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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산소, 이산화탄소 및 수증기와 같이 대기에 존

재하는 기체에 대해 낮은 기체 투과도(gas perme-

ability)를 가지는 고분자소재들은 barrier 고분자

로 불린다. Barrier 고분자 소재들의 가공 용이성 

및 낮은 기체 투과도로 인해 식료품 포장 산업에

서 기존의 유리로 된 포장 용기들이 이들 barrier 

고분자 포장용기로 많이 대체되어 왔다. 흔히 bar-

rier 고분자는 nitrile, ester, halogen (-Cl 또는 -F) 

및 cyano group과 같은 극성 작용기(polar func-

tional group)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고분자 

사슬 간의 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결과

적으로 이러한 결합들은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체투과도를 크게 감

소시킨다[1]. 1) Polyvinylidene fluoride (PVDF)와 

같은 불소계 고분자, 2) poly(vinylidene chloride) 

(PVDC), ethylene vinyl alcohol (EVO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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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ethylene terephthalate) 및 poly(ethylene 

naphthalate)와 같은 폴리에스터계 고분자 4) poly-

vinyl alcohol (PVAL) 등은 위에서 언급한 포장산

업에서 고분자소재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부

분의 소재(예: EVOH 및 PVAL)들은 수분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산소에 대해 우수한 기체 

차단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소재들은 일반적

으로 산소 barrier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차단하기 위한 코팅 처리 후 사용된다. 하지만 일

부 barrier 고분자들은 폐기시 발생되는 환경적인 

우려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염소가 함유된 PVDC는 폐기 과정 중 

유독성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적

으로 염소가 들어간 고분자 소재를 배제하는 추세

이다. Table 1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양

한 barrier 고분자들의 산소, 이산화탄소 및 수증기 

투과도를 보여준다. 

투과도(permeability)는 barrier 고분자의 기체 

차단 효율을 나타내는 실직적인 척도이며, barrier 

고분자를 사이로 압력차가 △pi이고 두께가 l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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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rrier 고분자는 산소, 이산화탄소 및 수증기 등 대기가스에 대한 낮은 투과성을 지닌 고분자를 지칭한다.

Barrier 고분자는 용이한 가공성과 우수한 투명성 및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식품 및 음료 포장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식품 뿐 아니라, 착향음료 또는 에너지 음료와 같은 음료 제품의 다양화로 인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성능의 barrier 특성, 특히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해 낮은 투과성을 지닌 고분자 포장 소재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barrier 소재의 기체 차단성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차세대 barrier 고분자 포장 소재들

의 특성 분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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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막을 통과하는 단일 기체 i의 투과도(Pi)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Pi ≡∆
 (1)

△pi는 기체의 투과를 일으키는 원동력(driving 

force)이며, 분리막의 주입부(feed side)에 가해지는 

압력과 투과부(permeate side) 사이의 압력차이다. 

무공성의 치밀한 분리막을 통하여 기체가 투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원동력은 화학 포텐셜 구배

(chemical potential gradient)로 설명할 수 있다. 기

체 투과물 i의 유량(flux, Ji)은 농도 구배(concen-

tration gradient)와 확산 계수의 곱으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Ji  
 (2)

여기서 Di는 기체 i의 확산 계수(cm2/sec), Ci는 

기체 투과물 i의 농도(mol/cc), x는 확산 거리(cm)

이다.

기체의 농도 구배는 사실상 화학 포텐셜 구배와 

항상 연관되는데, 이는 특정 방향으로의 기체 확

산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일반적으로 기체는 고

유의 무질서한 브라운 운동(Brownian motion)을 

하지만, 투과 기체의 확산은 확률 통계상 전체적으

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루어진다.

