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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옥수수전분(corn starch) 마스터뱃취(MB) 블렌드를 PP 함량을 40, 50, 60, 80 wt%로 변화

시키며 실험실 규모의 Brabender mixer를 이용하여 200 ℃에서 제조하였다. PP/전분MB 블렌드의 화학구조와 열적특성을 

적외선분광기(FT-IR), 시차주사열용량분석기(DSC) 그리고 열중량분석기(TGA)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PP/전분MB 블렌드

의 화학구조는 수산기의 존재여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용융온도 및 엔탈피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고, 블렌드의 분해온도는 전분MB 함량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블렌드의 다공성 변화는 주사전자현미경(SEM)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전분MB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에 다공성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PP/전분MB 블렌드의 유변

학적 특성은 200 ℃에서 동적유변학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분M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용융점도와 shear thin-

ning이 증가하였고, 탄성특성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열적특성, 다공성 형성여부와 유변학적특성을 비교 평가하여, 전분

MB의 함량을 40 wt%로 선정하였다. PP60/전분MB40 블렌드를 이용하여 섬유를 제조하였고, 다공성과 인장특성을 평가하

였다.

Polypropylene (PP)/corn starch master batch (starch-MB) blends with different PP compositions of 40, 50, 60, and 80 wt% 

were prepared by melt compounding at 200 ℃, using lab scale Brabender mixer. The chemical structures and thermal proper-

ties of the PP/starch-MB blends were investigated by FT-IR,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and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The chemical structure was confirmed by the existence of hydroxy group. There was no district change in 

melting temperature and melting enthalpy, and TGA curve indicated a decrease in degradation temperature with starch-MB 

content. The porosity change of blend was measur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degree of porosity on the 

blend surface increased with the starch-MB content. The rheological properties indicated an increase in complex viscosity, 

shear thinning tendency and elasticity with the starch-MB concentration. These effects were confirmed by an oscillatory visc-

ometer at 200 ℃. From these results, it is found that 40 wt% is the optimum starch-MB concentration. The fiber was fab-

ricated from PP60/MB40 with 40 wt% starch-MB and the porosity and tensil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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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

고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적용분야가 식품 용기류, 포장류, 필름

류, 섬유류 및 병류 등과 같은 범용 제품에서부터 의료용 봉합사, 필

터류, 자동차용 내외장제, 세탁기 드럼과 같은 구조재료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반면, 비극성 소재로서 인쇄가 어려워 무

수말레인산(MA)를 그라프트 시키거나, 또는 필름 표면을 코로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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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등과 같은 후공정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정은 PP에 

MA 그라프트 반응에 의해 후처리 장치들이 요구되어 추가적인 비용

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PP는 장시간 동안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

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1].

  풍부한 천연 자원 중 하나인 옥수수전분(corn starch, CS)의 경우 분

해성 재료로 알려져 있고, 기능성 재료의 혼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

고, 자원이 풍부하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전

분은 열적특성이 불량하여 자체만으로 가공이 어렵고 기계적 물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용도 개발이 이식용 종자용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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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폐기문제가 있는 시트, 일회용 용기나 쓰레기봉투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전분수지가 이식부품, 포장재료, 필터, 레저용품 

등과 같은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계적, 열적특성에 개

선이 요구된다.

  가공 성형성과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PP와 기능성 재료의 혼입능력

이 양호하고 분해 특성을 보이는 전분의 블렌드는 이들 수지의 장점

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고, PP에 전분MB의 

첨가는 극성과 다공성을 나타내 인쇄성 및 기능성의 부여가 가능한 

PP 제품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까지 일회용 제품을 

중심으로 폴리올레핀/전분MB 블렌드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거

나 전분에 이소시아네이트를 그라프트시켜 혼화제로 사용하려는 시

도들이 있었다[2-10]. 섬유제품과 같은 PP의 압출가공시 유변학적특

성은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폴리올레핀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1-16]. 반면 PP/전분MB 블렌드의 유변학적특성에 대한 

