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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using rice husks as raw materials for manufacturing kraft pulp. Various kraft pulps were prepared using pulping with different active
alkali (AA) proportions and reaction tim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pared samples
were determin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commercial kraft pulps. The optimal pulping
conditions needed to obtain the highest fiber yield of rice-husk unbleached kraft pulp
(RH-UKP) were 25% AA with a reaction time of 2 hr. Under these conditions, most of the
silica was removed from the epidermal tissue of the rice husks, and individual fibers could
be separated efficiently. Moreover, RH-UKP prepared under the optimal pulping conditions had relatively lower fiber lengths and fiber widths than those of commercial pulps,
but fiber properties similar to that of hardwood bleached kraft pulp was observed. Therefore, rice husks can be a resource for kraft pulp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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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서 제지산업도 여러 방면으로 성장하기 위해 종이 제품뿐
만 아니라 친환경 필름,1) 기능성 센서,2) 바이오복합재3,4)

최근 기술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등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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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은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목질계 펄프를 주원료
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섬유자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

2.1 공시재료

5)

본 연구에서는 경남 산청에 위치한 정미소에서 제공받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정적인 천연자원을 효율적

은 왕겨를 사용하였다. 이때 탈곡 시 발생하는 분진과 이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로 이용 가능한 섬유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60 mesh 체로 분급한 후 청수로

계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세척하였고, 105±3℃ 조건에서 24시간 이상 건조시킨

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펄프 자급률은 20% 미만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발생하는 대표적인 섬유계 부산물로

시료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실에서 제조한 왕겨 펄

는 곡류, 두류 및 수수류, 가지치기 부산물과 같은 농업

프의 대조군으로는 M사에서 제공받은 침엽수 표백크라

부산물이 있다. 이 중 곡류 부산물에 해당하는 볏짚과 왕

프트펄프(SwBKP)와 활엽수 표백크라프트펄프

겨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65%를 차지

(HwBKP)를 사용하였다.

하고, 왕겨의 경우 연간 100만 톤에 이르는 양으로 볏짚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활용

2.2 실험방법

처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축사에서 보온재로

2.2.1 왕겨의 성분분석

이용하거나 퇴비로 사용하는 등 농축산업에서 이용되고

왕겨의 구성성분을 분석하고자 TAPPI T 204에 의거하

있지만, 이 또한 사용 후에 단순 폐기하고 있으며 특히 충

여 추출물 분석을 실시하였고 홀로셀룰로오스는 추출 완

분히 발효되지 않은 왕겨를 매립하게 되면 배수에 부정

료 후 탈지된 시료를 이용하여 TAPPI UM 249에 의거하

적인 영향을 미쳐 농업 및 과수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

여 아염소산염법(Wise법11))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탈

다. 또한 부피가 크고 표면 외피가 실리카로 이루어져 있

리그닌된 시료를 수집하여 17.5%의 NaOH로 헤미셀룰

어서 마모도가 높고 부식이 어려워,6) 왕겨 자체를 산업에

로오스를 용출시켜 알파셀룰로오스를 정량하였다. 왕겨

직접 적용하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이다.

및 왕겨펄프의 회분함량은 TAPPI T 211에 의거, 시편이

이러한 왕겨를 목질계 자원의 대체 원료로 활용하기 위

들어 있는 도가니를 정량하고 525±25℃에서 6시간 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왕겨 부산물의 섬유화 단계로서 크

화시킨 후 0.1 mg까지 무게를 측정하였다. 왕겨의 성분

라프트 펄핑을 진행하였고, 알칼리 농도와 반응시간에

분석 결과와 다른 목질계 및 비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조

따른 수율과 섬유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 조건을 도출하

성을 비교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고자 하였다. 크라프트 펄핑은 제지산업에서 일반적인
펄프화 방법으로 다른 공정에 비해 훨씬 강한 펄프를 생
산할 수 있다. 이전에 여러 종류의 농업부산물을 이용하
7,8)

