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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amide (PA) is one of five engineering plastic materials which has good mechanical properties and com-

petitive price compared to other engineering plastics and it has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in the areas of automotives,

electronics and aerospace industry. Even though PA market grows fast compared to other engineering plastics, it has few

organized literatures regarding researches and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review overall background, characteristics, for-

mulation, current market trends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PA resins and their composites. 

Keywords: polyamide, characteristics, formulation, technology trend, review

Introduction

US Environmental Protective Agency(환경 보호 단체)는

2025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대하여 54.5 mpg (23 km/l)의 연

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정도 자동차의 연비를 2025년까지 54.5 mpg (23 km/l)로 개

선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완성자동차 업체들의 주 관심사는

차량의 연비 향상이다.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차량의 경

량화, 엔진 성능의 향상, 공기 저항 줄임, 회전 저항성(roll

resistance)가 낮은 타이어의 개발 등등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차량의 무게를 10% 줄일 때 연비는 7% 향상되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의

경량화 소재로서 플라스틱(plastic), 알루미늄, 마그네슘, 초고

장력 강판(high-strength steel) 등의 소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요는 2020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차량의 경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적용되는 부품 소재들

중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의 사용이 증가하

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 범용 플라스틱이 차량의 내장 부품에

적용되어 왔으나 기계적 물성 및 내열 물성 등의 약점으로 인

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철 소재를 대체하지 못 하였다. 현재 범

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위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철이 사

용되던 부품들을 대체하고 있다. International Quality and

Productivity Center (IQPC)에 따르면, 자동차 소재는 2010년

에 약 380억 불이 거래되었으며 2017년까지 약 953.4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

플라스틱 소재는 금속에 비하여 약 70~90%, 알루미늄에 비

하여 약 50~60%, 세라믹 소재에 비하여 약 45~55%의 경량

성, 디자인 유연성 및 성형가공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생활용

품에서부터 자동차, 전기, 전자 및 산업용 분야 등의 공업용

재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수지의 종류 또한 다양

하여 일반 범용 플라스틱(commodity plastic)에서부터 엔지니

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까지 수많은 종류의 플라스

틱 수지가 부품의 다양한 기능 및 성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널

리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소재는 금속이나 세라믹

소재에 비하여 내열성, 난연성 등의 특성이 떨어지는 단점 등

이 있다.

범용 플라스틱(예, PE, PP, PVC, PS, ABS, SAS, PET,

PMMA 등)과 구분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특징을 우선

살펴보면, 범용수지 대비 내열 성질과 기계적 강도가 높은 구

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뜻한다. 엔지니어

링 플라스틱을 내열성과 용도로 분류하면, 5대 범용 엔지니어

링 플라스틱의 내열성(연속 사용 온도 80~160oC) 보다 한 단

계 더 높은 내열성(연속 사용 온도 160~220oC)을 가진 고기

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super engineering plastic)으로 나

눌 수 있다. 편의상 연속사용온도가 150oC 미만을 범용 엔지

니어링 플라스틱, 150oC 이상을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

틱으로 구분한다. 5대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polyamide

(PA), polycarbonate (PC), polyacetal (POM), polyphenylene

oxide (PPO), polybutylene terephthalate (PBT)/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들이 속한다.2 5대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

틱과 polyketone (POK)의 특성 및 사용용도를 Table 1에 정

리하였다.

PA는 분자 구조 내에 amide기 (-NH-CO-)를 함유하는 선상

고분자(polymer)의 총칭으로서 대표적인 결정성(semi-crystal-†Corresponding author E-mail: kwangjea.kim@dtr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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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인 가소성 합성 수지이다. PA의 역사는 “과학적 사실을

확립,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28년 당시 정설화 되었던

H. Staudinger의 고분자설을 유기합성법으로 실증하려던

DuPont사(미국)의 Carother로부터 시작되었다.3 그는 ε-

aminocaproic acid를 가열하여 일련의 중축합 반응 중에서 PA

가 얻어짐을 발견하였고4 1936년에는 락탐(lactam)화합물을

개환중합(ring-opening polymerization)하여 PA6을 비롯한

PA7, PA8, PA9, PA11 등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발

표하였다.5,6 이를 기초로 하여 1938년에는 diamine과 di-

carboxylic acid을 축중합시켜 PA610, PA310, PA510 등을 합

성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7,8 또한 미국의 DuPont사에서

‘polyhexamethylene adipate’의 공업화하여 PA의 개발에 성공

하였다.9 1939년에는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여 “NYLON”이

라는 상품명으로 시판함으로써 합성 수지가 본격적으로 도입

되었다.9

한편, PA6는 PA66와는 별도로 1937년 독일 IG사의 P.

Schlack이 물 존재하에서 ε-caprolactam이 중합됨을 발견한 후

1942년 공업화에 성공하여 “PERLON”이라는 상품명으로 시

판되었다.9 Amide 구조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PA의 종류는

PA6, PA66, PA610, PA46 PA11, PA12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

성들을 Table 2에 요약하였다.

PA 수지는 DuPont사에서 공업화된 이래 1950년대까지는

Table 1.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Engineering Plastics

Experiment Units

PA

PC POM PPO

Polyester (PEST)

POK6 Resin/

GF 50%

66 Resin/

GF 50%
PBT PET

Maker - -
Kolon 

Plastics

Kolon 

Plastics

Kolon 

Plastics

Kolon 

Plastics

Mando 

AM

Kolon 

Plastics

Kolon 

Plastics
Hyosung

Product - -

KOPA®

KN111

/ KN133G50

KOPA®

KN3311/ 

KN333G50BL

KOPHOS®

KO1989

KOCETAL®

K300

TEKAPPOTM 

JF2

SPESIN®

KP210

KOPET®

KP132FR
M330A

Characteristic - -

Middle 

viscosity 

wide uses

GF 50%

Middle 

viscosity wide 

uses

GF 50%

High 

transmittance, 

Injection grade

wide uses
Modified 

PPO

Standard 

grade

Flame 

retardant
-

Specific 

gravity
ASTM D792 - 1.14/ 1.50 1.14/ 1.51 1.20 1.41 1.22 1.31 1.70 1.24

Tensile 

strength
ASTM D638 MPa 81/ 205 83/ 220 64 64 72 59 68 65

Tensile strain ASTM D638 % 100/ 7 60/ 7 110 60 30 100 83 250~300

Flexural 

strength
ASTM D790 MPa 123/ 335 127/ 345 98 94 113 88 103 65

Flexural 

modulus
ASTM D790 MPa 2,746/ 12,790 2,942/ 13,800 2,452 2,501 2,648 2,059 2,648 1,569~1,765

Impact test ASTM D256 kg·cm/cm 7.5/ 23 7/ 13 10 7.8 11 4 2.5 10~18

Heat 

deflection 

temperature

HDT 1.82MPa oC 65/ 210 85/ 247 131 110 145 60 80 105

Tg
oC 47 72 147 -76~-60 215 50~60 67~81 15

Tm
oC 220 260 - 162~175 - 223 250 220

Processing temperature oC 260 290 280~300 190~200 260~300 240~260 240~260 240~245

Degree of crystallinity
semi-

crystalline

semi-

crystalline
amorphous

semi-

crystalline
amorphous

semi-

crystalline

semi-

crystalline

semi-

crystalline

Property

High 

mechanical 

good 

processability 

high abrasion 

resistance

Excellent 

thermal

high stiffness

chemical 

resistance

High impact

good thermal

high 

transmittance

high abrasion 

resistance

Excellent 

thermal

chemical 

resistance

Excellent 

thermal

low specific 

gravity

low fluidity

chemical 

resistance

crack 

property

insulation 

resistance

High 

mechanical

Excellent 

thermal

weather 

resistance

chemical 

resistance

high abrasion 

resistance

sealing

hydrolysis 

resistance

Application

(in automotive)

connectors

wheel covers

reservoirs

mounts, covers

radiator tanks

band-clips

(under low 

stress)

head lamp

dashboard

Fuel sender

power window 

locking device

dashboard

panels

door pad

Distribution 

cap

potor arm

door handle

Wiper arms

brakes 

boosters

valve body

Fu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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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룬 반면, 플라스

틱 제품으로의 전개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즉, 2차 대전

중 미국에서 군사용 전선 피복 재료 및 wire, 약간의 성형품

등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1950년 이후에 사출품을 중심으로

한 플라스틱 용도의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적용 분야에 따라

섬유(fiber), 필름(film), 직물(textile), 성형(molding) 부품 등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내열 내구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첨가제 및 충전제를 적용한 고내열 PA 복합소재의 연구 및

개발, PA 사슬에 곁가지(branch) 구조를 도입한 소재의 특성

개질, 다양한 보강제 적용 및 다른 수지와의 복합화(alloy)에

의한 특성 부여 등에 의한 복합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고성능 성형 기계가 개발되고 PA의 압출 분야에 대

한 응용이 확대되어 진행됨으로써 PA 소재의 자동차 산업, 전

기 전자 산업의 급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근래에는 우주 항공 산업, 전기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 및 높은 내열성의 요구 등에 알맞은 방향성(aromatic)

PA와 amide bond의 일부 또는 전부가 imide bond로 치환된

polyamideimide (PAI), polyimide (PI)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

다. 또한 결정성 고분자의 결점인 치수 불안정성과 낮은 충격

강도를 보완한 PA 수지 복합화(polymer alloy) 및 비결정성

PA 등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다. 그 외에도 환경 친화성

을 위한 식물 기반의 다양한 바이오매스(bio-mass)를 이용한

PA 중합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5대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 하나인 PA

Table 2. Classification of Polyamide

Classification Monomers Structures
Melting point 

(oC)
Applications

Polyamide 6 caprolactam 215~225

General Machinery Parts : 

Gear, bearing, chem, nylon boil, 

valve sheet, bolt, nut, packing

Automobile parts: carburetor 

needle valve, oil reserve tank, 

speed meter gear, wire harness 

connector

Electric parts: coil bobbins, 

relay parts, washers, 

refrigerators, door latches, gears, 

connectors, plugs

Construction parts: chassis 

parts, door latch, curtain rollers

Sundry: Crockery for artisan, 

non-return hammer head, lighter 

body, hanger book, comb, soles

Pressed products: film, tube, 

sheet, monofilament 

(toothbrush)

