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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ter absorption properties of the water absorption core made of pulp mold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pulp mold samples were modified using various natural
non-wood fibers such as cotton linter, kapok, abaca, Tencel and through the high
bulk-forming process with the low polarity solvent in order to find main factors for improving the water absorption properties. The application of the kapok fibers resulted in
the higher water absorption amount following the bulkier structure. The alkali treated
kapok showed the higher water retention value and the improvement in the water absorption properties. The bulk of the pulp mold samples was greatly increased by the high
bulk-forming process with low polarity solvent, which led to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water absorption amount. The addition of natural water absorption additives such
as glucomannan and carboxyl methyl cellulose (CMC) also increased the water absorption
amount. The double-layered pulp mold samples were prepared as a water absorption core
made of the kapok fiber, utilizing the high bulk-forming process with the addition of the
glucomannan, which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water absorp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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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게 되는데3) 이러한 티슈페이퍼는 실제 주름처리 공정
이 가능한 지필 평량이 제한적이라 흡수코어와 같이 일

흡수패드(absorption pad)는 기저귀 등의 다양한 위생

정량 이상의 용량으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용품, 육류나 어류 등의 신선식품 포장용 보조소재 및 유

용지를 겹쳐서 적용해야 하는 등 실제 제조효율과 경제

출된 오일의 흡유를 위한 제품 등에 유체를 흡수하여 제

성이 낮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경제성이 우수한 습

거하는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식방식의 펄프몰드 제조공정을 기반으로 한 고벌크의 시

일회용 제품으로 편의성이 높은 수분흡수용 흡수패드들

트상 흡수구조체의 기능성의 향상으로 친환경적인 소재

은 현재 더욱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층의 증가

기반의 흡수코어 제품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등으로 인한 위생용 흡수패드의 수요 증가와 함께 1인 가

친환경적 포장소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습식펄프몰

구 증가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신선식품의 소포장 확산,

드 공정과 제품특성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

신선식품의 온라인 배송 확대 및 농축수산물의 유통시스

어져 오고 있는데, 펄프몰드 원료에 의한 영향,4) 습식펄

템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 보존에 필수적인 흡수패드의

프몰드 공정개선 및 건조에너지절감을 위한 연구결과5,6)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다양한 천연섬유 원료들의 펄프

이러한 수분흡수용 흡수패드는 대부분 다공성의 부직

몰드 적용성에 대한 평가들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으

포 사이에 흡수된 수분을 담지할 수 있는 흡수코어

며7-9) 펄프몰드 표면개질을 통한 기능성 개선연구10)와 펄

(absorption core)가 장착되는 다층구조를 가지며, 대체

프몰드의 구조 및 흡수성 변화에 대한 연구,11) 고벌크화

로 고흡수성 수지(super absorbent polymer, SAP)가

기술 연구12)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

적용되어 수분의 보수성을 조절하게 된다. 흡수패드의

구들을 기반으로 펄프몰드의 품질개질 및 기능성 강화를

주요한 물질로 사용되는 고흡수성 수지는 아크릴산 및

통해 그 활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아크릴산염과 같은 친수성기들이 가교결합을 하도록 공

이루어지고 있다.

중합하거나, 괴상중합, 용액중합 또는 현탁중합 등 다양

본 연구에서는 습식 펄프몰드의 수분흡수성 조절을 통

한 방식의 제조방법으로, 그 기능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

해 친환경 흡수코어로서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았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2) 흡수패드의 구조