여 크라프트펄프를 제조하거나,

2.2.2 왕겨의 조건별 크라프트 펄핑
왕겨 크라프트 펄핑을 위해 실험실용 다이제스터를 이

제지분야에 적용 가능

용하였고 약품으로는 NaOH, Na2S를 사용하였다. 왕겨

한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을 갖는 펄프를 수득할 수 있다

와 약액을 다이제스터에 투입한 뒤 상온에서 20분간 교

9)

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비목질계 자원을

반한 다음, 증해 온도를 170℃로 설정하였고 반응 시간

펄프화하는 경우 목질계 자원의 펄프화에 비해 비교적

을 달리하여 펄핑을 진행하였다. 이때 상온에서 170℃까

10)

낮은 약액 농도를 적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목재 펄

지 도달 시간은 25분이 소요되었다. 활성알칼리도와 펄핑

프와 유사한 약액 농도로 크라프트펄프를 제조하고 제조

시간에 따라 6가지의 조건을 설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을

조건에 따른 다양한 섬유 특성을 평가하여 펄핑 적성을

Table 1에 도시하였다. 이때 액비는 부피가 큰 왕겨 펄프

평가하고자 하였다. 섬유 자원으로 이루어진 왕겨 농업

가 약액에 침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펄핑이

부산물을 이용하여 크라프트펄프를 생산하고 제지산업

완료된 펄프는 섬유분급기(Somerville screen, Daeil

에 원료로 적용할 수 있다면 폐기되는 농업부산물의 활

Machinery, Korea)를 이용하여 세로 45 mm, 폭 0.15 mm

용 가능성이 더욱 광범위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flake를 분급하여 총 수율과 섬유수율을 계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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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raft pulping conditions of rice husk
Active
alkali
(%)

Sulfidity Temperature
(%)
(℃)

Reaction
time
(hr)

Liquor
ratio

20

30

170

2

1:5

20

30

170

3

1:5

25

30

170

2

1:5

25

30

170

3

1:5

30

30

170

2

1:5

30

30

170

3

1:5

른 바이오매스보다 리그닌 함량이 낮으면서 회분함량이
높다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왕겨의 회분은 대부분 무기
질로 이루어져 있고 실리카 성분을 크게 함유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펄핑 과정에서 제거되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고12) 본 연구에서도 최적 수율 조건을 도
출한 펄핑 조건의 왕겨 펄프를 수집하여 회분량을 측정
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는데 약 96%의 회분이 감
소하여 제거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펄핑 전후의 리
그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 10.7% 수준에서 펄핑 이후 약
6.6% 잔류 리그닌을 함유하는 크라프트펄프를 수득하였
다. 리그닌은 중금속 이온, 추출물과 함께 섬유의 색을

2.2.3 왕겨 크라프트펄프의 섬유특성 평가

나타내도록 하는 주된 성분으로, 표백 단계에서 제거해

펄핑조건에 따른 왕겨 크라프트펄프 섬유의 탈수성 특

야 할 리그닌의 양이 다른 바이오매스에 비해 적기 때문

성을 분석하기 위해 TAPPI T 227에 의거하여 초기 여

에 표백 공정을 진행할 경우 다른 원료에 비해 유리할 것

수도를 측정하였고 섬유장 측정기(FQA-360, OpTest

으로 예상된다.

Equipment Inc., Canada)를 이용하여 섬유장 및 섬유
폭과 섬유특성을 분석하였다. 펄핑 조건에 따른 섬유의
2

3.2 펄핑조건에 따른 왕겨 펄프의 수율

해리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평량 60 g/m 패드를 제조

펄핑조건에 따라 왕겨 크라프트 펄핑을 실시하고 수율

하고 주사전자현미경(JSM-6380LV, JEOL, Japan)을

을 측정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펄핑 약액의 농

이용하여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또한 스크린을 통과한

도가 높아지고 반응 시간이 길수록 총 수율이 감소하는

펄프의 개별 섬유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조건별 시료를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다이제스터를 이용한 펄핑 과정

