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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바이오매스를 함유한 폴리에스터 필름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생분해 특성에 대한 콜드 플라즈마 처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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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ld plasma (CP) treatments on the physicochemical and biodegradable properties of a corn
biomass-containing polyester (CBPE) film were studied. The CBPE film was treated with CP generated by N

2
, O

2
, He, Ar,

or dry air at 400-900 W and 667 Pa for 10-40 min.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of the CBPE film (−30.2- −28.6oC)
was not affected by the CP treatment, while the elastic modulus and water vapor permeability decreased (p<0.05). The
ink printability was improved by the treatment and the improved printability was maintained during storage for 56 days
at room temperature. Roughness of the film increased after treatments and the level of roughness appeared to increase
during storage. Heat and microbial biodegradability of the CBPE film was improved by the air-CP treatment (p<0.05).
These results have demonstrated the potential of applying CP treatments to improve the flexibility, printability, and
biodegradability of CBPE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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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 플라스틱 포장 소재들은 주로 매

립을 시키는 방법으로 폐기되는데, 이러한 폐기 방법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1). 이러한 환경 문제를 축소시키

기 위한 방법으로 생분해가 어려운 합성 플라스틱 소재를 친환

경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이에 따라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3). 그러

나 현재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합성 플

라스틱보다 물리적 특성이 약하고, 실제로 완전히 생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생분해성 소재라고 말하기 어려운 소재들이 많

다(4). 그러므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들의 식품 포장재로서의 산

업적 활용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물리적 특성과 생분해

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소재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작용기들을 소

재의 표면으로 유도시키는 방법이 있다. 특정 작용기가 소재 표

면에 유도됨으로써 소재 표면이 개질되면 소재의 밀봉성, 젖음성,

인쇄적성, 염색적성, 다른 소재와의 접합성, 또는 서림 방지성 등

이 향상될 수 있다(5,6). 표면 개질 기술로는 화학 용매, 화염 및

코로나, 자외선, 감마선, 이온 빔, 그리고 레이저 처리 등이 있는

데(7,8), 그 중 하나인 화학 용매 처리는 소재 표면에 특정 작용

기를 유도시켜 폴리에스터 등의 고분자 소재를 개질시킬 수 있

는 기술들 중 가장 상용화된 방법이다(7). 그러나 이 방법은 소

재의 여러 기계적 특성들을 악화시킬 수 있고(9,10), 처리 공정

중에 유해한 화학 폐기물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재 표면이 불균

일하게 에칭(etching)될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있다(11).

콜드 플라즈마(cold plasma, CP)는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이

온화된 가스로, 자외선, 자유 전자, 이온, 라디칼, 그리고 활성 또

는 비활성 분자 및 원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CP 처리는 소재

의 표면에 OH, COOH, 그리고 NH2와 같은 특정 작용기들을 유

도시키거나 에너지를 띄는 이온의 작용과 자외선 조사의 작용으

로 고분자 체인을 절단시킴으로써 소재 표면의 화학적 구조를 변

화시킬 수 있다(10,12-16). CP 처리를 이용하면 유해 유기 용매

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균일하게 소재 표면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최근 소재 표면 개질 방법으로서 CP 처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7,10).

Pankaj 등(17)은 상압에서 70과 80 kV로 형성된 유전체 장벽

방전(dielectric barrier discharge) 플라즈마로 poly (lactic) acid

(PLA) 필름(42.8±1.3 µm)을 0.5-3.5분 동안 처리하여 PLA 필름의

조도(roughness)를 높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corn biomass-containing polyester (CBPE) 필름의 물리적 그리

고 생분해 특성에 대한 CP 처리에 사용되는 CP 형성 가스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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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CP 처리 전력, 그리고 처리 시간의 영향을 연구하고, CBPE

필름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생분해 특성에 대한 최적화된 CP 처

리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생분해성 폴리에스터인 CBPE 필름은 (주)휴비스(Daejeon, Korea)

로부터 제공받았다. CBPE 필름은 일반 폴리에스터 중합(polymer-

ization) 공정에 옥수수 바이오매스(5%, w/w)를 추가하여 제작한

폴리에스터에 무기첨가제(탄산칼슘, 13% (w/w))를 첨가해 생산된

소재이다. CP 처리 전, 필름을 25×25 cm 크기로 잘라 준비하였

다. 질소(N2, 순도=99.9%), 산소(O2, 순도=99.9%), 헬륨(He, 순도

=99.999%), 아르곤(Ar, 순도=99.999%), 그리고 건조 공기(air, 순

도=99.999%)는 (주)서울특수가스(Seoul, Korea)에서 구매하였고,

별도의 정제 작업 없이 CP 형성 가스로 사용하였다.

CP 처리 시스템

CP 처리 장치는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장치, 냉각장치, 처리 챔

버, 가스 유속 조절 장치, 진공 펌프, 그리고 변수 값 조절 장치

로 구성되어 있다(18). 플라즈마는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장치에 있

는 마그네트론(Magnetron 2M246, LG electronics Inc., Seoul,

Korea)으로부터 가해지는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 의해 생성된다.