고찰이나, PP에 전분을 혼합하여 다공성에 의한 기능성 첨가제 도입

이 용이한 PP 섬유를 제조하여 공기청정기 필터나 에어컨 필터와 같

은 기능성 제품으로의 적용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체계

적인 연구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이며 기능

성 부여가 가능한 PP/전분MB 블렌드를 PP 함량별로 제조하여, 다공

성 부여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 열적특성과 유변학적특성을 평가하

여 적합한 블렌드 배합비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배합비의 블렌

드를 이용하여 섬유를 제조하고, 기계적특성을 평가하여 여러 가지 

필터용도로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폴리프로필렌(PP)은 용융지수가 3.2 g/10 min 밀도

가 0.9 g/cm
3
인 (주)대한유화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전분수지는 용

융지수가 3.5 g/10 min 밀도가 1.1 g/cm
3
인 복합분해제 마스터뱃취

(matster batch, MB)를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폴리프로필렌/전분MB 블렌드 및 섬유의 제조

  펠렛 상태의 PP에 전분수지 MB의 함량을 20, 40, 50, 60 wt%로 변

화시키며 200 ℃의 Brabender mixer에서 50 rpm의 스크류 속도로 5 

min 동안 혼련하여 PP/전분MB 블렌드를 제조하였다. 각각의 블렌드

의 명명과 조성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제조한 블렌드의 섬유는 다

이온도를 190 ℃, 연신온도를 PP 단독사용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

하고, 연신비를 최초 6에서 8배 정도로 상향하여 제조하였다. 탄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의 cell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였고, 또한 다이의 

홀수를 줄이고 원뿔형태로 개조하여 dead-zone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2.2.2. 측정

  화학구조 분석을 위한 적외선분광기(FT-IR)는 Bomen-MB-100을 

이용하여 400∼4000 cm
-1

, 파수 범위에서 스캔수는 16으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DSC의 측정은 TA Instruments DSC 10을 이용하였으며, 승

온속도는 20 ℃/min로 고정하였다. 모든 열분석은 질소분위기하에서 

수행하였다. 블렌드 및 섬유의 형태학을 관찰하기 위해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eol Co. JSM-5200)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절단면을 금박하여(gold sputter coating) 25 kV의 가속전압과 50배의 

Table 1. The Compositions and Thermal Properties of the PP/MB 

Blends

Sample
PP

(wt%)

MB

(wt%)

Tm (℃)/

∆H (J/g)

Tm (℃)/

∆H (J/g)

Td*

(℃)

PP 100 0 - 164.5/51.3 -

PP80/MB20 80 20 105.9/1.1 164.2/48.5 258

PP60/MB40 60 40 106.5/2.2 164.9/37.6 211

PP50/MB50 50 50 107.1/3.1 164.9/33.0 185

PP40/MB60 40 60 106.6/6.63 164.6/30.8 187

MB 0 100 109.0/14.0 - -

* The temperature at 3 wt% weight loss

배율로 관찰하였다. 수분측정은 120 ℃ 온도에서 할로겐램프형의 수

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장강도의 측정은 Instron사의 인

장측정기(Instron 4502)를 이용하였으며 cross-head의 속도는 5 mm 

min
-1
으로 고정하였다. 유변학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cone and 

plate형의 동적유변학측정기(Physica, Rheo-Lab MC 120)를 이용하여 

disk 직경 25 mm, gap size 1.0 mm로 하여 200 ℃에서 실험하였다. 

선형특성이 유지되는 부분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변형(strain)은 

0.05로 고정시켜 수행하였다. 유변학측정 시편은 200 ℃ 가열프레스

에서 두께가 2 mm, 직경이 25 mm로 하여 제작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P/전분MB 블렌드는 PP에 전분MB의 양을 변화시키며 제조하였

고, 제조된 블렌드에 전분MB의 도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분MB의 

특성 피이크인 3500 cm
-1

 근처의 수산기(-OH)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Figure 1은 PP/전분MB 블렌드의 FT-IR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분MB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산기 피이크의 크기가 점차 증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결과는 PP/전분MB 블렌드 내에 전분

MB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2는 PP/전분MB 블렌드의 열적특성에 대한 고찰을 위해 전

분MB 함량에 따른 DSC와 TGA 곡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분MB의 

함량 증가에 따라 PP/전분MB 블렌드의 용융온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지만 PP의 용융엔탈피는 감소하였다. TGA 곡선의 경우

