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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플라스틱 소재의 개발 이후부터 현재까지 플라

스틱은 산업 및 일상 전반에 걸쳐 필수불가결한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1].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

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생산량 대비 약 7% 

수준으로 매우 낮고, 아직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 

후 소각시키는 양을 제외한 약 59% 정도의 플라

스틱은 사용한 후에 매립 등의 형태로 환경에 버

려지게 된다(Figure 1 참고)[1,2]. 이렇게 버려진 플

라스틱 중 높은 내구성과 난분해성을 가지는 것들

은 환경에 축적되며[3], 일부 바다로 흘러간 플라

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생

태계를 파괴한다. 물고기와 거북이, 새 등의 생물

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영양성분

을 가진 먹이로 오인하여 섭취하고, 비영양성 플라

스틱은 내장에서 소화되지도 배출되지도 않은 채 

저자 (E-mail: bshim@inha.ac.kr)

남아 결국은 생물들을 배부른 상태로 굶어 죽게 만

든다[4]. 또한 Esteban에 의하면, ‘버려진 어구는 

계속해서 해양 생물들을 가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죽게 만든다.’고 한다. 또한, 세안제, 치약 등

에 들어있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비누로 헹궈내

는 과정에서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 강과 바다에 

축적된다.

생태계에 축적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바람이

나 파도, 광산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파쇄되어 점

점 더 작은 크기의 조각이 된다[5,6]. 이렇게 만들

어진 플라스틱 잔해를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5 mm 미만 크기)이라 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들은 단위부

피당 높은 면적을 가지는 소수성 미세플라스틱에 

높은 농도로 흡착되며, 또한 환경호르몬인 플라스

틱 첨가제 및 플라스틱 분해 부산물 중 유독성 유

기물질이 환경에 방출될 수 있다[7,8]. 미세플라스

틱은 현재 바다, 해변, 극지방, 심지어 심해에서까

지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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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생태오염이 심화함에 따라, 기존 난분해성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석유 기반 자원의 고갈 및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온난화 환경문제 등으로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 보완하는 친환경 천연소재 개발의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자원으로부터 다양한 물리 화학적 엔지니어링 기능성을 추가하여 플라스틱의 환경문제를 극복하려는 시

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나노셀룰로오스, 생분해성 고분자, 멜라닌 소재를 중심으로 친환경 기능

성 천연소재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이의 기존 합성 플라스틱 대체응용 방안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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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cience Advances, 3, e1700782 (2017).

Figure 1.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되고 사용된 모든 

플라스틱의 운명.

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6].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로 해양생물들 체내에 축적되며,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8]. 이

러한 이유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생태계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미국, 한국 등을 포

함한 국가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

안을 신설하고 있다[9]. 이러한 석유 기반의 합성 

플라스틱을 해결하고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

경 천연소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 기

고에서는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된 나노셀룰로

오스(nanocellulose), 생분해성 고분자, 멜라닌 소

재를 중심으로 친환경 기능성 소재의 응용 가능성

을 소개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2. 셀룰로오스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셀룰로오스는 대

표적인 친환경 천연소재이다. 나무(wood), 초목

(plant), 멍게(tunicate), 조류(algae), 박테리아(bac- 

terial) 등 여러 원재료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10], 

이들이 가진 생분해성, 가벼운 무게, 투명도 등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세플

라스틱의 주된 문제점인 난분해성을 극복하며, 생

분해성 평가 기준이 되는 셀룰로오스는 최근 결정

성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a)

(b)
출처: Chemical Society Reviews, 40, 3941-3994 (2011).

Figure 2. (a) 나무의 계층구조, (b) 셀룰로오스의 화학구조

와 결정 및 비결정성 셀룰로오스 혼합구조.

중이며, 이의 엔지니어링 기능성 복합재의 연구도 

최근 확대되고 있다.

셀룰로오스((C6H10O5)n)는 글루코오스(β-D-glu-

cose) 단위체들이 에테르결합(β-1,4 glycosidic link- 

age)을 형성하여 수천에서 수만의 긴 고분자 구조

를 갖는다. 또한 단위체가 가지는 수산기를 통해 

셀룰로오스 분자 내, 분자 간 수소결합을 형성하

며 우수한 결정성과 뛰어난 기계적 물성을 가진다

[10](Figure 2 참고). 셀룰로오스 분자표면의 수산

기는 셀룰로오스 결정의 특성 저하 없이 다양한 화

학적 관능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구조

와 특성을 갖는 나노결정(Cellulose Nanocrystals, 

CNCs), 나노섬유(Cellulose Nanofibers, CNF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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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emical Society Reviews, 40(7), 3941-3994 (2011) (그림 

편집).

Figure 3. 물질의 인장 비강도 및 영률 비강성 비교.

용이 가능하다. 나노셀룰로오스는 수~수백 나노의 

직경을 가지며, CNCs는 길이가 10~500 nm 정도

로 짧은 섬유, CNFs는 수십~수백 마이크론 길이

의 긴 섬유를 통칭한다[11,12].