수집하여 광학현미경(BX51, Olympus, Japan)을 통해

에서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강한 약액과 왕겨가 반응함

섬유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에 따라 리그닌이 용출되면서 헤미셀룰로오스 및 알파셀

Table 3. The change in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rice husk unbleached kraft pulp

3. 결과 및 고찰
3.1 왕겨의 화학조성 분석결과
왕겨의 화학조성 분석 결과와 다른 목질계·비목질계 바

Contents
(%)

Rice husk
(RH)

Rice husk Reduction
pulp
ratio
(RH-UKP)
(%)

이오매스의 화학조성을 비교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

Ash

18.2

0.7

96.0

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도시하였다. 왕겨의 경우 다

Lignin

10.7

6.6

38.2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various resources
Contents (%)

Extractive

Alpha-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Ash

0.8

32.5

37.9

10.7

18.2

-

31.1

22.3

13.3

-

3.5

44.2

30.3

24.4

1.4

-

46.0

27.0

23.0

4.0

Orange tree

3.6

45.5

27.8

20.0

3.4

Olive tree17)

13.2

45.5

21.4

27.7

1.5

Rice husk (RH)
Rice straw13)
14)

Hemp

15)

Bagass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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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yield and screen yield of RH-UKP
as a function of pulping conditions.

Fig. 2. Initial freeness of commercial pulps and
RH-UKP as a function of pulping conditions.

룰로오스가 함께 손실되기 때문이다. 반면 섬유 분급 이

프와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동일한 활

후 섬유 수율을 살펴보면 약액의 농도 및 반응시간이 높

성알칼리도 수준에서 펄핑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섬유화

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이는 최

가 더 많이 일어나 미세 섬유의 증가로 소폭 낮은 여수도

적 수율을 도출할 수 있는 펄핑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를 나타내었으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미하는데 해당 조건 이하에서는 섬유화가 충분히 이루

따라서 왕겨 크라프트펄프를 제지공정에 적용 시 탈수에

어지지 않고, 그 이상으로 펄핑 조건이 강해지면 셀룰로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약액의 농도 및 반응

오스 섬유가 분해되어 흑액과 함께 용출되기 때문에 다

시간에 따른 섬유특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시 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왕겨 펄프의 경우

요약하였다. 먼저 섬유의 크기를 살펴보면 왕겨 크라프

활성알칼리도 25%, 2시간 펄핑한 조건에서 33.5%의 최

트펄프의 경우 평균섬유장은 0.4 mm 수준, 평균섬유폭

고 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왕겨의 성분분석 결과에서 나

은 16.8 µm 수준으로 펄핑 조건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

타난 셀룰로오스 함량이 32.5%인 것과 비교하면 해당 조

타나지 않았고 섬유장과 섬유폭 모두 목재 펄프보다 낮

건에서 셀룰로오스의 과도한 용출 없이 왕겨 크라프트펄

은 경향을 나타내어 이전의 연구 결과와18) 유사한 결과를

프를 수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할 수 있었다. 섬유의 curl과 kink는 펄프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활성알칼리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3.3 펄핑조건에 따른 왕겨 크라프트펄프의 섬유
특성

하였다. 일반적으로 curl과 kink가 증가하면 종이의 인

왕겨 크라프트펄프와 기존의 상업용 목재 펄프의 대략

인열강도와 같은 일부 물성은 증가하게 되는데19) 이러한

적인 탈수성을 비교하기 위해 초기 여수도를 측정하고

섬유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왕겨 섬유로 제조한 크라프트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왕겨 크라프트펄프의 경

펄프는 상업용 목재펄프와 유사한 형태로 제지분야에 적

우 평균 630 mL/CSF 수준으로 활엽수 표백크라프트펄

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장강도, 파열강도와 같은 일부 물성은 감소하나 벌크 및

Table 4. Fiber properties of commercial pulps and RH-UKP as a function of pulping conditions
Properties

Sw BKP

Hw BKP

RH UKP

Average fiber length (mm)

2.03

0.68

Average fiber width (µm)

34.2

19.2

Curl index

0.16
0.99

-1

Kink index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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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

30%

2 hr

3 hr

2 hr

3 hr

2 hr

3 hr

0.40

0.39

0.40

0.41

0.40

0.40

0.40

16.6

16.7

16.8

16.2

16.6

16.7

16.5

0.13

0.14

0.90

0.11

0.10

0.15

0.15

0.21

1.16

0.95

0.82

0.90

0.86

1.00

0.96

1.16

조해민, 김수호, 이연희, 이지영

Fig. 3. SEM images of RH-UKP fiber as a function of pulping conditions.

