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1

Polymer(Korea), Vol. 41, No. 6, pp. 1011-1018 (2017)

https://doi.org/10.7317/pk.2017.41.6.1011

ISSN 0379-153X(Print)

ISSN 2234-8077(Online)

이산화탄소 흡착 기능을 부여한 Microcrystalline Cellulose(MCC)를 충전제로 사용한 

폴리에틸렌 복합체 제조 및 그 물성에 관한 연구

 김한나 · 양여경 · 황기섭* · 하기룡†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IT융합소재그룹

(2017년 5월 26일 접수, 2017년 6월 8일 수정, 2017년 6월 12일 채택)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Polyethylene Composites Using Microcrystalline 

Cellulose (MCC) with Carbon Dioxide Adsorbable Amino Groups as Filler

Hanna Kim, Yeokyung Yang, KiSeob Hwang*, and KiRyong Ha†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42601, Korea

*IT Convergence Materials R&D Group,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Cheonan-si, Chuncheongnam-do 31056, Korea

(Received May 26, 2017; Revised June 8, 2017; Accepted June 12, 2017)

초록: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재료인 미세결정셀룰로오스(MCC) 분말 표면에 아미노기를 가지는 실란 커플링제인

3-aminopropyltriethoxysilane(APS) 및 trimethoxysilylpropyl modified polyethylenimine(TPPI)로 표면 개질하여 이산

화탄소(CO2) 흡착 기능을 가지는 충전제를 제조하고,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혼합하여 고분자 복합체를 제조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APS 및 TPPI에 의해 표면 개질된 MCC 분말의 CO2 흡착 기능은 열중량분석기(TGA)로

분석하였다. 또한 개질된 MCC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LDPE/MCC 복합체를 제조하고, 복합체의 기계적 물성은 만능

재료시험기(UTM), MCC와 LDPE 계면에서의 상용성은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측정하였다. APS 및 TPPI로 개

질된 MCC는 순수 MCC 충전제 분말보다 LDPE와 상용성이 더 높아서, 인장강도, 파단연신율 및 영률 모두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modified biodegradable microcrystalline cellulose (MCC) powders with 3-aminoprop-

yltriethoxysilane (APS) or trimethoxysilylpropyl modified polyethylenimine (TPPI) silane coupling agents, which have

CO2 adsorbable amino groups. After silanization, surface treated MCC fillers were melt blended with low density poly-

ethylene (LDPE) to prepare LDPE/MCC composites. The adsorption amount of CO2 on surface modified MCC powders

was analyzed by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Mechanical properties of composites were measured by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and the compatibility between MCC powders and LDPE were investigated at their interfaces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MCC powders modified with APS or TPPI showed higher tensile strength, elon-

gation at break and modulus due to higher compatibility with LDPE compared to pristine MCC filler powder.

Keywords: microcrystalline cellulose (MCC), CO2 adsorption, 3-aminopropyltriethoxysilane (APS), trimethoxysilyl-

propyl modified polyethylenimine (TPPI), low density polyethylene composite.

서 론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는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며, 여러 환경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미노기 및 알칸올 아민을

도입한 다공성 실리카 및 활성탄 표면에 CO2를 흡착시켜 제

거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5

일반적으로 염기성인 아미노기는 산성의 CO2 분자에 대한

흡착능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6 아미노기가 많을수록 CO2

와 결합할 수 있는 반응 장소가 증가하여 CO2 흡착 성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아미노기가 도입된 microcrystalline

cellulose(MCC)는 순수 MCC 보다 polyethylene(PE) 및 poly-

propylene(PP)과 같은 소수성 고분자에 대한 상용성도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PE에 대한 물의 접촉각

은 101.7°,7 셀룰로오스는 20~30°,8 (3-aminopropyl)triethoxy-

silane(APS)로 자기조립된 단분자층의 접촉각은 ~45°로 알려

져 있다.9 이러한 결과로부터, APS의 -NH2기를 셀룰로오스

표면에 도입하면 순수 셀룰로오스에 비해 물에 대한 접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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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고 표면에너지가 감소되어 PE와의 상용성이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전제의 보강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충전제의 고분자 매트릭스에서의 분산성 및 상용성이 우수하