Sporting Goods: Ski boots, 

roller blades, snow bikes, 

bowling pins

Polyamide 66
HMDA*,

adipic acid
255~260

Polyamide 610
HMDA*,

sebacic acid
213~215

Polyamide 46
butanediamine,

adipic acid
278~290

Polyamide 11
aminoundecanonic 

acid
187

Polyamide 12 laurolactam 176~183

Polyamide

6-6T

HMDA*,

adipic acid

terephthalic acid

310

Polyamide

6-6IT

HMDA*,

adipic acid

isophthalic acid

terephthalic acid

310

Polyamide 

6M-T

HMDA*,

methylpentane diamine

terephthalic acid

305

Polyamide

9-T

nonadiamine

methyloctane diamine

terephthalic acid

263~306

*HMDA; Hexamethylenediamine

Table 3. Monomers for AB Type Polyamide

No. of 

Carbon 

Atom

Monomer Polyamide 

(PA)

(polymer)
Lactam

Amino Acid (n)

(Ring opening product)

4
Butyrolactam

Pyrrolidone
PA4

5
Valerolactam

Piperidone
5-Amino Valeric Acid PA5

6 Caprolactam 6-Amino Caproic Acid PA6

7 Enantholactam 7-Amino Enanthic Acid PA7

8 Capryllactam 8-Amino Caprylic Acid PA8

9 Pelargolactam 9-Amino Pelargonic Acid PA9

10 Caprinolactam 10-Amino Capric Acid PA10

11 Undecanolactam 11-Amino Undecanoic Acid PA11

12 Lauryllactam 12-Amino Lauric Acid PA12

13 13-Amino Tridecanoic Acid PA13

22 　 22-Amino Behenoic Acid PA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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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의 합성법, 특성, PA 복합소재의 응용 가공, 수요 동향, 최

근의 기술 동향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Experimental

1. 원료 및 제조 방법

PA는 그 단량체(monomer)의 구조 형태에 따라 통상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1. AB Type Polyamide10-12

AB형 PA는 환상형(cyclic) lactam의 개환반응(ring opening

polymerization) 또는 amino-carboxylic acid의 축합반응(con-

densation polymerization)에 의해 얻어진 PA로서 명명법은

lactam 또는 amino-carboxylic acid의 탄소수(n)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n=6인 ε-caprolactam인 경우 PA6이라고 부른다.

AB형 PA 및 이를 이루는 단량체는 Table 3과 같다.

대표적인 AB형 PA인 PA6의 생성은 단량체인 환상형의 ε-

caprolactam의 개환으로부터 개시되는 개환반응에 의한 6-

amino caproic acid의 생성, 인접한 lactam 또는 분자쇄 말단

과 연쇄적으로 축중합되어 amide 교환반응, PA6 고분자로 성

장하는9,10 반응을 거친다. 위 PA6의 반응 기전(mechanism)은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1-13

1.2. AABB Type Polyamide10-12

이런 종류의 PA는 diamine과 diacid 또는 이들의 염의 중축

합 반응에 의해 얻어지는 PA로서 그 명명법은, diamine의 탄

소수(n)와 diacid의 탄소수(m)를 nylon 또는 PA에 연이어 표

기함으로서 명명한다. 예를들어 n=6, m=6일 때 nylon66 또는

PA66 이라고 부른다. AABB형 PA에 사용 가능한 단량체와 그

들로부터 얻어진 대표적인 PA는 Table 4와 같다.

이들의 중합은 고체의 석출(deposition)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수용액으로 시작하며, 고분자의 융점이 높기 때문에 ε-

caprolactam의 중합보다 반응관 내의 온도가 높다. 또한 이 반

응은 화학적으로 diamine과 diacid와의 당량 반응14이기 때문

에(아래 중축합반응 그림 참조) 이들의 몰비(比)(mole ratio)가

고분자의 최종 분자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15 예로서

는 PA66, PA69, PA610가 있으며, diacid의 양이 많아질수록

분자량이 증가하여 점도도 증가한다.

1.3. Aromatic Polyamide10-12

방향족 고리(aromatic ring)가 amide bond에 의해 결합된 PA

로서 aromatic diamine과 aromatic diacid 또는 그들의 유도

체로부터 중합된 아래 그림에서 예시한 일종의 AABB형 PA

이다.

방향족 PA는 내열성, 난연성이 우수하고 특히 인장 강도와

탄성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 열가소성수지(thermoplastic)의 내

열 한계를 초월하는 군수품, 우주 항공 부품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diamine의 구조에 따라 meta-계와 para-계로 구분되

며 amine group이 phenyl ring의 meta-위치에 위치한 meta-계

aramid는 내열성 및 난연성이 특히 우수하고, para-위치에

amine group이 위치한 para-계 aramid는 강도와 탄성율이 우

Table 4. Monomers for AABB Type Polyamide

No. of 

Carbon 

Atom

Monomer Polyamide

(PA)

(polymer)
Diamine (n) Diacid (m)

4 Tetramethylene Diamine Succinic Acid PA44

5 Pentamethylene Diamine Glutaric Acid PA55

6 Hexamethylene Diamine Adipic Acid PA66

7 Heptamethylene Diamine Pimelic Acid PA77

8 Octamethylene Diamine Suberic Acid PA88

9 Nonamethylene Diamine Azelaic Acid PA99

10 Decamethylene Diamine Sebacic Acid PA1010

11 Undecamethylene Diamine Undecanedioic Acid PA1111

12 Dodecamethylene Diamine Dodecanedioic Acid PA1212

13 Tridecamethylene Diamine Brassylic Acid PA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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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특징이 있으며 예로서는 Kevlar, HM-50, Nomex가 있

다. 대표적인 물성을 Table 5에 요약하였다.

2. 일반적 성질

PA는 결정성인 가소성 고분자로서 용융 영역이 좁고, 유리

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이상에서도 강도를 유

지하는 등 물리적 성질(Table 6)이 이들 고분자의 결정화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16 PA는 결정화에 매우 용이한 고

분자 사슬의 선형 특성, 분자사슬 상호간의 수소 결합, 결정

화에 용이한 사슬길이를 가졌으며 결정화도는 담금질(quen-

ching) 또는 풀림(annealing)과 같은 열처리에 따라서 달라진

Table 6.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amides

units

PA6 PA66 PA12 PA11

Standard
30% G/F 

reinforced
Standard

30% G/F 

reinforced
Standard

30% G/F 

reinforced
Standard

Specific gravity - 1.14 1.36 1.14 1.37 1.02 1.23 1.04

Melting point oC 220 220 260 260 178 178 187

Tensile strength MPa 72.5 156.8 78.4 166.6 49 119.6 49

Fracture % 200 5 60 5 300 5 300

Flexural modulus MPa 2,548 7,350 2,940 7,840 1,372 5,880 980

Impact (Izod, Notch) J/m 54.9 107.8 39.2 78.4 49 98 39

Hardness R scale R114 R120 R118 R121 R106 R119 R108

Heat distortion temperature (1.82 MPa) oC 63 190 70 240 50 168 55

Absorption rate (24hr, 1/8") % 1.8 1.2 1.3 1.0 0.25 0.17 0.3

Mold shrinkage % 0.6~1.6 0.4 0.8~1.5 0.5 0.3~1.5 0.3 1.2

[Cosmetic Ingredient Review, 2013]

Figure 1. Morphology of polyamide crystallite. (A; amorphous, B;

chain-folded, C; chain-extended, D; fringed micelle).[adopted from

ref. 17]

Table 5. Mechanical Properties of Aromatic Polyamide

Bond type Para type Meta type

Chemical structure

Chemical name

PPTA

(para-phenylene 

terephthalamide)

PPDETA

(para-phenylene diphenylether 

telephtalamide)

MPIA

(meta-phenylene isophthalamide)

Product Kevlar HM-50 Nomex

Maker DuPont Teijin DuPont

Density (g/cm2) 1.44 1.39 1.38

Tensile strength (MPa) 2,793 3,038 686

Tensile modulus. (MPa) 58,800 69,580 7,840

Fracture (%) 3.8 4.4 38

Limiting oxygen index, LOI (%) 28 25 31

Melting point (oC) >540 >500 >430

Heat resistance (oC)(200oC × 1,000hr) 59 75 88

Applications
tire, belt, rope, gasket, fiber reinforced composite(FRC), 

bullet proof

filter, fire fighting garment, insulatio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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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섬유 등 연신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제품은 약 50% 정

도이고 사출 성형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약 25~40% 정도를 점

유한다.

PA의 결정의 형성은 최대의 수소 결합이 가능한 사슬 방향

과 수소 결합에 의한 사슬 간의 방향으로 접힌 고분자 사슬

(folded polymer chain)이 나란히 정렬해서 단분자 두께의 판

상(sheet)를 형성하고 이들 판상들이 쌓여서 결정(crystallite)

으로 성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17,18 이 결정은 생성 초기에는

매우 작으나 띠(ribbon) 형태로 성장해서 직경 50 µm 정도의

구형 입자(spherulite)를 형성한다.19 그래서 PA는 불규칙적이

나 수소 결합을 갖는 무정형 영역에 의해 연결된 녹는점이 높

고 단단하며 견고한 결정 단위로 구성된다.20 (Figure 1)

PA와 같은 선상 고분자에서는 결정의 용융 온도 범위가 매

우 좁다. 또한, Figure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녹는점의 차이는

분자사슬 상호간의 수소 결합능(hydrogen bonding ability)의

사슬 특성 및 결정화도에 기인한 것으로 주사슬에 대한 amide

group이 번갈아 배열된 AABB형의 녹는점이 amide group이

사슬의 한 방향으로 배열된 AB형보다 높으며 이와 유사한 효

과는 반복 단위의 탄소수가 홀수인 경우에서도 나타난다.21

(예, Tm PA66 260oC, PA6 220oC)

PA의 특성 중의 하나는 흡습성이다. 이는 소재의 기계적 물

성을 감소시키는22 반면 연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이는 PA의 주사슬 내에 친수

성이 강한 amide group이 수분을 흡수하여 물 분자간의 미끄

러짐을 용이하게 하여 물 분자가 PA 복합소재 내에서 가소제

(plasticizer)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23

고분자의 흡습은 amide-amide 수소 결합이 amide-water 수

소 결합으로 치환됨으로써 이루어지고 전체 amide group의 농

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한 모식도를 Figure 4에 나

타내었다.

흡습된 PA 복합소재는 제반 물성이 흡습의 정도에 따라 많

은 차이를 나타낸다.23 사슬 내에 amide의 수가 증가할수록 수

분과의 상호작용 표면이 증가하므로 수분의 흡수는 증가한

다. PA의 amide(%) 양에 따른 수분 흡수에 대한 정도를 Table

7에 요약하였다.

수분이 PA 복합소재의 기계적 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연성은 증가시킨다. (취성 감소) 현장에서는 이와 같

은 수분에 의한 연성 특성을 이용하여 타 부품과의 조립 가

공시 취성에 의한 파괴를 방지하는 용도로 응용하기도 한다.

