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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과 대나무 섬유(bamboo fiber, BF) 복합체의 물성에 미치는 상용화제의 영향을 고찰하
기 위해 이축압출기를 이용하여 PP/BF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BF의 함량은 10에서 25 wt%로 변량하였고, 상용화제는 
3 wt%로 고정하였으며, 폴리프로필렌과 대나무 섬유와의 혼화성 증대를 위한 상용화제는 무수말레인산(maleic anhy-
dride, MAH)이 그라프트된 PP-g-MAH를 사용하였다. 상용화제를 적용한 복합체의 화학구조는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
의 1700 cm-1 근처에서 나타나는 카르보닐기(C=O) 신축진동 피크의 존재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압출온도와 스크
류 회전속도는 기계적 물성과 탄화 정도를 고려하여 210, 100 rpm으로 선정하였다. PP/BF 복합체의 용융거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결정화 온도는 10-20 ℃ 정도 증가를 나타내었고, 이는 BF가 불균일 핵제로 작용하기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인장시험, 굴곡시험을 통해 BF의 함량이 15-20 wt%일 때 상용화제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PP와 BF의 계면 접착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계면 접착특성 향상은 파단면의 SEM 사진과 
접촉각을 통해 확인하였다. 

Abstract
Polypropylene (PP)/bamboo fiber (BF) composites were fabricated by twin screw extruder in order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compatibilizer on physical properties of PP/BF composites. The content of BF changed from 10 to 25 wt% and that of 
the compatibilizer was fixed at 3 wt%. Maleic anhydride grafted PP (PP-g-MAH) was used to increase the compatibility be-
tween PP and BF as a compatibilizer. Chemical structures of the composites were confirmed by the existence of carbonyl 
group (C=O) stretching peak at 1,700 cm-1 in FT-IR spectrum. Considering the degrada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the 
optimum extrusion conditions were selected to be 210 ℃ and 100 rpm, respectively. There was no distinct changes in melting 
temperature of the composites, but the crystallization temperature increased by 10-20 ℃ owing to the heterogeneous nuclei 
of BF. It was checked that the optimum BF content was in the range of 15-20 wt% from the results of tensile and flexur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The effect of the compatibilizer on mechanical properties was confirmed by SEM images of 
fractured surface and contac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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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세계 자동차 산업 동향 분석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와 관련 온실 

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플라스틱 소재가 철강소재를 대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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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자동차 경량화에 따른 연비 향상으로 직결되

는 예측 수치를 보이는데,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우리나라의 연비강

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기

술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자동차 연비 강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인 자동차 경

량화로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중량이 10% 감소되면 연료 소비가 

7% 감소되어 연비가 1 L당 1 km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

재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플라스틱 복합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플라스틱(고분자) 복합소재란, 고분자 매트릭스에 강화제로 필

러나 다른 고분자를 섞음으로써 강도 그리고 내열성 등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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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T-IR spectra of PP/BF/CA composites.

수 있는 방법이다[1-5]. 자동차용 고분자 복합소재로써 현재 자동차용 

내 외장 부품소재에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의 경우, 경제성, 물성, 공정성, 환경 

및 재활용성 등 응용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분자 복합소재의 필러로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왔던 유리섬유, 탄

소섬유 등은 높은 기계적 물성을 갖는 장점으로 인해 그 사용이 많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섬유의 경우 천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

조공정을 거침으로 총 탄소의 규제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 섬유를 천연섬유로 대체하려는 연구가 유럽과 같은 선진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천연섬유의 종류로는 양마, 아마, 대마, 대나무 섬유 등이 있고, 대나

무 섬유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와 높은 기계적 강도 등으로 각광을 받

고 있다. 

자동차 부품소재에서 많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PP의 경우도 케냐

프, 대나무 섬유 등을 중심으로 내장 부품으로의 적용을 위해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등으로 구성된 이들 천연섬유가 친수성기를 가지고 있어 소수성의 특

징을 나타내는 폴리프로필렌과의 계면 접착특성이 열세하며 동시에 

리그닌을 포함하여 물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친수성의 천연 섬유와 소수성의 고분자의 혼화성 증대를 위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11]. 고분자/천연섬유 복합체의 물성향

상을 위해 천연섬유에서 리그닌 등을 제거하는 방법과 섬유의 접착력 

향상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천연섬유의 표면 개질 방법은 매우 효과

적인 방법 중 하나이지만 공정 설비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제 도입을 통한 PP/천연섬유 

복합체의 계면 접착 특성 향상을 통한 물성 향상 방법이 가장 효율적

인 방법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12-15].  

