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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Cellulose is one of abundant resource on earth and referred to as“Biomass.”It is bio-

degradable and renewable resource of the future because petroleum-based plastics can be 

replaced by cellulose. However, neat cellulose has not good reactivity because of strong 

hydrogen bond. In this study, to make better reactivity of cellulose, cellulose was pre-

treated such as sonication and water activation. Neat cellulose was dissolved in 

lithium chloride/N,N-dimethylacetamide (LiCl/DMAc) system. Fatty acid and acetic anhy-

dride was used to prepare cellulose mixed ester. Reaction was run in 8 h at 120℃. Pretreated 

cellulose was studied using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and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The results showed 

improvement of synthesis efficiency through morphology, structure and thermal properties 

of pretreated cellulose. 

1. 서    론

  오랜 세월 동안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구 환경의 변화는 소재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구온도 상승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던 석유기반 화학 소재를 이산화탄소 저감형 

소재인 바이오매스 기반 소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1]. 이에 따라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고분자 물질인 셀룰로오스는 재생성과 생분해성이 우수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그러나 셀룰로오스가 가지는 강한 분자 간, 분자 내 수소 결합으로 인해 가공성에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제한된다[3].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ellulose를 가소화하기에 앞서 증류

수와 함께 교반을 시키는 Water activation 과정과 초음파 분산기(Ultrasonic liquid processor)를 이용

하여 Sonication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 전처리 하였다. 전처리된 셀룰로오스는 LiCl/DMAc 용매 하에서 

아세트산무수물과 지방산으로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가소화하였다. 그리고 가소화된 모폴로지와 구조, 

열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FE-SEM, FT-IR, TGA를 측정하였다.



2 김연희ㆍ남병욱ㆍ김해리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서는 SIGMA-ALDRICH사의 α-cellulose(Mw=339700, DP=8200-8450, hardwood 

pulp)를 105℃에서 하루 동안 진공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셀룰로오스의 에스터기 치환을 위해 DAEJUNG 

CHEMICAL & METALS의 Acetic anhydride (96%), n-Butyric acid (99%)와 촉매로 Perchloric 

acid를 사용하였고 용매로는 LiCl (Lithium Chloride Anhydrous, 98%), DMAc (N,N-Dimethylacetamide, 

99.5%)를 사용하였다. CME를 세척하기 위한 비용매로 DUKSAN COMPANY의 Methyl alcohol 

(99.8%)를 사용하였다.

  2.2. CME (Cellulose mixed ester) 제조

  전처리의 방법으로 셀룰로오스 10g과 300ml의 증류수를 함께 상온에서 각 3분과 10분씩 Sonication을 

하고 Water activation의 과정으로 60℃에서 2시간동안 교반한 뒤 전처리한 셀룰로오스를 80℃에서 

제조한 LiCl/DMAc 용매에 녹였다. 그 다음 Acetic anhydride와 Butyric acid를 함께 Perchloric 

acid을 촉매로 사용하여 1시간동안 100℃의 oil bath에서 교반시킨 후 용매에 녹인 셀룰로오스를 투입

하여 120℃에서 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완료된 CME를 메탄올로 5번, 증류수로 3번 세척하여 

105℃에서 하루 동안 진공건조 하였다.

  2.3. Sonication

  Ultrasonic liquid processor (YOUNGJIN Corporation, 700W)를 사용하여 AMPL 80%, Pulse on 

2sec/Pulse off 1sec에서 초음파 분산하였다. Sonication을 한 뒤 하루 동안 105℃에서 진공 건조를 

한 시료와 진공 건조를 하지 않은 수화된 상태의 시료를 각각 준비하였다.

  2.4. FE-SEM 측정

  제조한 CME의 모폴로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파우더 형태로 JEOL사의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7500F)을 통해 관찰하였다. 

  2.5. FT-IR 측정

  Perkin elmer사의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를 이용하여 주파수 범위 4000∼650 cm
-1

에서 scan 수는 16, 분해능은 4로 ATR기법으로 분석하였다.