3. 배합 및 응용2,9,10,12

초기 PA 수지는 우수한 가공성 및 강인성으로 인해 섬유 및

직물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후 중합 기술 및 응용

가공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출 성형, 압출 성형, 접착제, 잉

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또한, PA 수지에 여러 종

류의 기능성 첨가제를 첨가하는 개질(modification) 기술의 발

달로 인해 금속의 대체 재료로서 새로운 용도가 개척되기 시

Figure 3. Elongation at break of tensile specimens of poly-

amide66 : (a) no immersion; (b) immersion in water. [adopted

from ref. 22]

Figure 4. Interaction of polyamide molecule with water mole-

cules.[adopted from ref. 22]

Table 7. Water Absorption of Polyamide with Respect to Amide

Concentration

Polyamide
H2O Absorption, 24hr

(ASTM D570, %)

% 

Amide

Polyamide 6 1.3~1.9 38

Polyamide 66 1.0~1.3 38

Polyamide 69 0.5 32

Polyamide 612 0.4 28

Polyamide 12 0.25~0.3 22

Figure 2. Melt temperature of polyamide.[adopted from ref.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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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재료, 기타 기계 부품용 재료

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개질 기

술의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유리섬유(Glass fiber

(GF)) 등의 충전제를 첨가하여 강도를 증가시키고, 난연제를

첨가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기술과 내열성, 내충격성, 내후

성 등을 부여하는 복합화(compounding) 기술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PA 수지의 복합화 및 제품 생산 공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즉, 배합 소재의 선택, 배합 가공, 제품 생산/양산의 단계를

걸쳐 조립 부품(module)으로 제작한 후 완성 제품으로 만들

어 진다. 배합 소재는 크게 수지, 충전제, 첨가제 등으로 분류

된다.

PA 소재는 목적하는 부품의 요구 특성에 따라 선택된다

(Table 2). 최근 자동차에 적용되는 PA 소재는 경제성과 물성

을 고려한 PA6과 PA66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고기능성 엔

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재는 적용하고자 하는 부품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PA(예, PA6, PA66, PA610, PA46, PA11, PA12 등)가 선택되

어 제품에 적용된다. 각 PA 수지는 그 수지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그 수지가 가진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물성을 가진 수지와 혼합(blend)하여 특성을 보완하기도

한다. 예로서, PA/PP, PA/PE, PA/ABS 등이 알려져 있다. 이는

다음 단락에서 논의하겠다.

충전제는 PA 수지의 기계적 물성을 증가시키고 수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경우(예, GF), 제품의 가격을 낮추

는 역할을 한다. 충전제로 사용되는 소재로는 GF, 유리구슬

(glass bead (GB)), 아라미드섬유(aramid fiber (AF)), 탄소섬유

(carbon fiber (CF)),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 tube (CNT)),

clay, talc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면과 물성을 고려

하여 주로 GF가 사용된다. CF는 GF 대비 우수한 물성을 보

이는 소재로서 현재 항공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동

차 부품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재 GF 대비 약 10배 이상의 가

격 때문에 대량 생산 부품으로 적용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이

약한 단점이 있다. Aramid fiber, CNT 소재도 역시 GF 대비

우수한 물성들을 보이지만 가격 경쟁력이 약한 단점으로 인

해 첨단 기술의 소재로서 일부 적용되고는 있지만 범용 부품

으로 사용되기에는 현재로서 제한적이지만 적용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첨가제는 소재의 특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료이다. 예로서

상용화제(compatibilizer), 활제(lubricant), 산화방지제(anti-

oxidant), 안정화제(stabilizer), 난연제(flame retardant) 등이 있

다.24 첨가제의 기전(mechanism) 및 용도에 대해 첨가제 단락

에서 논의하였다.

3.1. 수지 알로이(Resin Alloy)25-40

수지 알로이(resin alloy)란 넓은 의미로는 고분자 수지를 2

종류 이상 포함한 다성분계를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공유

결합 유무에 관계없이, 이종 고분자의 혼합물(blend)이다. 최

근 산업계의 고도화에 따른 광범위한 분야에서 고분자 재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고분자의 사용으로는 어려워

졌으며, 또한 새로운 고분자 소재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연

구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지와 혼합

(blend)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polyphenylene ether (PPE)

와 polystyrene (PS)과 같이 상용성(miscible)이 있는 수지 혼

합의 예는 매우 적고,39 대부분의 고분자 혼합물은 비상용

(immiscible or incompatible)이기 때문에 단순 혼합물의 실용

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40 

PA 수지의 경우를 고찰하면, 다른 종류의 수지를 혼합하여

새로운 특성을 창출하는 수지 알로이(resin alloy) 기술이 활

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PA 수지는 우수한 강인성,

내약품성, 내열성, 내마모성 자기 윤활성, 가공성 등을 보유하

는 반면, 높은 수분 흡수율, 낮은 치수 안정성, 낮은 저온 충

격 강도, 낮은 열변형 온도 등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우수한 특성을 갖는 PA 수지를 제조하기 위해

수지 알로이(resin alloy) 기술이 적용되어 여러 종류의 PA계

알로이 수지가 개발, 상품화되고 있다.26-38

PA와 혼합이 가능한 고분자 수지로 PPO (poly(pheylene

oxide)), ABS (acrylonitrile-co-butadiene-co-styrene), PP (poly-

propylene) 등의 polyolefine, polycarbonate, PPE (polyphenyl-

ene ether), PAR (polyarylate),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등이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PA의 내약품성과 ABS의 내

충격성을 가지는 소재, PA의 내약품성과 PPE 또는 PAR의 치

수안정성을 가지는 소재, PA 에 polyolefin의 일종인 PP의 내

Figure 5. PPE, ABS, polyolefin, PAR, and PTFE resins, which

are blendable with poly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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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성 및 치수안정성을 보완한 소재, PA에 내마모성 및 유

동성을 보완한 소재 등이 있다. PA을 포함한 여러가지 혼합

물(blend) 중 PA/ABS 혼합물은 새로운 고분자를 제조하지 않

고도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각종 산업용 부품 등 응용

범위가 넓은 소재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혼합

물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28-37 위 수지 알로이(resin alloy)

기술에 의해 개발 또는 상품화되고 있는 PA계 알로이 수지의

특성 및 물성 개량 관계를 도식화하면 Figure 5과 같다.

그러나 PA를 포함하는 여타 혼합물들과 같이 PA/ABS 혼

합물도 단순 혼합으로는 상용성 문제로 원하는 물성을 완벽

히 구현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상용화제의 도입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28-38 이는 첨가제 단락에서 논의하겠다.

3.2. 충전제(Filler)24,41

근대적 의미의 복합재료는 1940년대 초에 사용되기 시작한

GF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 (FRP))이 그 효시이

다. 강화플라스틱의 개념은 1960년대 이후 GF보다 특성이 우

수한 CF (carbon fiber)의 출현과 AF (aramid fiber) 뿐만 아니

라 금속이나 세라믹 등으로 확대 발전되면서 복합재료라는 보

다 포괄적인 용어를 탄생시켰다.

복합재료는 수지에 충전되는 강화재(reinforcer)의 구조에

따라 섬유강화 복합재료(fiber reinforced composite), 입자강

화 복합재료(particulate composite)로 구분되고 강화하는 기지

재료(matrix)에 따라 고분자복합재료(polymer matrix compo-

site), 금속복합재료(metal matrix composite), 세라믹복합재료

(ceramic matrix composite)로 나누어진다.42,43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Fiber reinforced plastic (FRP))

섬유를 PA 고분자기지재료에 첨가한 섬유강화 고분자복합

재료(FRP)가 근래 복합재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42,43

섬유강화 고분자복합재료의 장점은 밀도에 비해서 높은 강도,

여러가지 부식에 저항이 강하며, 공정이 간단하여 생산 가격

이 낮은 점 등이다.43 충전제로 쓰이는 강화 섬유는 주로 GF

가 사용된다. 주용도는 자동차, 건설 자재, 주택 자재(욕조 외)

등이며, CF나 AF를 사용하는 첨단 복합재는 뛰어난 역학 특

성과 경량성으로 이들 용도의 고기능 분야에 진출하고 있지

만 가격적인 경쟁력이 약한 단점이 있다. 강화재로 사용되는

각종 섬유의 탄성률과 강도를 Table 8에 정리하였다. CF에 대

해서는 polyacrylonitrile (PAN)계, pitch계의 고탄성율 등급부

터 GF 수준의 저탄성률 등급까지 그 성능범위가 다양한 것

이 특징이다.

다음은 충전제 중 섬유강화 고분자복합재료에 주로 적용하

고 있는 섬유 종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유리섬유(Glass fiber(GF))25,44

GF는 원료로는 규사(silica), 석회석(limestone), 붕사(borax)

Table 8. Properties of Various Fibers

p-Aramid 

m-Aramid PA66 PET Steel Filament 
Carbon 

Fiber
E-glass

p-phenylene 

terephthalamides (PPTA) 

Copolymeri-

zation

Standard high modulus Technora

Density g/cm3 1.4 1.5 1.4 1.4 1.1 1.4 7.9 1.8 2.6

Decomposition/

Melting point
oC >500 >500 500 420 255 260 1600 3700 825

Tensile strength

cN/dtex 19.7 19.7 24.7 5.7 9.1 8.1 3.3 19.9 7.8

g/de 22.3 22.3 28.0 6.5 10.3 9.2 3.9 22.6 8.8

MPa 2800 2800 3440 790 1040 1130 2550 3590 2000

kg/mm2 285 285 350 80 106 115 275 366 2.5

Young's modulus

cN/dtex 490 710 520 88 82 90 200 1310 280

g/de 557 818 590 100 93 100 290 1480 320

MPa 70 103 71 13 9.8 13 160 235 73

kg/mm2 7260 10500 7400 1300 1300 1300 21500 24000 7500

Fracture % 3.6 2.5 4.6 25.0 20.0 13.0 1.9 1.5 2.0

Moisture content % 6.5 2.5 2.0 5.0 4.5 0.4 0 0 0.3

Heat resistance

(48hr/200oC)
% 90 90 100 90 45 55 100 100 95

Heat shrinkage

(4min/160oC)
% <0.1 <0.1 <0.1 0.2 6 5.5 0 0 0

Flammability % 29 29 25 32 flammable flammable nonflammable flammable nonflammable

Fiber Expansion

Coefficient
10−6/K −3.5 −3.5 0.6 1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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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주를 이루며,45 경도, 투명성, 내화학성, 안정성 및 내불

활성 뿐만 아니라, 강도, 유연성, 강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

다.46 GF는 복합 구조, 인쇄 회로판 및 특수 목적 다양한 제

품의 제조에 사용되기도 한다.47 GF는 주로 낚시대, 골프 샤

프트, 테니스 라켓 등의 레저, 스포츠 제품에 이용되고 있으

며, 특히 GF 스크림(scrim)은 카본 보강용으로 사용된다.