현재까지의 상용화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케냐프와 같은 마계통의 

섬유에 많이 진행되었고, 대나무 섬유의 경우 최근에 연구개발이 진

행되기는 하였으나, 대나무 섬유의 가공온도별 탄화조건, 상용화제 종

류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 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다[16-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P/BF 복합체의 물성에 대한 가공조건, 상용화제 종류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이축압출기를 이용하여 PP/BF 복합체를 제조

하고 열적 특성, 충격, 인장, 굴곡 특성, 그리고 계면접착 특성 등을 

평가하여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및 복합체 제조

매트릭스로 사용된 폴리프로필렌은 LG Chemical의 HR600R (MI = 

25 g/min)을 사용하였으며, 상용화제(coupling agent, CA)로 사용된 

PP-g-MAH의 경우 Lotte Chemical에서 제공받은 PH-200을 사용하였

다. BF는 (주)한양소재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중국산 BF를 

10% NaOH로 처리 후 0.1 M HCl로 중화한 제품으로 섬유길이는 100 

µm이다. PP와 BF는 80 ℃에서 24 h 동안 진공오븐에서 건조 뒤 사용

하였다. PP/BF/CA 복합체는 이축압출기(바우테크, BA-11, L/D = 36)

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BF의 탄화 등을 고려한 이축압출기의 가공 

온도 선정을 위해 Die 온도를 210 ℃-250 ℃의 범위에서 압출하였으

며, 스크류 회전속도는 100-300 범위 내에서 50 rpm씩 변화를 주어 

실험하였다. CA는 3 wt%로 고정하였고, BF의 함량은 10, 15, 20, 25 

wt%로 변량하여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복합체는 PP/BF(a)/CA(b)로 

표시하였고 a와 b는 각각 BF와 CA의 함량을 나타낸다.

2.2. 측정

PP/BF/CA 복합체의 화학구조는 적외선분광기(FT-IR, Perkin Elmer, 

Spectrum 1000)를 사용하였고, 열적 특성 분석에는 시차주사열용량분

석기(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와 열중량분석기(Ther-

mogravimetric analyzer, TGA)를 이용하였다. DSC는 TA instrument 

DSC Q20을 이용하여 50-250 ℃ 범위에서 승온/냉각/승온 모드(mode)

를 사용하였으며, 승온 및 냉각 속도는 10 ℃/min으로 설정하여 질소

분위기하에서 분석하였다. TGA는 TA instrument TGA Q50을 이용하

여 800 ℃까지 승온 속도 10 ℃/min으로 설정하여 질소분위기하에서 

측정하였다. 인장강도는 만능시험기(Hounsfield, H10KS, 영국)를 이

용하여 1 mm 두께의 시편을 속도 5 mm/min로 실험하였고, 인장시험 

후 파단면의 형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Tescan Mira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였다. SEM 시료의 절단

면을 금박하여(gold sputter coating) 25 kV의 가속전압으로 관찰하였

다. 굴곡강도의 경우 만능시험기(Qmersys, QM-100T-2T)를 이용하여 

1 mm의 속도로 측정하였으며, 충격강도는 충격시험기(대영 C&T, 한

국)를 이용하여 2 mm 두께의 시편에 노치를 준 다음 측정하였다. 기

계적 물성의 측정 시편은 200 ℃ 가열 프레스(hot press)를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각 시료당 5회 실시하여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PP의 모

든 기계적 물성은 그림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PP/BF/CA 복합체의 

계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접촉각을 측정하였으며, 1 mm 두께의 

시트에 물을 떨어뜨린 뒤 3 s 뒤에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P/BF/CA 복합체의 화학구조 확인 및 반응조건 선정

PP/BF 복합체의 가공 조건을 선정하기 위해 이축압출기를 이용하

여 압출온도 및 스크류 rpm별로 PP/BF/CA 복합체를 제조하였고, BF

의 함량은 25 wt%로 고정하였다. 제조한 PP/BF/CA 복합체의 화학구

조를 FT-IR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FT-IR 스펙트럼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PP의 경우는 3,000 cm-1 부근에서 특성 피크

인 C-H 신축진동 피크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1450∼1300 cm-1 부근

에서 -CH3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PP/BF 복합체와 

PP/BF/CA 복합체는 1,700 cm-1 부근에서 카르보닐기(C=O)의 신축진

동 피크를 나타내고 있는데, PP/BF/CA 복합체의 경우는 상용화제로 

사용된 PP-g-MAH에 포함되어 있는 MAH에 의한 것이고, PP/BF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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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tos of PP/BF/CA composites as a function of extrusion 
temperatures.

Figure 3. Young’s and flexural moduli of PP/BF/CA composites with 
temperature and rpm.

