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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prepared epoxidized poly ethylene-ter-1-decene-ter-divinylbenzene (Epo-PEHV) as a reactive

compatibilizer to prevent phase separation phenomenon which occurs upon blending polypropylene (PP) and ethylene-vinyl

alcohol copolymer (EVOH). Firstly, PEHV was prepared under high catalyst activity according to content of catalyst and

cocatalyst. After then, we modified vinyl group of the terpolymer with epoxy group. We observed that the terpolymer was

successfully epoxidized by 1H-NMR and FT-IR analysis. The Epo-PEHV was added by 2, 5, 10% in PP/EVOH blends. The

morphologi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P/Epo-PEHV/EVOH blends were analyzed by SEM and UTM, respectively.

Epo-PEHV enhanced the interfacial adhesion of PP and EVOH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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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식품 포장분야에서는 식품의 안정성, 보호성, 장기 보존성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식품 산업의 발전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식품포장용 소재는 제품의 안정된 유통기한

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체와 수분에 대한 차단성, 가격경쟁력

과 기계적 강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1,2

Polypropylene (PP)은 저가이면서 수분에 대한 차단성이 우

수한 플라스틱 산업의 대표적인 범용 수지로, 양호한 기계적

내구성과 투명성, 가공성을 가지고 있어 식품 포장 소재로 널

리 사용된다. Ethylene-vinyl alcohol 공중합체(EVOH)는 내화

학성과 기체 차단성이 우수하여 포장 재료로 널리 이용되며,

특히 산소차단성이 중요한 식품 포장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다.3 하지만 EVOH는 수분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

이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수분차단성이 우수한 PP를 배리어

층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기체와 수분에 대한 차단성이 동

시에 높아져 식품의 보존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별

도의 장비·시설과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최종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4-6 이를

해결하고자, Yeo 등은 PP와 EVOH를 블렌딩하였으며, 이축

연신 공정을 도입하여 저가이면서 PP 보다 향상된 차단성을

나타내는 필름을 제조하였다.7 두 소재 간의 상용성을 증가시

키기 위하여 PP에 maleic anhydride가 그래프트된 상용화제

인 PP-g-MAH를 적정량 적용하여 분산 상태를 양호하게 하

고, 산소 차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상용화제는 PP와 EVOH 블렌드와 같이 분자구조의 차이에

따라 상분리가 나타날 수 있는 소재 간의 결합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첨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는 다

수 보고된 바 있다.8,9 Ares 등은 PP/EVOH 블렌딩에 ionomer

를 상용화제로 적용하여 유변학적 특성변화와 모폴로지를 관

찰하였으며,10 Fisher 등은 mica, glass beads, PP-g-MAH 를 상

용화제로 첨가하여 PP/EVOH 블렌드의 물성을 비교하였다.11

Yousefi 등은 PP/EVOH 블렌딩 필름을 제조하기 위하여 PP-

g-MAH와 diethyl maleate가 그래프트된 PP-g-DEM를 상용화

제로 첨가하였으며, 연신공정을 거쳐 기계적 물성과 모폴로

지, 기체 차단성 등을 비교하였다.12 뿐만 아니라, Chun과 Ahn

은 PP/EVOH/PP 다층구조의 필름 제조시 발생하는 스크랩과

PP를 블렌딩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용화제를 비교 적용하였는

데,4 이와 같이 상용화제는 PP/EVOH 블렌드의 물성을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P와 EVOH의 블렌드를 제조함에 있어, 소

재간의 혼화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능성 상용화제를 직접

합성하여 적용하였다. 상용화제는 중합체의 구조 및 성능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하여 제조하†Corresponding author E-mail: dhkim@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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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올레핀계의 ethylene과 α-olefin의 1-hexene, 관능성기

가 있는 divinylbenzene 단량체를 포함하는 삼원공중합체 형

태로 제조하였다. 삼원공중합체를 제조함에 있어, 최적의 조

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촉매와 촉매 투입량에 따른 촉매활

성도 및 분자량을 비교하였으며, 그 외의 중합 시간 및 온도,

단량체 투입량 등은 선행연구의 조건을 반영하여 적용하였

다.13 최적의 중합조건으로 제조된 삼원공중합체에 반응성 상

용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에폭시기를 도입하였다. 최종

적으로 제조된 Epo-PEHV 상용화제는 투입량을 달리하여 PP/

EVOH 블렌드에 적용하였으며, 이 때의 블렌드의 모폴로지와

기계적 특성변화 등을 관찰하였다.

