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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ycol ether-based organosolv pulping process was applied to hemp stem to identify a
possible sustainable source for papermaking. The hemp organosolv pulps were produced
by controlling the content of glycol ether with water, ranging from 30% to 90% at a fixed
cooking temperature, time, and acid catalyst. Hardwood bleached kraft pulp (HwBKP) was
used as a reference. In this study, the hemp stem including the bast and core consisted of
33.9% of α-cellulose and 36.7% of hemicellulose. The length-weighted length of the
organosolv hemp pulp was 0.5-0.8 mm, which was similar to HwBKP. Morphology of
organosolv hemp pulps was fibrillated higher than the HwBKP, resulting in a high tensile
index in handsheets. In addition, the air permeability of handsheets of the organosolv
hemp pulp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glycol ether contents in pulp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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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거대 장치 산업인 제지 분야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최
근에는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펄프화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산물인 펄프는 기존

위해 펄프 기반의 포장 소재 혹은 기능성을 가지는 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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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애·이중명

재 물질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본 연구에서는 비목질 바이오매스인 대마 줄기를 응용 소

고 있다.1-4) 비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전 세계적으로 자생

재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고비점 유기용매인 글

하는 다년생 식물로서 약용으로 사용되는 일부를 제외하

리콜 에테르 및 황산 촉매를 기반으로 대마 줄기를 펄프

고는 농업 부산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소재 또는 펄프로서

화하여 섬유 특성을 검토하였다.

5-7)

잠재력이 있는 원료이다.

또한 비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은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공급이

2. 재료 및 방법

가능한 펄프화 원료 물질로 사용이 가능하고 펄프화 결과
에 따라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

2.1 공시재료

고 있다.
50-77%의 셀룰로오스로 구성되어 있는 대마는 주로

표피를 함유한 대마 줄기의 직경은 50-100 mm로 수

일년생에서 다년생으로 생장하며 기후조건에 따라 약간

동 절삭기를 사용해 길이 약 500 mm로 절단한 후 펄프

의 차이는 있지만 2016년에 0.3 t/ha의 생장범위가

용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함수율은 약 7.4%이었다. 반응

2030년에는 2.4 t/ha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 추산되고

시약을 제조하기 위해 글리콜 에테르(Daejung Chemi-

8)

있다. 대표적으로 마약성 대마의 경우, 잎 또는 열매로

cal & Materials Co., Ltd., Korea) 및 반응 촉매로

부터 tetrahydrocannabinols(THC) 혹은 cannabidi-

95% 황산(Daejung Chemical & Materials Co., Ltd.,

ol(CBD)와 같은 유효한 추출 성분을 얻을 수 있다.9-11) 또

Korea)을 사용하였으며 펄프화에 따른 수초 특성을 분석

한 전통적인 대마의 섬유화는 대마 줄기를 물에 침지해

하기 위해 활엽수 표백 펄프(HwBKP)를 M사에서 제공

섬유를 불린 후 표피를 구분해내는 방식(retting)으로서

받았다.

섬유장이 길고 고강도의 섬유인 표피(bast)는 전체 줄기
의 20-30%를 차지하고 속(hurd)은 물관부(xylem)를 주
로 함유하며 밀도는 낮지만 70-80%를 차지한다고 알려
12-14)

져 있다.

2.2 대마 줄기의 화학 조성분 분석
대마 줄기는 화학 조성분 분석을 위해 전건 상태로 표피

이처럼 대마는 구성하고 있는 부위 및 용도

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분쇄한 뒤 30-60 mesh로 분급

에 따라 식품, 제약, 화장품, 의류, 제지 및 농업용 자재

했다. Table 1에 따라 홀로셀룰로오스, 알파셀룰로오스,

15-18)

등의 원료로서 다방면에 이용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약용 성분 등의 유효 성분을 제거하고 난 후 발생하는 대

잔존 리그닌, 유기용매 추출, 열수 추출 및 회분 함량이
측정되었으며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마 줄기의 질기고 긴 섬유장을 활용해 복합 소재에 적용
하거나 펄프화 반응을 통해 나노 셀룰로오스를 제조하는
19-22)

