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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UV 광열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열중량분석 결과, 3종의 폴리올레핀 복합소재는 서로 다른 talc 

함유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AE J1960 규격에 따라 UV 조사된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기계적 거동을 관찰

하기 위해 인장시험 및 아이조드 충격 시험을 수행하였다. UV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신율과 저온 충격강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UV 광열화에 의한 폴리머 분자체인의 절단 및 얽힘 밀도 감소에 따른 탄성력의 감소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사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UV 조사 후 표면상에 크랙이나 표면손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UV 

노출에 따른 추가적인 talc 입자의 표면 노출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talc 입자의 표면 노출은 폴리올레핀 복합소

재의 변색 원인으로 추정된다. 적외선분광분석을 통하여, UV 조사된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표면상에 광열화가 진행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Photodegradation characteristics of polyolefin composites were studied. Thermogravimetric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polyolefin blends used in this study have different amounts of talc. The mechanical behaviors of polyolefin blends, which 

experienced UV-irradiation in accordance with SAE J1960, are investigated using tensile and Izod impact tests. These results 

show that as the UV-exposure time increases, a significant drop in the elongation at break and impact strength at a low temper-

ature are observed. This may be explained by the decreases in elastic energy derived from the scission of polymer molecular 

chains and the low density of entanglement after UV- photodegrada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bservations indicate 

that no crack and surface damage are observed, while the additional talc particles are exposed, on the UV-exposed surfaces. 

The exposure of talc particles may be responsible for the discoloration of UV-exposed polyolefin blend surface. Observation 

using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confirms the presence of photodegradation on the surface of UV-exposed 

polyolefin blend. 

Keywords: polyolefin, UV exposure, photodegradation, talc particle, EPDM rubber 

1. 서    론
1)

열가소성 폴리올레핀(thermoplastic polyolefin, TPO) 계열의 수지는 

우수한 기계적/열적 물성뿐 아니라, 성능 대 가격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어서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범용 소재로 널리 적

용되고 있다[1-10]. 하지만, 현재까지도 폴리올레핀 수지를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점들이 요구된다. 특히,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자동차산업분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온

에서의 충격강도 향상 및 사용환경하의 열화 저항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4,11].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수요는 

소재의 경량화 및 고성능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이들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 폴리올레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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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 비중이라는 장점이 있어 다른 플라스틱 소재에 비해 수요가 급

격히 늘어가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최근 전체 차량무게의 약 6∼8% 

정도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 중 폴리올레핀 복합소재

가 자동차 부품용 플라스틱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범퍼에 많이 쓰이는 폴리올레핀계(TPO) 소재는 폴리

프로필렌(PP)에 에틸렌계 엘라스토머인 ethylene-propylene-diene mono-

mer (EPDM)와 talc 입자를 블렌드하여 각각 내 충격성 및 기계적 물

성 향상시킨 고분자 복합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기계적 성형

의 용이성과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12,13]. TPO 소재

가 다른 고분자 소재와는 다른 특성을 발휘하는 것은 그들의 고유한 

화학적 구조에서 유래한다. TPO의 일반적인 구조는 EPDM고무의 연

질상(soft segment)과 폴리프로필렌의 경질상(hard segment)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연질상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특유의 고무탄성을 발현

시킨다. 반면, 성형가공 시에는 경질상이 용융/가소화하여 독특한 성

형가공성을 발현시켜 성형 후 경화하여 소성변형을 방지하는 구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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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ditions of UV-exposure for Polyolefin Blends 

Parameter Condition

Lamp Xenon arc

Irradiance 0.55 W/m
2

Specimen spray on

Rack spray on

Rack spray light cycle off

Light time (1 cycle) 120 min

Dark time (1 cycle) 60 min

Black panel temp. (70 ± 2) ℃

UV exposure time 500, 1000, 1500, 2000 hr

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자동차용 범퍼 페이셔(bumper fascia)는 자동차의 전후방에 장착되

는 범퍼 시스템의 한 구성 부품으로, 내구성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는 

필수적이며, 또한 관련 산업 연계성이 큰 부품으로 신뢰성 확보를 통

한 소재의 고성능화 및 설계기술의 습득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산

업용 외장 플라스틱 등의 고품질화에 접목될 수 있어 유사 기술 개발

의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범퍼 페이셔는 자동차의 플라스틱 중 외

관 성능 및 외부 충격 시 차량을 보호하는 중요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 범퍼 페이셔는 유기(organic)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열화에 의한 기능저하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14-17]. 따라서 범퍼 페이셔의 기능을 얼마나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구성능 평가는 자동차의 신뢰성 향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폴리올레핀 복합소재를 엔지니어닝 폴리머로 적

