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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주사슬에 나프탈렌고리와 테트라메틸렌 및 헥사메틸렌 유연격자를 가지면서 트라이어드
메소겐을 갖는 새로운 열방성 방향족 액정 폴리에스테르(TLCP)를 용액중합법에 의하여 합성하
였다. TLCP의 함량을 달리하는 TLCP/PEN in situ 복합재료를 용융방사하여 연신비가 각각 다
른 단섬유를 제조하고 그들의 열적, 기계적 특성 및 모폴로지를 조사하였다. 합성된 TLCP는 네
마틱 액정중합체였으며 고체상에서 액정상으로의 전이 온도는 249 ℃였다. 블렌드내의 TLCP 
도메인들은 매트릭스 고분자인 PEN에 잘 분산 되었으며 어떠한 거대 상 분리 현상도 보여 주
지 않았다. TLCP 함량의 증가에 따른 블렌드내 PEN의 cold crystallization 온도가 낮아진 것으
로 보아서 TLCP가 PEN에 대한 조핵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블렌드 섬유내의 TLCP
의 도메인 크기는 대략 40～ 50 nm정도의 미세한 크기였으며 매트릭스와의 사이에 좋은 계면
접착력을 보였다. 또한 cold 및 hot-drawing 과정을 거친 낮은 draw ratio(DR)에서는 거의 fibril
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높은 DR에서는 잘 발달된 fibril들을 보여 주었다. TLCP의 강화효과로
인하여 10 wt% TLCP/ PEN 블렌드 섬유의 초기 모듈러스는 270 %, 인장강도는 235 %의 증가
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신장률은 DR의 증가와 함께 감소 하였다.

ABSTRACT：A thermotropic liquid crystalline polymer(TLCP) which has flexible butylene/hexylene 
spacers in the main chain and a triad aromatic ester type mesogenic unit containing a naphthyl group 
was prepared by solution polycondensation. The in-situ composites based on poly(ethylene 2,6-naphthalate) 
(PEN) and a thermotropic liquid crystalline polymer(TLCP) were prepared and melt spun at different TLCP 
contents and different draw ratios to produce monofilaments. Blends of the TLCP with PEN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rmal, mechanical properties and morphology. The TLCP synthesized showed nematic 
mesophasic behavior and its transition temperature to isotropic melt from mesophase was 249℃. The blends 
showed well dispersed  TLCP phases in the PEN matrix without macroscopic phase separation. Inclusion 
of TLCP in theblends decreased the cold crystallization temperature of PEN in the blend,  theref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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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열방성 액정 중합체(TLCP)와 열가소성 고분자와
의 블렌드에 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서 수행되어 왔다.1-4 높은 강도 와 탄성율, 높은
열안정성, 치수안정성 그리고 낮은 유전상수 및 낮
은 열 팽창계수등과 같은 뛰어난 물성을 갖는

TLCP와 열가소성 고분자와의 블렌드는 매트릭스

고분자에대한 TLCP의 강화제 역할로 인하여 재료
의 축방향으로의 기계적 성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5-6 특히 TLCP의 낮은 용융점도와

높은 배향성은 가공을 쉽게 할 뿐 아니라 기존의

가공 장치를 그대로 쓸 수 있어 경비를 절감 할

수 있다. 
  TLCP/열가소성 고분자 in situ 복합재료를 제조

한 다음 이들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매트릭스 고분자내에 있는 TLCP영역의 fibrilla-
tion이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이들 fibril들이 매트
릭스 고분자에 비해 TLCP의 뛰어난 강도와 탄성

율 때문에 보강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복합재
료에서 TLCP의 fibrillation은 TLCP와 매트릭스 고

분자와의 상용성, TLCP의 농도, 매트릭스 고분자

와 TLCP와의 용융점도비, 가공온도, shear rate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TLCP와 매트릭스 고

분자와의 계면 접착력과 상용성이다. 대부분 복합
재료의 기계적 성질이 각각의 구성성분의 것보다

더 취약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블렌드내 각 성분들

간의 접착력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이다. TLCP/열
가소성 고분자 블렌드계에서 관찰되는 sheath-core 
모폴로지는 구성 성분들간의 접착력이 약하기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TLCP fibril의 주위에 생

긴 open-ring 과 매트릭스로부터 돌출된 fibril이나
이들이 빠져나간 빈 hole의 관찰로부터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블렌드계에서의

기계적 성질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In situ 복
합재료의 계면 접착력과 상용성을 증가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는 매트릭스 고분자의 구조를 포함하

는 TLCP 블록/그라프트 공중합체의 합성 또는 매
트릭스 고분자와 유사한 구조를 갖거나 긴 유연격

자를 갖는 TLCP를 합성하여 블렌딩 하거나 두 시
스템의 상용성 증진을 위한 상용화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었다. 또한 mesogenic 
unit에 유연한 긴 곁사슬을 갖는 TLCP를 합성하여
블렌딩 함으로써 TLCP 곁사슬이 일종의 용매와

