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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vinyl chloride (PVC) has been used as a general-purpose polymer because of its lower cost, good durabi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compared to other materials. However, PVC is vulnerable to heat deformation and generates a

toxic gas like hydrogen chlorid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lay or prevent the flame retardancy and thermal degradation

of the PVC during the processing. It was reported that aluminum trihydroxide (ATH) improved flame retardancy as well

as smoke inhibition of the virgin polymer. In this study, PVC composites by addition of ATH were compounded in a mod-

ular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 The PVC composite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TH (0~5 phr)

were analyzed. Flame retardancy of the PVC composite significantly increased depending on the ATH concentration. LOI

of the composite also increased with the concentration of AT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thermal prop-

erties of the PVC composites with 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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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현대 산업의 발달은 천연 소재의 부족 현상을 야기하였으

며, 이에 따라 신소재의 사용과 합성 물질을 개발하여 대체하

는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천연 소재의 대체 물

질인 플라스틱은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 멀리 할 수 없는 자

원이 되었고, 특히 polyvinyl chloride (PVC)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 마모가 잘 되지 않으며 저렴한 단가를 가지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PVC는 열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PVC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2 특히 PVC는 분해하는 과정에서 유해 가스인 염소 기

체를 발생시켜 환경 오염과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기계 난연제에 해당되는 금속 수산화물은 난연제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이 사용되는 난연제로 알려져 있다.

그 중 aluminum trihydroxide (ATH)는 다른 난연제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무독성이며 가공 기계의 부식성을 일으키지

않고 소각 시 유독 가스 발생 문제가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

다. ATH는 220 oC 부근에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분해 반응을

하여 고분자 표면을 냉각 시키는데, 이 때 알루미나(alumina)를

형성하여 열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코팅층을 형성하게 되고 분

해 시에 방출된 물과 수증기로 인하여 연소 가스를 희석시키

며, 연소를 방지하는 가스상(gas phase)의 형성에 의해 연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3-5 Aluminum trihydroxide는 비교적 낮

은 분해 온도로 인해 낮은 가공 온도를 가지는 고분자와의 사

용에 제한을 두지만, 친환경적이고 기계적 물성을 유지하며

난연 효과를 주는 난연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6-8

PVC 재료는 일반적인 환경의 산소 농도에서는 불에 잘 타

지 않으나 화재 발생 시 자체적으로 소화되는 특성이 요구되

는 바,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이며 무독성을 나타내는

aluminum trihydroxide (ATH)를 고분자 소재인 PVC에 혼합

하여 PVC/ATH 복합소재의 난연성을 증가시켜 의료 시설 및

건축 산업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재로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modular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를 이용하여 PVC/ATH 복합소재를 제조하였으며, 제

조된 복합소재의 ATH 함량에 따른 분산성, 열안정성 및 난연

성을 SEM-EDS,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분석 및 한

계산소농도지수(Limiting oxygen index, LOI) 측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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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1. 재료

본 연구에서 PVC/ATH 복합소재를 제조하기 위해 고분자

소재인 PVC는 ㈜청송산업(Jeonju-si, Korea)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삼지켐텍(Yongin-si, Korea)의 무기계 난연제

인 ATH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복합체 및 시편 제조

PVC powder와 ATH를 80 oC 오븐에서 12시간 이상 건조

시켰다. PVC/ATH 복합소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PVC의 함량을 100 wt%로 고정하였으며,

ATH의 함량은 0, 1, 2, 3, 4, 5 phr로 변화를 주었다. PVC/ATH

복합소재는 Figur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고분자 수지의 용융

및 혼합을 위하여 3개의 kneading zone을 가진 modular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 (Φ30, L/D=42,

LG Machinery Co., Ltd., Korea)를 통해 제조되었으며, 시편

은 heating press controller (GE-122S, ㈜국제싸이엔)를 사용

하여 제조하였다. 압출된 PVC/ATH 복합소재는 수냉 공정을

거쳐 펠렛타이저를 통해 펠렛으로 제조하였으며, heating

press controller를 통해 plate 형태로 만들고 시편은 너비 10

mm, 길이 80 mm, 평균 두께 0.3±0.05 mm로 제작하였다. 압

출 및 heating press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3. PVC/ATH 복합소재의 표면 성분 분석

PVC/ATH 복합소재의 성분 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JSM-

6500F, JEOL, Japan)을 사용하였다. 이온증착기(E-1020,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아르곤 가스 존재하에 백금 코팅하고 교류

전압(ACC voltage) 15 kV에서 100 배율로 관찰하였다.

ATH 함량에 따른 PVC/ATH 복합소재의 성분 측정은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4. PVC/ATH 복합소재의 열적 특성 분석

ATH 함량에 따른 PVC/ATH 복합소재의 열적 특성은 thermo-

gravimetric analyzer (Auto-TGA Q502, TA Instruments, Korea)를

사용하였다. 실험 조건은 20 oC부터 700 oC까지의 온도범위

에서 20 oC/min의 승온 속도로 측정하였으며, 압출 공정과 펠

렛타이징 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샘플을 사용하였다.