용하기 위한 기초 노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UV)의 광열화에 

의한 TPO 복합소재의 기계적/열적 특성을 조사하고, 근본적인 열화 

메커니즘을 규명 및 기계적 거동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재료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세 가지 종류의 폴리올레핀 복합소재로 만들어

진 자동차용 범퍼 페이셔가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1) H-TPO: 현대자동차에 장착된 범퍼 페이셔(Hyundai, PP-based 

TPO, 밀도: 0.96 g/cc)

(2) U-TPO: 미국산 자동차에 장착된 범퍼 페이셔(Lincoln, PP/PE-based 

TPO, 밀도: 0.90 g/cc)

(3) J-TPO: 일본산 자동차에 장착된 범퍼 페이셔(Lexus, PP-based 

TPO, 밀도: 1.04 g/cc). 도장 처리되지 않은 범퍼 페이셔를 이용

하여 기계적 물성 측정에 필요한 시험편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2.2. UV 조사

준비된 3종의 범퍼 페이셔로부터 제작된 인장시험편을 Atlas사의 

Ci-4000 Weather-O-meter를 이용하여 UV 조사시켰다. 실험조건은 

SAE J1960의 규격대로 Table 1과 같다.

2.3. 기계적 물성 측정

ASTM D 638에 따라 인장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편은 동일한 방

향의 Type II호형 인장시험편이 준비하였다. 만능재료시험기(Instron 

model 5567)를 이용하여 50 mm/min의 속도로 시험하였다. 굴곡탄성

률 측정을 위해 ASTM D 790에 따라 10 mm/min 속도로 시험하였다. 

최소 5개의 시험편이 시험된 후 평균값과 표준편차 값이 표시하였다. 

아이조드 충격 시험은 진자 충격 시험기(Tinius Olsen Izod 892)를 

이용하여 ASTM D 256에 따라 진행되었다. 시험 전 시험편의 두께 

및 폭을 측정하였다. 최소 5개의 시험편이 시험된 후 평균값과 표준편

차 값이 계산하였다. 

2.4. 열적 물성 측정

TA Instrument사의 시차주사열량계 Thermal Analyzer 2910을 사용

하여 3종 TPO 범퍼 페이셔 소재의 녹는점(Tm)을 측정하였다. 질소 분

위기하에서 상온에서 250 ℃까지 10 ℃/min의 승온 속도로 측정하였다.

TA사 Q500 열중량분석기로 질소 분위기하에서 상온에서부터 800 

℃까지 승온하여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을 확인하였다. 승온 속도는 

10 ℃/min으로 고정하였다. 

Ceast사의 HDT vicat을 이용하여 ASTM D 648에 따라 열변형온도

(heat distortion temperature, HDT)를 측정하였다. 1.82 MPa의 일정한 

압력과 승온 속도 2 ℃/min로 수행하였다. 

2.5. 전자현미경 관찰

3종 TPO 범퍼 페이셔 소재의 UV 광열화 전ㆍ후의 몰폴로지

(morphology)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6700F)을 이용하여 가속전압 5 kV로 UV 조사된 표면을 관찰하

였다. 시료를 백금 코팅 처리한 후 관찰하였다. 또한, 에너지분산형분

석기(Thermo NORAN)를 사용하여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성분을 분석

하였다. 가속전압은 20 kV로 측정하였다. 

2.6. 적외선분광 분석

Thermo Electron사의 Nicolet 5700 적외선분광 분석기를 사용하여 

UV 조사 전ㆍ후의 화학성분 변화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3.1. 기본물성

본 연구에 사용된 3종의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기본 물성을 측정

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1은 에너지분산형분석기(EDS)를 이용한 표

면의 원소성분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H-TPO와 J-TPO에서는 무기물

의 주성분이 Si와 Mg으로 이루어진 반면, U-TPO는 Ti의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Si와 Mg 성분은 범퍼 페이셔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된 talc 입자의 성분으로 보인다. EDS 결