등 신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2.3 대마 줄기의 유기용매 펄프화 적용

대마 줄기의 섬

고비점 용매인 글리콜 에테르 및 황산을 사용하여 온

유화는 크라프트(Kraft), 아황산(sulfite), 유기용매

도, 시간, 글리콜 에테르 함량, 및 황산 촉매를 조절해 대

(organosolv), 소다(soda) 펄프화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마 줄기를 반응하였다(Table 2). 글리콜 에테르 함량 차

펄핑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대마에 최적화된 펄프 생
산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23-26)
유기용매 펄프화는 별도의 반응 장치를 대규모로 요구
하지 않아 소규모로 경작되는 비목질 바이오매스에 적용
하기 적합하다.27,28) 지류 생산을 목적으로 Zomers 등29)

Table 1. Analysis methods of chemical compositions of hemp
Component

Standard

Holocellulose

ASTM D 1104-56

α-cellulose

ASTM D 1104-56

에 의해 에탄올 용매와 산 또는 알칼리를 촉매로 하는 유

Hemicellulose

기용매 펄프화의 조건을 설정하고 모델링하여 수율 및 리

Residual lignin

TAPPI T 222

Alcohol-benzene
extractives

TAPPI T 204 cm-97

르와 황산 또는 염산 촉매를 사용해 목질 바이오매스의

Hot-water extractives

TAPPI T 207

유기용매 펄프화에 대한 연구를 선행한 바 있다. 따라서,

Ash contents

TAPPI T 211

그닌 함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
또한, 이전의 연구30,31)에서 고비점 용매인 글리콜 에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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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rganosolv pulping conditions
Temperature (℃)

Time (min.)

Glycol ether (%)

Catalyst (M)

Hemp_GE30

110

60

30

0.3

Hemp_GE50

110

60

50

0.3

Hemp_GE90

110

60

90

0.3

이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펄프화 조건을 설정했으며 원

투기도(Gurley)는 TAPPI T 460에 의거하여 시험기

료의 함수율을 고려하여 Hemp_GE30의 반응 시약은 글

(SSM-081, Sun-woo Co. Ltd., Korea) 100cc를 통과

리콜 에테르 443 mL와 증류수 1029 mL를 혼합한 뒤 촉

하는 시간으로 분석하였다. 한 장당 투기도를 측정하는

매로써 전체 반응 시약의 0.3 M이 되도록 95% 황산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3초 내일 경우 여러 겹의 수초지를

24.5 mL를 자력교반하며 서서히 첨가해 제조되었다.

측정하고 겹쳐진 수만큼 나누어 산출하였다.

Hemp_GE50의 반응 시약은 글리콜 에테르 738 mL와
증류수 734 mL, 및 24.5 mL의 95% 황산 촉매로부터

3. 결과 및 고찰

제조되었고 Hemp_GE90은 글리콜 에테르 1328 mL와
증류수 144 mL 및 24.5 mL 황산 촉매로부터 제조되었
다. 약액의 액비는 1:30 (w/w)으로 전건 대마 줄기 50 g

3.1 대마 줄기의 주요 구성성분

에 모든 반응 시약이 원료에 침지되도록 2L 삼각 플라스

펄프화 원료로 사용된 대마 줄기의 구성 성분을 Table 3

크에 하루간 방치한 뒤 상부에 고무마개로 입구를 차단

에 나타냈다. 아염소산으로 리그닌이 제거된 후 홀로셀

하고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감압해 약품을 균일하게 침

룰로오스의 함량은 약 76.6%이며 잔존 리그닌 함량은 약

투시켰다. 고압멸균기를 사용하여 110℃에서 1시간 동안

28.5%이었다. 홀로셀룰로오스로부터 알칼리 수용액에

펄프화한 후 반응물과 여액을 200 mesh 그물망으로 분

의해 추출된 α-셀룰로오스 함량을 제외하고 헤미셀룰로

리했다. 대마 펄프는 해리 후 섬유 분급기(Somerville

오스에 해당하는 함량이 약 36.7%로 계산되었다. 목질

screen, Daeil Co., Ltd., Korea)를 이용해 미반응 잔사

바이오매스의 헤미셀룰로오스 함량은 활엽수의 경우

로부터 분리해 200 mesh의 거름망을 통해 탈수하였다.