Figure 4. Impact strength of PP/BF/CA composites with temperature 
and rpm.

Figure 5. DSC thermograms of PP/BF/CA composites.

합체의 경우는 BF 내에 함유되어 있는 헤미셀룰로오스의 카르보닐기

에 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PP/BF 대비 PP/BF/CA의 C=O 피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사실로부터 PP, BF, CA 가 적절히 혼합된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PP/BF/CA 복합체 제조 시 탄화 및 물성 등이 고려된 압출 

온도 및 스크류 rpm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온도와 rpm에 따른 탄화

정도와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시료의 탄화정도는 스크류 

rpm보다는 압출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압출온도에 따

른 탄화 정도를 Figure 2에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압출온도를 250 ℃

에서 10 ℃씩 낮추면서 탄화정도를 살펴본 결과 210 ℃될 때 탄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복합체의 압출온도를 210 ℃로 고정하였다. 

Figure 3은 압출온도와 스크류 rpm에 따른 인장 탄성률과 굴곡 탄성

률을 나타낸 것으로, 압출온도와 스크류 rpm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4는 압출온도와 스크류 rpm에 충격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압출온도와 스크류 rpm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도에 따른 탄성률의 감소는 수지의 탄화에 의한 것으로 예측되고, 

스크류 rpm에 따른 탄성률의 감소는 스크류 rpm이 증가함에 따라 섬

유가 높은 전단력을 받아 잘려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들 결과를 종합할 때 압출온도는 210 ℃, 스크류 rpm은 100일 

때 최적의 물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복합체는 210 ℃, 100 rpm을 

기준으로 제조하였다.  

3.2. PP/BF/CA 복합체의 물성에 대한 BF 함량 및 상용화제의 영향

선정된 조건에서 제조한 BF의 함량에 따른 PP/BF/CA 복합체의 열

적 특성 확인을 위해 DSC 실험을 수행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PP와 비교할 때 복합체의 용융온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BF가 혼합된 복합체의 경우 결정화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BF가 PP 용융체에 불균일 핵제로 작용하여 결정화 거동

에 참여 하기 때문에 결정화 온도가 증가하는 것이라 예측되고 이는 

기존의 PP/천연섬유 복합체의 결정화 거동과 유사한 현상이다. 

Figure 6은 PP/BF/CA 복합체의 분해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한 TGA 곡선이다.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BF

의 경우 열에 상당히 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해 거동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분해거동의 열세는 사출성형과 같은 자

동차 부품소재 가공 공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수이다. B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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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Tm (℃) 2△Hm (J/g) 3Tc (℃) 2△Hc (J/g) 4Td (℃)

PP 159.7 68.7 112.9 77.5 406.5

BF · · · · 117.6

PP/BF10/CA0 160.2 90.0 116.5 92.2 309.5

PP/BF10/CA3 162.5 134.2 113.7 149.5 311.6

PP/BF15/CA0 161.1 88.6 115.7 92.8 303.7

PP/BF15/CA3 160.2 85.7 115.3 98.0 308.4

PP/BF20/CA0 161.1 83.3 118.7 84.9 296.9

PP/BF20/CA3 160.7 96.2 117.0 99.3 311.5

PP/BF25/CA0 160.8 72.5 116.6 76.0 289.8

PP/BF25/CA3 160.8 78.1 117.7 87.0 289.8
1Tm : melting temperature, 2△Hm/△Hc : heat of fusion & crystallization,
3Tc : crystallization temperature, 4Td : degradation temperature at 5 wt% loss.  

Table 1. Summary of Thermal Properties of PP/BF/CA Composites

Figure 6. TGA thermograms of PP/BF/CA composites.

Figure 7. Tensile strength and moduli of PP/BF/CA composites.

25 wt% 함유된 PP/BF 복합체에서 CA를 적용한 경우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분해온도가 적게나마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CA에 

의해 PP와 BF의 계면 접착특성이 개선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는 다음의 SEM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에 용융 온도, 

결정화 온도, 분해온도 등 열적특성을 정리하였다. 