Experimental

1. 재료 및 제조방법

상용화제 제조의 모든 과정은 질소 분위기 하에서 행하여

졌으며, 수분에 민감한 촉매는 외부와 차단된 글로브박스

(Korea Kiyon Co.) 내에서 취급하였다. 메탈로센 촉매는

Aldrich사의 rac-Et[Ind]2ZrCl2촉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촉

매를 활성시키기 위한 공촉매로는 triisobutylaluminium (Tosho,

TIBA)와 diethylanilium tetrakispentafluorophenyl borate (Tosho,

DATB)를 이용하였다. 반응계에는 molecular sieve (4 Å)와 산

화망가니즈(II) 컬럼을 통과시켜 수분과 산소를 제거한 고순

도의 질소가스(대명가스)를 투입하였다. 삼원공중합체의 구

성 단량체로는 에틸렌(대명가스), 1-hexene (Aldrich, 97%),

divinylbenzene (Aldrich, Alpha 80%, DVB)을 사용하였다.

DVB는 5% NaOH 염기성 수용액을 이용한 세척을 통해 단

량체에 함유되어 있는 중합금지제를 제거한 뒤, 감압 증류하

여 사용하였다. 용매는 톨루엔(Samchun Co., 99.5%)과 n-

hexane (Samchun Co., 99.5%)을 사용하였는데, 톨루엔의 경

우 Na/benzophenone을 넣은 후, 증류장치를 이용하여 정제를

하였다. 

중합과정은 300 mL stainless 반응기(Utosystem)를 50oC로

설정한 후, 톨루엔 100 mL를 넣고, 순차적으로 1-hexene과

DVB를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단량체들이 충분히 잘 섞이도

록 200 rpm으로 10분간 교반 후 공촉매인 TIBA와 DATB, 메

탈로센 촉매를 넣고 에틸렌 가스를 59.6 psi으로 투입시키면

서 중합을 실시하였다. 중합이 완료되면 메탄올/HCl 수용액

에 석출시킨 뒤 진공오븐에서 8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속실

렛 장치를 이용하여 n-hexane으로 추출하고 건조시킴으로써

n-hexane에 완전히 녹는 정제된 비가교 형태의 삼원공중합체

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합성한 삼원공중합체는 에폭시화를 위하여 100 mL 둥근 플

라스크에서 톨루엔 80 mL와 완전히 녹을 때까지 교반시킨

후, m-CPBA (meta-chloroperbenzoic acid) solution 20 mL를

투입하여 반응시켰다. 55oC의 온도 조건 하에 2시간 교반하

여 반응이 완료되면 methanol로 quenching 과정을 거치고, 형

성된 고형분은 filter paper로 여과 하여 오븐에서 60oC, 24시

간 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제조된 상용화제를 투입한 PP와 EVOH의 블렌드는 브라벤

더 믹서(Brabender GmbH, Plasti-Corder 680135 type)를 이용

하여 제조하였다. PP는 폴리미래㈜의 HP 552N (MFI: 14 g/

10 min)을 사용하였고, EVOH는 EVAL Europe의 F101B (EVOH

content: 32.9%, MI: 1.51 g/10 min)을 사용하였다. 블렌드 제

조 조건으로는 190oC, 50 rpm, 10 min으로 설정하였고, PP와

EVOH의 투입비율은 90/10으로 고정시킨 채, 상용화제의 투

입량을 변화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분석 기기 및 조건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Polymer

Laboratories사의 PL-GPC210 모델인 high-temperature gel

permeation chromatograph (HT-GPC)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용매는 1,2,4-trichlorobenzene (TCB)를 사용하였고 유속은 1

cm3/min로 하여 140oC에서 측정하였다. 촉매활성도(catalytic

activity)는 삼원공중합체의 최종 수득량(kg)을 촉매의 몰 (mol)

과 시간(hr)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내었다.

상용화제의 구조 분석을 위해 Bruker 사의 AVANCE 400,

500 MHz 모델인 1H-NMR를 사용하여 50oC에서 CDCl3 용매

에 용해시켜 분석하였다. 합성한 상용화제의 구조는 Nexus

(Thermo Nicolet)에서 제작한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

scopy (FT-IR)을 이용하여 또한 분석하였다.

Tinius Olsen사의 H5K-T모델인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신율(%), 파단강도(MPa) 및

모듈러스(GPa)를 구하였으며, 이 때 crosshead speed는 50

mm/min으로 설정하였다. 신장율은 재료 인장시험 시 재료가

늘어나는 비율을 말하며, 파단인장강도는 시험재료가 외력에

의해 파단 될 때 생긴 응력을 MPa 단위로 나타낸 것을 의미

한다. 

Results and Discussion

1. 촉매 투입량에 따른 삼원공중합체 제조 연구

메탈로센 촉매를 이용하여 ethylene, 1-hexene 및 DVB로 구

성된 삼원공중합체를 제조하는 합성 과정을 Scheme 1에 나

타내었다. 