는 전분MB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3 wt%의 중량감소가 일어나는 

온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wt% 중량감소가 

일어나는 온도가 전분MB의 함량이 20, 40, 50, 60 wt% 일 때 각각 

258, 211, 185, 187 ℃, 나타내었고, 이들 자료를 Table 1에 정리하였

다. TGA 결과와 일반적인 PP의 가공온도가 200 ℃ 전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PP/전분 블렌드에서 전분MB의 함량이 40 wt% 이하로 조

절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기능성 첨가물을 함유할 수 있는 다공성의 정도 등을 검

토하기 위해 PP/전분MB 블렌드의 표면 형태를 SEM을 이용하여 관

찰하였다. Figure 3은 PP와 전분MB의 양이 20, 40 그리고 50 wt% 첨

가되었을 때의 블렌드의 SEM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분MB의 양

이 20 wt%인 시료의 경우 다공성의 정도가 미흡하지만 40과 50 wt% 

첨가된 블렌드에서는 시료의 전체적인 표면에서 골고루 다공성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원하는 수준 정도의 다공성

을 가지기 위해서는 40 wt% 이상의 전분수지 요구되었다. 블랜드에 

형성된 다공성은 기공을 형성하고 표면적을 증가시켜 첨가제의 혼입

과 동시에 역학적 결합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기능성 첨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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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T-IR spectra of the PP/MB blends.

분산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열적특성과 다공성 결과로부

터 PP와 전분MB의 양을 50 : 50으로 선정하였다.

  폴리프로필렌 가공시 용융점도 및 점탄성 특성은 중요한 변수로 고

려되고 있다. 이들 유변학적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200 ℃에서 cone 

and plate형의 동적유변학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4는 전분MB의 

함량변화에 따른 PP/전분 블렌드의 용융점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

분M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블렌드의 용융점도는 낮은 주파수 영역

에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shear thinning의 효과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Shear thinning 효과의 증가로 인해 전분MB를 포

함하는 블렌드 시료의 경우 폴리프로필렌의 가공영역인 높은 주파수

에서는 PP와 유사한 용융점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PP/

전분 블렌드의 용융점도가 가공조건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이들 shear thinning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나기 위

해 주파수가 1과 100 rad/sec일 때의 복합점도 비로써 나타내었고, 

Table 2에 정리하였다. 섬유와 같은 압출가공에 있어서 탄성과 점성특

성의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탄성과 점성특성의 전분MB 함량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탄성을 나타내는 저장탄성률(G')과 점성

을 나타내는 손실탄성률(G")을 주파수에 따라 도시하였다. Figure 5는 

G'과 G"을 전분MB의 함량에 따라 주파수의 함수로 도시한 것이다. 

순수한 전분MB의 경우 탄성특성이 증가하여 PP나 블렌드와는 다르

게 교차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PP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주파수가 높은 영역에서 점성특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섬유 가공

시 비이상적인 탄성의 증가는 섬유제조와 같은 압출가공시에 점탄성

특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용융파단(melt fracture)이 나타날 수 있다. 점

탄성특성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저장탄성률과 손실탄성률을 이용

한 그래프와 주파수에 따른 손실계수(G'/G") 변화를 Figure 6에 나타

내었다. 전분M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블렌드의 탄성특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폴리올레핀 용융체에서 탄성특성 변화에 대한 

간단한 고찰로서 ER value를 도입하였다[13,17]. ER 값은 분자량 영

향을 배제한 탄성지수로 이해되고 있고, 폴리올레핀 용융체에서는 G"

이 5000일 때의 G'값을 구해서 ER = 0.001781*G'으로 계산할 수 있

다. PP에 전분M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ER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

고, ER 값은 증가는 탄성특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손실계수

(G"/G')는 점성과 탄성의 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같은 

값을 가짐을 의미한다. 전분의 함량이 40에서 60 wt% 함유된 블렌드

의 경우 손실계수가 1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이들 블렌

(a)

(b)

Figure 2. DSC thermograms (a) and TGA curve (b) of the PP/MB 

blends.