과에서 보이는 Ca 성분은 talc입자에 포함된 불순물로 판단되며, H- 

TPO가 J-TPO보다 더 많은 Ca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U-TPO의 경우에는 Ti의 함량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안료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U-TPO는 talc 함유량이 매우 소량이거나 전혀 사

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실험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TGA를 통한 무기물 함유량을 측

정하였다. 세 종류의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열적 거동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H-TPO와 J-TPO는 각각 10.4 wt%와 24 wt%의 잔류량을 

보였다. 이는 약 10 wt%와 24 wt%의 talc가 H-TPO와 J-TPO에 각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U-TPO의 경우, 소량(3.8 wt%)

의 잔류물이 남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의 EDS 결과와 아주 잘 일

치함을 보인다. 이러한 talc 함유량의 차이는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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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 EDS spectra of polyolefin blends: (a) H-TPO, (b) U-TPO and (c) J-TPO.

  

(a) (b) (c)

Figure 2. TGA Spectra of Polyolefin Blends: (a) H-TPO, (b) U-TPO and (c) J-TPO.

Figure 3. DSC spectra of polyolefin blends showing the melting curve.

열적 저항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talc 함유량을 

J-TPO가 가장 우수한 열적 특성(TG 선도)과 가장 높은 460 ℃의 피크 

온도(미분TG 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TGA 실험결과를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기계적ㆍ열적 특성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굴곡탄성률, 

녹는점(Tm) 및 열변형온도(HDT)를 측정하였다. talc 함유량이 높을수

록 큰 굴곡탄성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PP 수지에 talc 입자의 도입은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열적 거동은 세 종

류의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에서 거의 유사한 녹는점을 보였고(Figure 

3), HDT는 talc 함유량이 낮은 U-TPO가 가장 우수하였다(Table 3). 

3.2. UV 노출 후 표면 몰폴리지

UV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Xenon arc가 조사된 부분과 조사되

지 않은 부분의 경계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H-TPO는 2000 h, U-TPO

는 500 h, J-TPO는 1500 h 이후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로 색깔

Table 2. TGA Spectra of Polyolefin Blends

Sample

TG curve DTG curve

5% 

wt.

loss

(℃)

10% 

wt.

loss

(℃)

Total

wt. 

loss

(℃)

Residue

(%)

Peak

Temperature

(℃)

H-TPO 401 420 89.6 10.4 456

U-TPO 374 391 96.2 3.8 447

J-TPO 425 436 76.0 24.0 460

Table 3.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Polyolefin Blends

Sample

Flexural

modulus

(GPa)

Tm

(℃)

HDT

(℃)

H-TPO 1.5 ± 0.1 165.9 93.6 ± 0.9

U-TPO 1.2 ± 0.1 166.0 114.3 ± 2.8

J-TPO 1.9 ± 0.2 165.1 96.8 ± 4.9

의 차이가 났다. 이는 UV 노출에 따른 선호되지 않는 변색(discolo-

ration)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에 따른 UV 열화 후 자세한 

표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SEM을 이용하여 몰폴로지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 Figure 4는 대표적인 세 종류의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UV 

노출 전 표면과 Figure 5는 2000 h의 UV 노출 후 표면의 SEM 사진을 

보여준다. 준비된 3종의 폴리올레핀 복합소재 모두에서 2000 h 이후

에도 크랙(crack)이나 어떠한 표면손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UV 노출에 의한 광열화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UV 안정제를 

첨가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좀 더 자세한 관찰은, talc을 함유하고 

H-TPO와 J-TPO에서는 UV 조사 전 보다 많은 talc 입자가 관찰되었

다. 이와 같이 UV 노출 시간에 따른 talc 입자의 추가적 노출은 고분

자 소재의 변색 현상중의 하나인 백화(whitening)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관찰된 H-TPO와 J-TPO에서 각각 2000 및 1500 h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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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 SEM micrographs of three polyolefin blends before UV-exposure: (a) H-TPO, (b) U-TPO and (c) J-TPO.

    

(a) (b) (c)

Figure 5. SEM micrographs of three polyolefin blends after UV-exposure: (a) H-TPO, (b) U-TPO and (c) J-TPO.