Fig. 4. Microscopic images of RH-UKP fiber as a function of pulping conditions.

펄핑 조건에 따른 왕겨 섬유의 해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펄핑 수준에 따른 왕겨 크라프트펄프의 이미지를

생하여 이후 섬유의 활용 시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촬영하여 Figs. 3-4에 나타냈다. 활성알칼리도 20%에
해당하는 조건에서는 왕겨 섬유의 미해리분이 관찰되었
고, 알칼리도와 시간 모두 높은 펄핑 조건에서는 섬유의

4. 결 론

해섬이 원활하게 일어났는데 이는 광학현미경으로 개별
섬유를 촬영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섬유 표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산물인 왕겨를 섬유계 자원으로

돌기를 가지는 형태가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형태는 제

활용하기 위하여 목재 펄프와 유사한 수준으로 크라프트

지공정에 왕겨 펄프를 적용할 경우 벌크를 높일 수 있다

펄핑을 진행하고 펄핑 적성 및 섬유특성을 분석하였다.

20)

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알칼리도가 높아짐에

왕겨의 성분분석 결과 다른 종류의 부산물에 비해 리그

따라 벌크 상승 효과는 다소 감소하며 수초지의 강도는

닌 함량이 낮고 회분함량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고 펄

12)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크라프트 펄핑 과정

프화를 진행함에 따라 회분과 리그닌 함량이 각각 96%,

에서 약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탈리그닌화가 가속화되어

38% 감소하여 기존의 펄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21)

펄프 품질이 높아짐과 동시에 현미경 관찰 결과와 같이

알칼리 약액의 농도와 반응시간을 조절하여 왕겨 크라프

섬유 표면의 돌기가 다소 제거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트펄프를 제조하고 수율을 측정한 결과 활성알칼리도

된다. 최고 수율을 나타냈던 활성알칼리도 25%, 2시간

25%, 2시간 조건으로 펄핑을 진행했을 때 가장 높은 섬

펄핑 조건 및 그 이상의 조건에서도 섬유의 해리가 잘 발

유수율이 나타났으며, 해당 조건에서 섬유화가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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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겨 크라프트펄프의

4. Sirviö, J. A., Visanko, M., Ukkola, J., and

섬유장 및 섬유폭은 목질계 펄프에 비해 비교적 작게 나

Liimatainen, H., Effect of plasticizers on the

타났으나 활엽수 표백크라프트펄프와 유사한 초기 여수

mechanical and thermomechanical properties

도를 나타내어 탈수가 용이하였고 curl과 kink를 측정한

of cellulose-based biocomposite films, Indus-

결과에서도 상업용 목재 펄프와 유사하여 제지분야에 적

trial Crops and Products 122:513-521 (2018).

용 가능한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왕

5. Eom, T. J., Asia pulp and paper industry

겨의 크라프트 펄핑 시 최적 알칼리도와 반응시간으로

trend, World Agriculture 164, Korea Rural

섬유화를 진행하면 셀룰로오스의 과도한 손실 없이 상업

Economic Institute, Naju, Republic of Korea,

용 활엽수 펄프와 유사한 물성의 크라프트펄프를 제조할

pp. 210-212 (2014).

수 있고 농업부산물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6. Sung, Y. J., Shin, S. J., and Oh, M. T.,

이후 제지산업에서 펄프원료를 일부 대체하거나 충전제

Chemical composition of rice hull and mor-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phological properties of rice hull fibers, Journal
of Korea TAPPI 41(3):22-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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