GF는 원료조성에 따라 S-glass(고강도용), C-glass(화학용),

E-glass(전기부품용), A-glass(고알카리용) 등으로 나뉜다.48

높은 인장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S-glass가 사용된다. 특별히

화합물(2종 이상의 화학 혼합물 포함)에 대한 저항성이 요구

될 경우에는 C-glass가 사용되며, A-glass는 보통 병유리로 알

려져 있는 고알카리 유리로서 가장 대표적인 유리이며,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그러나 고알카리 유리는 전기적

특성이 떨어져서, 전기절연 등의 목적으로는 저알카리 조성

의 E-glass가 사용된다. 현재 대부분의 GF 제품은 E-glass 로

만들어진다.48 종류별 GF의 특성은 Table 9에 나타내었다.44,48

탄소섬유(Carbon fiber (CF))25,49

CF란 탄소원소의 질량 함유율이 90% 이상으로 이루어진

섬유상의 탄소재료로서 polyacrylonitrile (PAN), 석유계·석

탄계 탄화수소잔류물인 피치(pitch) 또는 레이온(rayon)으로

부터 제조된 섬유형태의 탄화시키기 전의 유기 전구체 물질

(precursor)을 불활성분위기에서 열분해하여 얻어지는 섬유를

의미한다.49-51 CF는 구성원소에 있는 탄소재료로서의 구조 및

조직특성과 섬유형태 특성을 합친 재료로서 내열성, 화학적

안정성, 전기 열전도성, 저열팽창성에 따른 치수안정성, 저밀

도, 마찰 마모특성, x-선 투과성, 전자파 차폐성, 생체친화성, 유

연성 등의 우수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활성화(activation)

조건에 따라서는 매우 우수한 흡착특성 부여도 가능하다.52-57

고성능 CF는 인장강도 및 인장탄성률과 같은 재료의 역학적

특성을 중시한 선진복합재료 강화용 섬유이며, 특히 인장탄

성률이 300 GPa 이상의 섬유를 흔히 Type I의 고탄성률(high

modulus, 탄소원소 함량 99% 이상) CF라 하고, 인장강도가

4.0 GPa 이상의 섬유를 Type II의 고강도(high tensile, 탄소원

소 함량 92% 이상) CF로도 불리며, 그 특성의 차이는 열처리

온도 등과 같은 제조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58-63

195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CF는 철보다 약

80% 가볍고 강도는 10배 강하며 내충격성 및 내열성이 뛰어

난 고강도/고탄성 첨단소재로서 항공·우주, 방산 및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복합재료의 핵심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

만, CF는 섬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GF에 비해 매우

작아 그 용도에 있어서도 스포츠·레저산업 등과 같은 2차 소

재로서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CF의 경량, 고강

도, 고내열성 특성 등에 맞는 건재, 콘크리트 구조물·내진 보

강 등의 토목·건축 분야, CNG 탱크,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 원

심 분리 로터, 플라이 호일 등의 대체 에너지·클린 에너지 분

야, 선박, 차량 등의 고속 운송 기기분야, 해양 개발·심해저

유전 채굴 분야, 기기의 고성능화, 의료 복지 기기, 전기 전도

용도, 초내열 용도 등 우주·항공분야에서부터 건설산업에 이

르기까지 CF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 철, 알루미늄 등을

Table 9. Characteristics of Glass Fibers

Property S-glass C-Glass E-glass A-glass

Specific gravity 2.48 2.49 2.54 2.50

Mohs hardness 6.5 6.5 6.5 -

Tensile strength (MPa) 4,585 3,033 3,448 3,033

Tensile modulus (MPa) 85.5 69.0 72.4 -

Yield strain (%) 5.7 4.8 4.8 -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10−6(m/m/oC))
7.2 7.2 7.6 8.6

Thermal conductivity

(watt/mK)
- - 10.4 -

Volume resistivity

(22oC, 500 V DC), Ωcm
1016 - 1015 -

Surface resistivity

(22oC, 500 V DC), Ωcm
1014 - 1013 -

Table 10. Characteristics of Carbon Fibers

Property units

Method Short carbon fiber reinforced PA66 
Long carbon 

reinforced PA6

ISO

Toray (3101T) Plastcom (SLOVAMID®) RTP (RTP283~289) Toray

PA66 

CF10 

PA66 

CF20 

PA66 

CF30 

PA66 

CF20 

PA66 CF30 

TS (heat 

stabilized)

PA66 

CF40 

PA66 

CF20 

PA66 

CF30

 PA66 

CF40 

PA66 

CF50 

PA6 

LCF20 

PA6 

LCF30

Ash % ISO 3451 10 20 30 20 30 40 20 30 40 50 20 30

Density g/cm3 ISO 1183 1.18 1.23 1.27 1.2 1.28 1.46 1.22 1.27 1.31 1.37 1.22 1.26

Tensile Stress at break MPa ISO 527 175 223 240 230 300 230 207 241 248 248 270 280

Flexural Strength MPa ISO 178 235 310 335 200 420 320 296 345 372 372 350 400

Flexural Modulus MPa ISO 178 8,200 13,800 19,000 15,000 23,800 14,800 12,411 17,927 23,443 27,580 14,000 21,000

Notched Izod (23oC) kJ/m2 ISO 179-1 5.1 8.1 9.8 6 12 13 - - - - 13 18

Melting Temperature oC ISO 3146 265 265 265 260 262 260 - - - - 225 225

HDT (1.8 MPa) oC ISO 75 245 250 250 250 250 250 - - - - 21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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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가능한 제3의 범용재료로서 성장하고 있다.25,64,65 현재

개발되어 있는 CF 소재들의 특성을 Table 10에 정리하였다.

아라미드섬유(Aramid fiber(AF))25

AF는 방향족 고리 사이에 아미드결합(-NHCO-)이 적어도

85% 이상 결합한 분자구조의 슈퍼섬유로 정의되며 아미드결

합을 가진 나일론섬유와 구별된다. 파라아라미드는 아미드결

합이 벤젠고리의 파라(para) 위치에 결합한 것을 의미하며 메

타아라미드는 그것이 메타(meta) 위치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국내 업체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헤라크론’ 파라아라미드

계열의 섬유는 그 단면적이 불과 1 mm2(직경 약 1.6 mm) 정

도의 가느다란 직경의 실(filament)로 만들어도 350 kg의 무게

를 들어올릴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분해온도(decomposition

temperature)가 약 500oC에 달한다. 이는 나일론에 비해 강도

는 3배 이상이고 나일론의 융점인 255oC에 비해 높은 분해온

도를 가진다.

파라아라미드 계열의 섬유는 현재 슈퍼섬유의 주종 제품이

며 미국 듀폰(DuPont)사의 Kevlar, 네덜란드 Akzo사의 Twaron,

일본 테이진(Teijin)사의 Technora가 3사가 슈퍼섬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이다. 각 제품의 특성을 Table 11

에 정리하였다.

이 외에 강화 섬유로는 PBO (IUPAC name: poly(p-phenyl-

ene-2,6-benzobisoxazole), 상품명: Zylon)66는 슈퍼섬유로서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기존의 슈퍼섬유 Kevlar에 비해

2배 이상의 강도를 실현하고, 내열성도 100oC 이상 높고, 난

연성에 있어서 한계산소지수(Limited Oxygen Index, LOI) 값

이 2배 이상 향상된 물성인 섬유 소재로 알려져 있다. Kevlar

가 1세대 슈퍼섬유라면 PBO는 제2세대 슈퍼섬유가 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PBO 섬유의 용도는 아라미드(Kevlar)의 용

도와 비슷하게 다양하지만 특히 광케이블의 텐션멤버(보강재)

와 경기용 요트의 돛에 사용되는 직물(yacht sail cloth)로써의

용도가 주목되고 있다.

장섬유67(Long fiber)

장섬유 보강 펠렛에 의해 제조된 시편은 기존의 단섬유 보

강 사출 성형 시편에 비해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고 있

으며, 시편 내의 섬유 평균길이가 1~2 mm 이상의 길이로 길

게 유지되었을 경우 연속섬유 보강 복합재료에 근접하는 기

계적 물성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섬유의 대

표적인 예인 LGF의 직경은 약 10 µm이며 길이는 약 10 mm

이상이다. 길이가 10 mm인 펠렛 내의 GF는 사출공정 중에 대

부분의 섬유들이 스크류의 회전운동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공정조건의 변화에 따라 섬유길이의 분포가 매우 넓게 존재

하게 되며, 이로 인한 기계적 물성값도 비례하여 민감한 변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입자강화 복합재료(particulate composite)

광물성 충전제(mineral filler)가 PA에 충전되어 복합화된 것

은 비용 절감 측면과 함께 점차 기계적 강도, 내열성, 치수 안

정성을 향상시키는 강화재 또는 충전제 기능으로 인해 복합

소재로 개발되었다.

주로 사용하는 충전제로는 kaoline, mica, talc, calcium

carbonate, wollastonite 등의 충전제들이 있으며, 이들의 첨가

에 따른 PA의 인장강도, 파단신도, 굴곡탄성율 등의 물성을 증

가시킨다. 이는 GF와 비교하여 Table 12에 요약하였다.