여야 한다.10 따라서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서 충전제의 분산

성 및 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전제 표면개질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11,12 

또한 최근 녹색성장 등의 친환경 정책의 추진에 따라 생분

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14 특히 전분계와 셀룰로오스계 등 천

연고분자 및 polylactic acid(PLA)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플라

스틱 산업이 최근 발달되는 추세이다.15,16 셀룰로오스는 나무

등의 식물체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biopolymer이며,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

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바이오매스 재료이다.17 그 중 산업적

으로 널리 사용되는 MCC는 목재펄프를 정제하여 얻게 되

며, 식품산업에서는 안정제로, 제약산업에서는 태블릿(tablet)

약제 제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8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MCC는 표면에 존재하는 극

성 -OH기로 인하여 친수성이기 때문에 소수성인 고분자 매

트릭스와 상용성이 낮아서 고분자 매트릭스에서의 균일한 분

산이 어렵다. 따라서 MCC를 소수성인 고분자 복합체의 충

전제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MCC 표면을 개질하여 MCC의

극성을 감소시키고, 고분자 매트릭스와 계면에서의 상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9

CO2를 흡착할 수 있는 고분자 복합체 제조에 관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지만, 생분해성 바이오매스인 MCC를 표면 개

질하여 CO2 흡착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충전제로 사용한 고분

자 복합체 제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분자 당 1차 아미노기를 1개씩 가지는 APS

및 polyethylenimine(PEI)이 결합된 실란 커플링제인 trimeth-

oxysilylpropyl modified(polyethylenimine)(TPPI)를 사용하여,

MCC 표면에 아미노기를 도입하여 CO2 흡착 기능을 가지는

충전제를 제조하고, 이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저밀도 폴리에

틸렌(LDPE)과 혼합하여 고분자 복합체를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Scheme 1에 본 연구의 실험에 대한 모식도를 나

타내었다.

 

실 험

시약 및 재료. Microcrystalline cellulose(Avicel® PH-101, 평

균 입자 입경 50 µm, Sigma-Aldrich), low density polyethylene

Scheme 1. Scheme for the preparation of LDPE/MCC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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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E, LDF 201FG, Lotte Chemical Titan), ethanol(99.9%,

DUKSAN), isopropyl alcohol(IPA, 99.9%, DUKSAN), D.I.

water(MR-RU890, 18.2 MΩ-cm, Mirae Sci. Corp., Korea),

(3-aminopropyl)triethoxysilane(APS, 99%, Sigma-Aldrich),

trimethoxysilylpropyl modified polyethylenimine(TPPI, M.

W.=1500~1800, 50% IPA solution, Gelest), tetrahydrofuran

(THF, 99%, Daejung)와 potassium bromide(KBr, FTIR grade,

Sigma-Aldrich)는 시약급을 구입하여 별도의 정제 없이 그대

로 사용하였다. 