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매스 섬유의 적용을 통한 수

를 이루며 이러한 고흡수성 수지와 함께 흡수패드의 지

분흡수성의 변화를 알아보고 저극성 용매를 적용한 성형

지체 역할을 하는 흡수코어는 현재까지 합성수지 기반의

방법으로 고벌크화한 펄프몰드의 적용효과와 수분흡수

부직포가 주로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친환경

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이중층 구조의 흡수코어를 제조하

소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티슈페이퍼 원지의 합지를

는 경우에서의 흡수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특히, 고벌크

통한 친환경 흡수코어 제품들의 적용이 증가되고 있는

펄프몰드와 흡수성증대 효과를 가지는 천연물질의 혼합

추세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기존 포장용 흡수패

적용 방법을 통한 펄프몰드 기반 흡수코어용 시트상 구

드 제품들은 일회용 제품들로서 폐기 시 매립 또는 소각

조체의 흡수성 증대효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관련 제품

됨에도 생분해성이 좋지 않은 관계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개발의 기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되고 있으나, 점차 그 사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적
인 흡수코어 소재로의 대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2. 재료 및 방법

있는 추세이다.
수분의 흡수와 친화력이 우수한 천연소재인 목재펄프
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펄프몰드는 일반적인 초지공정으

2.1 공시재료

로 제조되는 지류제품과는 달리 고벌크의 시트상 구조를

본 연구에서는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hard wood

가지며 수분의 흡수성은 벌크가 높은 경우 증가되기 때

bleached kraft pulp, Hw-BKP)를 실험실용 밸리비터

문에 흡수성 제품의 제조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valley beater)로 해리 및 고해하여 CSF 600±5 mL 수

대표적인 흡수성 지류제품인 티슈페이퍼는 고벌크의 구

준으로 지료를 조성하였다. 펄프몰드의 구조변화 및 수

조를 위한 주름처리(creeping process)를 적용하여 제조

분흡수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친환경 비목질 섬유

68

펄프·종이기술 52(3) 2020

김동성, 최광식, 노진호, 성용주

원료를 적용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비목질 섬유로는 면린

0.04 MPa의 조건에서 포밍을 진행하였고, 16 kg의 롤

터(cotton linter, 한국조폐공사, Korea) 펄프섬유, 전자

을 이용하여 1회 쿠칭을 실시하였으며, 160℃의 열풍건

빔 가속기(ELV-4 type, EB Tech Co., Ltd., Korea)를

조기로 건조하여 펄프몰드 시편을 제조하였다.

이용하여 100 KGy 전자빔 처리된 면린터 펄프섬유, 아
바카(abaca) 섬유 및 캄보디아산 케이폭(kapok) 섬유와

2.3.2 비목질 섬유 첨가에 의한 펄프몰드 제조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인 텐셀(Tencel, Lenzing 社,

물리적·화학적 전처리된 비목질 섬유들을 적용하여 펄

Austria) 섬유를 사용하였다. 펄프몰드 기반의 이중층

프몰드를 제조하였다. 펄프몰드는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구조의 흡수코어 시험편 제조 시 수분흡수성 개선을 위

펄프 기반 지료에 각 섬유별로 무게비 20%를 첨가하여

해 천연수분흡수제를 적용하였는데 글루코만난(gluco-

지료를 조성한 후 펄프몰드 시편을 제조하였다.

mannan, 찬샘식품, Korea), CMC(carboxyl methyl
cellulose, 치환도 0.7-0.8, 5,000 cps, Chongqing

2.3.3 고벌크 펄프몰드 제조공정

Lihong Fine Chemicals Co., Ltd., China), 감자전분

펄프몰드 시험편의 고벌크화를 위하여 저극성 용매를

(potato starch, Samchun, Korea)을 공급받아 적용하

적용하는 성형공정을 통해 펄프몰드 시험편을 제조하였

였다.

다.12) 각 고벌크 펄프몰드 시험편은 습식 펄프몰드 성형
기를 이용하여 평량 100, 150, 200±10 gsm의 조건으로

2.2 펄프몰드 적용을 위한 원료 전처리

하여, 성형 시 저극성 용매인 에탄올을 이용하여 지료를

2.2.1 비목질 섬유의 물리적 전처리

조성한 후, 성형진공압력을 0.04 MPa 조건에서 포밍을

본 연구에 적용된 비목질 섬유들이 구조적으로 섬유장
이 길고 강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식펄프몰

진행한 후 쿠치공정을 실시하지 않고 160℃의 열풍건조
기를 이용하여 건조하여 제조하였다.