또한, PA의 단점인 흡습성을 개선하는 충전제로서 clay계를

도입한 시도가 보고되었다. Clay (organo montmorillonite,

MMT) 도입으로 수분 흡수율이 감소하며 그에 따라 치수 안

정성이 향상되고 강도 향상 효과와 함께 단기 흡습방지를 통

한 강도 저하 억제효과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8 하지만

이와 같은 시도는 수분에 장기 노출되었을 시 흡습방지 효과

가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

3.3. 첨가제(Additive)24

상용화제(Compatibilizer) : 비(非)상용 고분자 혼합물은 통

상 그 상구조(morphology)가 혼합물의 성형가공 조건에 따라

변화하며 그 결과 물성도 불안정하여, 재료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상용성이 있는 고분자 혼합물

Table 11. Characteristics of Aramid Fibers

Aramid

Products

Strength Modulus Strain Density

Decompo-

sition

point

Limited 

Oxygen 

Index

(LOI)GPa GPa % g/cc oC

Kevlar 29 2.92 70.5 3.6

1.44 500 29
Kevlar 49 3.0 112.4 2.4

Kevlar 119 3.1 54.7 4.4

Kevlar 129 3.4 96.6 3.3

Twaron NM 2.95 72 3.5 1.44
>500 29

Twaron HM 2.98 105 2.7 1.45

Technora 3.4 72.5 4.6 1.39 >500 25

Table 12. Properties of Filler Reinforced Polyamide 66 Composite

Property Unit Base Resin
40% 

Kalolin

50% 

Mica

43% Glass 

Fiber

Tensile 

strength
MPa 83.3 98 96 205.8

Fracture % 80 9 3.5 3

Flexural 

modulus
MPa 2,744 6,027 13,034 10,976

Heat distortion 

temperature

(1.82 MPa)

oC 90 193 229 252

Filler Type - - sphere Flake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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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두 소재의 장점이 보강되고 결점을 보완하여 그 물

성은 두 소재 사이의 값을 보인다.

따라서, 비상용 고분자 혼합물의 기계적 물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분자 복합용 상용화제가 요구된다. 상용화제는 이

종의 고분자를 혼합시킬 때, 두 소재의 Flory-Huggins inter-

action parameter의 값 차이를 줄임으로써 두 소재의 계면 접

착력(interfacial adhesion property)을 증가시켜서 상구조를 제

어하고, 그 결과로서 그 재료에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한 고

분자 첨가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수지와 충전제와의 계면

결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소재의 계면 접착력이 우

수해야 한다. 대표적 계면 접착력 증진의 방법으로, 계면 접

착제(coupling agent)를 충전제의 표면에 처리하여 PA 기지재

와의 계면에 화학적 결합을 유도한다. 즉, 상용화제는 두 물질

(Polymer-Polymer, or Polymer-Filler)의 장점은 보강하고 약점

은 보완하며, 두 물질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69

상용화제는 크게 비반응형 상용화제와 반응형 상용화제로

분류된다. 비반응형 상용화제는 랜덤 공중합체(random co-

polymer), 그래프트 공중합체(graft copolymer), 블록 공중합체

(block copolymer)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반

응기가 부착되어 반응형 상용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70 이

들 고분자는 이종 고분자 간에 친화성(상용성)을 가진 두 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 고분자간의 계면장력을 감소시키

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담당한다. 자주 사용되는 상용화제의

반응기로는 maleic anhydride (MA), epoxy, carbonyl기 등이

다. 이들은 주로 플라스틱의 amine기, carboxyl기, hydroxyl기

등과 반응하게 된다. 반응형 상용화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비

반응형 상용화제와 비교하여 소량 첨가로도 효과를 볼 수 있

다. 또한, 비반응형 상용화제를 사용하여 상용화가 어려운 경

우에도 화학 반응에 의한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

는 반면, 부반응 등에 의한 물성 저하의 가능성이 있고 가공

조건의 영향을 받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련 및 성

형시 적절한 가공 조건의 조절이 필요하다.71 비반응형/반응형

상용화제의 특성을 Table 13에 정리하였다.

PA의 경우 고분자 사슬 말단이 amine기 또는 carboxyl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고분자와 반응을 통해 amide 결

합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PA의 amine

기 또는 carboxyl기와 반응할 수 있는 반응성 상용화제 도입

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PA/ABS blend의 반응성 상용화제로

poly(styrene-co-maleic anhydride) (SMA), imidized acrylic

polymer (IA), poly(styrene-co-acrylonitrile-co-maleic anhydride)

(SANMA), poly(methylmethacrylate-co-maleic anhydride)

(MMA-MA), poly(methylmethacrylate-glycidylmethacrylate)

(MMA-GMA), poly(N-phenylmaleimide-co-styrene) 등이 적

용된다.26-38 이들 상용화제 중에서 특히 MA (maleic anhydride)

를 포함한 상용화제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blend의 용융 가공 중에 PA 말단의 amine기와 MA가 빠

르게 반응하여 amide group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산화방지제(Antioxidant) : PA는 고온에서 공기와 접촉시 쉽

게 산화되는 특성으로 인해 제품이 변색되거나 기계적 물성

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산화는 amide기에

인접한 α-hydrogen의 산화에 의해 radical이 형성되고 연이어

oxygen 원자와 반응하여 hydroperoxide 화합물의 생성을 유발

함으로써 진행된다(Figure 6).72,73 Hydroperoxide 화합물은 반

응성이 매우 높으며 사슬 반응에 의해 새로운 라디칼을 형성

하거나 분해되어 사슬 절단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산화 반응

결과, 발색단(chromophore)이 형성되어 변색이 되거나 분자

량의 감소로 인해 기계적 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산화방지제는 열 산화반응으로 생성된 라디칼을 안정화시

켜 주는데 그 역할에 따라 1차 산화방지제와 2차 산화방지제

로 나누어진다. 먼저 일차 산화방지제의 경우 열 산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peroxy 라디칼을 안정화시켜 줌으로 인해 더 이

상의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이차 산화

방지제의 경우 분해되는 peroxide를 hydroxyl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일차 산화방지제의 경우 hindered

phenol 계열을, 이차 산화방지제의 경우 phosphite 계열을 많

이 사용한다. 1, 2차 산화방지제의 단독보다 혼용 첨가시 황

변 현상이 둔화되며 기계적 물성의 감소도 작아진다. 1, 2차

Table 13. Characteristics of Compatibilizer

　 Non-reactive compatibilizer Reactive compatibilizer

Advantages
No physical property drop due to no side reaction.

Easy to control mixing and processing condition.

Effective with small dosage.

Economical due to small dosage.

Disadvantages Expansive due to large dosage.
Physical property drop due to side reaction.

Need to control mixing and processing condition.

Figure 6. Thermal degradation mechanism of poly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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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방지제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상승효과(synergy effect)

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4

PA 내 1차 산화방지제는 라디칼 제거제(radical scavenger)

로, 2차 산화방지제는 열안정제(heat stabilizer)의 역할을 하며

내열반응 과정24,75,76은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산화반응은 개시반응(initiation), 연쇄반응(propagation), 종

결반응(termination)으로 진행된다. 개시반응에서 열, 기계적

전단력, 금속, 산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라디칼(R·)이

형성되고 이 라디칼이 산소와 결합하여 peroxy 라디칼(ROO·)

이 생성된다. 생성된 peroxy 라디칼(ROO·)는 1차 산화방지제

(예, hindered phenol)와 반응하여 hydroperoxide(ROOH)로 변

환된다(Figure 7(a)). Hydroperoxide(R’OOH)는 열, 빛 등에 의

해 분해되어 alkoxy 라디칼(RO·)과 peroxy 라디칼(ROO·)로

분해되는데 후에 변색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변색을 방지하

기 위해 2차 산화방지제(예, phosphate, thioester)가 분해 생성

물들과 반응하여 hydroperoxide(R’OOH)의 분해된 물질들의

확산을 방지한다(Figure 7(b)). 종결에는 라디칼이 사라지고

안정된 화합물이 남는다. 위 열안정제의 반응 기전을 (Figure

7(c))에 나타내었다.

색이 중요인자가 아닌 경우, 2차 산화방지제는 사용하지 않

아도 된다(phenol계 산화방지제는 변색효과 있음.). 인계 산화

방지제는 PA에 물성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재의 목적

에 따라 선택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활제(Lublicants) : PA 수지에 사용되는 활제로서는 fatty

compound, ethylene-bis-stearamide, stearate계열, acid fatty

alcohol계열, silicone 화합물 등이 있으며 이들을 첨가함으로

써 사출기의 screw 및 압출기 내에서의 원료공급(feeding)성

증진, 금형(mold) 내에서 수지의 흐름성 증진, 금형에서의 이

형성 증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alcium stearate (Ca-St)의 칼슘(Ca) 성분은 산을 소거시키

는 역할(acid scavenger)을 하고, stearate 성분은 활제의 역할

을 한다. 칼슘 계열이 아연(zinc) 계열보다는 내열성이 더 우

수한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가공성에 있어서 플

레이크(flake) 형태의 제품이 분말이나 액상의 제품보다 다루

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난연제(Flame Retardant) : 플라스틱이 자동차 부품 및 전기,

전자 부품 등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특성이 요구되

는데 그 중에서도 난연성은 매우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난연성에 대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표준공업 규

격에 포함되어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가열, 분해, 점화, 불꽃 확산의 과정을 거쳐 연

소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난연제의 반응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Table 14).

PA에 적용되는 난연제는 주로 라디칼 기전에 관여하여 화

학 반응을 조절하는 난연제들을 사용한다.

현재 사용되는 난연제는 구성성분에 따라 유기계와 무기계

로 분류되는데 유기계는 주로 인계, 브롬계, 염소계로 분류되

Figure 7. Reaction mechanism of heat stabilizer/antioxi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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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기계는 수산화알루미늄(aluminium hydroxide (ATH)),

안티몬계(antimony oxide), 수산화마그네슘(magnesium hydr-

oxide) 등으로 분류된다.

PA의 난연제로는 브롬계, 염소계(halogen atom) 화합물, 인

계 화합물, 질소계 화합물이 널리 사용된다. 예를 들어, 브롬

계는 decabromo diphenyl oxide (DBDPO), tetrabromo bisphenol

A (TBBA), decabromo diphenyl ethane (DBDPE), hexabromo

cyclododecane (HBCD), tribromo phenol (TBP), brominated

polystyrene (BPS) 등이 있고 염소계는 chloro polyethylene

(CPE)가 있으며 인계는 bisphenol A bis(diphenylphosphate)

(BDP), resorcinol bis(diphenylphosphate) (RDP), isopropylated

triaryl phosphate (IPPP), triphenyl phosphate (TPP), tricresyl

phosphate (TCP) 등이 있다. 특히 halogen계 화합물을 사용시

안티몬계 화합물을 동시에 첨가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이 halogen/antimony 화합물은 연소시 서로 상승효과에 의

해 난연성을 증진시킨다. 최근 난연제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난연 효과뿐만 아니라 저유해성, 저발연성, 저부식성, 내열성

을 겸비한 제품의 개발로 모아지고 있다.