glucuronoxylan 및 침엽수는 galactoglucomannan을
포함해 15-30%로 구성되어 대마의 헤미셀룰로오스 함

2.4 펄프화 특성

량인 약 36.7% 보다 낮았다.32) 산에 의해 쉽게 가수분해

펄프의 수율은 섬유 분급기를 이용하여 미반응 잔사를

되는 헤미셀룰로오스의 특성 때문에 알칼리 기반의 크라

제거한 펄프의 전건 중량 및 원료의 무게 비율로 TAPPI

프트 펄프화를 통해 제조되는 펄프는 설파이트 펄프에

T 275에 의해 측정되었다. 섬유의 형태는 광학 현미경

비해 높은 헤미셀룰로오스 함량을 가진다.33) 지류 생산에

(BX 50, Olympus Co., Ltd., Japan) 및 섬유 분석기

있어서 펄프의 헤미셀룰로오스 함량은 종이 강도에 긍정

(L&W fiber tester plus, Lorentzen & Wettre Prod-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헤미셀룰로오스가 다량 함

ucts, Sweden)로 확인되었고 잔존 리그닌 함량은
TAPPI T 222로 분석하였다. 여수도(TAPPI T 227)는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hemp stem

캐나다 표준형 여수도 시험기를 통해 측정하였다. 활엽

Component

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HwBKP)를 대조구로 사용하였으

Holocellulose

76.6±1.3

며 별도의 고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석하였다. 대마 펄

α-cellulose

39.9±3.4

프로부터 제조된 수초지의 평량은 30±3 g/m 2로,

Hemicellulose

36.7±4.7

TAPPI 표준 원형 수초지기 (DM-830, Daeil Co., Ltd.,

Residual lignin

28.5±1.1

Korea)를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TAPPI T 494에 따라

Alcohol-benzene extractives

3.8±0.1

만능인장강도시험기(OTT-005, Oriental TM, Korea)

Hot-water extractives

8.7±0.2

수초지의 인장 지수 및 연신율을 측정하였다. 수초지의

Ash content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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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된 대마의 경우 펄프화 과정을 거치면서 목질 바이오

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1(c)와 같이 장섬유 다발이 꼬인

매스 기반 펄프와는 다른 성질을 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형태로 관찰되었다. 이는 장섬유가 밀집되어있는 대마

추측된다. 대마 줄기의 추출 성분은 열수 추출이 에탄

표피가 유기용매 펄프화 과정에서 일부 섬유화된 것으로

올-벤젠 추출보다 약 5%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대마 줄

판단된다.13) Fig. 1(b)에서 Fig. 1(f)로 글리콜 에테르 함

기에 함유된 무기물 함량은 3.27%로 나타났다.

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마 유기용매 섬유 길이는 짧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글리콜 에테르에 의해 리그닌이

3.2 대마 줄기의 유기용매 펄프화 특성

용출되어 섬유 다발 사이의 결합이 약해지면서 산 촉매

글리콜 에테르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용매 펄프화 적용

에 의한 셀룰로오스 분해가 섬유 길이에 영향을 미친 것

에 따른 반응 수율과 잔존 리그닌 함량을 측정하였다

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마의 펄프화 과정에서 관찰된 조

(Table 4). 펄프의 스크린된 수율은 약 20-30%로 침·활

직은 활엽수 도관과 유사한 형태로 대마 줄기의 속에서

엽수 크라프트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율보다 낮았으며 글

주로 관찰되는 도관으로 추측된다.14)

리콜에테르 반응 시약의 함량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는

펄프화에 따른 섬유 형태는 제지 적용 시 중요한 특성

대마 줄기의 표피와 속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반응되었

으로 작용한다. 섬유 분석 결과(Table 5), 섬유장은 글리

을 때 표피가 충분하게 반응되지 않아 낮은 수율을 나타

콜 에테르가 30% 함유된 경우 0.79 mm이며 글리콜 에

낸 것으로, 표피에 존재하는 pectic-lignin matrix가 형

테르가 90% 함유된 경우 0.49 mm로 감소했고 섬유폭

성하는 강한 결합이 약품 침투 저해 요인으로 판단된

또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소폭 감소하였다. 활엽수 크

다.