흡착 계수는 외부 압력에 의해 고분자에 흡착된 

기체의 양을 정량화한 값이며, 기체 상의 농도와 

고분자 내의 기체 농도가 평형을 이룰 때, 고분자 

내의 기체 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 S(p)p (3)

여기서 C는 고분자상에서 기체의 농도, S는 용

Polymer
Oxygen

Permeabilitya

cc⋅mm/m2⋅day⋅atmb

Carbon Dioxide
Permeabilitya

cc⋅mm/m2⋅day⋅atmb

Water Vapor
Transmission

g⋅mm/m2⋅day

Poly(vinyl alcohol) 0.024 (24 ℃) 0.040 1247 (40% RH)

Poly(vinyl alcohol)-75% RH 0.09 - -

Ethylene vinyl alcohol-dry (EVOH) 0.00008 0.000192 Poor barrier

Vectran V100PTM (dry)c 0.03 - 0.01

Vectran V100PTM (wet)c 0.02 0.05 -

Poly(ethylene)-LDPE 150.00 790.00 2.50

Poly(ethylene)-HDPE 69.57 (30 ℃) 229.70 (30 ℃) -

Poly vinylidence chloride-SaranTM 0.47 (75% RH) - 0.13d

Polyamide-Nylon 6 0.61-0.71 (40% RH) 5.90 (30 ℃) 15-16

Polyamide-Nylon 6 - 63.00e -

Poly acrylonitrile 0.02 1.47 147 (100% RH)

Poly (ethylene terephthalate) oriented 1.2-2.4 5.9-9.8 0.39-0.51

Polycarbonate 102.4 307.1 14.9

Polypropylene 39 865 0.79

Polystyrene 118-157 394-590 0.79-3.9

aAll permeability values are at 23 ℃, 0% RH unless otherwise specified.
b1 cc.mm/m2⋅day⋅atm = 65.62 Barrer and 1 Barrer = 1 × 10-10 ccSTP⋅cm/cm2/s/cmHg[3].
cAn aromatic polyester produced by the polycondensation of 4-hydroxybenzoic acid and 6-hydroxynaphthalene-2-carboxylic acid.
dAt 38 ℃, 90% RH.
eAt 30 ℃, 95-100% RH.

Table 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arrier 소재의 산소, 이산화탄소 및 수증기 투과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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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계수이고 p는 기체상의 압력이다. 식 (1), (2), 

(3)에 의해 투과도(P)는 확산 계수(D)와 용해도 계

수(S)의 곱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P = D × S (4)

식 (4)에서처럼 무공성의 치밀한 분리막을 통한 

기체의 투과 현상은 (i) kinetic factor인 확산 현상

과 (ii) thermodynamic factor인 흡착 현상(ther-

modynamic factor)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식 (4)를 사용하여 무공성의 치밀한 고분

자 분리막에서의 기체 투과도에 대한 자유체적분

율(Fractional Free Volume, FFV)의 영향도 많이 

연구되었다[4-7].

  exp
  (5)

여기서 Ap와 Bp는 온도와 투과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이며 이때의 FFV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6)

여기서 는 주어진 온도 및 압력에서 유리상 

고분자의 비체적(specific volume)이고 는 유리

상 고분자의 비점유체적(specific occupied vol-

ume)이다. 

고성능의 barrier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

분자를 통한 투과 기체의 이동 메커니즘을 이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포장 소재는 산화에 의

한 포장 내용물의 변질을 차단하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 투과도가 낮아야 한다[8]. 산

소의 존재는 지방과 비타민 C와 같은 중요한 영양

소의 산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단백질의 분해, 

변색, 유해한 과산화물의 형성 등을 야기하며, 미

생물의 성장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내용물의 변

질을 초래한다[9]. 또한, 탄산 음료의 용기는 탄산 

가스의 손실이 발생하면 맛이 변질되므로 이산화

탄소 투과도가 낮아야 한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포장 용기의 모양, 크기, 색 등 다양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포장 소재는 우수한 가공성을 갖춰야 하

고,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산소에 대해서도 투

과도가 낮아야 한다[10]. 더욱이 소비자들은 용기 

안의 내용물을 보면서 탄산음료를 즐길 때 높은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용기의 뛰어난 광투과성

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포장 barrier 필름의 일반적

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체 및 증기에 대한 우수한 차단력

2. 높은 기계적 강도

3. 높은 열적 안정성

4. 뛰어난 광투과성

5. 우수한 내화학성

6. 재활용성

본 총설에서는 Barrier 소재 및 관련 기술의 기

본 원리와 barrier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소개하고, barrier 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다

양한 특성 분석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2. Barrier 소재의 기술 동향

