFs (F-CNFs) using a di-sulfonic fluorescent whitening
agent (D-FWA). The CNFs were produced from bleached hardwood kraft pulp via refining
and micro-grinding processes. Then, F-CNFs were obtained by D-FWA adsorption. The
D-FWA dosage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unadsorbed D-FWA in the supernatant
of a CNF slurry. After the adsorption process, handsheets were made by adding the
F-CNFs to stock made from both softwood and hardwood bleached kraft pulps. The CIE
whiteness, ISO brightness, and fluorescence index of the sheets were measured, and the
distribution of the F-CNFs in the sheets was observed using a confocal laser microscope
(CLSM). According to the D-FWA adsorption curve, its dosage for manufacturing the
F-CNFs was 0.5% using oven-dried CNFs. Then, as the F-CNF dosage increased, the
CIE whiteness and ISO brightness of the sheets increased, indicating that the amount of
retained F-CNFs in the sheets also increased. Additionally, the distribution of F-CNFs in
the sheets was observed using CLSM images obtained under a UV irradiation. Based on
the results, we concluded that F-CNFs can be effectively used to analyze th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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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NFs in pape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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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응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단점이 있다.

셀룰로오스는 목질계와 비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지용

주요 구성성분으로 재생 가능하고 생분해성과 친환경성

형광증백제 중 내첨용으로 사용되는 다이타입 형광증백

을 가지는 천연물질이다.1,2) 이러한 셀룰로오스 섬유를 이

제를 이용하여 형광방사가 가능한 CNF를 제조하고자 하

용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전처리와 기계적 분쇄

였다. 다이타입 형광증백제를 CNF에 흡착시킨 후 원심

과정을 통해 나노 수준으로 제조되는 소재를 셀룰로오스

분리하여 형광증백제가 흡착된 CNF를 채취한 뒤 지료에

나노피브릴(cellulose nanofibril, CNF)이라 한다. 이

투입하여 형광 CNF가 투입된 종이를 제조하였다. 조습

나노소재는 섬유폭이 100 nm 이하로 제조되며 큰 종횡

처리 이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백감도, 백색도, 형광

비와 비표면적을 가지고 높은 강도적 특성과 열적 안정

지수를 측정하였으며 공초점현미경을 이용하여 CNF가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복합재 제조에 사용될 수

종이에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내첨된 형광 CNF를 통해

있다.3-5) 특히 CNF는 셀룰로오스 섬유를 기반으로 제조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되기 때문에 셀룰로오스와 같이 지구상에 자원이 풍부하고
재생 가능하며 생분해성을 가지므로 많은 분야에서 활발

2. 재료 및 방법

하게 사용될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6)
복합재 분야, 펄프제지 분야, 의료 분야, 포장재 분야
등7,8)을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CNF를 활용하기

2.1 공시재료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펄프제지 분야에서

본 연구에서는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CNF) 제조 및

CNF의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내첨 수초지 제작을 위하여 M사에서 제공받은 활엽수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도향상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표백 크라프트 펄프(HwBKP)와 침엽수 표백 크라프트

고강도, 고내구성이 요구되는 특수지의 지력증강제로서

펄프(SwBKP)를 사용하였다. 형광증백제가 흡착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3,9) 또한 낮은

F-CNF(fluorescent Cellulose nanofibril) 제조를 위해

산소 및 수분 투과성이 요구되는 포장용지의 배리어 코팅

M사에서 액상으로 분양받은 농도 35%의 내첨용 다이타입

제로 활용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

형광증백제(D-FWA)를 사용하였다.

10,11)

다.

그런데 CNF가 지력증강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CNF의 고점도에 따른 지료의 탈수성 저하 및 지료 내 분

2.2 실험방법

산성 악화에 따른 CNF의 불균일한 분포를 개선해야 할

2.2.1 CNF 제조

것으로 판단된다. CNF 적용에 따른 탈수성에 대한 연구

본 실험에서는 HwBKP를 이용하여 CNF를 제조하였

결과는 다수 발표되었으나12,13) 종이 내에 CNF의 분포에

다.12) HwBKP 자체는 섬유장이 길어 바로 그라인딩 하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는 CNF의 분포를

적합하지 않으므로 실험실용 밸리비터(Valley beater)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용하여 450 mL CSF 수준으로 고해를 실시하였다.

14)

Ding 등 은 CNF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CNF에 형광

고해한 펄프를 1% 농도로 희석한 후 마이크로 그라인더

관능기 도입을 시도하였고 형광현미경을 통해 그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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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광 관능기의 도입을 위해서는

Japan)를 이용하여 운전속도 1,500 rpm, 스톤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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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μm 조건에서 패스횟수가 5회와 9회인 두 조건의

완료된 HwBKP와 SwBKP를 8:2의 비율로 혼합한 후

CNF를 제조하였다.