  2.6. TGA 측정 

  CME의 열적 분해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Perkin Elmer사의 TGA(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4000)를 사용하여 질소 분위기 하 30℃에서 600℃까지 10℃/min의 승온 속도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EM 분석

  가소화된 cellulose의 에스테르화 정도를 보기 위해 Fig. 1에서 각 전처리 방법에 따른 morphology를 

관찰하였다. Neat 셀룰로오스의 표면은 매우 깨끗한 반면 에스테르화가 일어난 sample들의 표면은 거칠

어졌음을 확인하였다. Sonication처리 후 진공 건조한 셀룰로오스로 반응시킨 CME보다 건조를 시키지 

않고 수화된 상태의 셀룰로오스를 바로 용매에 녹여 반응을 시킨 CME의 표면이 더 거칠었으며 Water 

activation과정이 포함되었을 때의 표면은 더욱 거칠어진 것으로 보아 전처리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4].
 
Sonication time을 3분에서 10분으로 증가시키고 Water activation 전처리를 함께 했을 때

의 표면은 더 거칠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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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1. FE-SEM micrographs of cellulose in accordance with pretreatment. a) Neat cellulose, 

b) Non-pretreatment, c) Sonication (dried), d) Sonication, e) Water activation, f) Sonication (3min) 

+Water activation, g) Sonication (10min)+Wateractivation, h) CAB (×300, scale bar = 10㎛).

  3.2. FT-IR 분석

  Fig. 2는 전처리 방법에 따른 셀룰로오스의 FT-IR 스펙트럼이다. 가소화를 시키지 않은 순수한 셀

룰로오스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셀룰로오스의 에스테르화 반응에 의한 peak인 1,740 cm
-1

 근처의 

C=O peak가 나타났다. 순수 셀룰로오스에서 강하게 나타난 3,300 cm
-1

에서의 peak는 셀룰로오스가 

가지고 있는 -OH의 peak이다. Sonication 처리를 한 셀룰로오스에서 –OH peak이 약간 감소하고 

Water activation처리를 하게 되면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OH에서 에스테르화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5]. 1,740 cm
-1

 peak의 intensity를 보면 water activation만을 했을 때와 

Sonication한 후 water activation을 했을 때 크게 증가했다. 특히 Sonication time을 3분에서 10분으로 

증가시켰을 때 CAB (Cellulose acetate butyrate)와 거의 같은 IR peak를 보였다. 이는 적당한 Sonication 

time과 Water activation이 함께 진행되었을 때에 가장 좋은 에스테르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 FT-IR spectra of cellulose in accordance with pretreatment.

  3.3. TGA 분석

  전처리 방법에 따른 CME의 내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TGA를 측정하였다. 제조된 시료가 5% 분해

되었을 때의 온도(T95)와 최대 분해 온도(TMAX)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3을 보면 IR 분석에서 

나타난 경향성과 유사하게 에스터기의 치환으로 인한 내열성이 증가했다. T95에서는 Water activation 

전처리가 포함되었을 때 급격히 분해 온도가 증가하였고 Sonication처리 후 건조를 하지 않고 수화된 

상태에서 용매에 녹여 반응시켰을 때의 내열성이 건조를 했을 때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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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만을 했을 때와 추가적으로 Sonication을 3분 동안 수행하였을 때의 분해 온도는 비슷하였으

나 Sonication의 시간을 10분으로 증가시켰을 때의 분해 온도는 상승한 것으로 보아 Sonication의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 (b) (c)

Fig. 3. TGA diagrams of cellulose in accordance with pretreatment (a) Sonication, (b) Water 

activation, (c) Sonication + Water activation.

Table 1. Decomposition Temperature of Cellulose in Accordance with Pretreatment

Neat 

Cellulose

Non-pre

treatment

Son.1) 

(dried)
Son.

Water

act.
2)

Son. (3 min)

Water act.

Son. (10 min) 

Water act.
CAB

T95 (℃) 291.1 300.5 305.6 308.0 326.9 326.5 331.2 321.6

TMAX (℃) 355.1 350.0 349.8 360.0 366.3 367.7 370.2 372.6

1) Sonication, 2) Water activa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ME합성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 방법을 바꿔가며 CME를 합성 및 평가하였다. 

FE-SEM, FT-IR을 통해 적당한 Sonication 시간과 Water activation을 함께 전처리로 하였을 때에 

에스테르화가 가장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GA 분해 곡선에서도 내열성 향상을 관찰하였을 때 

Sonication 자체에 대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Sonication 후 건조여부에 따른 변수실험에서는 건조를 

시키지 않고 수화된 상태에서 용매에 녹여 반응을 시킨 CME가 합성효율이 더 좋았다. 추후 Sonication 

자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water activation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셀룰로오스의 에스테르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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