사용되는 전력 범위는 50-1,000 W이고, 발생되는 전자파의 진동

수는 2.45 GHz이다. 처리 챔버는 스테인리스 재질이며 크기는 43

cm (너비)×40 cm (길이)×37 cm (높이)이다. CP 형성 가스의 유속

은 최대 20 L/분이고, 가스의 유속은 가스 유속 조절 장치(Model

3660, Kojima Instrument Inc., Osaka, Japan)로 조절된다. 처리 챔

버 내 압력은 500-30,000 Pa 범위로 진공 밸브(Model 2-way elec-

tric ball valve, DongjooAP,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조절이

가능하다. CP 처리될 시료들을 처리 챔버에 놓고, 챔버 내부의

압력을 667 Pa로 조절하였다. 이후 CP 형성 가스를 주입시켰고,

챔버 내 마이크로웨이브를 가해 일정 시간 동안 CP 처리를 하였다.

마이크로웨이브 전력 밀도 시뮬레이션

처리 챔버 내 마이크로웨이브 전력 밀도(W/m2)를 COMSOL

Multiphysics (COMSOL 4.4, COMSOL, Inc., Palo alto, CA,

USA)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2.45 GHz, 900 W, 그리고

TE10 모드의 전자파를 COMSOL의 radio frequency module을 사

용하여 Maxwell 식으로 해석하였다.

CBPE 필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CP 형성 가스와 처리 시

간의 영향

N2, O2, He, Ar, 또는 air를 CP 처리 시 사용되는 CP 형성 가

스로 사용하여 10분 또는 40분 간 CBPE 필름을 CP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 다른 CP 형성 가스와 처리 시간이 CBPE 필름

의 인장특성, 수증기 투과도, 그리고 광투과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CP 처리 전력과 압력은 각각 900 W와 667

Pa 이었다. Air-CP 처리(900 W, 667 Pa, 25 min)의 CBPE의 열역

학적 특성과 인쇄적성에 대한 영향도 함께 연구되었다. Air-CP

처리는 N2, O2, He, 그리고 Ar 처리와 달리 CBPE 필름의 유연

성, 수분 방벽 특성, 그리고 인쇄적성을 향상시켰고, 비처리 CBPE

시료와 비교해보았을 때에 다른 물리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저장 실험에 사용할 플라즈마 형성 가스로 air를 선

택하였다.

CBPE 필름의 물리적 그리고 생분해 특성에 대한 CP 처리

전력과 시간의 영향

CP 처리 전력과 시간이 CBPE 필름의 물리적 특성과 생분해

특성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initab (Ver. 15, 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의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를 이용하여 실험을 계획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CP 형성 가스는 air였다. CBPE 필름의 물리적 특성과 생분해

특성에 대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2개의 독립

변수를 사용하는 중심합성법(two variable second-order center

composite RSM design)으로 계획하였고(19), 이 때 중심점과 구

간은 각각 5개와 13개로 설정하였다(Table 1). CBPE 필름의 광

분해성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최적 CP 처리 조건은 Minitab 소

프트웨어의 Response Optimizer Function을 사용하여 결정되었다.

처리 전력, 처리 시간, 그리고 CBPE 필름의 인장특성, 수증기투

과도, 광투과도, 광분해성, 그리고 열분해성 간의 상관관계는 SAS

소프트웨어(SAS version 9.2, SAS Institute Inc., Raleigh, NC,

Table 1. Experimental variables and their values for optimization of cold plasma treatment conditions against physical and
biodegradable properties

Experiment
number

Explanatory variables-treatment power: X1, C1; treatment time: X2, C2

Response variablesCoded value Real value

X1 X2 C1 (W) C2 (min)

1 -1.4 0 400 25

Tensile, moisture barrier, optical, and
biodegradable properties

2 -1 1 474 36

3 -1 -1 474 14

4 0 0 650 25

5 0 0 650 25

6 0 0 650 25

7 0 0 650 25

8 0 0 650 25

9 0 1.4 650 40

10 0 -1.4 650 10

11 1 -1 828 14

12 1 1 828 36

13 1.4 0 9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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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를 이용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해서 결정하

였다.

기계적 특성

필름의 인장특성인 인장 강도, 신장률, 그리고 모듈러스(elastic

modulus)는 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ASTM)

표준 방법 D882-01(20)에 따라 인장특성 측정기(Withlab. Co., Ltd,

Anyang,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시료들은

50×8 mm의 크기로 준비되었다. 측정 전 22±2oC와 상대습도

52±2%의 챔버에서 12시간 동안 저장되었다.