공촉매는 반응계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메탈로센 촉매를 안

정화시키고, 촉매활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재

료이다. 이에 따라 적정량의 공촉매를 투입해주는 것은 메탈

로센 중합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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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은 메탈로센 촉매몰비 대비 TIBA 공촉매 투입몰비

에 따른 삼원공중합체의 촉매활성도 및 분자량 변화를 나타

낸 것으로, Al/Zr 몰비로 표기하였다. Al/Zr 몰비가 300에서

500까지 증가함에 따라 촉매활성도와 분자량은 일정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Al/Zr 몰비가 700일 경우에는 오히려 줄

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투입된

TIBA는 메탈로센 촉매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비활성 화합물

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공촉매의 투입 몰비는 500

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2는 DATB 공촉매의 투입몰비에 따른 촉매활성도 및

분자량을 나타내었다. B/Zr 투입 몰비를 1.0~2.5까지 변화시

켰으며, 이 중 B/Zr 투입 몰비가 2.0와 2.5 일 때 10,000이상

의 높은 촉매활성도를 나타내었다. 음이온성인 Borate계 공촉

매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촉매 활성점 주위의 안정도가 높

아져 촉매활성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2.5에서 미비하

게 감소 추세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DATB 공촉매의 투입

량은 메탈로센 촉매 대비 2.0배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

량 평균 분자량의 경우 150,000~160,000 수준을 보여주었으

며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3은 촉매량에 따른 촉매활성도 및 중량평균 분자량

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촉매활성도는 1.5~2.5 µmol까지 꾸준

히 증가하였으며, 촉매량이 2.5 µmol일 때, 가장 높은 촉매활

성도가 나타났다. 2.5 µmol 보다 많은 양을 투입할 경우에는

촉매활성도와 분자량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는 공촉매의 투입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촉매가 과량 투입됨

에 따라, 공촉매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한 촉매가 오히려 불순

물로 작용하여 촉매활성도를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

으로, PEHV 삼원공중합체 제조에 있어 투입되는 촉매의 양

은 2.5 µmol, TIBA는 촉매투입량의 500배, DATB는 2배가 가

Scheme 1. Preparation of the poly(ethylene-ter-1-hexene-ter-divinylbenzene) (PEHV).

Figure 1. The changes of the catalytic activity and MW of the

terpolymers as a function of Al/Zr molar ratio. Polymerization

conditions: 50oC, 20 min, 300 mL stainless autoclave, rac-

Et(Ind)2ZrCl2 = 2.5 µmol, and B/Zr = 2.0.

Figure 2. The changes of the catalytic activity and MW of the

terpolymers as a function of B/Zr molar ratio. Polymerization

conditions: 50oC, 20 min, 300 mL stainless autoclave, rac-

Et(Ind)2ZrCl2 = 2.5 µmol, Al/Zr = 500.

Figure 3. The changes of the catalytic activity and MW of the

terpolymers according to the catalyst content. Polymerization

conditions: 50oC, 20 min, 300 mL stainless autoclave, rac-

Et(Ind)2ZrCl2, Al/Zr = 500, B/Zr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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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높은 촉매활성도와 양호한

분자량을 나타내는 최적의 조건으로 epoxidation 연구를 진행

하였다. 

2. 삼원공중합체의 말단 vinyl 기를 이용한 에폭시화 연구

상기의 조건 하에 합성한 삼원공중합체의 말단에 있는

vinyl기를 에폭시기로 치환하여 상용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연

구를 진행하였다. 반응에 사용된 m-CPBA는 에폭시화에 일반

적으로 쓰이는 peroxide계 산화제이며, 친전자체 역할을 한다.

Poly(ethylene-ter-1-hexene-ter-divinylbenzne) 말단의 vinyl기

는 친핵제로 m-CPBA와 반응하기 때문에 중간체 없이 치환

이 가능하다. 삼원공중합체의 에폭시화 반응은 Scheme 2와

같다.
1H-NMR과 FT-IR 분석을 통하여 에폭시 기의 도입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ure 4의 1H-NMR spectra를 분석한 결과,

Figure 4(a)에 나타난 바와 같이 4.8 ppm에서 합성한 삼원공

중합체의 비닐기 피크를 확인하였고, Figure 5(b)에서는 2.3

ppm과 3.0 ppm 사이에서 에폭시기에 해당하는 CH와 CH2 피

크가 Figure 4(a)와 비교하여 눈에 띄게 커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Figure 5의 IR spectra 분석 결과, 1638, 990 및 910 cm−1 파

장대에서 삼원공중합체의 비닐기에 해당하는 피크가 확인되

었고(Figure 5(a)), 에폭시로 치환한 삼원공중합체는 1260과

870 cm−1 파장대에서 epoxy ring의 신축진동에 의한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것으로 PEHV 삼원공중합체의 말단 비닐기가

에폭시기로 성공적으로 치환되어 Epo-PEHV 상용화제가 제

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PP/Epo-PEHV/EVOH 블렌드의 특성 분석

위에서 제조된 Epo-PEHV 반응성 상용화제는 Table 1에 나

Scheme 2. Epoxidation of poly(ethylene-ter-1-hexene-ter-divinylbenzne) using m-chloroperbenzoic acid.