드 제조를 위하여 물리적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실험실
용 습식 마쇄장치를 적용하여 비목질 섬유들을 해섬 및

2.3.4 펄프몰드 물리적 특성 평가

섬유장을 조절하였으며 이후 60 mesh 진동스크린을

제조된 펄프몰드 시험편은 온도 23±1℃, 상대습도 50±

이용하여 미세분을 제거한 섬유들을 본 실험에 사용하

2%의 조건에서 최소 24시간 동안 조습처리하였으며, 조

였다.

습처리 이후 평량은 KS M ISO 536에 의거하여 측정하
였고 밀도 및 벌크는 KS M ISO 534에 의거하여 평가하

2.2.2 케이폭 섬유의 알칼리 전처리

였다.

케이폭 섬유는 표면에 왁스 및 오일성분이 포함되어 있
어 친수성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13) 이에 케이폭 섬

2.4 이중지층 구조체 시험편 제조

유의 표면 왁스 및 오일성분을 제거하고 친수성을 향상

천연수분흡수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흡수코어 시

시키기 위해 알칼리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알칼리 전처

험편을 모사하기 위하여 이중지층 구조체 시험편을 제조

리는 섬유 고형분 대비 NaOH 5%, 액비 1:100의 조건에

하였다. 특히 표준 시험편으로는 실험실용 일반 필터페

서 30분 동안 열탕 처리하였고, 이후 아세트산을 이용하

이퍼(Filter paper No.2, Advantec, Japan)를 지층구

여 pH 6-8 사이로 중화시킨 후 60 mesh 위에서 청수로

조로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특성의 펄프

세척하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몰드 시험편을 각각 사용하여 이중지층 구조체 시험편을
제조하였다. 이중지층 구조체의 제조를 위해 각각의 필

2.3 조건별 펄프몰드 제조

터페이퍼를 4 cm×4 cm로 절단한 후, 두 필터페이퍼 또

2.3.1 펄프몰드 제조

는 펄프몰드 시험편 사이에 천연수분흡수제를 전체 지필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 섬유를 기반으로 하여 펄프

무게 대비 일정량이 되도록 고르게 존치시킨 후, 전분접

몰드를 제조하였다. 펄프몰드는 습식 펄프몰드 성형기를

착제를 시트의 테두리 부분에 소량 적용하여 시트를 접

이용하여 조건별로 평량 100, 150, 200±10 gsm의 조

착시킨 후, 상온에서 약 20분간 건조하여 이중지층 구조

건으로 제조하였다. 펄프몰드의 성형 시 진공 압력은

체 시편을 제조하였다. Fig. 1은 이러한 구조체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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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double-layered pulp mold sheet structure.

방법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품질지수이지만 현재 흡수패드가 아닌 흡수패드용 흡수
코어 자체만의 수분흡수량을 측정하는 국가표준측정

2.5 수분특성평가

방법이 고지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각각의

2.5.1 원료섬유의 보수도(water retention value,
WRV) 평가

시험편을 4 cm×4 cm 크기로 제조하고 증류수에 일정
시간 동안 침지시켜 포화시킨 후 시험편 표면의 중력수

원료섬유의 종류별 보수도를 측정하였다. 보수도는

를 제거한 상태에서 최대 수분흡수량을 평가하였다.

TAPPI standard UM 256에 의거하여 측정하였으며, 물
에 침지된 시료를 21±3℃, 900G로 30분간 원심 분리를
실시하고 이때 펄프의 무게(W 1 )를 측정한 후, 이후

3. 결과 및 고찰

105℃에서 건조된 펄프의 무게(W2)를 측정하였고, Eq. 1

3.1 바이오매스 섬유소재 적용에 따른
수분흡수성 변화

에 의해서 WRV(%)를 도출하였다.
WRV (%) 

W1 W2
100 
W2

[1]