필름의 열역학적 특성인 유리전이온도(T
g
)와 모듈러스(elastic

modulus, E' )를 동적기계분석기(dynamic mechanical analyzer,

DMA) (DMA-8000, PerkinElmer, Waltham, MA, USA)를 이용하

여 결정하였다. T
g
는 모듈러스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tan δ의 peak

가 보이는 온도로 정해졌다(21). DMA 분석은 tension 모드에서

1 Hz의 진동수로 −60oC에서 100oC까지 2oC/분의 속도로 시료를

가열하며 이루어졌다. 필름 시료는 25×8 mm의 직사각형 형태로

준비되었고, 측정 중 필름 내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

즈(grease) (Stabox 9415, Axel, Nol, Sweden)를 필름 표면에 발랐다.

수증기 투과도

필름의 수증기 투과도는 gravimetric modified cup 방법(22)으로

측정되었다. 항습 상자 내부 전체의 상대습도를 균일하게 유지시

키기 위하여 152 m/분의 속도로 팬(fan)을 작동시켰고, 항습 상자

내부의 온도는 22±2oC로 유지되었다.

광투과도

필름의 광투과도는 분광광도계(UV-2450,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200-800 nm의 파장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표면형태

필름의 표면형태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Vega 3 LNU, Tescan Ltd., Brno, Czech Republic)을 이용하여

5,000×의 배율에서 분석되었다. 필름 시료는 탄소 테이프(carbon

tape)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고정판(mount)에 고정하였고,

2 nm 두께로 백금 코팅(HR 208 sputter coating device, Cressing-

ton, Watford, UK)을 하여 준비하였다.

인쇄적성

인쇄적성 시험은 Jana 등(23)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필름

(15×30 mm)은 흑색 잉크(HP 74XL, Hewlett-Packard Company,

Palo Alto, CA, USA)로 잉크 카트리지 프린터(HP Photosmart

C5280, Hewlett-Packard Company, Palo Alto, CA, USA)를 이용

하여 32 ppm의 속도로 인쇄되었고, 인쇄 후 24시간 동안 자연 건

조되었다. 건조 후 필름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필름에 대한 잉크

인쇄성을 평가하였으며, 흡광도가 높을수록 인쇄적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하였다(26).

화학적 구조 변화

필름 표면의 화학적 조성은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K-alpha, Thermo VG Scientific, East Grinstead, UK)를

이용하여 단일 파장 Al X-ray로 1486.6 eV, 12 kV, 그리고 3 mA

의 조건에서 분석되었다. XPS 측정 시 압력은 6.8×10−7 Pa이었고,

285.26, 532.29, 그리고 399.94 eV를 기점으로 C1s, O1s, 그리고 N1s

에 대한 peak를 찾았으며, 약간의 charge shifting을 통해 C1s, O1s,

그리고 N1s가 각각 가장 적절한 peak 값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광분해성

필름의 광분해성은 Chung 등(24)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50×8 mm 크기로 준비된 필름 시료들은 plywood 상자(140

(너비)×50 (길이)×50 cm (높이)) 안에 설치된 자외선 램프로부터

10 cm 아래에 놓여 14일 간 자외선(354 nm) 조사 처리되었다. 필

름의 광분해성은 각 분석 일마다 인장특성 측정기(Withlab Co.)

로 신장률을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광분해 처리 중 신장률이 초

기의 신장률에 비해 5% 이하로 감소되면 광분해가 완료된 것으

로 간주하였다.

열분해성

필름의 열분해성은 Chiellini 등(25)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필름 시료들(50×8 mm)을 상대습도 75%의 데시케이터 안

에 넣은 후 시료가 들어있는 데시케이터를 70oC의 인큐베이터 안

에서 28일 동안 저장하였다. 각 분석일 마다 인장특성 측정기

(Withlab Co.)로 필름의 신장률을 측정하여 필름의 열분해성을 결

정하였다. 열분해 처리 중 신장률이 초기의 신장률에 비해 5%

이하로 감소되면 열분해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미생물 분해성

필름의 미생물 분해성은 ASTM G21-13 (26)과 Fields 등(27)의

방법에 따라 측정되었다. 접종원(6.0±0.2 log spores/mL)은

Aspergillus niger (7.9 log spores/mL), Penicillium pinophilum

(7.9 log spores/mL), Chaetomium globosum (6.9 log spores/mL),

Trichoderma virens (8.3 log spores/mL), 그리고 Aureobasidium

pullulans (7.1 log spores/mL)를 등량 혼합하고, 0.1% 펩톤수로 희

석하여 준비하였다. 50 mm 지름으로 절단한 CBPE 필름을 nutrient

salts agar (NSA) 배지 위에 올려놓고, 필름과 배지 전체가 젖도

록 혼합포자 현탁액 1 mL을 배지에 분주한 후 살균된 도말봉으

로 도포하였다. 접종이 끝난 NSA 배지를 상대습도 90%의 데시

케이터에 넣은 후 그 데시케이터를 30±4oC의 인큐베이터에 넣고

56일 간 배양시키면서 필름의 중량 감소율을 측정하여 CBPE 필

름의 미생물 분해성을 결정하였다.