 

2.1. 항가소화(Antiplasticization)를 이용한 barrier 

물질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는 우수한 가

공성 및 광투과성 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체 차단

력을 갖춘 물질로써 포장 산업, 특히 음료수 용기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PET를 포장 산

업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특성평가 연구가 수행

되었다[11-16]. Barrier 소재 개발의 초기 단계에

서 barrier의 형상(morphology)과 기체 투과도 사

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고

분자 결정성(polymer crystallinity) 및 배향성 

(orientation)이 barrier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1,17]. Michaels와 그 공동연구자들은[18,19]는 

PET의 결정성 구조가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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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용해-확산 메커니즘에 의한 투과가 일어날 

수 없어서 PET의 투과도가 낮다고 발표하였다. 고

분자의 결정성으로 인한 투과도 감소는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1) 기체가 비

투과성 결정 영역을 우회하기 때문에 기체확산경

로가 증가하여 확산 계수가 감소하고, (2) 무정형 

영역의 감소로 인한 흡착 계수의 감소 때문에 투

과도가 감소하게 된다.

PET는 오늘날 barrier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 소재이지만,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

해서는 지금의 PET의 성능보다 향상된 소재 개발

이 필요하다. 기체 차단성이 뛰어난 소재를 얻기 

위해 항가소화 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항가소

화 현상이란, 저농도의 저분자량 희석제(low mo-

lecular weight diluent, LMWD)를 중합체에 도입

시, 분리막의 탄성계수는 증가하고 유리전이온도

와 기체투과도는 감소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항가소화 현상은 기존 barrier 소재의 가공 플랫

폼의 최소한의 변형으로 PET의 차단력을 향상시

킬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방법이다. Jackson 및 

Caldwel[20-22]은 고분자에 소량의 LMWD를 첨

가하면 항가소화 현상을 유도할 수 있음을 발견하

였으며, LMWD에 의해 자유체적(free volume)이 

채워지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이후에도 많은 연구

를 통해 LMWD가 비평형 유리고분자(nonequilli-

brium glassy polymer)에 존재하는 과도한 자유부

피의 일부분을 채우고 혼합물의 자유체적을 감소

시키는 “hole filling” 메커니즘을 통해 항가소화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23-28]. 

Robeson과 Faucher[29]는 dynamic mechanical 

analyzer (DMA)를 사용하여 항가소화 현상에 의

해 유도된 2차 손실 전이(secondary loss tran-

sitions)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자유 체

적의 감소가 2차 전이와 관련된 고분자 사슬의 움

직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Maxwell과 

그 공동연구자들[30]은 LMWD가 도입된 PET사슬

의 기계적 이완 과정(mechanical relaxation proc-

ess)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술했고, Illers와 

Breuer[27]는 PET의 기계적 이완 피크가 하나 이

상의 이완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했다. 

English[31]는 α 이완 이전의 PET 분자 움직임이 

phenyl ring의 움직임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제안했

다. 그 이후로 Maxwell과 공동연구자들[30]은 DMA 

분석 및 유전체 측정결과를 통해 저온에서는car-

bonyl group의 움직임이 β 이완 피크에 영향을 

주는 반면, 고온에서는 phenyl ring의 움직임이 영

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낮은 농도의 

LMWD가 phenyl의 플립-움직임(flipping motion)

을 억제하는 반면, 인접한 carbonyl group의 움직임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관찰했다(Figure 1).

이완 과정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

은 고분자의 기체 투과도 감소가 항가소화와 관련

이 있음을 증명했다[32-37]. Vrentas와 그 공동연

구자들[36]은 항가소화에 의한 유리상 고분자의 

비체적 및 자유체적의 변화를 설명하는 모델을 제

안했고, 이를 통해 자유체적의 손실이 고분자 사

슬의 움직임을 억제함으로써 항가소화 현상이 발

생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Maeda와 Paul[38-40]은 

항가소화현상에 의한 자유체적 변화로 투과도의 

(a)

(b)

Figure 1. (a) PET 화학구조, (b) 1 Hz에서 PET의 기계적 이

완 공정에 대한 dimethyl terephthalate (DMT)의 농도에 대

한 영향; □, 2% DMT; ●, 10% DMT; ○, 20% DMT[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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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설명했으며, Ruiz-Treviño와 Paul[41-43]은 