Table 4. Tensile Properties of Polyolefin Blends before and after UV-exposure

Exposure time

H-TPO U-TPO J-TPO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at break 

(%)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at break 

(%)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at break 

(%)

0 18.3 ± 1.4 162 22.0 ± 0.5 130 19.6 ± 0.9 283

500 18.3 ± 0.9 136 21.6 ± 0.4 107 21.0 ± 0.4 130

1000 18.6 ± 0.6 125 21.4 ± 0.5 101 20.0 ± 1.2 129

1500 18.0 ± 0.9 122 21.0 ± 0.4  81 19.5 ± 2.2 101

2000 18.3 ± 0.9 118 21.0 ± 0.4  83 20.5 ± 1.3  96

후의 변색은 소재 표면 내부에 존재하던 talc 입자가 UV 광열화에 의

해 표면상으로 노출됨에 따라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3.3. UV 노출 후 기계적 물성

Table 4와 5에 세 종류의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UV 광열화에 따

른 기계적 물성 변화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UV 조사 전 인장강도를 

비교해 보면, H-TPO는 초기 18.3 MPa로 다른 두 샘플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UV 조사 후에는 세 종류의 폴리올레핀 복합소재 모

두에서 5% 미만의 감소율을 보였다. 따라서, UV 광열화가 인장강도

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6(a)). 연

신율의 경우, UV 조사 전에는 J-TPO가 283%로 가장 큰 연성(ductility)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UV 조사가 길어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

였다. 특히 초기 UV 조사 500 h에서 큰 감소율(-54%)을 보였다. 

H-TPO는 최고 27%의 감소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 나타

내었다(Figure 6(b)). 따라서, UV 광열화는 인장강도의 변화보다 연신

율의 변화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준비된 세 종류의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범퍼 페이셔로서의 중요

한 필요 요건 중 barrier impact에 관한 미국 연방규격(CMVSS 215)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조건인 상온(23 ℃)과 저온

(-40 ℃)에서 충격강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6(c)는 상온에 수행한 충

격강도의 변화율을 보여준다. 세 종류 복합소재는 UV 조사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충격강도 감소율이 증가하였다. H-TPO의 경

우, 10% 미만의 감소율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온 충격강도를 유지하였

다. 하지만, U-TPO는 비교적 큰 감소율(-26%)을 보여, UV 광열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d)는 3종의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저온에서의 충격강도 변화율을 보여준다. 상온 충격강도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 비교적 큰 충격강도의 감소율이 모든 샘플에

서 관찰되었다. H-TPO와 J-TPO는 상온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UV 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충격강도도 비례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큰 폭의 충격강도의 감소율(-73%)은 1500 h UV 조사된 U-TPO 

샘플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폴리올레핀 소재의 본연의 

성질(nature), 즉 저온환경에서 충격강도에 취약하다는 점과 더불어 

UV 환경에 노출됨에 따른 소재의 광열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폴

리올레핀 소재는 대표적인 노치 민감도(notch sensitivity)가 높은 폴리

머 중의 하나로, 저온 환경에서 취성(brittle)화 되어 크랙이 쉽게 진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자동차 범퍼 페이셔용 폴리올레핀 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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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pact Strength of Polyolefin Blends before and after UV-exposure

Exposed time

Impact strength (J/m)

H-TPO U-TPO J-TPO

23 °C 40 °C 23 °C -40 °C 23 °C -40 °C

0 51.8 ± 3.1 4.1 ± 0.3 53.4 ± 3.9 4.0 ± 0.7 51.9 ± 5.3 3.8 ± 0.1

500 50.9 ± 1.5 4.0 ± 0.2 47.1 ± 3.5 1.8 ± 0.1 48.3 ± 5.5 3.3 ± 0.3

1000 50.4 ± 5.1 3.9 ± 0.5 39.8 ± 6.0 1.7 ± 0.1 47.1 ± 6.5 2.9 ± 0.5

1500 49.7 ± 2.6 2.8 ± 0.4 42.1 ± 3.2 1.1 ± 0.4 47.0 ± 3.9 2.9 ± 0.4

2000 47.3 ± 1.9 2.3 ± 0.2 39.7 ± 3.7 1.1 ± 0.3 42.0 ± 4.9 2.6 ± 0.3

(a)

(c)

(b)

(d)

Figure 6. Mechanical properties retained vs. UV-exposure time for three polyolefin blends: (a) tensile strength, (b) elongation at break, (c) impact

strength at room temperature, and (d) impact strength at -40 ℃.