본 연구에서는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Hw-BKP)
를 기반으로 면린터 펄프섬유, 100 KGy 전자빔으로 처
리된 면린터 펄프섬유, 아바카 섬유, 텐셀 섬유, 케이폭

W1=원심분리 후 섬유의 무게(g)

섬유, 알칼리 처리 케이폭 섬유를 20 wt% 배합하여 각각

W2=원심분리 후 건조된 섬유의 무게(g)

펄프몰드를 제조하고 그 구조변화 및 수분흡수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Fig.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5.2 클렘(Klemm) 수분흡수속도 평가

케이폭 섬유와 텐셀 섬유가 첨가된 경우 벌크의 상승이

펄프몰드 시험편의 수분흡수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케이폭 섬

클렘(Klemm) 방법(ISO 8787)에 준하여 실험을 실시하

유와 텐셀 섬유는 상대적으로 섬유의 크기가 기존 목재

였다. 증류수가 채워진 항온수조의 수온을 23±1℃로 조

섬유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벌크 상승효과가 나타

절한 후, 15 mm로 재단한 흡수패드 시료의 한쪽 끝을 증

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류수에 담가 10초 동안 물을 흡수하여 물이 흡수된 높이

각 바이오매스 섬유를 혼합하여 제조된 펄프몰드에서의

를 측정하였으며 일정시간 동안 흡수되는 물 흡수속도를

수분흡수속도와 수분흡수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Figs. 3-

평가하였다.

4에 나타내었다. 클렘 수분흡수속도는 면린터 펄프섬유
를 혼합하여 제조된 펄프몰드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2.5.3 수분흡수량 평가

볼 수 있었고, 특히 전자빔 처리를 통해 셀룰로오스 구조

흡수코어에서의 수분흡수량(water absorption

가 연화된 면린터 펄프섬유의 경우에서 수분흡수속도가

amount)은 흡수코어의 흡수용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대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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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s in the bulk of Hw-BKP pulp mold with the addition of 20
wt.% biomass depending on the types of biomass fibers.

Fig. 3. The changes in the Klemm water absorption rate bulk of Hw-BKP pulp
mold with the addition of 20 wt.% biomass depending on the types of
biomass fibers.

Fig. 4. The changes in the water absorption amount of Hw-BKP pulp mold
with the addition of 20 wt.% biomass depending on the types of biomass fibers.

J. of Korea TAPPI Vol.52 No.3 May-Jun. 2020

71

펄프몰드 흡수코어의 수분흡수성 연구

흡수량의 평가에서는 면린터 펄프섬유의 적용은 유의적

었다. 섬유의 보수도 값과 펄프몰드의 수분흡수량과 값

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고, 전자빔 처리한 면린터 펄프

의 증감효과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섬유에서는 수분흡수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섬유의 보수도가 증가할 때 펄프몰드의 수분흡수량도 함

이는 전자빔 면린터 펄프섬유가 적용되는 경우 전자빔처

께 증가하지만, 펄프몰드의 벌크 상승에 의한 수분흡수

리되지 않은 면린터 펄프섬유의 적용에 비하여 펄프몰드

량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남으로써 섬유의 보수도 변화

의 벌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분

에 의한 영향보다 섬유구조 등에 기인하는 벌크변화와

흡수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텐셀 섬유와 케

수분흡수량 변화의 경향이 더욱 주요한 상관관계를 나타

이폭 섬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수분흡수량이 증가하

내는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케이폭 섬유의 소수성을 감소
시킨 알칼리 처리 케이폭 섬유의 첨가로 추가적인 수분
흡수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3.2 펄프몰드 평량 및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분흡수성 변화

러한 원료별 수분흡수량의 증가는 펄프몰드의 벌크 상승

펄프몰드의 수분흡수량에 미치는 평량과 구조적 특성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수

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Hw-BKP로 펄프몰드 시편을

분흡수속도의 경우 섬유 자체의 친수성과 수분의 확산속

제조하였고, 성형 시 저극성 용매를 적용하여 고벌크화

도 등에 관여하는 지층 내 미세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

성형한 펄프몰드를 제조하여 평량별로 수분흡수성의 변

용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수분흡수량의 경우 펄프

화를 평가하였다. Fig. 6에서는 각각의 조건에서 제조된

몰드 구조의 벌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펄프몰드 시편의 벌크를 나타내었다. 펄프몰드의 평량

판단되었다.