수학적 모델을 통해 고분자와 LMWD의 혼합물에

서 특정 부피의 수축 원인이 순수한 고분자의 비

평형 영역의 감소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Figure 2를 통해 유리전이온도(Tg) 및 비체적 변

화에 대한 항가소화의 영향을 알 수 있다[43]. 여

기서 순수한 중합체의 온도 변화에 따른 비체적 

변화는 “CA0”로 표현된 검은색 선으로 나타냈다. 

“CA1”에 해당하는 고무상 영역에서 항가소화현상

에 대한 영향을 보면, 이상적인 혼합물 임을 가정

했을 때 혼합물의 비체적은 순수한 고분자의 비체

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빨간 점선

으로 표시된 선에 해당하는 T < Tg인 온도 범위의 

유리상영역에서 혼합물의 비체적( CA)은 순

수한 고분자의 비체적( CA)보다 더 작다. 이

러한 현상의 원인이 바로 항가소화현상이며, 구체

적으로는 혼합물의 유리전이온도(Tg(CA1))가 순수

한 중합체(Tg(CA0))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

서 Figure 2를 통해 임의의 온도(T)에서 자유체적

이 순수한 중합체일 때보다 혼합물(항가소화물)일 

때 확연히 더 낮기 때문에 확산계수와 투과도 모

두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e와 그 공동연구자들[34]은 phenacetin, ace-

tanilide와 같은 첨가물을 약 1~2 wt%의 저농도로 

PET에 혼합함으로써 PET의 barrier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증명했다. 또한 barrier 향상 인자

(barrier improvement factor, BIF)를 순수고분자의 

투과도와 항가소화고분자의 투과도 비율로 정의

하고, 항가소화 PET 시료(PET/phenacetin, PET/ 

acetanilide)의 평균 BIF 값은 O2, CO2에 대해 각

각 ~1.23과 1.38임을 증명했다(Figure 3). 뿐만 아

니라, 자유체적 및 PET와 희석제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항가소화현상을 설명했다. Larocca와 

Pessan[32]은 희석제의 크기, 혼합물의 자유체적, 

고분자와 희석제의 상호작용에 따라 항가소화의 

Figure 2. 온도에 따른 항가소화현상에 의한 비체적

(specific volume)의 변화[43].

(a) 35 ℃에서 O2 투과도

(b) 35 ℃에서 CO2 투과도

Figure 3. 35 ℃에서 PET, PET-2.32% phenacetin 및 

PET-1.95% acetanilide의 O2와 CO2 투과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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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Slark[44]은 고분자와 

LMWD 혼합물의 유리전이 온도(Tg)는 둘 사이의 

상호 작용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평균 극성 및 수

소결합 용해도 파라미터(average polar/hydrogen 

bonding solubility parameters)가 혼합물의 Tg 변

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용해도 파라미터를 이용한 접근방식은 고분자와 

LMWD 사이의 혼합성이(   )
2으로 정

의되는 값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하며, 이때 δ는 

극성 및 수소결합 용해도 파라미터의 평균값이다. 

최근에 Burgess와 그 공동연구자들은[12]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이동현상분석, 자유체적 특성평

가 및 열적/기계적 분석기술을 통해 카페인에 의

한 무정형 PET의 항가소화 향상 결과를 발표했다. 

카페인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하

다고 여겨지며 결과적으로 PET 및 기타 고분자들

의 항가소화 향상을 위해 첨가제로 사용되어오던 

기존물질들에 비해 실용적이다. 식료품 포장 산업

에서 항가소화 첨가제의 유출로 인해 내용물이 오

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가소화 첨

가제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카페인

의 안전성은 다른 첨가제들에 비해 매우 유리한 

장점이다. 안정성 외에도 PET 구조 내에 카페인의 

용해도가 높다는 점 또한 PET의 항가소화제로서 

매력적인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된 모든 

PET/카페인 혼합물 시료들은 PET의 barrier 특성

(PET/카페인(89.3/10.7 wt/wt)에서 3배 이상)을 상

당히 향상시켰다. DMA데이터는 온도와 주파수

(frequency)의 함수로서 tan δ (E”/E’ 또는 저장 

탄성계수에 대한 손실탄성계수의 비) 값을 통해 측

정되고, 이를 통해 PET의 점탄성 완화(viscoelastic 

relaxation)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특

히, 상온이하온도에서 베타-완화(β-relaxation)의 

특성은 이전에 PET[44-46]와 기타 고분자[43]의 

거시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대략 -60 ℃에서 발생하는 PET의 베타-피크(β- 