34)

잔존 리그닌 함량은 Hemp_GE30에서 Hemp_

라프트의 경우 섬유장은 약 0.6-0.8mm로 알려져 있으

GE90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2% 내외

며 대마 유기용매 펄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35) Barbera

로 감소하였다. 이는 반응 시약 중 글리콜 에테르 함량이

등36)에 따르면 대마 속을 이용해 ethanolamine을 주 반

증가함에 따라 리그닌의 용출이 쉬워져 펄프의 잔존 리

응 용매로 시간, 온도 및 ethanolamine 함량을 3가지 영

그닌 함량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향 인자로 두고 반응표면분석(response surface meth-

하였다.

odology)한 결과 결속섬유를 제거하고 약 30~60%의 수

Fig. 1은 유기용매 펄프화에 따른 섬유 성상을 관찰한

율을 나타냈으며 0.45-0.73 mm의 length-weighted

결과이다. 대조구로 사용된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

length로 단섬유에 해당하는 섬유장을 나타내는 것을 확

는 도관과 단섬유로 구성되어 있었다(Fig. 1(a)). 글리콜

인하였다. 글리콜 에테르를 기반으로 하는 대마 유기용

에테르가 30% 첨가되어 있는 Hemp_GE30은 활엽수 표

매 펄프는 0.3 M 황산 촉매와 글리콜 에테르 함량에 따

백 크라프트 펄프와 비교해 일부 피브릴화되거나 장섬유

라 약 20-30%의 수율과 0.49-0.78 mm의 섬유장을 나

Table 4. Screened yield and residual lignin
contents of organosolv hemp pulp
Sample

Residual lignin
Screened Yield (%)
contents (%)

타내 ethanolamine 유기용매 펄프화와 유사했다.

3.3 글리콜 에테르 함량에 따른 대마 유기용매
펄프의 수초 특성

Hemp_GE30

21.0

10.1±0.3

대마 유기용매 펄프의 수초 특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제

Hemp_GE50

30.2

8.6±0.1

지 공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탈수 특성을 평

Hemp_GE90

31.9

8.5±0.6

가하기 위해 활엽수 크라프트 펄프(HwBKP)와 여수도

Table 5. Dimensional properties of organosolv pulping hemp pulp
Length-weighted fiber
length (mm)

Fiber width
(μm)

Fines (< 0.2 mm)
(%)

Coarseness
(μg/m)

Hemp_GE30

0.79

28

25.2

53.9

Hemp_GE50

0.68

28

20.0

55.0

Hemp_GE90

0.49

24

23.3

18.9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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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crographs of HwBKP and organosolv hemp pulp.
(a: HwBKP, b,c: Hemp_GE30, d: Hemp_GE60, e,f: Hemp_GE90)

를 비교하였다(Fig. 2). 대조군으로 사용된 HwBKP의

측된다(Fig. 1). 또한 알칼리 상태에서 반응하는 소다-안

여수도는 609 mL로 나타났으며 대마 유기용매 펄프는

트라퀴논 펄프화를 대마에 적용할 경우 펄프의 여수도가

전반적으로 200 mL 초반대로 측정되었다. 대마 유기용

37 °SR로 측정되어 약 390 mL의 여수도를 나타내었다

매 펄프는 HwBKP의 섬유 형태와 달리 피브릴화된 형태

고 보고된 바 있다.37) 산을 촉매로 하는 글리콜 에테르 기

인 것으로 보았을 때 낮은 여수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추

반의 유기용매 펄프화에도 200 mL 초반으로 비교적 낮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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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eness of organosolv hemp pulp.
은 여수도가 측정된 결과는 산 또는 알칼리 펄프화 조건

Fig. 4. Elongation of organosolv hemp handsheet
from organosolv pulping.