나노셀룰로오스는 기존 셀룰로오스에 비해 낮

은 밀도, 높은 결정화도,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며, 

친수성, 생분해성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나노셀룰로오스 결정은 금속 및 케블라에 비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영률 강성(Young’s Modulus)을 

가지고 있어, 고분자 소재의 복합재 및 보강(rein- 

forcement) 물질로 활용될 수 있다. 나노셀룰로오

스 결정의 영률 강성은 110~220 GPa이며 케블라

는 124~130 GPa, 철은 210 GPa를 갖는다[10,13]. 

따라서 나노셀룰로오스 단일소재로도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갖지만, 복합재로 기존 난분해성 고분자

의 분해성/붕괴성 코어 작용을 하게 되어, 미세플

라스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소재로 적용할 

수 있다. 나노셀룰로오스의 응용 분야로는 패키징

[14], 광학[15], 바이오 의료[16], 압전[17-19], 전자

기판[20] 등이 있으며,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

2.1. 셀룰로오스의 기계적 강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나노셀룰로오스 결정의 

기계적 강성은 약 110~220 GPa로, 이미 그 자체

로 매우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

만 실제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필름 

등은 비결정질인 부분이 혼재하고 결정 간 혹은 셀

룰로오스 섬유 간 결합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나노

결정 자체의 기계적 강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셀룰로오스 

필름 자체에 결정 혹은 섬유 간 가교결합을 만들

어주거나, 가교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등 기계적 강도를 올리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Tang 등은 TEMPO (2,2,6,6-tetrame- 

thylpiperidine-1-oxyl)로 산화 처리된 CNFs를 키

토산(chitosan)과 커플링하여 복합재 필름을 제조

하였다. 이들 CNFs 영률 강성과 인장 강도에서 각

각 330.93과 26.59 MPa, 키토산은 261.19과 23.01 

MPa의 수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두 물질을 키토산 

1 : CNF 6.5의 비율로 혼합한 후 열처리를 해준 시

료의 경우 영률 강성은 424.34 MPa, 인장 강도는 

61.19 MPa로 CNFs 대비 각 수치가 1.3배 그리고 

2.3배씩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TEMPO 

처리된 CNFs에 존재하는 카르복실기와 키토산에 

존재하는 암모늄기가 고온에서 반응하여 아미드 

결합을 형성하며 키토산이 일종의 가교제의 역할

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반응은 두 물질의 

분해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온도에서 반응하므로, 

어떤 열적 분해반응 없이 가교 반응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21]. Wei 등은 물리적 방법과 화학

적 방법을 동시에 사용(double cross-linking, DC)하

여 셀룰로오스를 가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셀

룰로오스를 epichlorohydrin (ECH)을 이용하여 화

학적인 가교(chemical cross-liking, CC)를, drawing 

방법을 통하여 물리적인 가교(physical cross-liking, 

PC)를 각각 진행한 시료와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한 

시료의 기계적 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DC 셀

룰로오스는 영률 강성 3.9 GPa, 인장 강도 97.1 

MPa, 변형률 33%를 보였으며, CC와 PC는 각각 

3.1 GPa, 85.4 MPa, 25%와 3.8 GPa, 101.4 MPa, 

24%의 수치를 보였다. 인장 강도 부분에서는 PC 

셀룰로오스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영률강

성 및 변형률 부분에서는 DC 셀룰로오스가 가장 

높은 값을 가졌으며, 인장강도 수치 또한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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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vanced Materials, 21(16), 1595-1598 (2009).

Figure 4. 촘촘하게 구성된 셀룰로오스 필름의 광학적 투

명성과 그 물리적 특성들.

가 없었다[22].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셀룰

로오스 결정 및 섬유 간의 결합력을 향상시켜 자

체의 강도를 올리거나, 혹은 셀룰로오스에 다른 

고분자 물질의 보강제 혹은 충전제로 사용하여 기

계적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2.2. 나노셀룰로오스 및 리그닌의 보강재 활용

나노셀룰로오스는 생분해성 물질이며 동시에 그 

결정이 매우 높은 강도를 가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낮은 강도를 가지는 고분자 혹은 생분해성 고