peak)는 유리상태의 Tg 훨씬 이하의 온도에서 국부

적인 사슬 운동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파-이

완(α-relaxation: Tg와 관련)과는 다르다[19,46-48]. 

베타-이완의 활성화 에너지(EA, kJ/mol)는 동적 

주파수(ƒ, Hz)의 함수로서 베타-피트 온도(T, 

Kelvin)의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식 (7)의 Arrhenius 

관계에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A는 상

수이고 R (8.314 J/mol⋅K)는 기체상수이다.

  
  (7)

베타-이완의 에너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Starkweather[64]에 의해 얻어진 식 (8)에서 활성

화 엔트로피(ΔS)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ln

   ln
   ∆ (8)

식 (8)에서 ΔS는 베타-이완의 활성화 엔트로피

이고, k와 h는 각각 Boltzmann과 Planck 상수이며 

T, ƒ, R 및 EA는 식 (7)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매

개 변수이다. 이 식에 따르면 활성화 엔트로피를 

통해 여러 작용기들과 그 작용기 근처에 인접한 

고분자 사슬 사이의 협력 활성(cooper activity)을 

알아낼 수 있다[51]. 유리 전이와 같은 상당히 긴 

범위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점탄성 이완은 ΔS 값

을 크게 증가시키는 반면, 베타-이완과 관련된 ΔS 

값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18,19]. 베타-이완의 온

도 범위에 대한 1 Hz에서의 몇 가지 tan δ 값들을 

다양한 PET/카페인 혼합물 시료에 대해 예시로 

Figure 4. 온도 범위에 대한 1 Hz에서의 다양한 PET/카페

인 혼합물 시료의 tan δ 값(데이터는 10 ℃ 간격으로 

smooth 처리하여 플롯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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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에 나타냈다.

2.2. 항산화 및 결정성의 시너지 효과

Lasoski와 Cobbs[33]는 반결정의 PET에서 수

증기 투과도가 비정질 부피 분율의 제곱에 비례함

을 입증했다. 이러한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1) 반결정

성 PET (semicrystalline PET)는 2개의 상(즉, 무

정형상과 결정성상)으로 구성되며, (2) 흡착과 확

산은 무정형상에서만 일어난다. Michaels와 그 공

동연구자들[18] 또한 반결정성 PET에서의 확산은 

무배향성 결정질 PET의 경우 결정체에 의해 유도

된 비틀림 인자(tortuosity factor)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에 대한 투과도 

실험은 농축 효과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헨

리의 법칙 영역 내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용해도에 관해서 Michaels와 그 공동연

구자들[47,52]은 반결정성 PET에서 기체 용해도

가 결정성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지만 무정형 영역

의 부피 감소와 비례하지 않다고 추정했다. 또한 

무정형물질보다 유리상 반결정성 PET (glassy 

semicrystalline PET)가 비평형 영역이 많기 때문

에 예상보다 높은 용해도를 가진다고 제안했다. 그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무정형영역과 반결정성 

중합체의 비투과성영역 사이의 계면에 해당하는 

세 번째 상을 고려하였다(Figure 5)[53-57].

최근에 Sekelik과 그 공동연구자들[59]은 PET

의 산소투과도의 감소를 Nielsen 모델에 의해 결

정성의 함수로써 다음 식과 같이 나타냈다.