드의 점성특성과 탄성특성이 거의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PP에 전분MB의 도입은 탄성특성과 점성특성의 균형을 보여 섬유 가

공시 용융파단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PP/전

분MB 블렌드의 열적특성, 다공성 및 유변학적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PP와 전분MB의 함량은 중량비로 60 : 40일 때 최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PP/전분MB 블렌드 섬유 제조에는 전분MB의 함량이 40 wt%가 혼

합된 블렌드를 이용하였다. 블렌드 섬유 제조시 탄화 및 섬유의 끊어

짐 현상 등에 의한 생산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출기 다이의 

온도는 190 ℃로 유지하였고, 연신온도는 PP 단독 가공 대비 80% 수

준으로 조정하고, 연신비를 최초 6에서 8배 정도로 상향조절 하였다. 

또한 필터의 cell 크기를 조절하였고, 다이의 홀수를 줄이고 형태를 원

뿔로 개조하여 dead-zone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전분수지가 탄화되는 

현상을 최소화 하였다.

  Figure 7은 제조된 섬유가 다공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EM을 이용하여 섬유의 표면형태를 관찰한 것이다. SEM 사진

에서 보여주듯이 PP 단독 섬유의 경우는 표면이 매끈한 반면에 전분

MB의 함량이 40 wt%인 블렌드 섬유의 경우 다공성으로 인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다공성은 블랜드의 표면

적을 증가시켜 첨가물과의 역학적 결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능성 첨가제를 섬유안에 적절히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필터용으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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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d)

Figure 3. SEM images of the PP/MB blends; (a) for PP, (b) PP80/ MB20C, (c) PP60/MB40, and (d) PP50/MB50.

Figure 4. Complex viscosity of the PP/MB blends at 200 ℃.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필터의 요구 특성(인장강도 1.0 g/d 이상, 신

율 10 이상)과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측정결과 인장강도는 1.9 g/d 신

율은 15.6의 값을 나타내었다. 전분MB의 함량이 40 wt%인 블렌드 섬

유의 기계적특성들로부터 PP/전분MB 블렌드 섬유는 필터류에의 적

Figure 5. Storage (G') and loss (G") modulus of the PP/MB blends at 

200 ℃.

용이 가능하고, 다공성을 포함하여 기능성 첨가제의 혼입이 가능한 

PP 섬유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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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lots of G' vs. G" and tanδ (G"/G') of the PP/MB blends 

at 200 ℃.

Table 2. The Summary for Rheological Properties of PP/MB Blends

Sample
a
Viscosity Ratio

b
Slopes G' at G" = 5,000

c
ER

PP  7.78 1.508  601  1.07

PP80/MB20  8.75 1.414  927  1.65

PP60/MB40 10.65 1.316 1493  2.66

PP50/MB50 11.45 1.219 2188  3.90

PP40/MB60 12.09 1.194 2512  4.47

MB 18.75 1.009 6839 12.18

a 
Viscosity ratio = η1rad/sec/η100rad/sec.

b 
Slopes calculated by linear regression of plot logG' against logG".

c 
ER calculated by ER = 0.001781 * G' at G" = 5000.

4. 결    론

  PP/전분MB 블랜드의 함량별 혼합여부는 FT-IR 스펙트럼에서 3500 

cm
-1

 근처의 수산기 피이크의 면적 변화와 DSC 곡선의 용융엔탈피 

변화로부터 유추할 수 있었다. PP/전분MB 블랜드의 3 wt% 중량감소

가 나타나는 분해온도는 전분M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

을 보여주고 있고 전분 함량이 40∼60 wt% 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기능성 첨가제 등을 혼입할 수 있는 다공성의 정도는 전분

MB의 함량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PP/전분MB 블랜드의 

용융점도, shear thinning 효과 그리고 탄성특성은 전분MB의 함량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PP50/MB50과 PP40/MB60 블렌드의 경우 손실계

수가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다. 이들 열적특성, 다공특성 및 유변

학적특성들을 고려할 때 PP와 전분MB의 함량은 중량비로 60 : 40일 

때 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PP50/MB50 블렌드를 이용하여 제조한 

섬유의 다공성 및 인장특성은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필터 등의 요구특

성에 부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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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M images of PP fiber (a) and PP50/MB50 fib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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