분자 물질에 보강재로 활용하여 기계적 특성을 개

선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수단이다[23]. Zhang 

등은 거미줄의 계층구조 생체 모사를 통해 향상된 

기계적 물성, 열적 특성과 자외선 차단 성질을 지

닌 PVA와 lignosulfonic acid (LA) 복합재를 만들

었다[24]. LA의 수산화기와 술폰산 그룹은 PVA

와 높은 밀도의 수소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은 

복합재 형성 과정에서 연신을 유도하여 향상된 기

계적 물성을 가졌으며 이는 자연에서 거미줄의 강

화 매커니즘과 유사하다. PVA/LA 복합재는 기존

에 PVA 필름이 지닌 가장 높은 수치로 알려진 122 

J/g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증가한 172 J/g의 인성

(toughness)을 보였으며 단일 PVA보다 79% 증가

한 98.2 MPa의 인장 강도를 가졌다. 녹는점의 경

우, PVA 단일로는 200 ℃ 가량이나 복합재의 경우 

최대 278 ℃의 녹는점을 가졌으며 자외선차단효

과 또한 투과율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Gupta 

등은 poly(lactic acid) (PLA)에 리그닌/셀룰로오스

를 넣은 복합재로 용융점도와 저장탄성률(storage 

modulus)에서 큰 향상을 보였다[25]. 물질들을 고

온에서 혼합하여 복합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 분

산된 리그닌/셀룰로오스는 결정핵 생성에 기여하

며, 이는 PLA의 결정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

였다. 예시로 0.5 wt%으로 소량의 리그닌/셀룰로

오스를 PLA 매트릭스에 사용하여 60%의 저장탄

성률을 가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blown 

film 공정에 적용하였다. 공기를 주입하였을 때 풍

선 형상을 유지하는 것은 필름의 두께를 조절하는

데 필요하며, 0.3 wt% 리그닌/셀룰로오스가 들어

간 복합재의 높아진 용융점도와 결정도는 단일 

PLA만으로 공정을 진행할 때에 비하여 안정적인 

형상 유지를 보여주며 산업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3. 셀룰로오스의 배리어 성질과 패키징 응용

고분자 기반 가공품의 주된 응용 분야 중 하나

는 패키징 분야로 배리어 성질을 활용하는 것이

다. 패키징 소재는 외부물질의 유입과 내부물질의 

유출을 물리적으로 보호해주며, 생화학적인 반응

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패키징 소재로 사용되

기 위해서는 산소와 수분에 대한 배리어 성질을 

가져야 한다.

산소나 수증기 분자가 층을 통과할 때는 흡착, 

확산, 탈착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그 정도를 결정

하는 주된 단계는 확산 단계이다. 분자들의 확산 

경로가 길어질수록 분자가 지나는 것이 어렵고, 향

상된 배리어 성질을 가지게 된다[26]. 기존의 셀룰

로오스 패키징 소재는 산소, 수증기, 기름에 낮은 

배리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코

팅이 사용되어야 하고 코팅제 대부분에는 난분해

성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

되고 있는 나노셀룰로오스가 가지는 작은 단위는 

더욱 복잡하고 긴 확산 경로를 만들어 기존 셀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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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9, 20a169-20178 (2017).

Figure 5. 도파민 개질된 CNFs와 MTM과의 순차적 조립.

로오스 소재가 가지지 못한 배리어 성질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나노셀룰로오스만으로

도 제품으로써 상용화가 되기에는 부족하여 MTM 

등을 활용한 복합재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27-30].

Yao 등은 CNF와 MTM을 사용하여 진주층

(nacre) 구조를 모사하여 배리어 성능을 향상시켰

다[14]. 진주층은 벽돌-고착재(brick and mortar)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도파민(dopamine, DA)을 접

합한 CNF가 고착재의 역할을, MTM이 벽돌의 역

할을 하여 형성된 구조는 더욱 복잡하고 긴 확산

경로를 형성하여 향상된 배리어 성능을 나타냈다. 

MTM/DA-CNF 복합재는 산소투과율(oxygen per-

meability, OP) (cm3⋅mm/m2⋅day⋅atm)이 0.039 

(50% 상대습도(RH)), 0.533 (95% RH)을 보였다. 

나노셀룰로오스 단일의 경우, 0.048 (50% RH), 17.8 

(95% RH)로, 이와 비교하여 높은 습도에서의 산

소투과율이 약 33배 이상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진주층 모사를 이용한 구조 복합재 제작의 자

원은 MTM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Aulin 등은 질

석(vermiculite)과 나노셀룰로오스의 복합화를 통

하여 진주층 모사를 시도하였다[31]. 셀룰로오스와 

질석이 80 : 20으로 이루어진 복합재의 경우 산소

투과율(cm3⋅µm/m2⋅d⋅kPa)은 0.07 (50% RH), 

1.5 (80% RH)을 가졌고 수분 투과율(Water vapor 

permeability, WVP) (ng⋅m/m2⋅s⋅kPa)은 0.7 

(50% RH), 21.2 (80% RH)의 결과를 보였으며 높

은 유연성과 투명도를 가졌다. Khan 등은 CNC와 

키토산(chitosan) 복합재를 시도하였다[32]. 키토산 

또한 생분해성을 가지며 독성이 없는, 지구상에 풍

부하게 존재하는 자원이다. 나노셀룰로오스와 복

합화를 통하여 기존의 키토산 필름 대비 기계적, 

열적, 배리어, 구조적 성능을 높이고자 했다. CNC

를 10% 포함한 복합재의 경우 수분 투과율이 2.23 

g⋅mm/m2⋅day⋅kPa로 키토산 단일 필름일 때의 

3.31 g⋅mm/m2⋅day⋅kPa보다 약 1.5배 줄어들

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복합재는 단일상 구조를 

지니며 키토산 매트릭스 안에 CNC가 분산되어 

외부 분자의 확산 경로를 더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확산경로를 좀 더 복잡하고, 길게 만

든다는 기본적인 착안점에서 셀룰로오스가 충분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위의 연

구결과들은 난분해성 폴리머를 통한 물성 향상이 

아닌, 또 다른 친환경적인 소재와의 복합재 형성

으로 자연 친화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 결

과가 친환경소재 연구로서도 중요한 결과임을 의

미한다.