저장 실험

Air를 CP 형성 가스로 사용하여 400 W에서 형성된 CP로 40

분 동안 처리된 CBPE 필름과 비처리 필름을 23±2oC, 상대습도

50±3%에서 56일간 저장하면서 저장 0, 14, 28, 42, 그리고 56일

차에는 필름의 인장특성과 수증기 투과도를 측정하였고, 저장 0

일과 56일 차에는 필름의 광투과도, 열역학적 특성, 인쇄적성, 표

면 형태, 그리고 화학적 구조변화를 측정하였다. 저장 0, 7, 14,

28, 그리고 56일 차에는 필름의 미생물 분해성을 측정하였고, 저

장 0, 2, 7, 14, 그리고 28일 차에는 필름의 열분해성을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되었다. 1회의 반복마다 2회씩 측정이 이

루어졌다. 분산분석법(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각 표본

평균 값의 차이를 분석하였고(SPSS Inc., Ver. 20, Chicago, IL,

USA), 유의차가 있는 경우 Duncan 다중범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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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마이크로웨이브 전력 밀도 시뮬레이션

처리 챔버 내 전력 밀도가 시뮬레이션 된 것을 Fig. 1에 나타

내었다. CP 처리 시, 챔버 내에서 전력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분

포한다는 것과 금속으로 된 하단 부분 구조물에 의해 그 주위에

서 전자파 산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향후 의도

치 않은 산란을 줄이기 위해 금속 구조물이 아닌 유전체 구조물

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CBPE 필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CP 형성 가스와 처리 시

간의 영향

N2, O2, He, Ar, 그리고 air로 형성된 CP로 10분과 40분 동안

처리된 CBPE 필름과 비처리 필름의 인장 강도, 신장률, 그리고

모듈러스는 각각 15.1-16.2 MPa, 413.7-434.2%, 그리고 81.2-89.7

MPa 범위에 존재했다. CP 형성 가스의 종류와 처리 시간에 상

관 없이 모든 필름의 인장특성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

았다(p>0.05). 본 결과를 통하여 CP 처리 가스와 처리 시간은 필

름의 인장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P 처리(air-CP, 900 W, 25분) 된 CBPE 필름과 비처리 필름

모두 −30.2- −28.6oC 사이에서 한 개의 T
g 값을 가졌다(Fig. 2).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CP 처리된 CBPE 필름의 모듈러스는

비처리 필름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5oC에서의 비처

리 필름의 모듈러스는 1.0×107 Pa이었으나, CP 직후에는 7.4×106

Pa로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CP 처리가 CBPE 필름의 상온에서

의 유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lmazán-Almazán

등(28)과 Desmet 등(10)의 연구에 의하면, CP 처리에 의해 고분

자 체인이 절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CP 처리에 의해 고분자의

결정화(crystalline) 구조가 감소되고 무정형(amorphous) 구조가 증

가하며, 필름 내 빈 공간이 증가된다고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진 모듈러스 값의 감소는 CP 처리에 의해 CBPE의 무정형

구조가 증가하고 고분자 체인이 절단됨으로써 고분자 내 빈 공

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설명된 인장

특성 측정기로 측정한 필름의 모듈러스 값에서는 CP 처리가 모

듈러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DMA 측정에

서는 CP 처리에 의해 모듈러스 값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필름의 모듈러스 값의 측정에 있어서 DMA가 높

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가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10분 간 CP 처리되었을 때에는 필름

의 수증기 투과도가 유의적으로 변하지 않았다(p>0.05) (Table 2).

또한 N2, O2, He, 그리고 Ar 형성 CP로 40분 동안 처리되었을 때

에도 수증기 투과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그러나

air-CP로 40분 동안 처리되었을 때에는 필름의 수증기 투과도가

무처리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p<0.05). 수증기 투과

도는 필름의 용해성과 확산성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다(29). CBPE

필름의 용해성은 아래 ‘화학적 구조 변화’의 결과와 같이, CP 처

리에 의해 CBPE 필름 표면에 산소(O)나 질소(N) 원소를 포함한

친수성 작용기들이 형성됨으로써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름의 수증기 투과도가 감소된 것은 수증기

투과도가 필름 표면의 용해성보다 필름 내 확산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CP는 자외선, 자유

전자, 이온, 라디칼, 그리고 활성 또는 비활성 분자 및 원자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30). Donegan 등(31)의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에너지는 C-H, C-C, C-O, 그리고 C-N과 같이 고분자 체인 상의

유기 결합을 끊을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air-CP 처리에 의해

CBPE 필름의 표면 부분에 존재하는 고분자의 절단이 일어나면,

이에 따라 필름 내 굴곡률이 높아져 필름 내 수분의 확산 속도

가 감소하게 된다. 확산 속도 감소에 의한 확산성 약화가 필름

표면에서의 친수성 작용기들 형성에 의한 용해성 증가를 압도하

여 수증기 투과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되었다(32).