MCC 표면 개질.
20 600 mL 반응기에 80% ethanol(APS를

사용한 개질) 및 80% IPA(TPPI를 사용한 개질) 수용액 300 mL,

건조된 MCC 5 w/v%를 넣고 기계식 교반기(WISESTIR®,

HS-100D)를 사용하여 200 rpm으로 2시간 교반하여 분산시

켰다. 또한 MCC를 분산시키는 동안, 100 mL 다른 비이커에

80% ethanol(APS를 사용한 개질) 수용액 및 80% IPA(TPPI

를 사용한 개질) 수용액 60 mL와 APS 및 TPPI 4.5 w/v%를

넣고 각각 1시간(APS를 사용한 개질) 및 20분(TPPI를 사용

한 개질) 자석교반기(CORNING, PC-420D)로 교반하여 선 가

수분해시켰다. APS보다 아미노기가 더 많은 TPPI는 가수분

해 반응 후 축합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APS에 비

해 가수분해 시간을 짧게 하였다.21

그 후, 교반 중인 600 mL 반응기에 100 mL 비이커에서 선

가수 분해시킨 위 용액을 투입하여 50 oC에서 2시간 반응시

켰다. 반응 후 원심분리기(Hettich®, ROTOFIX 32A)를 이용

하여 4000 rpm에서 20분 동안 분리시킨 후, 상등액을 버리고

남은 MCC는 패트리 디쉬(petri dish)에 옮겨 담아 호일로 감

싼 후 상온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그 후 화학결합을 유도

하기 위하여 APS 및 TPPI로 개질된 MCC를 진공오븐

(JEOTECH, OV-12)에 넣은 후, 진공오븐의 공기를 질소로 3

회 치환한 후 120 oC로 상승시켜 2시간 열처리를 진행하고,

진공오븐의 온도를 25 oC까지 떨어뜨린 후, MCC 표면과 화

학 결합하지 않은 APS 및 TPPI를 제거하기 위하여 속슬렛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500 mL round flask에 THF 250 mL 넣

고, 80 oC의 water bath(CHANGSHIN SCIENCE, C-WBE-L)

를 사용하였다. 시료를 thimble(1.5×33×94 mm, Sigma-Aldrich)

에 넣고, 10시간 동안 속슬렛 추출을 수행하였다. 추출 후 시

료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90 oC의 오븐(JEOTECH, ON-22GW)

에서 1시간 건조시키고, 90 oC의 진공오븐에서 1시간 더 건

조시켰다.

LDPE/MCC 고분자 복합체 제조. 1.0, 3.0, 5.0 및 10.0 wt%

의 순수 MCC와 표면 개질된 MCC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LDPE와 혼합하여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Internal mixer

(Brabender® OHG)의 혼련시간은 10분, 속도는 80 rpm, 내부

온도는 130 oC, 샘플의 총량은 44.0 g, fill factor는 0.8로 고

정하여 LDPE와 혼합하였다.

인장강도 시편 제작. 혼합된 시료를 130 oC의 핫프레스

(Qmesys, QM900S)에 넣고 10분 정도 경과한 후 20 MPa의

압력을 1분간 가하였다. 이를 3회 반복하여 쉬트를 제조하고,

만들어진 쉬트는 한국 산업 규격 KS M 6518 규격의 아령형

2호형 시편으로 제조하여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APS와 TPPI가 MCC의 표면 개질 정도에 미치는 영

향을 FTIR(Thermo Scientific, Nicolet iS50), EA(Thermo

Scientific, FLASH EA1112) 및 XPS(ThermoFisher Scientific,

K-ALPHA)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표면 개질된 충전제

의 CO2 흡착 성능은 TGA(Scinco, TGS N-1000)로 확인하였

고, 제조된 LDPE/MCC 고분자 복합체의 기계적 물성 및

MCC의 분산상태를 UTM(Qmesys, QM100SE) 및 SEM(Sec,

SNE3200M)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FTIR 분석은 KBr과 순수 시료를 95:5 wt%(0.95 g:0.05 g)

로 갈아서 diffuse reflectance infrared Fourier transform

(DRIFT)법으로 측정하였다. Background는 순수 KBr 분말을

사용하고, 4000~400 cm-1 범위에서 4 cm-1 분해능(resolution)으

로 100회 scan하여 측정하였다. DRIFT 스펙트럼은 Kubelka-

Munk(K-M) 단위를 사용하여야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K-M 단위로 변환하였다. EA 분석으로 시료의

탄소 및 질소 성분의 양을 측정하였다. XPS 분석은 시료를

50 eV pass energy에서 0.82 eV 분해능으로 10회 scan하여 측

정하였다. TGA 분석은 질소 기류 하에서 영점을 잡고 시료

를 약 10 mg 넣은 후 10 oC/min의 승온 속도로 시료 중량 감

소를 측정하다가 60 oC에서 1시간 안정화를 시키고 난 후 70

분간 CO2 gas를 30 mL/min의 속도로 주입하면서 무게 변화

관찰을 통해 CO2 흡착 성능 평가를 하였다. UTM 분석은 고

분자 복합체의 인장강도, 파단 연신율 및 영률 등의 물성을

측정하였으며 같은 조건의 시편을 5개씩 제작하여, 10 mm/

min의 속도로 측정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SEM 분석은 고분자 복합체 파단면의 모폴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편을 액체질소로 냉각시킨 후 파단시켜 1분간, 20 nm