이 증가함에 따라 벌크도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

Fig. 5에서는 각각의 바이오매스 섬유의 보수도(water

지만 유의한 차이는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

retention value, WRV)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극성 용매를 적용하여 성형하는 경우 고벌크화 펄프몰

다.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드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벌크

보수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케이폭 섬유의 보수도

특성 변화에 의한 수분흡수량의 변화를 Fig. 7에 나타

가 가장 높은 보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케

내었다. 앞서 투입 섬유의 종류에 따라 나타난 변화와

이폭 섬유의 구조적 특징, 즉 섬유 자체가 원통의 관 형

같이 벌크의 증가는 수분흡수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

태를 가지고 있는 것13)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알

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량의 증가에 의해서도 수분흡수

칼리 처리로 친수성이 증대된 알칼리 처리 케이폭에서

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분흡수량은 표

섬유 보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면에 존재하는 중력수의 제거 후 측정되는데 이때 표면

Fig. 5. The water retention value of the biomass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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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bulk of the pulp mold samples depending on the basis
weight and the forming method.

Fig. 7. T he water absorption amount of the pulp mold samples
depending on the basis weight and the forming method.

중력수의 양은 같은 원료와 구조의 시험편에서는 거의

수분흡수성을 평가하였다. 천연수분흡수제는 수분에 용

일정하지만 평량이 높아진 경우에는 전체 수분흡수량

해되면서 수분겔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수분친화력이

기준 표면중력수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아짐에 따라 전

높은 물질임에 따라 성형이나 코팅공정 등으로의 적용방

체 수분흡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

식이 아닌 각각의 지층구조 사이에 건조분말 상태로 적

되었다.

용하는 방식으로 시료를 제조하였다. 특히, 천연수분흡
수제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지필의 구조 및 수분

3.3 이중지층 구조형성 시 천연수분흡수제
적용에 따른 수분흡수성 변화

흡수도가 균일한 실험실용 필터 페이퍼를 기반 지층으로
사용하였다. 두 개의 필터 페이퍼 사이에 글루코만난,

천연수분흡수제의 종류에 따른 수분흡수성의 증가효과

CMC, 감자전분을 각각 2, 4, 6%씩 균일하게 도포시키

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중지층 구조체 시험편을 제조하여

고 전분접착제를 소량 적용하여 이중지층 구조체 시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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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제를 적용하여 제조된 시료의 경우 감자전분의 경우

3.4 케이폭 섬유 적용 고벌크 펄프몰드 기반
천연수분흡수제 적용 이중지층 구조체에서의
수분흡수성 평가

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글루코만난과

펄프몰드 수분흡수성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케이폭

CMC의 경우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수분흡수량이 지속적

섬유의 첨가, 지필 구조의 벌크화와 천연수분흡수제의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초기투입량 2%

통합적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친수성을 증

의 경우와는 달리 4%, 6%로 투입량이 높아지는 경우 수

대시킨 알칼리 처리 케이폭 섬유를 20% 첨가하여 고벌

분흡수량의 상대적인 증가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크화 방법으로 제조한 펄프몰드 시편에 대하여 수분흡수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로서의 특성이 우수한 글루코만난 6%를 투입하여 수

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각각의 시료에서의 수분
흡수량 변화를 평가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천연수분

분흡수량의 증대효과를 알아보았다. Fig. 9에서 나타난

Fig. 8. The changes in the water absorption amount of the doublelayered filter paper samples depending on the types and the
addition amount of natural water absorption additives.

Fig. 9. The changes in the water absorption amount of the doublelayered pulp mold samples depending on the addition of
alkali treated Kapok fiber and glucoman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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