5. PVC/ATH 복합소재의 난연 특성 분석

ATH 함량에 따른 PVC/ATH 복합소재의 난연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한계산소농도지수(Limiting Oxygen Index, LOI)

를 측정하였으며, vertical type의 시험기인 Oxygen Index

(Oxygen Index, Fire Testing Technology, U.K)를 사용하였다.

시편은 길이 80 mm, 너비 10 mm, 두께 0.3±0.05 mm로 고

정하여 제조하였으며, 각 시편 당 5개를 1 세트로 ISO 4589

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11 참고 문헌 및 비슷한 물질의 결과

를 바탕으로 사용될 산소의 초기 농도를 선택하고, 시편을 발

화해 본 후, 초기 산소 농도를 정하여 시작한다. 시편에 불꽃

을 가하여 180초 동안 타지 않는다면 이 물질을 ‘비가연성’ 이

Table 1. Conditions of Extrusion and Compression Molding Pro-

cesses

Extrusion

Temperature (oC)

Screw speed 100 rpm*CY 1 50

CY 2 140

CY 3 150

Feed rate 20 kg/hrCY 4 160

CY 5 165

CY 6 165

Screw configuration 3-kneading blockCY 7 170

Head 170

Die 175 Vacuum vent

*CY: Cylinder

Compression Molding 

Temperature (oC)
First pressure 500 psi

Top Plate 175

Bottom 

Plate
175 Second pressure 1000 psi

Figure 1. 3-Kneading block screw configuration used in this study.

Table 2. Formulations of PVC/Aluminum Trihydroxide Composites

Sample 
PVC

(wt%)

Aluminum trihydroxide

(phr)

Neat PVC

PVC/ATH 1 phr

PVC/ATH 2 phr

PVC/ATH 3 phr

PVC/ATH 4 phr

PVC/ATH 5 phr

100

100

100

100

100

100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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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간주하고, ‘O’라고 기록한다. 180초 이내에 점화 위치로

부터 50 mm 이상 연소하게 되면 ‘가연성’ 이라고 간주하며

‘X’ 라고 반응을 기록한다. ‘비가연성’ 이라고 확인된 시편은

산소 농도를 0.2씩 높여서 시험을 반복하게 되고, ‘가연성’ 인

경우의 시편은 농도를 0.2씩 낮추며 시험을 반복한다. 총 5번

의 시편을 시험할 때까지 반복 후 시험을 중단한다.12,13 ISO

4589 2에 제시된 식을 이용하여 한계산소농도지수를 계산하

였다.

LOI = CF + k × d

CF는 각 시편에서 측정한 마지막 산소 농도의 수치를 나타

내며, d는 산소농도수치 사이의 변화 간격인 0.2의 값을 나타

낸다. k는 Table 3에 나타난 ISO 4589 표에 명시된 변수이다.

Results and Discussion

1. PVC/ATH 복합소재의 미세구조

ATH의 함량에 따른 PVC/ATH 복합소재의 성분 변화는

SEM을 사용하여 측정한 후 Figure 2에 결과 이미지를 나타

내었고, 그림에서 지정되어 있는 영역에서의 SEM-EDS 결과

를 Figure 3에 나타내었으며, 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4에 나

타내었다. 탄소(C)와 염소(Cl)는 PVC의 주 성분을 이루고 있

어 모든 시편에서 함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 산소(O)와 알루

미늄(Al)은 ATH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다. ATH의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Al의 성분 비율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5 phr의 함

량 비를 가진 복합체에서 가장 많은 Al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

한, ATH가 배합되지 않은 Neat PVC에서 산소(O)가 나타나

는 이유는 PVC에 첨가하는 가소제의 성분인 phthalic acid

[C6H4(COOH)2]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PVC/ATH 복합소재의 열안정성

ATH의 함량에 따른 열적 특성의 변화를 thermogravimetric

analyzer (Auto-TGA Q502, TA Instruments, Korea)로 측정하

여 Figure 4에 나타내었으며, TGA 분석 결과는 Table 5에 나

타내었다. ATH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적 특성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량 감소가 5%일 때를 초기 분해

온도로 나타낼 때, ATH가 260.27 oC로 가장 낮은 초기 분해

온도를 보였다. PVC/ATH 복합소재는 200 oC 이후부터 hydrogen

chloride 분해로 인하여 중량 감소를 일으키며, 400 oC 이후부

터는 주 사슬인 polyene의 분해 반응으로 인하여 중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 또한, 650 oC에서 PVC/ATH 복합소재의 잔존량

을 비교해 보았을 때, ATH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잔존량도

마찬가지로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이는 ATH가 빠른 초기 분

해 온도를 가져 낮은 온도에서 중량 감소를 나타내지만 320

Table 3. Value of k for Calculating the Oxygen Index Concentration from Determination Made by Dixon’s “Up-and-Down” Method

1 2 3 4 5 6

Responses for the last 

five measurements

Values of k for which the first NL determination are : (a)