2.4. 셀룰로오스의 광학적 성질

셀룰로오스의 액정(liquid crystal) 성질과 필름 

등의 형태에서 가지는 높은 투명도는 이전부터 구

현되어왔다[10,33]. 액정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

정성 셀룰로오스가 직진성의 막대형태를 가지는 

것에서 유래하며, 비슷한 막대구조 물질에서 쉽게 

볼 수 있다[34,35]. 나노셀룰로오스 입자는 한 면

에서 같은 방향을 지닌 막대 입자들이 나선형으로 

방향이 변하며 층층이 쌓인 상태인 꼬인 네마틱

(chiral nematic) 액정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입자의 크기, 모양, 분산 정도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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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 많은 요소에 따라 액정성과 정렬 정도 등

이 영향을 받는다.

Frka-Petesic 등은 톨루엔과 같은 무극성 용매에 

CNCs 분산시킨 후 이를 0~600 V/cm의 전기장의 

변화에 따라 각도상의 색 변화(iridescence) 성질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15]. 셀룰로오스도 일반적인 

액정이 가지는 구조인 콜레스테릭(cholesteric) 구

조를 지닐 수 있으며[36], 전기장의 변화를 통하여 

이 구조를 조절하여 광학적 성질에 변화를 준 것

이다. 가해지는 전기장의 정도에 따라 나선형의 구

조가 풀리는 것이 보이고, 이는 곧 보이는 색의 변

화를 뜻한다. 또한 전기장의 크기를 되돌리는 속

도에 따라 구조가 변화함을 보고하였다. 구조의 변

화를 조절하여 성질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어 셀룰

로오스가 광학적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2.5. 셀룰로오스의 압전 성질

기계적인 일그러짐을 가할 경우 분극 현상을 일

으키거나 혹은 그 반대의 성질을 보여주는 압전 성

질(piezoelectric property)을 나무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1950년 Bazhenov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37,38]. 불규칙하고 불균일한 구조를 가지는 나무 

섬유의 압전 효과는 작았으나, 이를 나노셀룰로오

스로 추출하여 활용할 경우 압전성질이 더욱 향상

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CNC, CNF를 활용한 연구

들이 보고되었다[17,18]. Kim 등은 EAPap (electro 

active paper)라 지칭하는 압전 효과를 지닌 셀룰

로오스 종이를 제시하고 후에 스피커로써 성능을 

확인하였다[19,39]. 주파수와 필름의 형태에 따라 

음압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최대 

53 dB 음압이 나오는 것을 통해 기술의 실현 가능

성을 보였다. 셀룰로오스 압전 성질의 직접적인 사

용은 아니지만, 성능향상에 활용된 경우도 볼 수 

있다. Zhang 등은 나노 발전에 적용 가능한 

BaTiO3 (BTO) 나노 입자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의 복합 종이를 보였다[40]. BTO/셀룰로오스 복합

재 종이의 전력 밀도는 0.64 µW/cm2의 값을 지녔

는데 이는 비교대상인 BTO/polydimethylsiloxane 

(PDMS) 복합재가 가진 값보다 10배 이상 큰 값이

다. 이는 셀룰로오스가 BTO 나노입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

기 때문이다.

3. 멜라닌

멜라닌은 페놀의 산화와 중합에서 유래된 이질

성 폴리머로, 세균(bacteria)부터 포유류(mammals)

까지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서 발견된다[41,42]. 멜

라닌은 광보호, 항산화, 체온조절, 킬레이션(che- 

lation), 신경계에 관여 등 다기능을 가진 천연물질

이다[43-45]. 멜라닌은 크게 유멜라닌(eumelanin), 

페오멜라닌(pheomelanin), 알로멜라닌(allomelanin)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의 

