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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rface modification of microfibriled cellulose (MFC) was carried out through the hydrolysis–condensation

reaction using (3-aminopropyl)triethoxysilane (APS) and 3-glycidyloxypropyltriethoxysilane (GPS) and then the modified

cellulose was compounded with bio-degradable poly(lactic acid) (PLA). Also, pristine MFC was compounded with PLA

as a control groups. The confirmation of surface modification for the pristine MFC was characterized by FT-IR and SEM/

EDX.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MFC composites depended on the content of MFC and the type

of silane coupling agents. From the thermal, morphological and mechanical behaviors of the PLA/MFC composites, it was

found that GPS-MFC was more successful to improve the interface adhesion between PLA matrix and the surface of MFC

than that of APS-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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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의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급

격한 사회발전을 해오고 있으나, 최근 자원의 오남용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어 세계 각국에서는 환

경규제 또는 협약 등을 강화되면서, CO2 저감을 통한 지구 온

난화 억제 혹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섬유복합재료 분야에

서는 바이오섬유 또는 천연섬유를 보강재로 사용하고 매트릭

스로 생분해성 고분자 또는 범용 고분자를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 특히 셀룰로오스계 섬유는 반영구적으

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친화성, 낮은 가격, 재생가능성, 경량

성, 높은 비강도, 생분해성 등의 장점으로 천연섬유 복합재료

의 보강재로써 널리 연구되고 있다.2,3

셀룰로오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연고분자들 중 매우 풍

부한 자원 중에 하나이며 제지 및 섬유산업을 비롯해 전자산

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4-7 이러한 셀룰로

오스의 화학적 구조는 글루코오스가 연속적으로 결합된 형태

로 구성되어 이러한 연속된 결합들이 모여 식물 세포벽 내에

서 미세섬유상이라는 하나의 구조체를 이룬다. 미세섬유상 사

슬은 그들 간에 강력한 수소결합으로 인해 접힘이 없고 결점

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를 셀룰로오스의 결정으로 볼 수 있

으며,8 미세섬유상의 구조적 특성은 셀룰로오스의 물리적 성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9 따라서,

최근 자연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물 세포벽으로부터 미

세섬유상을 분리하여 섬유복합재료의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10-12

바이오매스 고분자들 중에서 poly(lactic acid) (PLA)은 선

형 지방족 폴리에스터로서 사탕수수, 옥수수 및 감자의 전분

등 100%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얻어진 단량체를 이용하

여 합성된 열가소성 고분자 소재이다.13-16  또한 토양 매립 시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한 생분해가 가능할 뿐만 아

니라, 기존의 범용 고분자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재

료이다. 이러한 생분해성 고분자는 물성 및 가공성이 좋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낮은 결정화도 및 느린 결정화 속도 때

문에 아직까지 높은 내열성 및 내구성이 요구되어지는 분야

에 적용이 미흡하며17-20 또한, 가격이 기존의 비분해성 플라

스틱에 비해 비싸 최종 제품 생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장점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섬유복합재

료의 보강재료인 셀룰로오스를 통한 PLA 복합재료화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1-24 그러나 셀룰로오스 섬유가 가지는

단점인 친수성은 고분자 매트릭스와의 결합을 방해하여 단점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셀룰로오스 표면과 매트릭스 사이의†Corresponding author E-mail: bach@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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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섬유상 셀룰로오스 (MFC)와 PLA 매트

릭스내 계면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셀룰로오스 표면에

PLA 고분자 말단 관능기 (-COOH)와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두 가지 종류의 silane coupling agent를 이용하여 셀룰로오스

표면을 개질하였다. 개질된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PLA/

MFC 복합재를 제조하고, 셀룰로오스 표면개질에 사용한

silane coupling agent 종류와 보강재로서 MFC 첨가량에 따른

물성을 고찰하였다. 

Experimental

1.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poly(lactic acid)는 NatureWorks사 INGEO

Biopolymer 2003D 제품 (melt flow index = 6 g/10 min at

210oC, specific gravity = 1.24)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미세

섬유상 셀룰로오스 (MFC; 20 ~ 100 µm)는 대정화금사 제품

을 50oC에서 하루 이상 진공상태하에서 건조한 후 사용하였

다. 3-Aminopropyltriethoxysilane (APS)와 3-glycidyloxypro-

pyltriethoxysilane (GPS)은 Aldrich Chemicals사와 TCI사에서

각각 구입하여 더 이상의 정제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2. Silane coupling agent로 표면개질된 MFC 제조

3-Aminoproryltriethoxysilane (30 g)을 아세트산을 이용하

여 제조된 pH 3.0의 수용액 500 ml에 20분 동안 자석 교반기

를 이용하여 수용액상에 분산시킨다. 충분히 분산된 혼합물

에 pristine MFC (10 g)를 첨가하고 4시간 이상 교반하였다.