두께의 gold로 코팅하고 15 kV의 가속전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토론

MCC 표면 개질 반응 유무. APS 및 TPPI에 의한 MCC

표면 개질 반응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FTIR 분석을 실

시하였다. FTIR 측정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서 보면, (a)는 순수 MCC, (b)는 APS로 개질된

MCC(MCC-APS) 그리고 (c)는 TPPI로 개질된 MCC(MCC-

TPPI)이다. Figure 1(b)와 1(c)에서 보면, 순수 MCC에서 나

타나지 않던 1595 cm-1 및 1034 cm-1에서 1차 아민의 NH2 굽

힘 및 Si-O-Si 연신에 의한 새로운 피크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APS 및 TPPI의 실란화 반응에 의해 MCC

표면에 아미노기가 도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22

또한 APS 및 TPPI에 의하여 개질된 MCC의 개질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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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위하여, 1280 cm-1의 MCC의 C-O 피크를 기준 피

크로 고정하고, 1595 cm-1의 NH2 피크의 면적 비 변화를 식

(1)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Area Ratio (AR) =
Area of 1595 cm-1 peak

                  Area of 1280 cm-1 peak
(1)

Figure 1의 스펙트럼에서 APS 및 TPPI의 1차 아미노기에

의하여 나타나는 1595 cm-1의 피크 면적 값은 0.359 및 0.422

로 나타났고, MCC의 C-O에 의하여 나타나는 1280 cm-1의

피크 면적 값은 0.069 및 0.070로 각각 나타났다. 위 값들에

대하여 식 (1)을 사용하여 계산한 MCC-APS 및 MCC-TPPI

의 AR 값은 각각 5.20 및 6.0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CC-

APS보다 MCC-TPPI로 개질된 MCC에서 AR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MCC-APS에 비해서 MCC-TPPI에 아

미노기가 더 많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PS 및 TPPI에 의하여 MCC에 도입되는 N 함량을

정량하기 위하여 EA 분석을 하였다. EA 분석 결과는 MCC-

APS의 N/C 비는 0.02이고, MCC-TPPI의 N/C 비는 0.08이

다. 즉, TPPI에 이산화탄소 흡착이 가능한 아미노기가 APS

에 비해 더 많기 때문에 MCC-TPPI가 MCC-APS보다 N/C

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MCC는 무수 글루코스 단위 당 1차 -OH기 1개와 2차 -OH

기 2개, 총 3개의 -OH기가 있는 구조이다. APS 및 TPPI가

MCC의 무수 글루코스 단위 당 존재하는 1개, 2개 및 3개의

-OH기와 각각 반응하면 이론적 N/C 비율은 MCC-APS는

0.129, 0.194, 0.233이고 MCC-TPPI는 0.238, 0.294 및 0.333

이 된다. EA 분석결과 MCC-APS 및 MCC-TPPI의 N/C 비

율은 0.02 및 0.08이므로, 각각의 조건에서 APS 및 TPPI가

MCC 무수 글루코스 단위 당 3개씩 존재하는 -OH기 중에서

약 0.16 및 0.34개의 -OH기와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EA 분석은 시료 전체의 N/C의 비를 측정하지만, APS 및

TPPI는 MCC의 결정 영역을 침투하여 반응하기보다 MCC

표면 혹은 무정형 영역에 존재하는 -OH기와 우선적으로 반

응한다고 알려져 있다.20

따라서 APS 및 TPPI로 개질된 MCC 시료 전체의 N/C 비

와 표면의 N/C 비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면 10 nm 깊이를 분

석할 수 있는 XPS를 사용하여 분석을 행한 survey scan 결

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에서 보면, (a)는 순수 MCC, (b)는 MCC-APS 그

리고 (c)는 MCC-TPPI의 survey scan 결과이다. (a)에서 C1s

및 O1s 피크를 확인하였고, (b)와 (c)에서는 C1s와 O1s 피크

외에, N1s와 Si2p 피크를 확인하였다. 즉 (b) 및 (c)에서 순수

MCC에는 나타나지 않는 N1s와 Si2p 피크가 나타났으므로

MCC 표면에 APS 및 TPPI가 도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2의 (a), (b) 및 (c)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atomic concentration(원소농도)를 정리하여 Table 1에 나타내

었다.