핵제(Nucleating Agent) : 핵제는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이다. 핵제는 결정화 속도

를 촉진시키고 결정의 크기를 미세화시켜 투명성을 향상시켜

서 주로 투명성이 필요한 포장용 필름이나 박층용기에 사용

되어 경도, 인장강도, 탄성률, 항복점, 신장률, 충격강도 등의

기계적 물성 향상, 흐림도, 광택도 및 투명성 등의 광학적 성

질 향상, 기계적 응력의 균일한 분배, 결정화 속도의 증가로

인한 싸이클시간 단축 등의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핵제

의 사용은 수지의 유형과 핵제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의 상

관관계에 따라 세심한 주의를 요구된다. 또한 핵제는 무기물

첨가제(예, talc, silica, clay), 유기물 화합물(예, mono or poly-

mer carboxilic acid salt, pigment), 고분자(예, ethylene acrylic

ester copolymer) 등이 있다.

3.4. 복합재료(Composite)

복합소재 가공 : PA 복합소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상

업화가 이루어져 있는 수지는 PA6과 PA66이다. 

섬유 보강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인자는 섬유의 길이, 두께, 시편 내에서의 섬유 배향성, 섬

유와 수지와의 접촉면적 및 상용성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용융물의 점도가 높은 경우 가공 중 복합소재 내에 포집되는

기포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기계적 물성값의 저하를 나타내

게 된다.67 장섬유 보강 PA 복합재료의 경우 사출성형시 소재

의 기계적 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섬유가 파괴되지 않고 섬유

의 길이를 길게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사출속도를 최소

로 하고, 섬유의 배향을 부품이 힘을 받는 방향을 고려하여 배

Figure 8.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long fiber reinforced PA6

thermoplastic (LFRTP) (△) and short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

(SFRTP) (●) as a function of holding pressure (a; impact strength,
b; flexural modulus, c; tensile strength).[ adopted from ref. 67]

Table 14. Reaction Mode of Flame Retardant

▶ Physical Action

· Cooling → Endothermic Process induction

· Formation of Protective Layer → Prevention of Flame Spread
(Flame retardant acts as a char mechanism.)

· Dilution → Generation of inert gas (H2O, CO2 etc.)

▶ Chemical Action

· Prevention of Radical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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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케 하거나 시편에 포집되는 기포의 양을 최소로 하기 위해

최적의 사출 gate를 선정하고 gas빼기(burr 설치 혹은 over

flow 설치)를 하거나 보압을 높이거나 보압시간을 길게 책정

하는 등의 공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보압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내 섬유가 다소 파괴되어 길이가 감소할 수 있으나 경우

에 따라 부품의 기계적 물성들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는 보압의 증가로 인한 섬유길이 파손보다는 소재내 free

volume을 줄임으로써 섬유 수지간의 접촉 면적 및 접착력이

증가하여 기계적 물성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이

다. 단섬유보다는 장섬유 충전제를 사용했을 시 충격강도, 휨

모듈러스, 인장강도 등의 물성이 높다. 단섬유와 장섬유(예,

GF)의 보강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대한 비교를 Figure 8

에 나타내었다.

PA66 복합소재의 흡습성이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GF의 함

량(0, 10, 20, 30 wt%)에 따라 비교하여 Figure 9에 나타내었

다. PA66 복합소재의 흡습율은 경과할수록 감소하고, 흡습율

에 따라 인장강도, 탄성 모듈러스, 휨 모듈러스는 감소하고 인

장신율은 증가한다.77 또한, GF의 충전된 함량이 증가할수록

물성 변화율은 증가한다.

PA에 나노크기(nanometer-scale)의 충전제를 첨가하여 입자

와 PA 수지간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키고 복합체내 free

volume을 줄임으로써 기계적 물성 향상, 가스 투과성 감소, 전

도성 증가 및 난연성 보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78-83 이와 같은 고분자 나노복합재료에 사용되는 나노크기

의 충전제로는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 점토

(clay), 그래핀(graphene)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2

차원 구조(disc-like shape)를 가진 층상 점토(clay)는 기계적

물성 및 난연성 향상, 가스 투과성 및 수분 흡수성 감소 등에

적용하여 고분자 나노복합체 제조에 주로 적용하는 물질이

다. 1차원 구조(rod-like shape)를 가진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multi-walled carbon nano tube, MWCNT)는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및 열적 특성과 함께 높은 형상비로 인해 복합재료의

이상적인 충진 재료로 고려되고 있지만, 가격적인 이유로 현

재 상업화에 적용되고 있는 나노크기의 충전제는 층상 점토

(clay)가 적용되고 있다.

복합소재의 고분자-고분자의 계면 결합 강화와 나노크기의

충전제의 분산을 돕기 위해 상용화제(compatibilizer)를 적용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69,84 이런 PA 복합소재는 크게 단독

PA 복합소재와 PA계 이종 수지 복합소재로 구분되며, PA계

이종 수지 복합소재는 적용된 2차 고분자의 특성에 따라 PA/

수지와 PA/탄성체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단독 PA에 nano-scale 충전제를 첨가한 연구의 예로, PA6/

CNT, PA11/CNT, PA12/CNT,83 PA6/silicate, PA66/silicate68,78,79,81

등이 있다.

PA에 제2의 열가소성 수지를 blend한 연구의 예로, 충전제

종류에 따라 정리하면,

Figure 9. (a) Relation between moisture absorption and immer-

sion time of PA66/GF composites. Effects of moisture content on

mechanical properties of PA66/GF composites; (b) the ultimate

tensile strength, (c) the modulus of elasticity, (d) the ductility

(%Elongation), and (e) the flexural strength.[adopted from ref.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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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y와 혼합한 소재,

PA6/PP/nanoclay,85-93 PA6/polyimide/organoclay,94 PA6/

thermotropic liquid crystalline polymer (TLCP)/organoclay,95

PA66/PA6/organoclay,96 PA6/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nanoclay,97 PA6/LDPE/organoclay,98 PA6/polystyrene (PS)/

nanoclay,99

(b) carbon nanotube와 혼합한 소재

PA6/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ABS)/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100,101 PA6/polymethyl methacrylate (PMMA)/

functionaliz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SWCNT),102

(c) 기타 나노 충전제와 혼합한 소재

PA12/PP/boehmite alumina nanoparticle,103 PA6/PS/nano-

silica104 등이 있다.

PA에 탄성체(elastomer)를 blend한 연구의 예로, 탄성체의

종류에 따라 정리하면,

SEBS와 혼합한 소재

PA6/maleated styrene-ethylene butylenes-styrene (SEBS-g-

MA)/montmorillonite,105 PA66/SEBS-g-MA/organoclay,106 PA6/

maleinized 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mSEBS)/nano-

clay,107-109 PA6/maleated styrene-hydrogenated butadiene-styrene

(mSEBS) elastomer/nanosilica,110 PA6/SEBS-g-MA/silicon carbide

nanoparticles,111

EPR과 혼합한 소재

PA6/maleinized ethylene-propylene-rubber (mEPR)/nanoclay,112

PA6/ethylene-co-propylene maleated rubber/organoclay,113

EPDM과 혼합한 소재

PA6/metallocene ethylene-polypropylene-diene copolymer/

maleated ethylene-polypropylene-dinene (EPDM-g-MA)/nano-

clay,114 PA6/maleinized ethylene-propylene-diene monomer

(mEPDM)/nanoclay,115 PA6/maleated ethylene-propylene-diene

rubber (EPDM-g-MA)/organoclay,116 PA6/ethylene-propylene-

diene metallocene terpolymer (EPDM)/sepiolite,117

기타 탄성체와 혼합한 소재

PA6/silicone rubber/clay,118 PA6/ethylene-co-butyl acrylate

elastomer/nanotalc,119 amorphous PA/ethylene-1-octene (EOR)/

organoclay,120 PA6/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NBR)/nano-

clay,121 PA6/reactive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re-shell

rubber (ABS-g-MA)/organoclay122 등이 있다.

MA-grafted 탄성체는 SEBS-g-MA, EPDM-g-MA, ABS-g-

MA 등이 쓰이며 주로 탄성체는 충격 강도를 증가시키고 MA

는 충전제와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Table 15에 나노 클레이와 탄소나노튜브가 충전된 PA/수지

혼합물의 예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PA6/PP 혼합물에 상용화제인 MA-g-PP와 ethylene-

propylene-rubber(EPR)-g-MA을 적용한 복합소재의 효과를

관찰하면, 각 상용화제는 PA6/PP와 clay와의 계면간의 접착

Table 15. PA6/polymer blend filled with nano-clay and CNT nanocomposites.

　
PA6 Blend based-

nanocomposites system

Dispersed phase in PA matrix and

its function
Nanofiller Processing technique Ref.

1 PA6/PP/MA-g-PP/Organoclay
PP: ensures good processability and insensitivity to 

moisture; MA-g-PP: compatibilizer

Organoclay

(4 wt%)
Melt compounding [85, 86]

2 PA6/PP/EPR-g-MA/Organoclay

PP: ensures good processability and insensitivity to 

moisture; EPR-g-MA: compatibilizer and impact 

modifier

Organoclay

(4 wt%)
Melt compounding [87]

3 PA6/PP/SEBS-g-MA/Modified MMT
PP: ensures good processability and insensitivity to 

moisture; SEBS-g-MA: impact modifier

Modified MMT

(4 wt%)
Melt compounding [90, 91]

4 PA6/LDPE/Organoclay
LDPE: offers low permeability to oxygen and 

water

Organoclay

(0.5-4 phr)
Melt compounding [98]

5 PA6/LDPE/PE-g-MA/Clay
LDPE: offers low permeability to oxygen and 

water; PE-g-MA: compatibilizer

Clay 

(3 phr)
Melt compounding [97]

6 PA6/Polyimide/Organoclay
Polyimide: offers high-temperature, high-

performance applications

Organoclay

(3 wt%)
Melt compounding [94]

7
PA6/Thermotropic liquid crystalline 

polymer (TLCP)/MAPP/Clay

TLCP: possess excellent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and good antiwear properties; MAPP: 

compatibilizer

Clay

(4 wt%)
Melt compounding [95]

8 PA6/ABS/MWNT
ABS: offers high impact strength, high water 

resistance and low mold shrinkage

MWNT

(1-4 wt%)
Melt compounding [101]

9 PA6/ABS/MWNTs
ABS: offers high impact strength, high water 

resistance and low mold shrinkage

MWNTs

(0.1-1 wt%)

Master-batch (via 

solution mixing) and 

melt compounding

[100]

10

PA6/PMMA/carboxylic acid 

functionalized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s (SWCNTs-COOH)

PMMA: improve mixing and miscibility 

with PA6

SWCNTs-COOH

(1 wt%)
Melt mixing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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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향상시킴으로써 PA6/PP 복합소재의 기계적 물성을 증

가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Table 16에 정리하였다.