CP 처리된 CBPE 필름과 비처리 필름의 광투과도를 200, 350,

400, 500, 600, 그리고 800 nm의 파장 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

였다. CBPE 필름을 N2, O2, He, Ar, 그리고 air로 형성된 CP로

10분과 40분 동안 처리하였을 때, 각 파장 별로 측정된 필름의

광투과도는 모두 비처리 필름의 광투과도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05) (Table 2). 본 결과를 통하여 CP 처리 가스

와 처리 시간은 CBPE 필름의 광투과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CP 처리(air-CP, 900 W, 25분) 된 CBPE 필름과 비처리 필름에

잉크를 인쇄한 직후의 흡광도는 각각 0.153±0.017와 0.083±0.011

로, CP 처리 직후의 잉크 인쇄성은 유의적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Fig. 1. Microwave power density in the cold plasma treatment

chamber, simulated with Maxwell’s equation.

Fig. 2. Effects of the cold plasma (CP) treatment on the elastic

modulus of the corn biomass-containing polyester (CBPE) films.
CP treatments: air (plasma-forming gas), 900 W (treatment power),
25 min (treat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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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E 필름의 물리적 그리고 생분해 특성에 대한 CP 처리

전력과 시간의 영향

Air-CP 처리는 CBPE 필름의 유연성, 수분 방벽 특성, 그리고

인쇄 적성을 향상시켰으며, 비처리 필름과 비교했을 때 다른 물

리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CBPE 필

름의 물리적 그리고 생분해 특성에 대한 CP 처리 변수의 효과

연구와 저장 실험에 사용된 CP 형성 가스를 air로 결정하였다.

다양한 처리 전력과 시간에 다른 air-CP 처리의 CBPE 필름의 물

리적 그리고 생분해 특성에 대한 영향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CP 처리된 CBPE 필름의 인장 강도, 신장률, 모듈러스, 수증기

투과도, 광투과도(600 nm), 광분해성 신장률, 그리고 열분해성 신

장률에 대한 최대값은 각각 15.8±1.1 MPa (처리조건: 826 W, 35

분), 425.2±18.1% (474 W, 35분), 95.4±8.2 MPa (826 W, 35분),

0.258±0.015 g·mm·h−1·kPa−1·m−2 (474 W, 14분), 19.4±1.0% (650 W,

25분), 302.8±31.8% (474 W, 14분), 그리고 185.3±10.0% (650 W,

10분)였고, 최소값은 12.9±1.2 MPa (650 W, 25분), 328.3±7.2%

(650 W, 25분), 78.3±1.7 MPa (474 W, 25분), 0.190±0.016 g·mm·h−1

·kPa−1·m−2 (650 W, 25분), 16.9±1.8% (826 W, 14분), 189.9±84.3%

(650 W, 40분), 그리고 106.1±8.4% (826 W, 35분)이었다.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 결과를 통하여 CP 처리

전력과 처리 시간, 인장 강도, 신장률, 모듈러스, 수증기 투과도,

광투과도, 그리고 열분해성 간에는 상관관계는 매우 낮거나(−0.5<r)

유의적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즉 위의 필름

특성들은 각 CP 처리 변수의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통해 각

처리 변수들과 광분해성이 음의 상관관계(처리 전력: −0.5153

(p<0.0001); 처리 시간: −0.6712 (p<0.0001))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처리 전력과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CBPE 필

Table 2. Effects of the plasma-forming gas and cold plasma (CP) treatment time on water vapor permeability and light transmittance

(at 200, 350, 400, 500, 600, and 800 nm) of the corn biomass-containing polyester films

Film sample
Plasma-

forming gas
Time
(min)

Water vapor permeability
(g·mm·h−1·kPa−1·m−2)

Light transmittance (%)

Wavelength (nm)

200 350 400 500 600 800

Untreated
CBPE1) film

0.271±0.053a2) 0.0±0.0 7.6±1.2ab 10.5±1.5ab 14.8±1.8ab 18.5±2.0ab 25.0±2.2ab

CP-treated
CBPE film

N2

10

0.229±0.009ab 0.0±0.0 7.0±0.6ab 9.7±0.7ab 13.9±0.9ab 17.6±1.0ab 24.2±1.2ab

O2 0.238±0.014ab 0.0±0.0 6.4±0.8ab 9.0±1.0ab 13.0±1.3ab 16.5±1.6ab 22.9±1.7ab

He 0.239±0.004ab 0.0±0.0 7.4±1.4ab 10.2±1.7ab 14.6±2.0ab 18.2±2.2ab 24.8±2.2ab

Ar 0.230±0.019ab 0.0±0.0 6.8±1.8ab 9.5±2.2ab 13.4±2.9ab 16.9±3.3ab 23.3±3.7ab

Air 0.213±0.009ab 0.0±0.0 8.1±0.8a 11.1±1.0a 15.5±1.2a 19.3±1.3a 25.9±1.4a

N2

40

0.236±0.031ab 0.0±0.0 7.3±0.4ab 10.2±0.4ab 14.5±0.5ab 18.3±0.5ab 25.0±0.6ab

O2 0.277±0.079a 0.0±0.0 5.9±1.4b 8.4±1.9b 12.1±2.3b 15.4±2.7b 21.7±3.0b

He 0.239±0.023ab 0.0±0.0 7.1±1.8ab 10.0±2.4ab 14.2±3.0ab 17.7±3.4ab 24.1±3.9ab

Ar 0.226±0.030ab 0.0±0.0 6.8±2.1ab 9.5±2.6b 13.4±3.1b 16.8±3.4ab 23.1±3.6ab

Air 0.194±0.007b 0.0±0.0 8.2±1.1a 11.3±1.3a 15.8±1.5a 19.7±1.6a 26.5±1.5a

1)CBPE means the corn biomass-containing polyester.
2)Means in each column with same letter did not differen significantly (p<0.05).