  
  

(9)

여기서 ∅는 결정 부피 분율이고, P0는 무정형 

고분자의 투과도이다. α = 1의 경우 식 (9)에 대한 

투과도는 Maxwell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in과 

그 공동연구자들[58] 또한 결정성 PET에서의 산

소 용해도는 두 개의 독립적인 무정형 상과 계면

에서의 무정형 상의 용해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

안했다(Figure 6). 위에서 언급한 Lasoski[33]를 제

Figure 5. 반결정성 중합체의 다른 형태에 대한 개략도. (a)

(b)

(c)

Figure 6. O2 투과결과에 대한 결정성 용적 분율의 영향: 

PET에 대해 110 ℃에서 냉각 결정화되고 210 ℃에서 용융 

결정성에 대한 (a) 투과도, (b) 확산도 및 (c) 용해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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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모든 연구자들은 반 결정성 PET에서 무정형 

상과 결정 상 사이에 중간 상(intermediate phase)이 

존재한다고 직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아직까지도 수

증기의 투과도가 반결정성 PET에서 비정질 부피 

분율의 제곱에 비례하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반결정성 PET에서 계면상의 존재

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58-61]. 

반결정성 PET의 계면상의 비치밀화(dedensifi-

cation)를 줄이는 것은 결정성 PET의 barrier 성능

향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Hu[26]는 PET와 isophthalate의 공중합이 결정화

성 PET에서 계면상의 비치밀화를 방지함을 입증

하였다. 이는 공중합체가 PET 결정 격자에서 배제

되도록 하기 때문에 냉각 결정화(cold crystal-

lization)가 공중합체 단위를 무정형 상에 위치하

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구형의 무정형 영역에서 

굽어진 형태의 isophthalate 단위를 분리하면 층간 

무정형 영역(interlamellar amorphous region)에서 

고분자 분절 완화(polymer segmental relaxation)

가 촉진된다는 것이 제안되었다[62]. 

2.3. 새로운 barrier 고분자

최근에는 얇은 층의 반투명 액정 폴리머(LCP)

가 Ticona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산소 차단성은 

PET보다 50-100배 더 높다[28]. 그러나 비용이 많

이 들어서 현재까지 상업화되지 않았다. Dow 

Chemical Company는 Blox라는 열가소성 에폭시 

수지[poly(amino ethers)]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수

지는 일반적으로 PET에 비해 O2 투과성이 50배 

낮다[11,63]. Gandini[23]은 antimony 촉매를 사용

하여 퓨란으로 유도된 PET (furan-derived ana-

logue)로 poly(ethylene furanoate)(PEF)(Table 2) 

를 합성한 후 DSC, IR, NMR 등 다양한 특성화 

기술을 통해 분석하였다. 최근에 Burgess[13]는 

PEF의 차단력, 기계적 및 열적 특성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DMA, 13C-CP/MAS solid-state 

고분자 구조 ρ (g/cc) Tg (℃)

Poly(ethylene furanoate) 1.4299 85

Poly(ethylene terephthalate) 1.3346 76

Table 2. 무정형의 PEF와 PET의 구조와 물리적 성질[13]

Figure 7. 상온에서 tm = 1 s에서 측정한 무정형 PEF (왼쪽)과 PET (오른쪽)에서 CODEX 스펙트럼(아래), 기준스펙트럼

(위). CODEX 스펙트럼의 방향족 피크에 대한 피크는 PET (빨간원)에서만 발견되는 반면 PEF스펙트렘에서의 부재는 퓨란

링 플립의 억제에 대한 증거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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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 가변 접촉 시간, centerband-only detection 

of exchange (CODEX)과 같은 다양한 특성 분석

을 통해 PET에서의 퓨란링 플립이 링 회전 및 링

의 비선형 축과 관련된 에너지 penalty로 인해 매

우 억제되었음을 알아냈다. Figure 7은 무정형 

PEF와 PET의 CODEX 스펙트럼을 비교한 것으

로, PEF에서 퓨란링의 플립 움직임(filliping mo-

tion)이 크게 억제되었음을 보여준다.