PA/PP/clay 복합소재의 가공방법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면,

clay의 분산성은 PP보다 PA6에서 더 증가하고(PC+N, NC+P

비교), PP-g-MA는 clay와의 상용성을 증가시킨다. (NC+P,

NC+PG 비교) 또한, 탄성모듈러스(elastic modulus)는 clay의

분산성의 영향을 받으며, 항복모듈러스(yield modulus)는 상

용화제의 영향을 받는다.93 가공방법과 기계적 물성을 Table

17과 Figure 10에 정리하였다.

4. 수요 동향

현재 국내 PA 복합소재 시장은 약 7천억원 규모로, 해외 대

기업인 Rhodia (2010년 PA시장 점유율 24%), DuPont (19%),

BASF (16%) 등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기

업인 KOPLA는 약 13%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PA 수요의 증가는 자동차 소재 분야가 견인 역할을 하고 있

으며, 2015년 세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에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소재는 약 3,600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플라스

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20톤 (약 26%), 그 중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수요량은 약 280만톤 (약 25%)이다. 또한 세계 엔

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약 730만톤인데 이 중 자동

차 부품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약 280만톤 (약 28%)이다. 엔

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 PA의 수요가 가장 큰 산업은 자동

차 산업과 전기/전자 산업이다. 2012년의 경우, 유럽 지역의

전체 수요에서 자동차 산업이 55%를 전기/전자제품 산업이

22%를 각각 차지 한다. Figure 11에 2015년 자동차 부품용 엔

Table 17. The Ingredients Used for Preparation of First and

Second Step of Extrusion for Various Samples [adopted from ref.

93]

Sample 

code
First step extrusion Second step extrusion

PN PP + PA6

PGN PP + PP-g-MA + PA6

PNC PP + PA6 + clay

PNGC PP + PA6 + PP-g-MA + clay

PC + N PP + clay First step + PA6

PGC + N PP + PP-g-MA + clay First step + PA6

NC + P PA6 + clay First step + PP

NC + PG PA6 + clay First step + PP + PP-g-MA

Figure 10. (a) Schematic presentation of first and second step

of extrusion samples. (b) Effects of dispersion and compatibilization

on mechanical properties of clay filled PA6/PP composites.

[adopted from ref. 93]

Table 16. Mechanical Property Improvement of Compatibilizer Added PA6/PP Nanocomposites

　
PA6-blend based

nanocomposites system
Nanofiller types and loading

Compatibilizer

types and loading

Tensile 

strength 

[MPa]

Tensile 

modulus 

[GPa]

EB [%] Ref.

1

PA6/PP

(70/30) - control
- - 32.1 1.87 22.8

[85]

PA6/PP/organoclay

(70/30/4)

Organoclay intercalated

by octadecylamine/4phr
-

38.0

[+17.4%]

2.11

[+12.8%]

4.2

[−81.5%]

PA6/PP/MA-g-PP/

organoclay (70/30/5/4)

Organoclay intercalated

by octadecylamine/4phr

MA-g-PP with 1.2 wt%

of maleic anhydride

(MA)/5phr

49.6

[+54.5%]

2.38

[+27.3%]

4.8

[−78.9%]

2

PA6/PP

(70/30) - control
- - 32.1 1.87 22.8

[87]
PA6/PP/organoclay

(70/30/4)

Organoclay intercalated

by octadecylamine/4phr
-

38.0

[+17.4%]

2.11

[+12.8%]

4.2

[−81.5%]

PA6/PP/EPR-g-MA/

organoclay (70/30/5/4)

Organoclay intercalated

by octadecylamine/4phr

EPR-g-MA containing

1 wt% MA/5phr

47.0

[+46.4%]

2.25

[+20.3%]

6.7

[−70.6%]

Note: Value in [ ] indicates the percentage of properties changes compare to control sample (i.e., PA6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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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을 요약하였다.

야노 경제 연구소에서 예측한 PA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요량은 2013년에서 202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30.2%

로 예측하고 있다(Fig. 12). 이중 PA의 사용량은 226만톤에서

301만톤으로 약 33%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123

5. 기술 개발 동향

시장 동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A는 향후에도 순조로운

신장세를 보이며 다양한 용도의 전개가 기대된다. PA의 기술

개발 동향은 주로 고강도 및 고내열성을 갖는 신물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 친화성 기술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새로운 단량체(monomer)의 개발 또는 공중합체

(copolymer)의 합성 및 다른 고분자와의 혼합에 의한 우수한

물성을 갖는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완성자동차 업체들은 PA 소재를 적용한 차량 경량화

를 포함한 다양한 경량화 소재와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의 연

비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예로서, Audi사

는 A6 EPA-rated 연비를 21 mpg (8.9 km/l, 2008)에서 28 mpg

(11.9 km/l, 시내/고속도로)로 상향시켰고, BMW사는 2012년

식 BMW 528i의 고속도로 연비 34 mpg (14.5 km/l)를 포함

한 복합연비를 27 mpg (11.5 km/l)로 상향시켰으며, 2013년

Chevrolet Malibu Eco는 stop-start 기술 및 공기 역학(aero-

dynamics) 기술을 적용하여 고속도로 주행 연비를 37 mpg

(15.7 km/l)로 상향, Ford사 Fusion 차종은 재설계(redesign)하

여 direct-injection engine을 적용하여 37 mpg (15.7 km/l)로 상

향, Nissan Altima는 재설계(redesign)하여 고속도로 주행 연

비를 38 mpg (16.2 km/l)로 상향, 2013 Subaru Impreza는 2008

Impreza를 개선하여 복합연비를 30 mpg (12.8 km/l)로 상향

시키는 등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124

위에 예시한 차량의 경량화 중에서 소재의 경량화가 차지

하는 비중은 약 28.7% 정도이다. 다음은 소재 기술 및 부품

개발에 대한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5.1. 소재 기술 개발 동향

PA의 기술 동향에 대하여 신규 재료 개발의 측면에서 언급

하고자 한다.

m-Xylenediamine (Nylon MXD 6)은 PA의 일종으로서 분자

사슬 가운데 방향족 화합물을 포함하는 화학 구조 (m-xylene

diamine 및 adipic acid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Mitsubishi Gas Chem.사가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결정성 수

지로 “RENY”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125,126 화학 구

조는 Figure 13와 같다.

m-Xylenediamine (Nylon MXD 6)은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

며, 특히 높은 굴곡탄성률, creep 특성, 성형성, 낮은 흡습성에

의한 치수안정성을 보인다고 소개되었다. 또한 나노크기의

clay가 충전되면 낮은 가스 투과성(good barrier property)

Figure 13. Structure of m-xylenediamine (Nylon MXD 6).

Figure 14. Oxygen permeation through neat PA6 and m-xylene-

diamine (Nylon MXD 6) as well as their nanocomposites films (30

µm) before and after annealing. [adopted from ref. 126]

Figure 12. Engineering plastics - A global market overview.

Figure 11. Engineering plastics market trend for automotive parts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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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을 가지는데 이 특성을 이용하여 포장 재료로 사

용되고 있는 ethylene vinyl alcohol copolymer (EVOH), poly

vinylidene chloride (PVDC),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등의 대체할 재료로 소개되고 있다.125,126

PA의 최대 약점인 수분흡수성에 의한 물성저하를 극복하고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켜서 고성능 자동차의 부품으로 적용하

기 위해 학계 및 업체에서 소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127,128

DuPont사에서는 여러 종류의 PA 복합소재를 개발 및 생산하

고 있으며 ‘Zytel’이라는 상품명으로 개발된 내가수분해성을

보강한 PA/GF 복합소재인 Zytel 70G30HSLR 및 열안정성을

특화시킨 PA 계열 복합소재129 등 다양한 종류의 복합소재를

선보이고 있다. BASF사는 Ultramid라는 상품명으로 다양한

종류의 복합소재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량화 복합소재들은 특정 부품의 성능에 최적화되어 개발된

소재가 아닌 복합소재이기 때문에 특정 부품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그 부품의 성능을 만족하는 최적화된 맞춤형 소재의

적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엔진마운트부품에 요구되는 소

재의 물성은 고인장강도의 소재가 적용되고(부품디자인/금형

설계도 중요함), 노즐 부품과 같이 glycol에 노출되는 부품은

내가수분해(hydrolysis resistance)의 특성이 있는 소재가 요구

되고,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열(150oC) 및 외부 환경[온도

(−40oC), 충격, 염화칼슘에 의한 부식, 오일이나 워셔액 등에

의한 부식 등에 노출되는 부품에는 그 부품에 특화된 소재가

요구된다.

국내 최초로 PA/GF 복합소재로 엔진마운트 부품을 양산 공

급하는 DTR Co. 사에서는 자동차 엔진마운트용 부품 특성에

맞게 종래의 BASF소재(인장강도 240 MPa)보다 우수한 고인

장물성(인장강도 265 MPa) GF 강화 PA66 맞춤형 복합소재

(DTRamid® AG50TB or WG50DTR-BK)를 자체 개발하여 세

계최초로 자사 생산 엔진마운트용 부품에 적용 예정이다.130

이외 국내 소재 업체인 코프라에서는 내열성과 내화학성을 동

시에 향상시킨 자동차 라디에이터용 PA 복합소재,131 이종 고

분자와 혼합된 PA 복합소재로서, 기계적 강도와 내열도가 우

수하면서 내글리콜성 및 시인성(visibility) 유지율이 개선된

자동차 라디에이터 냉각수 보충용 탱크(automobile coolant

reservior tank)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복합소재,132 PA 수지와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수지를 혼합한 자동차 연

료탱크 배플 등에 사용될 수 있는 PA 복합소재,133 PA66 수지

와 PA6 수지 및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수지를 특정 중

량비로 혼합한 자동차 기어 쉬프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복

합소재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Polyamide계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개발

지구온난화는 전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했으며 이산화탄소

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는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산화

탄소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분자 소재 시장도 현재 바이오플라스틱의 연구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134 현재 상용화된 바이오플라스틱 중에는

바이오매스(biomass)로 합성한 polylactic acid (PLA), polytri-

methylene terephthalate (PTT) 등의 polyester계와 PA11, PA610

등의 polyamide계 바이오플라스틱 등이 있다.135-137 PA6 역시

바이오매스로부터 합성이 가능하다. PA6의 단량체인 카프로

락탐(ε-caprolactam)은 바이오매스로부터 발효공정을 통하여

제조되는 라이신(lysine)을 화학적으로 전환하여 제조할 수 있

다. 따라서 100%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PA6 제조가 가능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매스 기반 PA65 공중합체를 제조하