APS와 반응 후 MFC의 혼합물을 고상만 걸러낸 뒤에 증류수

로 수차례 수세한 뒤 에탄올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수세하

였다. 수세가 끝난 반응물을 120oC에서 12시간 동안 감압

건조하여 엷은 황색 고상상태의 APS-MFC 결과물을 얻었

다. 추가적으로 3-glycidyloxypropyltriethoxysilane을 사용하

여 APS-MFC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MFC 표면개질

을 수행하여 흰색 고상상태의 GPS-MFC 결과물을 얻었다

(Scheme 1).

3. PLA/MFC 복합재 제조

Silane coupling agent로 표면개질된 MFC와 PLA를 Haake

internal mixer (Rheomix 600p)를 이용하여 180oC, 55 rpm 조

건하에서 10분 동안 용융 블렌딩을 수행하였다. 보강재인

MFC와 PLA의 혼합비율은 각각 5/95, 10/90, 15/85, 20/80, 30/

70 (wt/wt)의 비율로 진행되었다. PLA 매트릭스내에서 표면

개질된 MFC가 PLA/MFC 복합재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하기 위하여, 개질되지 않은 pristine MFC를 첨가하여 동일

한 비율로 대조군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PLA/

MFC 복합재의 물성 시편은 compression molding machine

(QM900A, QMESYS)을 이용하여 0.5 mm의 두께의 sheet 형

태로 가공하여 사용되었다.

4. 특성분석

Silane coupling agent로 표면개질된 MFC 제조의 확인을 위

하여 적외선 분광기 (Nicolet iS10, Thermo-Scientific)를 이용

하였다. 표면개질된 MFC의 모폴로지 분석과 표면 성분 분석

은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X)가 부착된 주

사전자현미경 (JSM-7100F, Jeol)을 10 kV의 구동전압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PLA/MFC 복합재의 열분석은 TA Instru-

Scheme 1. Preparation of APS-MFC and GPS-MFC via a hydrolysis-condensati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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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s사 DSC Q2000을 사용하였으며, 질소분위기하에서

20oC/min 속도로 승온 및 강온하여 용융점과 결정화온도를 측

정하였다. PLA/MFC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은 만능시험기

(AGS-5kNG, Shimadzu)를 이용하였으며 이때의 crosshead 속

도는 5 mm/min로 측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셀룰로오스 표면을 소수성 특성을 지니게 하는 화학적 개

질은 일반적으로 소수성인 합성 고분자 매트릭스내에 분산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25 본 실험에서는 MFC

표면에 silane coupling agent의 hydrolysis-condensation 반응

을26 이용하여 개질을 하였다. 이러한 hydrolysis-condensation

반응은 잘 알려져 있는 반응으로 가수분해될 수 있는 alkoxy

관능기가 물 존재하에서 silanol이 되고, 가수분해된 silanol이

다시 MFC 표면에 있는 –OH 관능기와 축합반응을 통하여

MFC 표면에 새로운 안정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FT-

IR과 SEM/EDX을 이용하여 MFC 표면에 있는 –OH 관능기

와 silane coupling agent간의 hydrolysis-condensation 반응 결

과를 확인하였다. Figure 1에 개질전의 pristine MFC와 silane

coupling agents (APS와 GPS)을 이용하여 개질시킨 MFC

(APS-MFC와 GPS-MFC)의 FT-IR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질된 APS-MFC와 GPS-MFC

표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Si-O-C- 관련 피크가 약

1050 cm−1 부근에서 관찰되며 특히, GPS-MFC인 경우에는

APS-MFC와는 다르게 silane coupling agent에 epoxy 관능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18 cm−1, 1610 cm−1 영역에서 에폭시

관능기 관련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MFC 표

면에 silane coupling agent인 APS와 GPS가 안정한 화학결합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는 silane coupling agent

로 개질된 MFC의 SEM 사진과 동일한 위치하에서 실리콘 원

소만을 mapping한 image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원소분

석 (EDX) 방법을 이용하여 실리콘 원소의 위치를 백색 점으

로 표시하였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색점으로 나

타나고 있는 형상과 SEM 사진상의 MFC의 형태가 잘 일치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silane

coupling agents (APS 혹은 GPS)가 MFC의 표면에 고르게 분

산되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은

silane coupling agent로 표면개질한 MFC의 EDX 에너지 스

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APS-MFC와 GPS-MFC의 에너지

스펙트럼상에서 셀룰로오스의 기본 구성원소인 탄소와 산소

뿐만 아니라 1.75 eV에서27 실리콘 원소의 고유 에너지 피크

가 작게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silane
Figure 1. FT-IR spectra of pristine MFC, APS-MFC and GPS-

MFC.

Figure 2. SEM photographs (A and B) and silicon element

mapping images (a and b) for APS-MFC and GPS-MFC.