Figure 4. 1H-NMR spectra of the terpolymers: (a) PEHV and (b)

Epo-PEHV.

Figure 5. IR spectra of the terpolymers: (a) PEHV and (b) Epo-

PE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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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바와 같이 PP와 EVOH 블렌드에 함량별로 적용시켰다.

PP와 EVOH는 9:1의 비율로 고정하였고, Epo-PEHV는 PP와

EVOH 총중량 대비 2, 5 및 10%로 투입하였다. 

Figure 6은 SEM을 통한 PP/Epo-PEHV/EVOH 블렌드의 모

폴로지 분석 결과이다. Figure 6(a)와 같이 상용화제가 첨가되

지 않았을 경우, PP와 EVOH의 상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EVOH 의 입자크기가 크게 뭉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에 Figure 6(b-d)와 같이, Epo-PEHV 의 투입량이 증

가할수록 투입된 EVOH의 입자 크기가 작게 분산된 것이 확

인되었으며, 이로써 두 상의 상용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Figure 7은 PP/EVOH 및 PP/Epo-PEHV/EVOH 블렌드의 기

계적 물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파단 강도의 경우 상용화제

가 투입됨에 따라 약 28 MPa까지 증가하다가 상용화제가 10

wt.%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는 Schem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용화제인 Epo-PEHV가 투

입됨에 따라 PEHV 말단에 존재하는 Epoxy ring과 EVOH에

존재하는 hydroxyl기 사이에 수소결합 또는 화학적 반응이 일

어남으로써, PP와 EVOH와의 상용성을 높여주고, 계면 접착

Table 1. Preparation of PP/EVOH Blend and PP/Epo-PEHV/

EVOH Blends

Type Name
PP 

(g) 

EVOH 

(g)

Epo-PEHV 

(g)

PP/EVOH PEp0E 31.5 3.5 0

PP/Epo-PEHV(2)/EVOH PEp2E 31.5 3.5 0.70

PP/Epo-PEHV(5)/EVOH PEp5E 31.5 3.5 1.75

PP/Epo-PEHV(10)/EVOH PEp10E 31.5 3.5 3.50

Figure 6. SEM images of PP/EVOH and PP/Epo-PEHV/EVOH blends with various compatibilizer content: (a) PEp0E, (b) PEp2E, (c)

PEp5E, and (d) PEp10E.

Figure 7. Effects of compatibilizer content on the ultimate tensile

strength and tensile modulus of PP/EVOH and PP/Epo-PEHV/

EVOH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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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증가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삼원공중합체로 제조된

Epo-PEHV 상용화제는 high α-olefin의 긴 사슬에 의하여 결

정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젖음성이 증가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상용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amorphous한 성질로

오히려 기계적 강도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입

량의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14 Figure 7의 모듈러스 결과에서

상용화제 투입량에 따라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 위의 설명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정한 양의 상용화제 사용으

로 Epo-PEHV는 PP/EVOH 블렌드의 상용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PP와 EVOH 블렌딩에 있어 소재간의 상용

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po-PEHV를 반응성 상용화제로 합

성하여 적용하였다. 일차적으로 PEHV 삼원공중합체는 메탈

로센 촉매와 공촉매의 투입량에 따라 촉매활성도와 분자량을

비교하였는데, 투입되는 촉매의 양은 2.5 µmol, TIBA는 촉매

투입량의 500배, DATB는 2배일 때가 가장 높은 촉매활성도

와 양호한 분자량을 나타내었다. 위의 조건으로 제조된 PEHV

에 상용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삼원공중합체 말단의 비닐기를

에폭시화 하였으며, 1H-NMR과 FT-IR을 이용하여 에폭시화

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Epo-PEHV

는 9:1비율로 혼합된 PP/EVOH에 총량대비 2, 5, 10%로 투입

하여 블렌딩하였으며, SEM과 UTM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확

인하였다. SEM 분석결과, Epo-PEHV의 투입여부에 따라 차

이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는데, Epo-PEHV가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PP와 EVOH의 상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EVOH 의

입자크기가 크게 뭉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단인장

강도의 경우에서는 상용화제 투입량이 총량대비 5% 까지 증

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되었고, 모듈

러스의 경우는 반응성 상용화제를 투입할수록 일정하게 감소

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비상용성인 PP와 EVOH

블렌드에 투입된 Epo-PEHV 반응성 상용화제는 모폴로지 상

에서 상용화 효과가 잘 관찰되었고, 기계적 강도 면에서도 적

정 투입량에 따라 상용화 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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