가장 큰 차이는 멜라닌 화학구조 내의 황의 유무

이다[41]. 유멜라닌은 5,6-dihydroxyindole을 매개

체를 통한 L-도파의 산화 중합에서 유래한 멜라닌 

색소로 흑색-갈색 불용성 입자이다. 반면, 페오멜

라닌은 benzothiazine 및 benzothiazole 매개체를 

통한 cysteinyldopa 전구체의 산화에서 유래한 멜

라닌 색소로 황색-적갈색, 알칼리 수용성 입자이

다[41,46,47]. 알로멜라닌은 식물과 균류에서 발견

되는데 다른 카테콜(catecholic)과 dihydroxynap- 

thalene 전구체의 중합에 의해 형성되며 황과 질소

가 없고 흑갈색-흑색을 띤다[41]. 멜라닌은 그 화

학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물질이다. 그 이유는 멜라닌의 불용성 때문에 일

반적으로 구조분석에 사용되는 X-ray 회절법 등을 

통한 구조 분석은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연구팀

이 고체 상태의 NMR을 이용한 멜라닌 구조 분석

을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분자구조의 제한된 정

보만을 얻을 수 있었다[48]. 하지만 멜라닌이 가지

고 있는 다기능성과 생체적합성 등의 이유로 많은 

연구팀이 천연 멜라닌 혹은 합성 멜라닌을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아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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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멜라닌의 자외선 차단 성질과 그 응용

멜라닌은 넓은 가시광선-자외선 영역에서 높은 

흡광도를 가지는 물질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

여 기존 플라스틱 제품 중 자외선 차단을 위한 고

분자 필름을 대체하는 분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Roy 등은 기존의 바이오 소재 필름과 멜라닌 

나노 입자의 복합재를 만들어 자외선 차단 및 그 

밖에 다른 성질을 관찰하였다[49]. 카라기난 필름

에 멜라닌 나노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된 복합재를 

만들었는데, 파장 280과 660 nm에서의 빛의 투과

율이 각각 74.6, 90.5%에서 2.6, 12.5%까지 떨어

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해 온도가 228 ℃에서 

235 ℃로 상승함을 보이며 열에 대한 안정성과 

57.0 MPa에서 62.9 MPa로의 인장 강도 변화로 기

계적 물성의 증가도 볼 수 있었다. Wang 등의 연

구에서는 속이 빈 도파민-멜라닌 나노 입자를 도입

하여 자외선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그 결과 자외선 영역(200~400 nm)에서는 

투과도가 대략 10% 밑으로 높은 차단성을 지니나 

가시영역에서는 최고 80% 가량의 투과도를 가지

는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투명 필름으로써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50].

3.2. 멜라닌의 금속이온 킬레이션 성질과 배터

리로써의 활용

멜라닌은 Na+, K+, Ca2+, Mg2+ 등과 같은 인간의 

신체 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속이온뿐만 아니

라,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금

속이온 킬레이션 특성이 있다[51,52]. 이러한 금속

이온 킬레이션 특성을 활용하여, 일부 연구진은 멜

라닌을 활용한 복합재의 배터리로서의 가능성을 실

험하였다. Kim 등의 연구팀은 polytetrafluoro-

ethylene (PTFE)과 오징어먹물로부터 추출한 멜라

닌을 이용하여, 나트륨 이온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

출처: Photochemistry and Photobiology, 84, 582-592 (2008).

Figure 6.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의 중합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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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출처: Advanced Materials, 26, 6572-6579 (2014).

Figure 8. 천연 멜라닌을 이용한 마그네슘 배터리 실험. 

(a) 멜라닌과 마그네슘 이온의 반응 모식도, (b) 0.5 M 

Mg(NO3)2 전해질 용액에서 천연 멜라닌 전극을 이용한 

순환전압전류법 실험.

장치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천연 멜라닌, 

화학적으로 합성된 멜라닌, 전기화학적으로 합성

된 멜라닌을 각각 활용하여 나트륨에 대한 저장용

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 mA/g의 방전속도에

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멜라닌이 31.1 mAh/g로 가

장 높은 전하충전용량을 보여주었다[53]. 또한, 같

은 연구팀에서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이온을 활용

한 반쪽 전지 실험을 진행하여 충⋅방전 실험을 진

행하였다. 멜라닌에 존재하는 카테콜 그룹의 리독

스(redox) 반응을 통하여 마그네슘 이온의 배위 결

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멜라닌 전극의 

최대 전하충전용량이 약 60 mAh/g으로 확인되었

으며, 멜라닌 전극의 높은 물에 대한 안정성과 많

은 카테콜 그룹은 수계전지에서 큰 장점을 가지게 

된다[54]. 이들 결과는 멜라닌이 배터리 분야에 활

용이 가능한 물질임을 보여주었으며, 기존의 배터

리용 전극을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3. 멜라닌의 열적 안정성과 복합재 적용

멜라닌은 다른 천연 물질들보다 열적 안정성이 

출처: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9(41), 36281-36289 (2017).