기 위하여 단량체인 ε-caprolactam과 2-piperidone을 glucose

로부터 발효공정으로 제조된 lysine과 5-aminovaleric acid로

부터 각각 제조하고 이들을 potassium tertbutoxide를 촉매로

하고 acetyl-2-caprolactam과 이산화탄소를 개시제로 사용하

여 40oC에서 음이온 개환 중합 방법을 이용하여 PA65 공중

합체를 제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8 하지만, 아직까지

생산되는 바이오플라스틱은 종류와 양에 있어서 현저히 부족

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 친화적 polyamide 제조 공정에 대한 연구

PA66는 adipic acid와 hexamethylene diamine과의 탈수축합

으로 만들어지는 polyhexamethylene adipamide로 구성되어

있다. Adipic acid는 화석연료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정제 과

정에서 많은 오염 물질이 발생하여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단점이 있다. 생화학 공정을 응용하여 adipic acid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었는데, 이 기술은 효소를 기초로 하고 있

다. 즉, 일련의 효소 생산 반응을 이용하여 당을 adipic acid으

로 변환시키는 것이다.139

5.2. 산업계 기술 개발 동향

국내동향140,14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상업화는 70년대 이전에 이루어졌

으며, 그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만한 새로운 화

학 구조를 가진 플라스틱의 상업화는 2013년 전까지 나타나

지 않고 있었다.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 자동차에 사용되는 PA는 PC,

POM보다 사용비율이 높은 소재이다. PA 복합소재가 적용되

는 부품으로는 기존의 알루미늄 소재를 대체하는 엔진 부품

용(엔진마운트류, 에어인테이크메니폴드, 실린더 헤드커버,

front end module (FEM), 엔진커버, 엔진 오일 필터 모듈, 캠

커버, 오일팬, 스로틀바디 등), 공조 및 연료부품용(라디에이

터 탱크, 연료탱크, 연료튜브, 캐니스터 등), 전장부품(배터리

팩, 콘솔 패널 기판, 좌석 제어 모듈 브래킷 등), 구동 및 안

전대책부품(크로스 멤버, 체결 고정장치 등), 외판부품(펜더,

백도어패널/모듈, 미러 플레이트 및 홀더 등)등이 있다. 5대 엔

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더해서 제 6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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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리는 POK가 효성에서 개발되었는데, 효성은 2013년 10

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내 -화학, -마모, -차단, -가수분해 등

의 물성이 뛰어난 고분자 신소재인 POK 엔지니어링 플라스

틱 개발을 발표하였다. 2016년부터는 연간 5만톤 규모의 상

업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POK는 위에 예시한 특성이 요구되

는 기존에 사용되던 기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시장을 어

느 정도 잠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첨단소재는 범퍼빔과

의자 등받이에 쓰이는 고강도 플라스틱 소재인 GF 강화 열

가소성 플라스틱(GMT) 등 자동차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슈

퍼섬유를 적용한 신소재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해외 생산

및 영업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2007년에는 자동차 바닥재 등

으로 쓰이는 저중량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Low Weight

Reinforced Thermoplastics (LWRT))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미

국 아즈델을 인수했고 최근 독일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하이

코스틱스를 인수하였다. LG하우시스는 중국 톈진 공장에 이

어 미국 조지아주에 자동차용 원단소재 공장을 건설하는 등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장섬유 강화 복합소재 (Long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 (LFRT)) 등 자동차 소재사업

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인발(pultrusion)에 의

하여 LFRT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이 외에 롯데케미칼, GS

칼텍스, 현대 EP, 한화첨단소재, 크리켐, 코오롱프라스틱, 코

프라, 제일모직, SK케미칼, 효성 등이 있다. 코오롱플라스틱

은 최근 수년 동안 자동차 소재산업 확장을 위해 꾸준히 투

자하고 있으며, 내열성 등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

로 자동차 경량화 소재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 동향142-148

Contitech Vibration Control 사는 BMW5 시리즈인 Gran

Turismo 550i (2009년)의 transmission cross beam에 사용하던

알루미늄 소재를 세계 최초로 PA66/GF50% 복합소재로 대체

하여 적용하였고 부품의 중량을 50% 절감하였다.142 일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소믹 이시카와(Somic Ishikawa)사는

BASF사의 PA/GF 소재를 적용하여 자동차 시트 댐퍼를 개발

하였고 기존의 금속 부품을 대체하면서 67%의 무게 절감을

이루었다.143 ZF Friedrichshafen AG사는 지난 수십 년간 고성

능 금속 시스템의 선도기업으로 알려진 업체로서 섬유 충전

플라스틱을 자동차구조 부품 (spring, strut, link, joint)에 적용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에 복합소재 연구센터를 설립하였

다. 최근에는 rubber & plastic business를 매각하고 현재 GF,

CF를 이용한 LFRT에 집중하고 있으며, GF, CF 충전 플라스

틱, 알루미늄, 고장력강 등을 사용한 suspension strut, knuckle

module 시제품을 개발하였다.144 최근 독일 랑세스(LANXESS)

가 자동차의 범퍼, 도어 핸들, 스포일러, 미러 하우징과 같은

승용차 및 트럭의 외장부품에 적용되는 PA기반의 듀레탄

(Durethan) 컴파운드 소개했다.145 이 소재는 외관 품질과 도

장성능, 특수 응용분야와 최적화된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nxess사는 또한 2014 FAKUMA 국

제 플라스틱 산업전시회에서 연속 섬유 강화 PA 열가소성 플

라스틱 복합재(Continuous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

composite)를 적용하여 금속 대비 무게가 50%인 소재도 선보

였다. 또한 PA6 기반의 소재로 GF 60%로 보강된 소재는 박

육 성형용(ultra-thin wall technology)으로 1 mm 이하 두께의

얇은 막 제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소재를 소개하였다.146 Plastic

Composite GmbH 사에서는 2012년에 인발(pultrusion) 기술을

적용한 LFRT 제조 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하였다. 이와 같

은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업체는 Ticona, SABIC, Chisso,

RTP, FACT사 등이 있으며 Ticona가 1위를 고수하고 있다.147

자동차에 사용중인 GF가 충전된 부품은 내외자재로 흡기

Table 18. Current Applications of GF/PA66 Composite

Maker Automotive model Parts Materials

Short

glass fiber

reinforced 

PA

GM
Chevrolet volt *EV

Buick SUV

Battery pack

Front Eng. Mt., Rear Bracket (DTR)

PA66, GF 33%

PA66, GF 50%

Fiat Chrysler 

automobiles

Chrysler penta star engines Engine oil filter module PA66, GF 35%

Jeep cherokee SUV Cam cover with integrated variable-valve timing PA66, GF 35%

Ford Motor

Mustang sports car Front bolster assembly PA66, GF 35%

Lincoln MKZ Console top finish-panel substrate PA66, GF 60%

Ford Escape/Kuga CUV Seat-control plastic-module bracket PA66, GF 30%

All focus compact cars Outer belt weather strip hidden fastener retention PA66, GF 35%

BMW AG BMW 550i&750i
High-duty lightweight engine mounts

Cross-member

PA66, GF 50%

PA66, GF 50%

Daimler AG
1-4 turbo diesel engines

(Multiple platforms)
High heat turbo EGR sleeve PA66, GF 35%

Unknown Unknown

Radiator tank PA66, GF 33%

Engine cover PA66, GF/MF 38%

Fan & Fan shroud PA66, GF 30%

Mirror plate & Holder PA66, GF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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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라디에이터탱크, 냉각팬, 배터리 팩, 마운트류, 후면 브라

켓, 엔진 오일 필터 모듈, 캠 커버, 콘솔 패널 기판, 좌석 제

어 모듈 브래킷, 휀더, 체결 고정장치, 크로스 멤버, 엔진 커

버, 미러 플레이트 및 홀더 등이며 GF 충전된 PA 복합소재의

실제 적용 예는 Table 18에 요약하였다.

CF는 범용 GF에 비해 10~20배의 고가 소재이기 때문에 경

량화 차량에 대량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인하가 요

구된다. CF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CF의 제조가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제작 업계나

풍력 발전기 제작 업계 등에서는 이미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

으며, 자동차업계에서 CF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 현재 BMW와 Audi의 CF 제공업체인 MAI사는

최근 1 kg당 20달러 수준(참조; 철: 1 kg당 1달러)의 CF 가격

을 90%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연구(자동화)를 독일 정부의 지

원 하에 진행 중이다.148 대표적 CF 적용업체들로는 General

Motors (GM), BMW, Toyota, Infiniti 등이 있다. GM적용 부

품으로는 Chevrolet Corvette Z06 (CF hood, roof panel),

BMW적용 부품으로는 M3 sedan, M4 coupe (CF roof system

(80 kg의 중량감소 효과)), i3 전기차 (CF structure), Toyota적

용 부품으로는 FT-1 concept car (CF exterior door panel),

Infiniti의 적용 부품으로는 (Q50 Eau Rouge concept car :

“bespoke” CF trim (뒤쪽 브레이크를 냉각시키는 효과, 공기

역학 적용)) 등이 있다.

Conclusion

본 고에서 PA의 제조, 특성 및 다양한 충전제 및 첨가제를

도입하여 PA의 특성을 개량하거나 다른 수지와의 복합화

(alloy)를 통하여 요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합소재의 개발 및

시장에서 새로운 가공방법에 의한 기존 수지의 기능 극대화

및 부품 개발 등의 학계 및 산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을 고찰하였다. 최근 PA 소재의 개발의 원동력은 자동차 시

장에서의 차량 경량화 요구이다.

PA수지는 새로운 중합 공정의 개발, 공중합 및 고분자 사

슬 개질에 의한 특성 부여, 재생 가능한 자원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신규 합성법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합소재

에 고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나노크기의 입자들을 충전하

여 나노 복합체를 제조하고, 소재의 물성을 증가하기 위하여

상용화제를 적용하여 충전제와 수지와의 계면의 상용성을 증

가시키고, 내 가수분해, 난연, 내열 등의 물성을 증가시키기 위

하여 각종 첨가제들을 적용하고 있다. 소재 가공방법에 있어

서 장섬유를 제조하는 등, 부품의 요구 특성을 만족시키는 여

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 모든 시도

들이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지

만 일부는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위 언급된 신복합소재들이 개발되더라도

양산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따른다. 그 이유들을 크

게 몇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제품가격, 둘째, 가공공법 변경

및 신 기술/장비 투자에 대한 원금회수에 대한 위험 부담, 셋

째, 양산 시, 현장 기술자들의 신소재의 적용이나 신공법 적

용의 꺼림 등의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들을 만족

하고, 위험을 극복하고, 세밀하게 계산된 과감한 적용을 하여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니라 선도자

(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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