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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닌 함유량이 상이한 마이크로피브릴 셀룰로오스를 첨가한
PLA(polylactic acid) 필라멘트의 3D 프린터 적용 및 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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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pplied microfibrillated cellulose (MFC)/polylactic acid (PLA) composite filaments
made of lignin-free (F-MFC, 1.0% Klason lignin) and -rich (R-MFC, 4.5% Klason lignin)
MFC in PLA as a matrix to three-dimensional (3D) printing. Further, the 3D printing
quality and physical performance using the 3D printed test specimens was evaluated. Regardless of their lignin contents, both F-MFC and R-MFC showed good compatibility with
PLA after a solvent exchange with tert -butyl alcohol, resulting to a better dispersion in
methylene chloride.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3D printed specimen with the MFC/
PLA filaments showed that the voids between the printed surfaces were decreased, leading
to a better strength development. Thus, compared to the printed specimens from the neat PLA
and commercial PLA filaments, the F-MFC/PLA filament specimen showed the highest
strength, followed by that of the R-MFC/PLA fila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olventexchanged MFC was well dispersed in the PLA matrix and produced a higher 3D printing
quality and strength development, regardless of its lignin content.

Keywords: Microfibrillated Cellulose, polylactic acid, 3D printer, tensile strength,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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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분산성이 개선되었으며 PLA/MFLC 복합재의 파괴인성이
소폭 향상했다고 보고하였다. MFC의 응집은 3D 프린터

3D 프린팅은 일반적으로 시제품 제작의 적합성 및 형

인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리그닌 및

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FDM(fused

헤미셀룰로오스를 함유한 MFC를 통해 PLA와의 분산성을

deposition modeling)을 이용한 3D 프린팅은 CAD

높였다고 보고하였다.4)

(computer-aided design) 기반의 적층 가공방식 생산

Ryu 등의 연구에서는 3D 프린터용 MFC/PLA 필라멘트

공정이다. 고분자 필라멘트 물질은 가열된 노즐을 통해

제조 시 전처리를 통한 분산 방법을 이용해 PLA와의 분

압출되고 설계된 양식에 따라 반 용융 상태로 적층된다.

산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리그닌 함유량이 풍부한 MFC

인쇄물은 바닥면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층 제조되며, 각

첨가로 분산 특성이 상이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5) 이렇게

1)

각의 새로운 층은 이미 적층된 재료와 융합된다. FDM

리그닌 함유량의 차이에 의해 MFC의 분산이 발현된다면

적층 방법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인쇄되는 노즐과 노즐

3D 프린터로 인쇄된 인쇄물의 우수한 물성을 나타낼 수

사이의 다공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합력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그닌 함유량이

의해 인쇄물의 최종 물성이 결정된다. 인접한 노즐사이의

적은 F-MFC와 리그닌 함유량이 풍부한 R-MFC를 보

접착력에 대한 변화는 강도 특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특히

강재로 하여 기재인 PLA와 전처리를 통한 분산 방법을

구성 방향에 수직으로 시험된 부품의 경우에 낮은 강도

사용했으며 MFC/PLA 필라멘트를 제조하였다. 이를 3D

2)

특성을 보인다.

프린터에 적용하여 화학조성이 상이한 MFC/PLA 복합

최근 접목된 나노셀룰로오스 복합재 기술은 PLA를 기반
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MFC의 분산은

필라멘트의 3D 인쇄특성과 3D 인쇄물의 강도 특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최종물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Jonoobi 등
의 연구에서는 PLA와 CNF를 혼합하여 twin screw

2. 재료 및 방법

extrusion으로 나노 복합재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분석
하였다. PLA 나노 복합재 내 CNF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
장강도와 탄성률은 향상되었지만 일정 수준에서 CNF의
3)

2.1 공시재료

분산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 Winter 등은 PLA와

본 연구에 사용된 PLA(4032D, 7000D, NatureWorks

MFC를 혼합하여 복합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개선된

LLC, USA)는 펠렛 형태로 50℃의 진공건조오븐에 2-3일

분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MFC를 사용하였

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PLA의 기본 특성은 Table 1에

으며 이를 바탕으로 PLA 기반의 복합재를 제조하여 그

나타내었다. 또한 인장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상업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PLA와 함께 microfibrillated