Table 1에서 보면 (a)의 순수 MCC는 C(atomic concentration:

45.8%), O(54.2%), (b)의 MCC-APS는 C(32.4%), O(52.3%),

N(7.2%)와 Si(8.1%), (c)의 MCC-TPPI는 C(31.2%), O(51.6%),

N(13.9%)와 Si(3.3%)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APS 및 TPPI로

개질된 MCC의 N/C 비율은 0.22 및 0.45으로 나타났다. 앞

Figure 1. FTIR-DRIFT spectra: (a) pristine MCC; (b) MCC-APS;

(c) MCC-TPPI.

Figure 2. XPS survey spectra of: (a) pristine MCC; (b) MCC-APS;

(c) MCC-TPPI.

Table 1. XPS Atomic Concentrations for Pristine MCC,

MCC-APS and MCC-TPPI

C(%) O(%) N(%) Si(%) N/C

Pristine MCC 45.8 54.2 - - -

MCC-APS 32.4 52.3 7.2 8.1 0.22

MCC-TPPI 31.2 51.6 13.9 3.3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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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A 결과와 마찬가지로, MCC-APS에 비해 MCC-TPPI의

아미노기가 더 많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XPS 분석결과 MCC-APS 및 MCC-TPPI의 N/C 비율

은 0.22 및 0.45이므로, 각각의 조건에서 APS 및 TPPI가

MCC 1개의 무수 글루코스 단위 당 3개씩 존재하는 -OH기

중에서 약 1.71 및 1.89개가 각각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EA

분석결과에서는 MCC-APS 및 MCC-TPPI의 N/C 비율은

0.16 및 0.34이고, XPS 분석결과는 MCC-APS 및 MCC-TPPI

의 N/C 비율은 1.71 및 1.89로 나타났다. 따라서 APS 및

TPPI와 MCC의 반응은 MCC 표면에서 더 잘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APS 및 TPPI로 표면 개질된 MCC의 탄소의 화학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detailed scan하여 curve fitting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a)는 MCC-APS, (b)는 MCC-TPPI의 C1s 피크를

detailed scan한 스펙트럼을 curve-fitting한 결과이다. APS 및

TPPI로 표면 개질된 MCC에서 284.32, 285.12, 286.06 및

287.39 eV에서 C-C/C-Si(C1), C-N(C2), C-O/C-OH(C3) 및

O-C-O(C4)의 피크를 각각 확인하였고, C1s XPS 스펙트럼으

로부터 계산한 탄소의 화학상태에 따른 탄소의 조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보면 순수 MCC에서 C1(60.8%), C3(34.6%)

및 C4(4.6%)를 확인하였고, APS 및 TPPI로 각각 표면 개질

된 MCC에서 C1(23.9% 및 24.2%), C2(13.8% 및 18.7%),

C3(48.4% 및 44.0%) 및 C4(13.9% 및 13.1%)를 각각 확인하

였다. 또한 MCC 표면에 APS 보다 TPPI를 도입하면, C-C/

C-Si 및 C-N 결합에 의한 C1 및 C2 피크가 23.9%에서 24.2%

로, 13.8%에서 18.7%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분

자구조상 APS보다 TPPI가 1분자당 아미노기를 더 많이 가

지기 때문에 APS보다 TPPI로 표면 개질한 MCC의 아미노

기 도입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CO2 흡착 기능 확인. CO2 흡착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수 MCC와 표면 개질된 MCC-APS 및 MCC-TPPI 시료들

을 CO2를 주입하여 흡착시키면서 질량 변화를 TGA로 분석

한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에서 보면, (a)는 순수 MCC, (b)는 MCC-APS 그

Figure 3. Detailed C1s XPS spectra of: (a) MCC-APS; (b) MCC-TPPI.