Figure 7은 PP/BF/CA 복합체의 인장 강도 및 탄성률을 나타낸 것이

다. 상용화제 적용이 탄성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인장강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PP보다는 낮은 값을 보이지만 상용화제가 적용될 경

우 BF의 함량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BF의 함량이 

15 wt%일 때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15 wt%를 기준으로 인장강

도의 개선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이유는 BF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BF끼리 서로 뭉쳐지는 경향이 강해져 나타나는 현상

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8은 PP/BF/CA 복합체의 굴곡강도 및 굴곡 탄성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굴곡 강도의 경우 상용화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PP보

다 낮은 값을 보이지만, 상용화제가 적용되면 PP보다 큰 값을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하였고, 개선 정도는 BF의 함량이 20 wt%일 때 가장 크

게 나타내었다. 상용화제가 적용되지 않은 굴곡강도의 경향과는 달리 

상용화제가 처방된 BF 25 wt% 복합체의 굴곡강도가 BF 20 wt%의 

굴곡강도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BF의 함량이 높을수록 

일부 탄화가 발생하여 시편 제조 시 기포가 일부 발생하였고 이로 인

한 오차로 판단된다. 굴곡 탄성률의 경우는 BF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는 값을 보여주었고, BF가 20 wt% 첨가될 때 가장 큰 개선

정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상용화제로 PP-g-MAH가 적용되면 PP와 BF

의 계면접착특성이 증가하여 BF의 섬유배향 특성이 PP 메트릭스에 

전달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9는 PP/BF/CA 복합체의 충격 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충

격 강도의 경우 PP 대비 낮은 값을 나타내며, 상용화제 존재 유무에 

큰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격강도는 일반적으로 

고분자 수지 자체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섬유에 의해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섬유의 길이가 임계 길이 이상에서 흐름에 다른 배향

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의 PP/BF에 사용된 

섬유의 경우 길이가 매우 짧아 충격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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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lexural strength and moduli of PP/BF/CA composites.

Figure 9. Impact strength of PP/BF/CA composites.

(a)

(c)(b)

Figure 10. SEM images of fractured surface for PP/BF/CA composites 
: (a) PP/BF15/CA3, (b) PP/BF25/CA0, and (c) PP/BF25/CA3.

PP-89.7° BF10/CA3 -83.2˚

BF25/CA0 -65.5˚ BF25/CA3 -74.8˚

Figure 11. Contact angle images of PP/BF/CA composites.

로 예측할 수 있다.

Figure 10은 PP/BF/CA 복합체의 인장실험 후 파단면을 SEM으로 

측정한 사진이다. Figure 10에서 (a)는 15 wt%의 BF함량에 상용화제

가 3 wt%인 복합체를, (b)는 25 wt%의 BF함량에 상용화제가 적용되

지 않은 복합체를, 그리고 (c)는 25 wt%의 BF함량에 상용화제가 3 

wt%인 복합체를 나타낸 것이다. BF의 함량이 15 wt%와 25 wt%를 비

교하였을 때 25 wt% 복합체의 경우가 섬유들이 뭉쳐 있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고, BF 함량 25 wt% 복합체의 상용화제 적용 여부에 따른 

SEM 사진의 경우 적용한 복합체의 계면 접착특성이 우수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의 기계적 물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로 고

려될 수 있다. 

Figure 11은 PP/BF/CA 복합체의 계면 접착특성을 추가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접촉각 데이터이다. 비극성 고분자인 PP의 경우 물과 친하

지 않은 소수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PP/BF/CA복합체에 비해 다소 큰 

접촉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용화제의 적용 유무에 따

른 접촉각을 비교하였을 때 상용화제가 적용된 복합체의 경우 PP와 

BF 사이에 충분한 계면접착이 이루어져 PP의 특성에 보다 가까워 

PP/BF/CA0 복합체에 비해 큰 접촉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BF 10 wt%와 비교할 때 25 wt%의 경우 낮은 접촉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BF 내의 극성인 셀룰로오스가 상대적으로 많아 접촉각

이 감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내장재의 두께 감소를 통해 경량화를 달성하

기 위해 굴곡특성 등이 우수하고 친환경 소재인 BF를 PP에 복합화하

고자 하였다. PP/BF/CA 복합체의 탄화 및 기계적 물성을 기준으로 

210 ℃, 100 rpm을 최적 가공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가공조건

으로 BF의 함량 및 CA의 적용 여부에 따른 인장특성, 굴곡특성 및 

충격특성을 분석하였다. BF의 함량이 15-20 wt%일 때 CA의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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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장강도와 굴곡강도의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PP

와 BF 사이의 계면 접착특성과 BF의 뭉침 현상 등으로 설명할 수 있

고, 파단면의 SEM 사진과 접촉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PP에 BF

가 첨가될 때 용융온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결정화 온도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BF의 불균일 핵생성에 의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PP/BF 복합체의 분해거동은 셀룰로오스로 

인해 열세함을 나타냈는데, 이는 PP/BF 복합체의 사출가공 시 고려되

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상용화제는 자동차부

품소재용 PP/천연섬유 복합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선정하여 

3 wt%의 최적 조건을 선정하였고, 상용화제의 종류나 PP-g-MAH의 

MAH 그라프트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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