Figure 7. 합성 멜라닌(폴리도파민)을 이용한 자외서 차단 효과. (a) 폴리도파민 나노입자 제조과정 모식도, (b) 제조된 멜라

닌 입자의 TEM 및 SEM 이미지, (c) 코어/쉘 구조를 가진 도파민 입자의 자외선 차단 효과, (d) 할로우 구조 멜라닌 입자의 

자외선 차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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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질 중 하나이다[55]. 일반적으로 멜라닌의 

분해는 약 300 ℃ 이상에서 시작되며, 온도가 더

욱 상승하더라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55].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Dong 등의 연구팀

은 PVA와 멜라닌의 복합재를 제조하여, 그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PVA/멜라닌 복합재

의 경우 기존 PVA에 존재하던 낮은 온도 구간(약 

200~250 ℃)에서의 첫 분해반응이 나타나지 않았

으며, 이후 분해 반응의 시작 온도도 310~340 ℃로 

증가하였다[56]. 이는 멜라닌이 PVA로 전달될 열

을 흡수하여 PVA의 분해를 상대적으로 늦춘 결과

이며, 이를 통해 PVA/멜라닌 복합재의 열적 안정

성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멜라닌이 기

존의 플라스틱 물질들의 열적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던 물질들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4. 그 밖에 생분해성 고분자

4.1. Poly(lactic acid) (PLA)

PLA는 α-hydroxy acids에서 유래한 지방족 폴리

에스터의 한 종류로, 젖산(lactic acid) 발효를 통해 

옥수수 등 식물을 이용하여 합성 가능한 생체 고

분자이다[57]. 젖산은 L-lactic acid와 D-lactic acid 

두 가지 형태의 이성질체를 가지며, L형과 D형 그

리고 두 이성질체의 혼합물을 전구체로 활용하여 

PLA를 합성한다[58]. 따라서 전구체의 구성에 따

라 PLA는 poly(L-lactide) (PLLA), poly(D-lactide) 

(PDLA), poly(DL-lactide) (PDLLA)의 3가지 형태

로 구분할 수 있다[9]. 이들 PLA는 각각 PLLA는 

반결정질(hemicrystalline), PDLA는 결정질(crys- 

talline), PDLLA는 비결정성(amorphous)으로 전

구체의 구성에 따라 다른 결정성을 가지게 된다

[58,59]. 전구체가 되는 젖산은 미생물 발효에 의해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PLA는 생분해성, 열가소성, 

고강도 물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용 포장이나 생분

해성 의료기기 시장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사

용될 수 있다[60,61]. 또한, PLA는 형태 가공이 용

이하기 때문에 포장, 소모품, 3D 프린팅, 자동차 부

품 등 넓은 영역의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62].

Table 1은 PLA와 일반적인 범용 플라스틱의 기

계적, 열적, 배리어 물성을 비교한 것이다. PLA, 

polystyrene (PS), PET의 인장 강도는 각 48~110 

MPa, 34~46 MPa, 47 MPa이고 녹는점은 PLA가 

153 ℃, PET가 250 ℃로 PLA가 가장 높은 기계적 

물성을 가지지만 PET와 비교했을 때 낮은 열저항

성을 가지고 있으며, 배리어 물성은 PET보다는 높

으나 PS보다 낮은 값을 갖는다[63,64]. PLA의 물

성은 다른 범용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PS와 가

장 유사한 물성을 가진다. 따라서 PLA 자체만으로

도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PS를 대체할 수 있는 생

분해성 고분자이다[65]. 또한, PLA의 분해 산물은 

유독성이 아니고 인체에 발암물질로 작용하지 않

으므로 생의학적 응용에 적절하다[58]. PLA는 다

른 생체 재료보다 열적 가공이 쉬워 섬유산업과 식

품 포장 산업에도 쉽게 응용할 수 있다[66]. 이러한 

PLA는 환경친화적, 생체적합성, 가공의 용이성, 에

너지 절약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나 낮은 인성과 느

린 분해속도, 소수성이라는 점 등 단점도 존재한

다[67]. 따라서 물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PLA PS PET 참고문헌

기계적

특성

인장 강도(MPa) 48~110 34~46 47 [64]

영률 강성(GPa) 3.5~3.8 2.9~3.5 3.1 [64]

열적

특성

녹는점(℃) 153 ~240 250 [64]

공정온도(℃) 210 230 255 [64]

배리어

특성

N2 투과도 (10-10 cm3(STP)⋅cm/cm2⋅s⋅cm Hg) 1.3 2.2 0.008 [63,65]

CO2 투과도 (10-10 cm3(STP)⋅cm/cm2⋅s⋅cm Hg) 10.2 10.5 0.2 [63,65]

Table 1. PLA와 범용 플라스틱의 물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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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8]. 

나노셀룰로오스와 같은 보강제를 첨가하여 PLA의 

단점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69], Yuan 등은 대표적으로 아마실을 산가

수분해(acid hydrolysis)하여 얻은 CNF를 PLA와 

함께 solution casting하여 PLA-CNFs 복합재를 제

조하였다[57,62]. PLA-CNF 복합재는 순수 PLA보

다 영률 강성이 47%, 인장 강도가 59% 증가하여 더

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62,69].