최종 농도를 0.7%로 조절하여 지료를 준비하였다.
F-CNF는 전건 펄프 대비 1%, 3%, 5% 조건으로 투입하여

2.2.2 CNF의 기본 물성 평가 측정 방법
CNF의 기본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저전단점도계

600 rpm 조건에서 5분간 교반한 뒤 평량 90±5 g/m2의
수초지를 제작하였다.

(DV-IP,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USA)를 이용하여 농도 1%, 23℃, 60 rpm 조건에서 점
도를 측정하였고, 입도 분석기(1090LD, CILAS,

2.2.5 수초지의 광학 특성 및 F-CNF의 분포 분석
방법

France)를 이용하여 평균입도를 측정하였으며, FE-SEM

수초지에 잔류하는 F-CNF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JSM-7610F, JEOL, Japan)으로 섬유 이미지를 촬영

분광광도계(Elrepho spectrophotometer, L&W,

하여 섬유폭을 측정하였다. FE-SEM 측정에 앞서 에틸

Sweden)를 사용하여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측정

알코올과 n-헥산 순서로 용매치환을 하였으며, 건조 시

항목으로는 백감도(CIE whitness), 백색도(ISO-

측정용 시트에 섬유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진공여

brightness), 형광지수(fluorescence index)를 측정하

과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였는데 형광지수는 D65 광원에서 자외선 유무에 따른
백감도 차를 통해 측정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의

2.2.3 형광 CNF(F-CNF) 제조 방법 및 형광증백제
흡착 평가

측정 조건을 Table 1에 표시하였다.
이후 수초지 내 F-CNF의 분포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F-CNF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처리 CNF를 0.5% 농도로

위해서 형광방사를 촬영할 수 있는 공초점현미경(Con-

희석하였다. 형광 투입량에 따른 형광흡착 양상을 알아

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CLSM), FV1000,

보기 위하여 희석한 CNF 슬러리에 D-FWA를 0.1%로

Olympus, USA)을 사용하였으며 관찰 배율은 100배,

희석하여 전건 CNF 대비 0.01%, 0.50%, 0.70%, 1.00%

광원으로는 DAPI의 405 nm 라인을 사용한 조건에서

조건으로 투입 후 600 rpm 조건에서 30분 동안 교반시

촬영하였다.

켰다. 이후 원심분리기(LaboGene 1248, Gyrozen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3,000 G 조건에서 60분 동안

3. 결과 및 고찰

작동시킨 후 침전된 CNF를 F-CNF로 수집하였고 상등
액을 채취하여 미흡착된 D-FWA를 분석하였다. 침전된
CNF는 증류수를 이용하여 1%로 희석시킨 F-CNF를

3.1 CNF의 주요 물성 측정 결과

제조하였고 형광광도계(FP-8200, Jasco, Japan)를

본 연구에서는 HwBKP를 원료로 그라인더 처리횟수에

사용하여 상등액의 형광방사를 측정하였으며 미흡착된

따라 달리 제조된 CNF의 주요 물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D-FWA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형광방사는

Fig. 1에는 저전단점도를 나타냈는데 그라인더 처리횟수가

excitation 파장은 370 nm, emission 파장은 440 nm
에서 측정하였다.

Table 2. Average fiber width of CNFs depending
on the pass number of micro-grinding

2.2.4 F-CNF를 함유하는 수초지의 제조 방법
실험실용 밸리비터를 이용하여 HwBKP와 SwBKP를
여수도 450 mL CSF 수준으로 고해를 실시하였다. 고해가

Width (nm)

Pass number 5

Pass number 9

Average

71.1

59.8

Standard deviation

13.6

12.1

Table 1. Measurement conditions for optical properties and fluorescence index
Optical properties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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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brightness

Fluorescence index

D65

C

CIE whiteness under D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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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점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고, Fig. 2에는

도계로 분석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냈다. 초기투입 수준

평균입도를 나타냈으며 그라인더 처리횟수가 증가할수록

에서는 상등액의 형광방사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평균입도는 감소하였다. 섬유폭을 측정하기 위해 FE-

투입된 D-FWA가 모두 CNF에 흡착되었기 때문이라고

SEM 이미지를 촬영하여 Fig. 3에 도시하였고 이들 이미

판단된다. 그러나 D-FWA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

지를 이용하여 화상 분석을 통해 Table 2와 같이 그라인

등액의 형광방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더 처리횟수에 따른 CNF의 섬유폭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D-FWA의 투입량과 상등액의 형광방사 간 상관관계를