Table 3. Response variables and their values for optimization of cold plasma treatment conditions against physical and biodegradable

properties of the corn biomass-containing polyester films

Power
(W)

Time 
(min)

Response variables and values

Tensile strength
(MPa)

Percentage
elongation at 

break (%E) (%)

Elastic modulus 
(MPa)

Water vapor
permeability 

(g·mm·h−1·kPa−1·m−2)

Light
transmittance
(%) at 600 nm

%E for
photodegradation

(%)

%E for heat
biodegradability

(%)

900 25 14.3±0.5abc1) 357.6±14.8bcd 79.9±5.9b 0.196±0.035cd 16.9±1.8bcd 238.9±26.9b 134.1±14.5bcde

650 25 14.3±1.3abc 332.3±14.4c 88.9±8.1ab 0.190±0.016d 17.0±1.6abcd 249.2±44.9ab 158.1±8.1abcd

650 25 13.7±1.3bc 344.6±5.8cd 83.5±9.3ab 0.221±0.011abcd 19.4±1.0a 258.0±5.6ab 158.9±33.3abcd

826 14 14.9±1.7ab 351.1±9.9cd 89.4±10.2ab 0.242±0.016ab 17.2±3.5d 228.7±34.9b 150.7±16.1abcde

826 35 15.8±1.1a 336.2±34.5d 95.4±8.2a 0.221±0.013abcd 17.6±2.0abcd 206.8±42.7b 106.1±8.4e

650 25 12.9±1.2c 328.6±44.9d 85.2±8.8ab 0.210±0.019bcd 17.5±1.7abcd 233.9±29.5b 127.9±9.3cde

650 25 15.6±0.5a 410.2±41.1ab 86.4±5.1ab 0.224±0.015abcd 17.2±0.6cd 226.8±20.2b 151.3±3.2abcde

474 35 15.6±0.1ab 425.2±18.1a 89.2±2.2ab 0.247±0.006ab 16.9±1.8abcd 195.4±32.0b 138.5±36.4bcde

400 25 15.5±1.4ab 437.9±31.8a 86.0±9.5ab 0.219±0.008abcd 17.4±0.9abcd 228.0±46.8b 165.1±46.7abc

650 40 15.4±1.1ab 410.1±49.4ab 88.2±8.6ab 0.225±0.014abcd 19.3±0.9abcd 189.9±84.3b 115.0±18.4de

474 14 13.7±0.9bc 395.2±60.0abc 78.3±1.7b 0.258±0.015a 19.4±0.6ab 302.8±31.8a 178.7±36.7ab

650 10 15.5±0.6ab 409.4±1.6ab 90.6±0.5ab 0.212±0.013bcd 19.0±0.5abc 258.9±41.8ab 185.3±10.0a

650 25 14.3±0.7abc 328.3±7.2d 88.2±5.2ab 0.234±0.013abc 19.0±0.7abc 221.7±6.4b 146.0±16.2abcde

1)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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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광분해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CBPE 필름의 광

분해성에 대한 반응표면 모델식(Y)은 다음과 같다. Y=(333.2721)+

(−0.0257)X1+(−3.1781)X2+(0.0084)X1X2+(−0.0002)X1
2+(−0.0973)X2

2.

변수들은 본 모델식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다(R2=0.54, p<0.0001).

일차항인 X1과 X2는 음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어 처리 전력 또

는 처리 시간이 증가되면 CBPE 필름의 광분해성이 증가됨을 나

타내고 있다. 처리 전력과 처리 시간에 따른 CBPE 필름의 광분

해성의 변화를 반응표면 그래프를 사용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광분해성은 증가되었으며, 최대 처리 시

간인 40분의 시간 동안 CP 처리되었을 때 신장률이 가장 낮아

최대의 광분해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CBPE 필름의 광분해

성은 CP 처리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름 내

에 존재하는 카르보닐기는 빛 에너지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감광

성 작용기이며, 이러한 감광성 작용기는 흡수한 빛 에너지를 화

학적 에너지로 전환하여 필름 내 고분자 체인을 절단하고 필름

매트릭스의 산화를 촉진시켜 필름의 광분해 속도를 증가시킨다

(33). 본 연구 결과에서는 air-CP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록 CBPE

필름의 광분해성이 향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CP 처리 시간이 길

어진 만큼 CBPE 필름 내 감광성 작용기의 양도 증가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물리적 특성과 열역학적 특성

저장 0일 차부터 저장 56일차까지의 저장 기간 동안, air-CP로

400 W에서 40분 동안 처리된 CBPE 필름과 비처리 필름의 인장

강도, 신장률, 모듈러스, 수증기 투과도, 그리고 광투과도는 각각

12.3-13.7 MPa, 261.2-349.6%, 79.6-88.5 MPa, 0.294-0.352 g·mm

·h−1·kPa−1·m−2, 그리고 14.6-17.2% 범위에 있었다. CP 처리와 저

장 시간은 CBPE 필름의 인장 강도, 신장률, 모듈러스, 수증기 투

과도, 그리고 광투과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p>0.05).