O OO OOO OOOO

XOOOO -0.55 -0.55 -0.55 -0.55 OXXXX

XOOOX -1.25 -1.25 -1.25 -1.25 OXXXO

XOOXO 0.37 0.38 0.38 0.38 OXXOX

XOOXX -0.17 -0.14 -0.14 -0.14 OXXOO

XOXOO 0.02 0.04 0.04 0.04 OXOXX

XOXOX -0.50 -0.46 -0.45 -0.45 OXOXO

XOXXO 1.17 1.24 1.25 1.25 OXOOX

XOXXX 0.61 0.73 0.76 0.76 OXOOO

XXOOO -0.30 -0.27 -0.26 -0.26 OOXXX

XXOOX -0.83 -0.76 -0.75 -0.75 OOXXO

XXOXO 0.83 0.94 0.95 0.95 OOXOX

XXOXX 0.30 0.46 0.50 0.50 OOXOO

XXXOO 0.50 0.65 0.68 0.68 OOOXX

XXXOX -0.04 0.19 0.24 0.25 OOOXO

XXXXO 1.60 1.92 2.00 2.01 OOOOX

XXXXX 0.89 1.33 1.47 1.50 OOOOO

Values of k for which the first NL determination are : (b)

Responses for the last 

five measurements

X XX XXX XXXX

are as given in the above table opposite the appropriate response in column 6, 

but with the sign of k rev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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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이후 중량 감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ATH 배

합 비와 비례적으로 잔존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3. PVC/ATH 복합소재의 난연성

PVC는 자체 난연성을 가진 자기소화성 물질로써 한계산소

농도지수(Limiting oxygen index, LOI) 값이 40이라는 표준 값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PVC/ATH 복합소재의

LOI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으며, 정확한 수치를 Table 6

에 나타내었다. Neat PVC의 LOI 값은 40.7로 표준 값인 40

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ATH가 소량인 1 phr만 첨가되

어도 LOI 값이 2.5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LOI 값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TH 함량이 가장 많은 5 phr일 때, LOI 44의 수치를 나타내

었다. 이는 ATH가 흡열 분해에 의해 물을 생성하여 난연 효

과를 얻고, 생성수에 의한 냉각 작용을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

고 있어 ATH를 첨가하지 않은 Neat PVC에 비하여 확연히 차

이가 나는 난연성을 보인다. ATH함량의 소량 변화는 난연성

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함량

변화를 많이 주어 첨가해 준다면 더 큰 폭의 난연성 증가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LOI는 고분자 재료의 난연성 및 연소

성을 평가하는 지수로서 재료가 연소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최

Figure 2. SEM of PVC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aluminum trihydroxide particles; (a) 0, (b) 1, (c) 2, (d) 3, (e) 4 and (f) 5 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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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산소 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산소 농도

는 21%이며, 21% 이하의 재료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로 분류

된다. LOI 값이 25 또는 30 이상일 경우 자기소화성을 가지

는 물질로 분류한다.14 따라서 PVC/ATH 복합소재는 자기소

화성을 가지는 난연성이 뛰어난 재료라고 할 수 있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PVC 소재에 ATH를 배합하여 PVC소재에

난연성을 부여하고, PVC/ATH 복합소재에 대한 열적 특성 및

난연 특성을 분석하였다. ATH의 함량에 따른 PVC/ATH 복합

소재는 modular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

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PVC/ATH 복합소재의 성분 분석은

SEM-EDS, 열적 특성은 TG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난연

특성은 LOI의 수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EM에서 ATH

의 함량에 따른 PVC/ATH 복합소재 표면에 존재하는 Al이 비

례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ATH의 함량에 따른 PVC/

ATH 복합소재의 열적 특성 변화는 미미하였으며, 초기 분해

온도는 Neat PVC를 포함한 모든 PVC/ATH 복합소재에서

280 oC 부근에 나타났다. 650 oC에서의 PVC/ATH 복합소재의

잔존량은 ATH의 함량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320 oC 이후 잔존하는 ATH의 양에 의존한 결과이다. LOI 결

Figure 3. The EDS data of PVC containing different amounts of aluminum trihydroxide particles; (a) 0, (b) 1, (c) 2, (d) 3, (e) 4 and (f) 5 phr.

Table 4. Concentration Ratio of PVC/Aluminum Trihydroxide Com-

posites

Sample 
Concentration ratio of PVC composite

C O Cl Al

Neat PVC

PVC/ATH 1 phr

PVC/ATH 2 phr

PVC/ATH 3 phr

PVC/ATH 4 phr

PVC/ATH 5 phr

46.97

40.89

45.94

43.89

42.77

40.40

12.21

15.94

13.96

15.90

15.79

17.97

40.82

42.99

39.75

39.69

40.81

40.76

*N.A.

0.19

0.34

0.51

0.63

0.87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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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TH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LOI 수치가 증가하였고, 이

는 ATH의 난연 거동에 영향 받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를 통

하여 PVC/ATH 복합소재의 난연 특성 부여를 확인하였고 화

재의 위험에서 안전한 소재 개발에 이바지하여 향후 화재에

취약한 산업 기반에 응용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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