충격강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법은 고무 성분의 

함량을 조정하여 노치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파괴인성을 높이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고무 성분의 증가는 부수적으로 기계적 강성

(stiffness)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무 입자와 더불어 talc

와 같은 무기물 입자(inorganic filler)[18-25]를 폴리올레핀 수지에 분

산시켜 강성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물성 

개선 정도는 분산된 입자의 크기, 모양, 분산상태, 그리고 수지-입자간

의 계면접합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3]. 또한, UV 조사에 따른 광열화(photodegradation)가 진행되면

서 분자 체인(molecular chain)이 끊어져 체인 단락(segment) 및 분자

량 감소를 유발하게 된다. 이는 체인의 얽힘 밀도(density of entangle-

ment)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재의 탄성력을 크게 감소시키게 된다

[26]. 더불어 체인 운동성(mobility)이 감소하여 노치 민감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관찰된 UV 조사 시간에 따라 연

신율과 충격강도의 큰 폭 감소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세한 관찰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많

은 talc함유량을 가진 J-TPO는 저온 충격강도에도 소량의 talc 함유량

을 가진 U-TPO보다 우수한 충격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 talc 입자 

효과로서, 폴리올레핀 소재에 talc 입자의 첨가는 사출-성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talc입자의 정렬성(사출방향과 평행)과 더불어 폴리머 분자

체인이 표면 처리된 talc 입자의 표면에서 결속점(tethering point)을 형

성하는 분자 체인한정(chain confinement)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11]. 즉, 체인한정 효과로 인해 폴리올레핀 수지와 talc 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증대되어 talc 입자는 응력매개체 역할을 하여 파괴에너지를 

폴리올레핀 수지 내부로 잘 분산시켜 충격강도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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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7. FT-IR spectra of three polyolefin blends before and after UV-exposure: (a) H-TPO, (b) U-TPO and (c) J-TPO.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원인으로 첨가된 고무입자 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수지 내에 잘 분산된 고무입자는 공동화(cavitation) 등과 

같은 파괴인성 메커니즘을 유발시켜 충격강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

[27].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앞서 설명한 UV 광열화에 의한 노치 

민감도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보다 지배적으로 충격강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4. 적외선분광 분석

적외선분광분석기를 이용하여 UV 조사 전ㆍ후 폴리올레핀 복합소

재의 특성 흡수 피크를 조사하였다(Figure 7). 모든 폴리올레핀 복합

소재 샘플에서 C-H stretching (2900 cm
-1

), CH2 deformation (1460 

cm
-1

) 및 symmetric CH3 deformation (1370 cm
-1

) 등을 나타내는 피크

(peak)가 관찰되어 소재가 폴리올레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H-TPO

와 J-TPO에서만 1000 cm
-1

 부근에서 Si 특성피크가 발견되어 이들 샘

플에는 talc가 포함되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에서 UV 조사 후 카르복실(carboxyl) 그룹으로부터 기인한 C

=O 본드에 해당하는 1710 cm
-1 

주변의 피크와 하이드록실(hydroxyl) 

그룹으로부터 유래한 C-O 본드에 해당하는 3200∼3400 cm
-1 

범위에 

넓은 피크가 관찰된다. 이들 피크는 UV 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결과는 폴리올레핀 표면에 

존재하는 탄화수소(hydrocarbon) 그룹이 UV노출에 의해 광열화되었

음을 증명한다. J-TPO는 비교적 이러한 피크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

어 보인다. 이는 J-TPO의 표면은 UV 광열화에 대한 방지대책(e.g., 

UV 안정제)이 우수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UV 노출된 폴리올레핀 복합소재의 기계적 거동 및 광열화 특성을 

관찰하였다. 자동차용 범퍼 페이셔의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올레핀 복

합소재는 UV 조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진적으로 인장강도, 연신율 

및 충격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UV 노출에 의해 광열화

가 표면에만 국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역에서 진행

되어 결국에는 벌크(bulk)한 기계적 물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원가 절감 차원에서 무도장 차량이 다수 양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 결과는 무도장 범퍼 페이셔 설계 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talc 입자가 첨가된 폴리올레핀 복합소재

에서 보여지는 안정된 저온 충격강도는 폴리올레핀 수지 내에 잘 정

렬된 talc 입자들이 응력매개체 역할을 하여 파괴에너지를 주변 내부

로 잘 분산시키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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