과 별도로 대마 원료의 근본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대마 내 다량 함유된 헤미셀룰로오스에 의한 영향

유기용매 펄프가 형성되어 수초지 형성 시 섬유 간 결합

일 수 있다.

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Fig. 3은 평량 약 30 g/m2으로 제조된 수초지의 인장

Table 6은 대마 수초지의 투기 저항성을 측정한 결과

지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고해되지 않은 HwBKP 수초지

로, 대마 유기용매 펄프의 투기 저항성은 HwBKP보다

에 비해 대마로부터 제조된 유기용매 펄프의 인장 지수

월등히 높았으며 글리콜 에테르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 모든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글리콜 에테르가

수초지의 투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0% 함유된 Hemp_GE 60에서 23.1 N·m/g으로 가장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리콜 에테르 기반의 대마 유기

높았다. 반응 용매 30%가 함유된 Hemp_GE 30은 완전

용매 펄프의 섬유가 피프릴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히 반응되지 않은 표피가 시트에 일부 잔존해 인장 지수

있었는데, Hii 등38)은 섬유의 피브릴화에 따라 종이의 공

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초지의 연신율은 인장

극이 감소하여 투기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

지수와 마찬가지로 대마 유기용매 펄프로 제조된 수초지

다. Table 5의 결과에서 Hemp_GE 30에서 53.9 μg/m,

가 HwBKP보다 높은 연신율을 나타냈으며 Hemp_GE

Hemp_GE 60에서 55.0 μg/m, 그리고 Hemp_GE 90의

6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4). 이와 같이 고해되지

조도는 18.9 μg/m로 소폭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한

않은 수초지에서 높은 인장 지수 및 연신율을 가질 수 있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조도의 감소는 세포벽에 존

는 것은 펄프화 과정에서 Fig. 1과 같이 피브릴화된 대마

재하는 리그닌이 용출됨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며 섬유
간 결합에 영향을 끼쳐 대마 유기용매 펄프로부터 제조
된 수초지의 투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글리콜
에테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 대마 유기용매 펄
프의 섬유장 또한 수초지 내부의 공극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Air resistance of hemp handsheet from
organosolv pulping

Fig. 3. Tensile index of organosolv hemp
handsheet from organosolv pulping.

Sample

Air resistance (sec/300 cc)

HwBKP

0.3

Hemp_ GE30

23.2

Hemp_ GE60

54.1

Hemp_ GE9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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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worldwide, BioResources 15(3):4638-4641
(2020).

본 연구에서는 대마 줄기를 글리콜 에테르를 기반으로

3. Gupta, P. K., Joshi, G., Rana, V., Rawat, J.

하는 유기용매 펄프화에 적용해 펄프화 가능성을 평가하

S., and Sharma, A., Utilization of pine needles

였다. 대마 줄기의 화학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홀로셀룰로

for preparation of sheets for application as

오스 내 알파셀룰로오스 함량은 약 40%이고 헤미셀룰로

internal packaging material, Indian Forester

오스 함량은 약 37%이었다. 대마 유기용매 펄프의 잔존

146(6):538-543 (2020).

리그닌 함량은 약 10%였으며 섬유장은 약 0.5-0.8 mm

4. Deshwal, G. K., Panjagari, N. R., and Alam,

이었고 HwBKP와 달리 피브릴화된 형태의 섬유가 존재

T., An overview of paper and paper base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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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materials: health safety and envi-

결과 대마 유기용매 펄프는 전반적으로 200 mL CSF 초

ronmental concerns, Journal of Food Science

반으로 609 mL CSF의 고해되지 않은 HwBKP와 비교

and Technology 56(10):4391-44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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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rques, G., Rencoret, J., Gutiérrez,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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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The Open Agricultur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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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1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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