Table 2. XPS Surface Chemical State Analyses Pristine MCC,

MCC-APS and MCC-TPPI

C1(%) C2(%) C3(%) C4(%)

C-C, C-Si C-N C-O, C-OH O-C-O

284.32 eV 285.12 eV 286.06 eV 287.39 eV

Pristine MCC 60.8 - 34.6 4.6

MCC-APS 23.9 13.8 48.4 13.9

MCC-TPPI 24.2 18.7 44.0 13.1

Figure 4. Adsorption profiles at 1 bar, 60 oC with CO2 flow: (a)

pristine MCC; (b) modified MCC with APS; (c) modified MCC

with T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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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c)는 MCC-TPPI에 대한 CO2 흡착 결과이다. CO2 흡

착에 의한 70분 후의 질량 증가를 측정한 결과 (a), (b) 및 (c)

각각 0.017, 0.027 mmol/g 및 0.070 mmol/g이 흡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PS는 1 분자당 1차 아미노기 1개, TPPI는 PEI

가 결합된 실란 커플링제이다. 따라서 CO2 흡착이 가능한 아

미노기를 많이 가진 MCC-TPPI에서 MCC-APS 보다 CO2 흡

착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적 물성 측정. 순수 MCC 및 APS 및 TPPI로 표면 개

질된 MCC 충전제가 LDPE/MCC 복합체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LDPE/MCC 복합체를 제조

하였다. 이때 제조된 복합체의 충전제는 10 wt%로 고정하였

다. 제조된 시편들을 UTM으로 측정한 stress-strain curve 결

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5에서 보면 (a)는 순수 LDPE, (b)는 LDPE/MCC 복

합체, (c)는 LDPE/MCC-APS 복합체 및 (d)는 LDPE/MCC-

TPPI 복합체이다. Stress-strain curve 결과로부터 인장강도, 파

단 연신율 및 영률을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수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보면 순수 LDPE의 인장강도는 9.8±0.03 MPa

이고, LDPE/MCC, LDPE/MCC-APS 및 LDPE/MCC-TPPI

복합체의 인장강도는 8.5±0.02, 8.9±0.03 및 9.6±0.05 MPa로

순수 LDPE보다 LDPE와 충전제를 혼합한 복합체의 경우 인

장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순수 LDPE의

파단 연신율은 143.6±9.69%이고, LDPE/MCC, LDPE/MCC-

APS 및 LDPE/MCC-TPPI 복합체의 파단 연신율은 72.6±8.57,

81.2±4.57 및 85.3±11.74%으로 순수 LDPE에 비해 충전제를

혼합했을 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순수 LDPE의 영률

은 213.0±10.13 MPa이고 LDPE/MCC, LDPE/MCC-APS 및

LDPE/MCC-TPPI 복합체의 영률은 각각 190.0±3.68, 255.0±

6.62 및 268.0±1.29 MPa로 나타났다. LDPE/MCC 복합체의

영률에 비해 LDPE/MCC-APS와 LDPE/MCC-TPPI의 영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LDPE 고분자 매트릭스와 충전제와의 상

용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전제의 함량에 따른 기계적 물성을 연구하기 위하

여 충전제를 영률이 가장 높게 측정된 MCC-TPPI로 고정하

고, 1.0, 3.0, 5.0 wt% 및 10.0 wt%의 MCC-TPPI를 투입하여

LDPE/MCC-TPPI 복합체로 시편을 제조하고 UTM을 사용하

여 측정한 stress-strain curve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Figure 6에서 보면 (a)는 1.0 wt% 복합체, (b)는 3.0 wt% 복

합체, (c)는 5.0 wt% 복합체 및 (d)는 10.0 wt% 복합체이다.