PLA 필라멘트(PLA filament, Moment Co., Ltd.,

cellulose(MFC), microfibrillated wood(MFW), mi-

Korea)를 사용하였다.

crofibrillated lignocellulose(MFLC)의 세 종류의 MFC
를 사용하였다. 분말상의 PLA와 세 종류의 MFC를 혼합

2.2 MFC 제조

하고 double screw extruder를 사용하여 압출하여 펠렛을

MFC/PLA 필라멘트를 제조하기 위해 리그닌 함유량이

제조된 후 압출된 펠렛으로 최종 복합재를 제작하였다.

1.0±0.4%인 F-MFC와 리그닌 함유량이 4.5±0.5%인

실험 결과, MFC와 비교하여 MFW와 MFLC가 PLA와의

R-MFC를 제조하였다. 두 종류의 MFC 제조를 위해 사

Table 1. Properties of PLA polymer
Properties

PLA 4032D

PLA 7000D

Specific Gravity (g/mL)

1.24

1.24

Feed Temperature (℃)

180

180

Melt temperature (℃)

210±8

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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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목재 칩은 국내산 혼합 참나무이며 T 222 om-02에

alcohol, Extra pure, Daejung, Korea)를 사용해 MFC의

의거하여 측정된 Klason lignin의 함량은 24.2%이다.

전건 중량이 1%가 되도록 하여 교반한 후 동결건조

먼저 F-MFC는 국내산 혼합 참나무 칩 크라프트 펄프화

(TFD5505A, ilShinBioBase, Korea)를 진행하였다

법(H-factor:1,685)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펄프의 수

(Fig. 1).

율은 42.6±2.1%이었고 Klason lignin의 함량은 1.0±
0.4%이었다. 다음으로 R-MFC는 LAS(low temperature,
6,7)

2.4 MFC/PLA 시편 제조

atmospheric pressure and short reaction)펄프화 를

분말 형태로 제조된 F-MFC와 R-MFC를 두 종류의

통해 제조하였다. 펄프의 수율은 44.5±2.7%, Klason

PLA(4032D, 7000D)에 첨가하여 필라멘트를 제조하였고

lignin의 함량은 4.5±0.5%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이전의 연구5)에서 사용된 용제 분산방법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두 가지 종류의 펄프를 MFC로 제조하기 위해 전

염화메틸렌(Extra pure, Samchun pure chemical Co.,

처리로 실험실용 Valley beater(DM-822, Daeil

Ltd., Korea)을 분산 용제로 PLA를 모두 녹인 후 MFC

Machinery,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여수도가

분말을 투입하였으며 실험용 균질기(Homogenizer,

100 mL CSF가 될 때까지 섬유를 고해하였다. 고해한 펄프

HG-15A, DAIHAN Scientific Co., Ltd., Korea)를 통해

슬러리농도는 2%이며 Super Masscolloider(MKCA6-2,

2,700 rpm에서 5분간 교반 후 DCM 용제를 제거하여

Masuko Sangyo Co., Ltd., Japan)에 통과시켜 제조

필라멘트를 제조하였다. 각 PLA의 녹는점(Tm)을 고려

하였다. 이 때 사용된 그라인더의 스톤(MKGA 6-46#)

하여 필라멘트 사출기(Filabot EX2 filament extruder,

간 갭 사이즈는 -90±5 µm로 조절하였으며 통과횟수가

Triex® LLC, USA)의 온도를 조절하였다. 압출 속도는

10회가 될 때까지 처리를 반복하였다.

17.5 rpm으로 동일하게 사출하였다(Fig. 1).
3D 프린터에 적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조된 MFC/

2.3 MFC의 용제 치환 및 건조

PLA 필라멘트로 시편을 제조하였다. FDM 방식의 3D

F-MFC 및 R-MFC를 분말 형태로 제조하기 위해

프린터(Moment 1, Moment Co., Ltd.)를 사용하였고

Beaumont 등8)이 제안한 알코올 치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장강도용 시편은 ASTM D638에 의거하여 제조되었다

F-MFC 및 R-MFC의 함수율은 약 10%가 되도록 여과

(Fig. 2).