4.2. Polyhydroxyalkanoates (PHAs)

Polyhydroxyalkanoates (PHAs)는 바이오폴리에

스터의 한 종류로, 프랑스 미생물학자 Lemoigne에 

의해 1925년에 처음 발견되었다[70,71]. PHAs는 미

생물의 에너지원으로써 미생물 발효에 의해 대규

모로 중합된다[72,73]. Polyhydroxybutyrate (PHB)

의 한 종류인 poly-3-hydroxybutyrate (P3HB)는 

PHAs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이 외에도 곁 사

슬의 종류에 따라 polyhydroxyhexanoate (PHH), 

polyhydroxyvalerate (PHV), poly-4-hydroxybutyrate 

(P4HB)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74].

PHAs는 무독성,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열가소

성 플라스틱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75]. PHAs의 생분해는 표면적, 습기, 온도, 

pH, 미생물 활성 등 여러 환경요인에 의존한다[76]. 

또한, PHAs의 물성 및 생분해성은 다른 폴리머와 

혼합하여 조절할 수 있으며, 짧은 곁사슬을 가진 

PHAs는 PP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긴 곁 사슬을 

가진 PHAs는 탄성중합체(elastomer)의 특성을 보

인다[77]. 대표적으로 짧은 곁 사슬을 가진 PHB는 

PP와 유사한 물리적 특성과 열가소성, 압전 효과, 

광학적 활성의 특징을 가지며, 토양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의 특징을 보인다[71,78-81]. 더 

긴 곁 사슬을 가진 PHAs의 하나인 polyhydroxy- 

octanoate (PHO)는 낮은 인장 강도, 낮은 유리 전

이 온도, 낮은 결정화도와 같은 탄성중합체의 특

징을 가진다[82,83]. 또한 PHO는 비결정성이므로 

PHB에 비해 기계적으로 유연한 특징을 보인다[84]. 

이러한 특성 때문에 PHAs는 석유기반 플라스틱

의 대체품으로 적절하지만,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비싼 가격과 낮은 충격강도를 갖는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78].

PLA vs. PHA PLA PHA

Monomer structures Only D- and L-lactic acids (LA) At least 150 monomers

Production methods
Bio-production of LA and chemical synthesis of 

PLA
Totally biosynthesized as intracellular polyesters

Production cost Comparable with conventional plastics like PET At least twice that of PLA

Materoal properties
Poor, could be adjusted by regulation D- and L-LA 

ratios
From brittle, flexible to elastic, fully controllable

Technology maturity

LA production well established, yet LA 
polymerization to PLA is complicated. Only one 
company, NatureWork, produces PLA on a large 

scale

At least 10 companies worldwide produced or 
are producing PHA up to 2,000 t per year scale 

via microvial fermentation

Investment
Large fixed capital investment: NatureWork has 

invested 1 billion U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o run a 140,000 ton PLA plant

Small investment: existing aerobic microbial 
fermentation plants with process modification 

can be used for PHA production

Intellectual properties
Cover almost all areas of production and 

applications
Still a lot of spaces for exploitation

Application areas
Packaging, medical implants, printing, coating 

et al., yet limited by Tg of 65~75 ℃ for cheaper 
P(L-LA)

Almost all areas of conventional plastic industry, 
limited only current higher cost

출처: Chemical Society Review, 38, 2434-2446 (2009).

Table 2. PLA와 PHA의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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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폴리에스터 중 하나인 PLA와 비교하면 

PLA와 PHAs 각각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

(Table 2 참고). 대표적으로, PLA는 상대적으로 저

렴한 반면 PHAs는 비싸지만 물성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73].

4.3.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PBAT)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PBAT)는 

1,4-Butanediol과 adipic acid, terephthalic acid의 

중축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합성 폴리머이다[85]. 

높은 유연성과 거의 700%에 달하는 높은 연신율, 

52 MPa의 영률 강성, 32~36 MPa의 인장 강도를 

가지는 코폴리에스터이며, 식품, 농업에서부터 바

이오 의학 분야까지 적용하려는 사례들이 있다

[86-88]. PBAT의 생분해성은 박테리아 등에 의한 

효소 작용에 의한 분해와 화학적 경로를 통한 가

수분해나 열분해 등으로 폴리머 사슬이 끊어지는 

형태의 분해 경로도 있다. PBAT가 생분해성 폴리

머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낮은 열 저항성과 

기계적 물성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이를 극복하

고자 나노 단위 보강재를 쓰는 등의 시도가 있었

으며, 응용 분야에 맞추어 특정 기능성을 가진 필

름을 구현하기도 했다[85,88-90].