Stress-strain curve로 인장강도, 파단 연신율 및 영률을 각각

측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값들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보면 인장강도는 1.0, 3.0, 5.0 및 10.0 wt%의

LDPE/MCC-TPPI 복합체의 경우 각각 9.2±0.03, 9.3±0.02,

9.4±0.03 및 9.6±0.05 MPa이고 영률은 각각 231.0±2.61,

Figure 5. Mechanical properties of: (a) LDPE; (b) LDPE/MCC

composite; (c) LDPE/MCC-APS composite; (d) LDPE/MCC-TPPI

composite.

Table 3. Effects of Filler Type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LDPE Composites

LDPE LDPE/MCC LDPE/MCC-APS LDPE/MCC-TPPI

Tensile strength (MPa) 9.8±0.03 8.5±0.02 8.9±0.03 9.6±0.05

Elongation at break (%) 143.6±9.69 72.6±8.57 81.2±4.57 85.3±11.74

Young’s modulus (MPa) 213.0±10.13 190.0±3.68 255.0±6.62 268.0±1.29

Figure 6. Mechanical properties of: (a) LDPE/MCC-TPPI 1.0 wt%

composite; (b) LDPE/MCC-TPPI 3.0 wt% composite; (c) LDPE/

MCC-TPPI 5.0 wt% composite; (d) LDPE/MCC-TPPI 10.0 wt%

composite.



이산화탄소 흡착 기능을 부여한 MCC를 충전제로 사용한 PE 복합체 제조 및 그 물성에 관한 연구 1017

 Polymer(Korea), Vol. 41, No. 6, 2017

234.0±11.23, 240.0±4.74 및 268.0±1.29 MPa로 나타났고, 파

단 연신율은 각각 119.7±13.71, 112.9±8.52, 98.3±10.73 및

85.3±11.74%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충전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와 영률이 조금씩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충전제가 증가할수록 파단 연

신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LDPE/MCC 고분자 복합체의 충전제 분산상태 확인. 제

조된 LDPE/MCC 복합체에서 MCC의 분산상태 및 계면에서

의 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EM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는 Figure 7에 나타내었다. 

Figure 7에서 보면, (a)는 LDPE/MCC 복합체, (b)는 LDPE/

MCC-APS 복합체 및 (c)는 LDPE/MCC-TPPI 복합체의 파단

면이다. (a)의 결과는 (b)와 (c)의 결과와는 다르게 고분자 매

트릭스와 충전제 계면과의 분리가 일어나 crevice(공극)이 (b)

와 (c)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친수성인

MCC 계면과 소수성인 LDPE와의 상용성이 낮아 발생되는

현상으로 판단되고, 아미노기를 가지는 APS 및 TPPI 실란

커플링제로 표면 개질된 MCC를 충전제로 사용한 LDPE 복

합체 (b)와 (c)는 (a)에 비해 공극이 적은 것으로 보아 고분자

매트릭스와 충전제 사이의 상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4,2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O2 흡착 기능을 가지는 아미노기를 MCC

표면에 도입하고, 이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LDPE와 고분자

복합체를 제조한 후, 충전제의 표면 개질이 복합체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TGA 분석 결과 순수 MCC, MCC-APS 및 MCC-TPPI 각

각 0.017, 0.027 및 0.070 mmol/g의 CO2을 흡착하여, MCC

에 CO2 흡착이 가능한 아미노기를 많이 가질수록 CO2 흡착

성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순수 MCC, MCC-APS 및 MCC-TPPI를 충전제로 사용한

LDPE 복합체를 UTM으로 측정한 결과 LDPE/MCC-TPPI 복

합체의 영률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TPPI로 표면

개질된 MCC 충전제의 표면에너지 감소로 LDPE 고분자 매

트릭스간의 상용성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된다. 

LDPE/MCC, LDPE/MCC-APS 및 LDPE/MCC-TPPI 복합

체의 파단면을 SEM으로 분석한 결과, LDPE/MCC 복합체에

서 보다 LDPE/MCC-APS 및 LDPE/MCC-TPPI 복합체에서

충전제와 LDPE 계면에서의 공극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APS나 TPPI로 표면 개질된 MCC 충전제의 표면

에너지 감소로 LDPE의 상용성이 순수 MCC보다 더 높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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