하여 사용하였다. MFC의 전건 중량 대비 50배 중량비로
3차 부틸알코올을 투입하여 1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교반
후 원심분리를 통해 상등액을 제거하고 TBA(tert-butyl

2.5 3D 프린터 적용 특성 평가
용제 치환된 MFC의 분광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Fig. 1. Manufacturing process of MFC/PLA filament. (a): process of MFC solvent exchanged by
tert -butyl alcohol, (b): process of MFC/PLA filament using MF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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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MFC 용제 치환 특성
Fig. 3은 용제 치환된 F-MFC 및 R-MFC의 분광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증류수를 통해 동결 건조된
F-MFC 및 R-MFC를 대조구로 하여 스펙트럼으로 나타
낸 그래프이다. 그 중 1,068 cm-1대에서 TBA(tert-butyl
alcohol)에서 유래하는 C-O결합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11)

Fig. 2. Shape of specimen. (a) Size and shape
of test specimen, (b) 3D printed test
specimen.

Fig. 4는 용제 치환된 F-MFC의 분산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PLA 용해용제로 사용되는 염화 메틸렌에 분산 후
육안으로 관찰한 것이다. 대조구로 사용된 F-MFC(Fig.
4a)는 마이크로 피브릴과 섬유 간 수소결합으로 인해

증류수에 동결 건조된 F-MFC 및 R-MFC를 대조구로
하여 ATR-IR 분석기(attenuated total reflection infrared spectroscopy, Bruker Optics, Germany)를 사용
하였다. 또한 PLA와의 분산 용제로 사용된 염화 메틸렌
에서의 분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0.1% 농도로 500 rpm
에서 10분간 자석교반기로 교반하여 분산정도를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3D 프린터 인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된
시편의 표면과 단면을 디지털 현미경(Nurugo Microscope, NURUGO™, Korea)으로 관찰하였으며 강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만능 인장
강도 시험기(Hounsfield H500M, England)의 인장
속도는 10 mm/min로 측정하였다. 인장강도(Eq. 1)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조건당 10회 측정
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제조된 시편의 결정화 지수
(TCI, total crystallinity index)는 IR 스펙트럼 2,893

Fig. 3. ATR-IR Spectra of MFC solvent exchanged by tert -butyl alcohol.

cm-1대의 흡수강도와 1,367 cm-1대의 흡수강도 비로부터
계산하였다.9-11) 제조된 시편의 열적 특성은 시차주사열량
분석(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iscovery
DSC, TA Instruments, Inc., USA)을 통해 측정하였다.
시편의 약 5 m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초기 온도를
50℃로 설정하고 200℃까지 10℃/min로 가열하여 녹는
점(Tm)을 측정하였다.

σ=
σ : 인장응력(KPa)

P : 인장력(N)
A : 단위면적(mm2)

P
A

 [1]

Fig. 4. D ispersion of F-MFC in methylene
chloride. (a): Original F-MFC, (b):
F-MFC solvent exchanged by tert -butyl
alcohol, (c): R-MFC solvent exchanged
by tert -butyl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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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산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용제 치환을 통해 제조된
F-MFC를 염화 메틸렌에 분산하였을 때(Fig. 4b)
F-MFC 입자가 분산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분산되는 성
상은 R-MFC(Fig. 4c)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용제 치환에 사용된 용제의 특성에 의한 것
으로 고순도의 TBA는 극성이 적으며 알킬기가 다른 용
제에 비해 큰 부피를 차지하게 때문에 TBA의 상호간의
결합(self-association)이 적게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2) 이에 따라 MFC를 용제 치환하였을 때 높은 분산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3.2 MFC/PLA 시편의 3D 인쇄 특성
3D 프린터에 적용된 시편의 인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편의 표면을 관찰하였다(Fig. 5). F-MFC의 첨가를
통해 PLA로만 제조된 시편에 비해 백색을 띄며 불투명
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층 가공 방식으로 인해
인쇄 과정에서 노즐이 움직이며 사출 면 사이의 격자무늬
형태가 관찰되었다. 이는 인쇄 과정에서 0.4 mm 직경의
필라멘트가 순차적으로 배열되며 인쇄물의 공극을 형성
하기 때문이다.13) F-MFC 및 R-MFC의 투입으로 인해
적층 사이의 공극이 줄어든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리그닌의 유무와 관계없이 MFC의 첨가로 인해 인쇄 특
성이 향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Fig. 6은 시편의 절단면
으로 3D 프린터로 인쇄 시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을 직관