2.4. 나노 복합 물질

나노 복합물질은 도요타 중앙 연구 실험실 

(Toyota’s Central Research Laboratory)이 자동차 

분양 활용을 위해서 1980년대에 점토 광물-나일론 

나노 복합 물질을 만든 이후로 여러 가지 활용(의

약, 극미소 전자공학, 그리고 화학 산업)을 위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64,65]. 이들의 열역학적 

성질과 차단력을 포함한 거시적인 성질은 나노 복

합재의 구조와 역동성(dynamics)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첨가재의 확산 정도나 기질(matrix)과 나노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세기가 중요하게 작용한

다. 점토 나노 입자는 기체가 통과할 수 없는 물리

적인 방어벽으로서, 나노 복합재 기질 속에서 가

스나 증기 침투물의 확산 속도를 늦춰 차단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 

입자가 음식으로 이동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 예

방책이 필요하다. Figure 8은 서로 다른 분류의 나

노 복합재들이 순수한 고분자 물질의 낮은 차단력

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설명하고 있다.

많은 연구 그룹들이 barrier의 차단력 향상을 위

해 고분자/점토 나노 복합 물질을 연구하고 있다. 

5 wt%의 나노 점토 입자를 PET에 첨가했을 때 산

소 차단력은 15배 증가했으며 물의 투과도는 상대

적으로 적은 13% 감소하였다[66]. Xie와 그 공동

연구자들[67]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유기 몬트모릴

로나이트 샘플이 산소 차단력을 기존의 저밀도 폴

리에틸렌에 비해 7배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Frounchi와 Dourbash[68]는 PET에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몬트모릴로나이트를 기반으로 한 유기 점

토를 첨가한 결과 산소 차단력이 기존의 PET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유기 

점토 함유량이 낮은 경우에는 점토가 떨어져 나오

는 반면, 함유량이 높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삽

입되어지는(intercalated) 것을 관찰했다. 

Figure 8. 다양한 나노 복합재의 형상과 barrier 성능의 향상에 대한 개략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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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분자 블렌딩(blending)

블렌딩은 성능이 우수한 고가의 barrier 물질과 

저가의 고분자 기질을 섞어 물질 차단력과 경제성

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단순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혼합한 고분자는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Figure 9는 혼합한 고분자의 형상에 따른 물질차

단 효율성을 보여준다. 혼합된 고분자의 구조는 

(a) barrier 고분자가 연속적인 층으로 존재하는 층 

형태(laminar system), (b) barrier 고분자가 고분자 

기질 안에 박판 형태로 삽입되어 있는 박판 형태

(lamellar system) (c) barrier 고분자가 농도의 차

이 없이 일정하게 고루 퍼져 있는(isotropic) 입자 

형태(particulate system)로 나뉜다.

우수한 산소 barrier 중 하나인 에틸렌 비닐 알

코올(EVOH)을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아미드와 

혼합한 연구도 있다[69,70]. Faisant과 그 공동연구

자들[69]은 성형한 폴리프로필렌/에틸렌 비닐 알

코올(부피비 80 : 20) 혼합물이 일반적으로 만들어

진 성형한 폴리프로필렌과 비교했을 때 산소 투과

도가 85% 감소했음을 입증하였다. Jang과 Lee 

[70]는 폴리 비닐 알코올과 폴리프로필렌을 섞어 

2축성으로(biaxially) 편향된 폴리프로필렌/폴리 비

닐 알코올 혼합물 필름이 2축성으로 편향된 폴리

프로필렌에 비해서 더 향상된 산소 차단력을 보여

줌을 확인하였다.

3. 결 론

고분자 소재 기반 포장재는 식품과 음료 산업에

서 우수한 광학적 투명성, 용이한 가공성, 그리고 

우수한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식품 포장재의 

개발에는 여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많은 이슈들

이 산재해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포장재

질 구성성분의 안정성인데, 특히 포장재 내부에 

포함된 물질들이 석출되어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독물학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

해야 한다. 한편 금속 또는 유리 포장재를 대체하

기 위해서는 기체 차단력 또한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포장재들의 barrier 효

율을 높이기 위해서 (1) 항가소화를 유도하는 bar-

rier 물질, (2) 항가소화와 결정화의 시너지 효과, 

(3) 새로운 barrier 고분자, (4) 나노 복합 물질 그

리고 (5) 고분자 혼합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또한, 고분자 소재 기반 포장재의 물

질 차단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기체 이동현상 특

성 분석 뿐 아니라, DMA나 NMR과 같은 다양한 

특성 분석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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