CP 처리의 저장 중 CBPE 필름의 열역학적 특성에 대한 영향

을 Fig. 4에 나타내었다. 모든 필름 시료의 T
g
는 −30.7- −29.2oC

사이에서 각각 하나씩 나타났다. CP 처리된 CBPE 필름의 모듈

러스 값은 비처리 필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Fig. 4), CP 처

리 직후 25oC에서의 CBPE 필름의 모듈러스 값은 1.0×107 Pa에

서 1.5×106 Pa로 감소되었다. DMA 분석 결과를 통해 air-CP 처

리가 CBPE 필름의 유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장 56일 후, 비처리 필름의 모듈러스 값의 변화는 없었고, 25oC

에서의 CP 처리된 CBPE 필름의 모듈러스 값 역시 저장 0일의

모듈러스 값이 유지되었다. 본 결과를 통해 CP 처리가 상온에서

의 필름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필름 유연성은 저장 시간

이 길어져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Predicted relationships among cold plasma treatment

power, time, and photodegradation of the corn biomass-

containing polyester films. CP treatments: air (plasma-forming
gas), 400-900 W (treatment power), 10-40 min (treatment time).

Table 4. The r and p values of pearson’s coefficients demonstr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cold plasma treatment power, time, and the

values of physical and biodegradation propertie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Cold plasma treatment power Cold plasma treatment time

r value p value r value p value

Tensile strength -0.1250 0.3775 0.0972 0.4931

Percentage elongation at break -0.5436 <0.0001 -0.1023 0.4752

Elastic modulus 0.0511 0.7085 0.1248 0.3596

Water vapor permeability -0.5010 0.0041 -0.3340 0.0663

Light transmittance -0.2482 0.0760 -0.0976 0.4913

Photodegradation -0.5153 <0.0001 -0.6712 <0.0001

Heat biodegradation -0.4006 0.0086 -0.6138 <0.0001

Fig. 4. Effects of the cold plasma (CP) treatment on the elastic
modulus of the corn biomass-containing polyester (CBPE) films

during storage at 23±2oC and 50±3% relative humidity for 56

days. CP treatments: air (plasma-forming gas), 400 W (treatment
power), 40 min (treat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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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형태

CP 처리의 저장 중 CBPE 필름의 표면형태에 대한 영향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본 사진들은 CP 처리된 CBPE 필름과 비처리

필름의 0일 차와 저장 56일 차의 표면 상태를 촬영한 것이다. CP

처리 전의 CBPE 필름의 표면은 거친 느낌이 나며 작은 입자들

이 표면 바깥쪽으로 오돌토돌하게 돌출되어있는 느낌을 주는데

(Fig. 5A), 따라서 CP 처리 직후 이러한 필름의 표면 조도와 입

자의 돌출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B). CP 처리된

CBPE 필름 표면의 조도는 CP 처리의 etching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되었다(34,35). CP 처리는 etching 효과로 고분자의 표면 조도

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Air-CP 처리에 의

해 고분자 소재 표면이 거칠어진 연구 결과는 앞서 발표된 선행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Esena 등(37)은 air-CP 처리에 의해

poly (ethyleneterephthalate) 필름 표면의 조도가 심화되었다고 보

고하였고, Lehocký 등(38)은 합성 폴리에스터 섬유를 air-CP로 2-

20분 동안 CP 처리하였을 때, 소재 표면 조도가 증가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비처리 필름의 표면 형태는 저장 56일 동안 변화되지

않은 반면(Fig. 5C), CP 처리된 CBPE 필름의 표면 조도는 저장

56일 후에 더욱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D). CP 처리된

CBPE 필름은 CP 처리에 의해 고분자가 절단되어 비처리 필름

에 비해 저장 기간 동안 생분해가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39),

CP 처리된 CBPE 필름 표면의 조도가 비처리 필름에 비해 두드

러지게 심화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화학적 구조 변화

XPS 분석을 통하여 CP 처리와 저장에 의한 CBPE 필름 표면

의 O/탄소(C) 원소 비율과 N/C 원소 비율 변화를 관찰하였다.