Fig. 5. Surface morphology of 3D printed test
specimen.

Fig. 6. Cross-sectional area of 3D printed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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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14) PLA로만

하여 제조된 시편에 비해 소폭 낮은 인장강도를 나타냈

제조된 시편에서는 인쇄를 통해 형성되는 층 또는 공극이

지만 상업용 PLA의 인장강도(100%) 대비 5.5% 강도

관찰되었지만 F-MFC 및 R-MFC를 첨가하여 제조된

상승을 확인하였다.

시편에서 공극이 감소했다. 따라서 분산된 F-MFC와

MFC는 일반적인 제지용 섬유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표

R-MFC를 통해 공극을 줄여 인쇄 특성을 향상할 수 있

면적이 넓고, 서로 간 연결성(inter-connectivity)이 양

다고 판단되었다.

호하고, 일련의 그물망 구조(web-like structure)를 가
지기 때문에 고강도 복합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3.3 제조된 MFC/PLA 시편의 인장강도 특성

된 바 있다.16) 또한 적층방식의 3D 프린터의 경우 한 층

Fig. 7은 3D 프린터를 통해 제조된 시편의 인장강도

씩(layer-by-layer) 적층될 때 적층 사이에 공극이 형

결과이다. PLA만으로 제조된 시편의 인장강도는 PLA

성될 수 있고 이러한 공극의 비율에 따라 3D 프린터물의

7000D가 PLA 4032D보다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

강도 특성에 영향을 끼친다.17) 따라서 MFC의 첨가를 통

으며 상업용 PLA로 제조된 시편보다는 낮게 측정되었다.

해 3D 인쇄물의 인장강도가 향상된다고 판단되었다.

F-MFC를 첨가하였을 때 PLA 종류에 상관없이 PLA만
으로 제조된 시편에 비해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냈다.

3.4 MFC/PLA 시편의 결정화 지수

PLA 7000D에 F-MFC를 첨가한 조건에서 가장 높은

Fig. 8은 F-MFC 및 R-MFC 첨가에 따른 시편의 결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업용 PLA

정화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PLA만으로 제조된 시편의

로 제조된 시편의 인장강도(100%) 대비 14.2% 증가한

결정화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R-MFC를 첨가하여

결과이다. PLA는 170℃ 이상의 고온에서 가수분해가

제조된 시편의 결정화 지수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미 용융과정을 통해 제조된 필라멘

이는 MFC의 투입으로 인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무정형의

트가 230℃의 노즐을 통해서 인쇄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셀룰로오스가 PLA의 결정성을 변화하였다고 보고된 바

불구하고 인장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

있다.18) 또한 PLA의 결정화 거동에 있어서 결정의 형태

15)

었다. 리그닌을 함유한 R-MFC를 PLA 7000D에 첨가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정화 속도에는 큰 영향을

하였을 때 PLA만으로 제조된 시편에 비해 높은 인장강

끼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PLA의 결정화에

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F-MFC를 첨가

MFC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인

Fig. 7. T ensile strength of 3D printed test
specimen.