Figure 3. EDX spectra of APS-MFC (A) and GPS-MF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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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ing agents가 MFC 표면에서 안정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

MFC의 표면이 개질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는 PLA/MFC 복합재내 pristine MFC 혹은 표면개

질된 MFC의 함량에 따른 PLA의 용융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Pristine MFC 혹은 표면개질된 MFC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융온도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GPS-MFC인 경우 다른

두 가지 MFC경우보다 용융온도가 좀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GPS-MFC 표면에 위치한 에폭시 관능

기와 PLA의 말단 관능기간 반응으로 형성된 PLA 고분자 사

슬부분이 PLA 매트릭스내 가소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

단된다. Figure 5는 pristine MFC 혹은 개질된 MFC의 함량에

따른 PLA/MFC 복합재의 결정화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개질

전 pristine MFC의 함량이 증가하여도 PLA/MFC 복합재의 결

정화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MFC와 PLA 매트릭스

간 계면이 화학적 및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MFC 표면이

PLA 매트릭스의 기핵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에 표면이 silane coupling agent로 개질된 APS-

MFC와 GPS-MFC 경우, 모두 단독 PLA의 결정화 온도보다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pristine MFC와 다르게 표면

개질된 MFC는 PLA 매트릭스와 일부 화학적 결합을 수행할

수 있는 관능기로 인해 복합재 계면에서 MFC가 PLA 매트릭

스내에 기핵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은 PLA/MFC 복합재 파단면의 모폴로지를 나타내

고 있다. Pristine MFC가 함유한 PLA/MFC 복합재의 파단면

은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나, 앞서 열적 성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LA 매트릭스와 MFC간의 계면에 접착력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silane coupling agent로 개질된

MFC를 함유한 PLA/MFC 복합재의 파단면은 PLA 매트릭스

와 MFC간 계면에 접착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FC 표면에 개질된 두 관능기와 PLA

말단 관능기 (-COOH)와 화학적 결합으로 인해 두 계면간 접

착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7과 Figure 8은 만능시험기로 측정한 PLA/MFC 복

합재 시편의 탄성율과 인장 강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istine MFC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복합재의 인장강도가 감소한 반면, silane coupling

agent로 개질된 MFC의 경우 보강재의 함량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PS-MFC로 보강된 PLA/MFC 복합재

가 APS-MFC로 보강된 복합재보다 인장강도가 더 증가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모폴로지에서 언급했듯이 MFC와

Figure 4. Melting temperature of PLA/MFC composites with MFC

content.

Figure 5. Crystallization temperature of PLA/MFC composites

with MFC content.

Figure 6. SEM micrographs for the fracture surface of PLA/MFC

composites: (A) pristine MFC; (B) APS-MFC; (C) GPS-MFC; (a,

b, c) high magnification of A, B, and C micr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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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 매트릭스간 계면 접착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GPS-MFC 말단 관능기인 에폭시가 APS-MFC

말단 관능기인 아민보다 PLA 말단 관능기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MFC 표면에 PLA 고분자 사슬이 더 많이 GPS-MFC

표면에 결합되어 계면 접착력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PLA/MFC 복합재의 인장강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MFC의 함량에 따른 PLA/MFC 복합재의 탄성율을 Figure 8

에 나타내었다. PLA/MFC 복합재의 인장강도와 유사한 경향

을 보여주고 있다. 개질되지 않은 pristine MFC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PLA/MFC 복합재의 탄성율은 감소하였으나, silane

coupling agent로 표면개질된 MFC가 일정 함량이상인 경우

보강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PLA/MFC 복합재의 탄성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ilane coupling agent로 표면개질

된 APS-MFC와 GPS-MFC 보강재의 함량에 따른 PLA/MFC

복합재의 탄성율 경향이 유사하지만 GPS-MFC가 APS-MFC

보다 PLA/MFC 복합재의 탄성율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

APS-MFC를 보강재로 사용한 PLA/MFC 복합재인 경우 단독

PLA 탄성율에 비해 보강재의 함량이 20% 이상일때 탄성율

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GPS-MFC를 보강재로 사용한 PLA/

MFC 복합재인 경우, 보강재로서 10% 이상 함유할 때부터

PLA의 탄성율보다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MFC 표면에 화학결합되어 있는 PLA 고분자 사슬이

PLA 매트릭스와 MFC 계면간 접착력 증대로 인해 MFC의 높

은 탄성율이 보강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강재의

함량이 계면 접착력과 연계되어 일정함량 이상에서 보강재의

보강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

친수성 표면을 가지는 MFC를 바이오 고분자인 poly(lactic

acid)의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silane coupling agent인

APS와 GPS를 이용하여 pristine MFC의 표면을 개질하였다.

Silane coupling agent가 MFC 표면에 성공적으로 화학결합을

하고 있음을 FT-IR과 SEM/EDX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면개질로 인해 PLA/MFC 복합재의 열적특성은 결정화온도를

상승시키지만, 용융온도 변화는 미미하였다. PLA/MFC 복합

재의 인장강도와 탄성율은 친수성인 pristine MFC가 보강재

로 사용되었을 때 물성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표

면개질된 APS-MFC와 GPS-MFC를 보강재로 사용했을 때

PLA/MFC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며, PLA 매트릭

스와 MFC 계면간 접착력이 우수한 GPS-MFC가 더 효과적

인 보강재임을 확인하였다. 친수성 pristine MFC에 다양한 반

응성 관능기를 부여함으로서 PLA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어 고기능성을 요구하는 고분자 재료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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