CP 처리 전 비처리 CBPE 시료의 O/C와 N/C 비율은 각각 9.7%

와 0.0%였으나, CP 처리 후 15.6%와 1.5%로 증가되었다. 이는

air-CP 중 형성되는 dinitrogen (N2, N2
+), atomic nitrogen (N, N+,

N++, N+++), dioxygen (O2, O2
+, O2

−), atomic oxygen (O, O+,

O++, O+++, O−), nitric oxide (NO, NO+, NO−), nitrogen dioxide

(NO2, NO2
+, NO2

-), 그리고 nitrous oxide (N2O, N2O
+, NO2

−)와

같은 species들에 의해 CBPE 필름 표면에 C-O, C=O, O=C-O,

COOH, NH2, 그리고 N-C=O와 같이 O와 N원소를 가진 작용기

들이 다수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40,41). 저장 56일 후,

비처리 CBPE 필름 표면의 O/C와 N/C 비율은 각각 9.9%와 0.0%

로 0일 차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으나, CP 처리된 CBPE 필름 표

면의 O/C와 N/C 비율은 각각 11.7%와 0.36%로 감소되었다. CP

처리 후 필름 표면에 형성된 특정 작용기들(예, 친수성 작용기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름 매트릭스 내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러한 현상을 노화(aging)라고 한다(42). 저장 중 감소된 CP 처리

된 CBPE 필름 표면에서의 O/C와 N/C 비율은 이러한 노화에 의

해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5. Effects of the cold plasma treatment on the morphology of the corn biomass-containing polyester (CBPE) films during storage at
23±2oC and 50±3% relative humidity for 56 days. (A) Untreated film on day 0; (B) CP-treated film on day 0; (C) untreated film on day 56;
and (D) CP-treated film on day 56. CP treatments: air (plasma-forming gas), 400 W (treatment power), 40 min (treat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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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적성

저장 0일의 CP 처리된 CBPE 필름과 비처리 필름에 잉크를 인

쇄한 직후의 흡광도는 각각 0.138±0.021과 0.084±0.013였고, 저장

56일 차의 CP 처리된 CBPE 필름과 비처리 필름에 잉크를 인쇄

한 직후의 흡광도는 각각 0.153±0.013와 0.085±0.009이었다. CP

처리된 CBPE 필름의 초기 잉크 인쇄성은 CP 처리 직후와 저장

56일 후 모두 비처리 필름의 인쇄성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p<0.05), 이를 통하여 CP 처리가 CBPE 필름의 잉크 인쇄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분자 필름의 인쇄성은 필름

표면 조도가 증가될수록 향상된다고 보고되었는데(43), 상기 본

연구에서 보여진 CP 처리에 의한 CBPE 필름의 잉크 인쇄성 향

상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CP 처리가 필름의 조도를 높였기 때

문으로 사료되었다. ‘CP 형성 가스가 CP 처리된 CBPE 필름의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의 인쇄적성 결과도 이와 같은 이유

로 설명될 수 있다.

열분해성

CP 처리의 CBPE 필름의 열분해성에 대한 영향을 Fig. 6에 나

타내었다. CP 처리된 CBPE 필름과 비처리 필름의 신장률은 모

두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었다. 그러나 28일 차를 제

외한 저장 기간 동안 비처리 필름보다 CP 처리된 필름의 신장

률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p<0.05), CP 처리가 CBPE 필름의

열분해성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미생물 분해성

CP 처리의 저장 중 CBPE 필름의 미생물 분해성에 대한 영향

을 Fig. 7에 나타내었다. CP 처리된 필름과 비처리 필름 모두 저

장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곰팡이의 생장에 의해 중량이 감소되

었다. CP 처리된 필름의 중량 감소는 저장 28일 차까지는 비처

리 필름의 중량 감소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장

56일 차에는 CP 처리된 필름과 비처리 필름 각각 13.8%와 8.7%

로, CP 처리된 필름이 유의적으로 높은 중량감소를 나타내었다

(p<0.05). 이로써 CP 처리가 CBPE 필름의 미생물 분해성을 향상

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CP 처리에 의해 CBPE 필름의 고분자

체인 말단과 필름 내 빈 공간이 증가되면서, 필름에서의 곰팡이

성장이 용이해지고 곰팡이로부터 만들어진 효소의 필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CBPE 필름의 미생물 분해성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Rhizopus arrhizus와 R. delemar가 생성한 lipase는

poly (ethylene adipate)나 poly (e-caprolactone)와 같은 폴리에스터

필름을 분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또한 Tritirach-

ium album이 생성한 proteinase K는 PLA를 잘 분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요 약

CP 처리의 CBPE 필름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분해 특성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다. CP 처리는 CBPE 필름의 인장 강도, 신

장률, 그리고 광투과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

았으나, air-CP 처리는 CBPE 필름의 유연성, 수분 방벽 특성, 그

리고 인쇄적성을 향상시켰다. Air-CP 처리는 저장 중 CBPE 필

름 표면의 조도와 O와 N 원소를 포함한 작용기의 양을 증가시

켰고, 인쇄적성, 열분해성, 그리고 미생물 분해성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 CP 처리 후 CBPE 필름 표면에서 보여지는 노화 현

상을 XPS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CP 처리가

CBPE 필름을 비롯하여 다른 생분해성 식품 포장재의 물리적 특

성과 생분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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