Fig. 8. Total crystallinity index of 3D printed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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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3D 프린터의 인쇄적성에 영향을 끼치고 제조된

결정화온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F-MFC에 존재하는 리

시편의 인장강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닌으로 인해 PLA의 열적 특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20) 녹는점(Tm)은 PLA 종류에 따라 첨가된

3.5 MFC/PLA 시편의 열적 특성

MFC의 종류에 관계없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9와 Table 2는 3D 프린터로 제조된 시편의 DSC

따라서 이와 같은 유리전이점 혹은 결정화온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유리전이점(Tg)은 PLA 종류와 관계없이

열적 특성의 변동을 이용해 3D 프린터의 작업 효율성을

PLA만으로 제조된 시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MFC 시편에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결정화온도(Tcc)
또한 PLA만으로 제조된 시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결 론

이와 같은 결과는 Fig. 8의 결정화 지수 결과와도 일치
한다. 반면 MFC의 투입으로 인해 감소한 결정화온도는
재료의 열 안정성 및 저장 탄성률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19)

된 바 있다.

용제 MFC 분산방법을 적용한 MFC/PLA 복합 필라멘

반면 R-MFC를 첨가하여 제조된 시편의

트를 3D 프린터 적용 후 성능을 평가하였다. 먼저 MFC

결정화온도는 F-MFC를 첨가해 제조된 시편보다 높은

용제 치환 및 분산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R

Fig. 9.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of 3D printed test specimen. (left): PLA polymer 4032D,
(right): PLA polymer 7000D.
Table 2. Thermal properties of the 3D printed test specimen

PLA 4032D

PLA 7000D

74

Tg

Tcc

Tm

Neat PLA

62.8

107.9

171.2

F-MFC/PLA

58.0

101.2

171.5

R-MFC/PLA

58.1

105.3

171.5

Neat PLA

60.8

119.4

156.9

F-MFC/PLA

57.3

116.3

157.9

R-MFC/PLA

57.8

119.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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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을 통해 F-MFC 및 R-MFC에서 알코올계에서

Influence of processing and orientation print

유래하는 C-O결합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염화

effects on the mechanical and thermal behavior

메틸렌에 분산하였을 때 F-MFC 및 R-MFC 모두 분산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D 프린터로 제조된 시편의 인쇄

of 3D-Printed ULTEM® 9085 Material, Additive
Manufacturing 13:71-80 (2017).

특성, 강도 특성 및 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시편의 표

3. Jonoobi, M., Harun, J., Mathew, A. P., and

면에서 F-MFC로 인해 PLA로만 제조된 시편에 비해 불

Oksman, K., Mechanical properties of cellulose

투명해지는 것을 관찰하였고 단면에서 적층 사이의 공극

nanofiber (CNF) reinforced polylactic acid

이 감소했다. 적층방식의 3D 프린터에서 중요한 요소 중

(PLA) prepared by twin screw extrusion, Com-

하나인 인장강도 측정 결과 F-MFC 및 R-MFC를 첨가

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70(12):1742-

하였을 때 PLA만으로 제조된 시편보다 높은 인장강도를

1747 (2010).

나타냈으며 이는 상업용 PLA로 제조된 시편보다 높은

4. Winter, A., Mundigler, N., Holzweber, J.,

수치였다. 시편의 결정화 지수는 가장 높은 인장강도를

Veigel, S., Müller, U., Kovalcik, A., and

나타낸 F-MFC를 첨가한 시편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

Gindl-Altmutter, W., Residual wood polymers

다. 시편의 열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차주사열량분

facilitate compounding of microfibrillated

석(DSC) 결과 유리전이점(Tg) 및 결정화온도(Tcc)는 PLA

cellulose with poly (lactic acid) for 3D printer

종류와 관계없이 PLA만으로 제조된 시편에서 가장 높게

filament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나타났으며 F-MFC 시편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Royal Society A: Mathematical, Physical and

MFC/PLA 복합 필라멘트를 3D 프린터에 적용하였을 때

Engineering Sciences 376(2112):20170046

높은 인쇄적성과 인장강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존의 적

(2017).

층방식에 적용되는 PLA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5. Ryu, J. A., Choi, S. R., Ahn, E. B., Seo, E. J.,
Park, S. J., Eom, T. J., and Lee, J. M., Effects
of MFC dispersionability on the phys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filaments in th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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