CNF가 100 nm 이하의 섬유 폭의 크기를 지니는 것을

분석해 보면 지수함수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확인하여 나노화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수함수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약 0.5-0.6% 투입 수준
에서 CNF에 미흡착된 D-FWA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3.2 형광광도계를 이용한 형광 투입조건 분석
형광증백제(D-FWA)를 CNF에 투입한 뒤 30분간 교반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CNF를 제조
할 때 D-FWA의 투입량을 전건 CNF 대비 0.5%로 선정

하고 원심분리기를 작동시킨 후 채취한 상등액의 형광광

하였다.

Fig. 1. Viscosity of CNFs made from HwBKP
depending on the pass number of micro
-grinding.

Fig. 2. Average particle size of CNFs made
from HwBKP depending on the pass
number of micro-grinding.

Fig. 3. FE-SEM images of CNFs depending on the pass number of micro-grinding (left: pass number
5, right: pass numb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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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CNF를 내첨한 수초지의 광학적 특성

인하였고 형광지수 분석을 통해 내첨처리되는 CNF의

내첨용 형광증백제인 D-FWA가 흡착된 F-CNF의

보류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도를 1%로 조절한 후 지료의 전건 무게 대비 1%,

따라서 F-CNF는 CNF의 내첨처리에 효과적인 방안 중에

3%, 5%로 투입하여 수초한 종이의 백감도와 백색도를

하나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s. 5-6에 나타냈다. F-CNF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백감도와 백색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형광지수
또한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증가하지만 패스횟수

3.4 F-CNF를 내첨을 통한 종이 내부의 CNF
분포 평가

5회인 F-CNF를 내첨한 종이에 비해 패스횟수 9회인

수초지 내부에 F-CNF의 분포를 육안으로 분석하기

F-CNF를 내첨한 종이의 광학적 특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위해 비파괴적 형광 분석법인 공초점현미경을 이용하여

나타났는데 이는 수초과정에서 패스횟수 5회인 F-CNF

F-CNF를 각각 1%, 3%, 5% 투입한 종이의 형광 분포를

보다 패스횟수 9회인 F-CNF가 보류가 잘되지 않은 것

촬영하였고 이를 Fig. 8에 도시하였다. CLSM 촬영 결과

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광학적 특성을 보아 제조된

내첨한 F-CNF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형광의 분포가

F-CNF를 수초지에 내첨처리하였을 때 CNF의 형광방

확연히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종이 내부에서 CNF가 분포

사에 의해 수초지의 광학적 특성이 향상되는 장점을 확

하고 있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CNF가

Fig. 4. Fluorescence emission of supernatants
after the adsorption of D-FWA on
CNFs.

Fig. 5. Effect of F-CNFs on the CIE whiteness
of the sheets.

Fig. 6. Effect of F-CNFs on the ISO brightness
of the sheets.

Fig. 7. Effect of F-CNFs on the fluorescence
index of the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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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LSM images of handsheets containing no CNF (control), F-CNFs at the pass number 5
(top) and 9 (bottom).
투입되지 않은 종이는 형광방사가 관찰되지 않았고 투입

수를 분석해 보면 F-CNF의 보류경향을 간접적으로 분석

량이 1%에서 5%로 증가함에 따라 형광방사의 분포가

할 수 있었다. 수초지의 CLSM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이를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앞선 형광지수 분석과 동일

분석해 보면 형광방사 효과에 따라 CNF의 분포를 육안

하게 패스횟수 5회 F-CNF의 경우 9회에 비해 형광방사가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형광증백제로 처리된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제지용 형광증백제를 이용하여

F-CNF를 활용한다면 내첨처리에 따른 CNF의 분포를

제조된 형광 CNF를 이용한 분석법은 내첨된 CNF의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포를 육안으로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파괴 분석
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사사

본 연구에서는 CNF와 D-FWA를 이용하여 형광방사
CNF(F-CNF)를 제조한 뒤 CNF의 내첨적용 시 종이 내

이 논문은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

CNF의 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하고자

관리원(KEIT) 산업기술혁신산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

하였다. 이를 위해 HwBKP로 제조된 CNF에 D-FWA를

사업(섬유생활스트림))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흡착시켜 F-CNF를 제조하였고 이를 투입하여 실험실적

10067241).

으로 수초지를 제조하여 백감도, 백색도, 형광지수를 측정
하였으며 공초점현미경(CLSM)을 이용하여 F-CNF의
형광방사에 따른 종이 내 CNF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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