Miranda 등은 오레가노 오일(oregano essential 

oil)과 PBAT를 이용하여 생선육 보존에 적용 가

능한 필름을 제작하였다[90]. 기계적 성질 면에서 

주목할 만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오레가노 

오일의 항균, 항산화 성질이 PBAT 복합재에서도 

충분히 구현되었다. 연구진은 PBAT 복합재의 항

균 수치가 브라질 규제 기준치 내에 수치로 최대 

10일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된 

PBAT의 생분해 방법 중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 효소작용을 통한 것이다. Wang 등은 항균성을 

부여한 PBAT 필름이 땅속에서 생분해성을 가지

는지 실험하였다. 연구진은 항균성 물질의 하나인 

PHGH (polyhexamethylene guanidine hydrochlo- 

ride), 녹말(starch)을 PBAT에 여러 비율로 조합하

여 복합재 필름으로 만든 후, 이들이 항균성을 유

지하면서 생분해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자 3달 

동안 땅속에 묻어둔 후 복합재의 분해정도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모든 시료가 1달까지 향균

성을 유지하였고, 특정 시료의 경우 3달까지 향균

성이 유지되었다. 또한, 모든 시료에서 생분해 반응

이 일어났으며, 향균성 성분의 비율에 따라 5~35%

까지 생분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4.4. Polycaprolactone (PCL)

Polycaprolactone (PCL)은 1934년에 Van Natta 

등이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CL은 고

리형 전구체인 ε-caprolactone의 고리열림중합반응

(Ring opening polymerization, ROP)을 통하여 중

합되게 된다[91]. PCL은 반결정성 고분자(semi-cry- 

stalline polymer)로, 크게 음이온성 ROP, 양이온

성 ROP, 촉매 ROP, 배위-삽입(coordination-inser- 

tion) ROP의 4가지 메커니즘에 의하여 중합된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은 530~630,000 g/mol, 영률 강

성 및 인장 강도는 각각 0.21~0.44 GPa과 4~785 

MPa 정도로 중합방법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

는 물질이다[92]. 또한, 낮은 유리 전이 온도(65~-60 

℃) 및 녹는점(56~65 ℃)과 다양한 용매(chloroform, 

benzene, toluene 등)에 대한 높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어 쉽고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가 가능하다[93]. 

PCL은 생분해성 고분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자연환경에서는 박테리아나 균류에 의하여 쉽게 

분해되지만, 동물의 체내나 인체 내에서는 분해에 

적합한 효소가 존재하지 않아 쉽게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하는 고분자이다[94]. 또한 

PCL은 생체적합성을 가진 물질로도 알려져[95],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주로 의료기기 및 조직공

학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im 등은 다

공성 PCL 멤브레인에 CNT를 층상분자조립법

(layer-by-layer assembly, LBL)을 이용하여 코팅

한 후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다공성 PCL 

멤브레인에 면저항 수치가 최대 364 Ω/square까지 

감소하였으며, PC12 신경세포를 각 시료에서 배

양 후 신경 돌기의 성장 정도를 비교한 결과 CNT

가 코팅된 PCL 멤브레인이 기존 PCL 멤브레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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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1.9 µm에서 3.8 µm로 2배가량 증가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96]. Hwang 등은 PCL과 셀룰로

오스 젖산 칼슘(calcium lactate, CaL)을 혼합하여 

전기방사를 통하여 PCL 지지체를 만들고, 이에 

대한 특성 및 생체적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PCL/cellulose/CaL의 경우 영률 강성이 1.104 GPa, 

인장 강도가 5.993 MPa로 상승하였으며, 세포 증

식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 생체적합성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4.5. Polybutylene succinate (PBS)

Polybutylene succinate (PBS)는 지방족 열가소

성 폴리에스터 중 하나로, 1,4-butanediol과 suc-

cinic acid의 중축합에 의해 생성된다[97,98]. PBS

는 생분해성, 용융 공정, 내약품성, 열저항성의 특

징이 있으며[99], 균류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된

다[100,101]. PBS는 반결정질 폴리에스터이므로 

인장 강도, 기계적 유연성, 투명도, 생분해성 등 기

계적 물성이 결정구조에 따라 변화하고[102], 녹

는점 또한 결정화 온도에 따라 변한다[103,104]. 

이러한 특징 때문에 PBS는 일부 상용화되어 포장

재, 농업, 어업, 임업, 도시공학 등 다양한 영역에 

이용되고 있다[102].

5. 결론 및 전망

현재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물질

이 되었지만, 난분해성과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다이옥신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들

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방

안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난분해성 플라스틱들을 

생분해성을 지닌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자체를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중요성 또한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친환경 

소재의 몇 가지 예시를 통하여 그들이 가진 성질

과 산업으로의 응용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

히 소재를 다루는 단위가 나노 단위까지 조절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단일소재가 아닌 나노 수

준에서 복합재의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기

계적인 물성뿐 아니라 광학, 배리어 등 다양한 기

능성 성질들의 향상 및 발현을 보였고, 이는 기존

의 석유 기반 난분해성 물질을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미 일부 연구팀들은 셀룰로오스와 같

은 생분해성 천연 물질을 기반으로 한 복합재로 

포장재와 같이 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만족할 만

한 성능을 구현하며 천연 소재의 잠재력을 보였

다. 현재는 상용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친

환경 소재에 따른 연구는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

경문제와 함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가

까운 미래에는 단순한 필름에서부터 여러 기능성

을 지닌 제품까지 친환경 소재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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