같이 작용하여 메트릭스 고분자와의 계면 접착력

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이 연구보고 되었다.8-10

  본 연구에서 매트릭스 고분자로 사용된 poly 
(ethylene 2,6-naphthalate)(PEN)는 강직성이 우수하

고 유리전이 온도, 내열성, 인장 모듈러스, 파단강
도등 기계적 물성이 구조가 유사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높은 용

융점도와 느린 결정화속도 그리고 높은 가격은

PEN의 단점이다. PEN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제품
에 응용되어 왔는데 특히 섬유상태로는 높은 탄성

율과 낮은 수축율을 요하는 자동차 타이어코드 적

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소재로는
방향족 아미드 섬유가 있는데 강도, 탄성율 당 가
격면에서 PEN섬유가 유리하다.11-12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PEN 섬유의 물성 향상을 목적으로 TLCP/ 
PEN in situ 복합재료를 제조하여 그 특성들을 조
사 하고자한다. TLCP는 매트릭스 고분자와의 상용
성을 고려하여 주사슬에 나프탈렌 고리와 테트라

메틸렌 및 헥사 메틸렌 유연 격자를 가지면서 트

TLCP acts as a nucleating agent in the blend and showed good interfacial adhesion between the dispersed 
LCP phases and PEN matrix with domain sizes 40～50 nm in diameter and well developed fibrillation 
in the monofilaments. The TLCP acted effectively as a reinforcing material in the PEN matrix at the 10wt% 
level, it led to an increase of initial modulus up to 270% and tensile strength by 235%, while the elongation 
rate increasing with higher draw ratios.

Keywords：TLCP, PEN, b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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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드 메소겐을 갖는 구조로 합성되었다. 합성
된 TLCP와 PEN을 용융 블렌딩하여 in situ 블렌드
섬유를 제조하였으며, 그들의 열적, 기계적 성질

및 모폴로지를 조사하였다. 

Ⅱ. 실 험

1. 시 약

  p-hydroxy benzoic acid, ethyl chloroformate, chloro-
form, dimethyl 2,6-naphthalene carboxylate, trifluo-
roacetic acid는 Aldrich사의 제품을 정제없이 사용

하였으며, thionyl chloride는 triphenyl phosphite를
넣고 약 2시간 동안 환류시킨 다음 증류하여 사용
하였으며, pyridine은 sodium hydroxide와 함께 충분
히 환류시킨 후 증류정제하여 사용하였다. 1,4-bu-
tanediol, 1,6-hexanediol, 1,2-dichloroethane, 1-chloro-
naphthalene, dimethyl formamide는 각각 MgSO4와

calcium hydride를 넣고 24시간 동안 교반한 후 감
압증류하여 사용하였으며, PEN은 (주)새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단위체의 합성

  단위체 중 1,4-bis(p-hydroxybenzoyloxy)alkane의 합
성은 Ober등13이 제시한 방법에 의해 합성하였으며

2,6-naphthalene dicarbonyl dichloride의 합성은 Jeon 
등14이 제시한 방법에 의해서 합성하였다.

3. TLCP 합성

  액정 중합체의 합성 경로는 SchemeⅠ에 나타내

었다.
  단위체인 1,4-bis(p-hydroxybenzoyloxy)butane 6.5275g 
(0.01976 mole), 1,6-bis(p-hydroxybenzoyloxy)hexane 
7.0818g(0.01976 mole)과 2,6-naphthalenedicarbonyl 
dichloride 10.00g (0.0395mole)을 1-chloronaphthalene 
110 ㎖가 들어 있는 반응기에 함께 넣고 알곤가스
기류 하에서 교반하면서 220 ℃에서 약 72시간 반
응시킨 후 반응물을 뜨거운 메탄올에 떨어뜨려 섬

유상의 중합체를 얻었다. 이 중합체를 뜨거운 메탄
올에 여러 번 세척한 후 100 ℃에서 48시간 동안
진공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백색의 중합체를 얻었

다. 이 중합체의 녹는점은 245 ℃, 수득률은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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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g)였다. 

4. TLCP와 PEN과의 용융블렌딩

  본 실험에서는 열가소성 수지인 PEN을 매트릭

스로 하고 새로이 합성한 semirigid한 TLCP를 in-
clusion으로 하는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TLCP
가 매트릭스 고분자인 PEN내에 2, 5, 10, 20 wt%
의 조성을 갖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용융블렌

딩을 하였다.
  용융블렌딩은 잘 건조된 TLCP와 PEN 분말을 각
각 적당한 조성으로 혼합한 다음 50 ㎖ 플라스틱

병에 넣고 48시간 동안 tumbling시켰다. 혼합된 블
렌드를 진공 건조기에서 100 ℃, 48시간 동안 건조
시킨 다음 240 ℃의 hot-press에서 melt-cake를 만든
후 다시 분쇄하여 이들을 1/4 인치 일축 스크루압
출기(Randcastle사의 RC-025)를 이용하여 블렌드 섬
유를 얻었다. 다이의 온도는 290～295 ℃를 유지하
였고 스크루 rpm은 45～50으로 조절하였다. 압출
기는 각 부분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4개의 온
도조절기를 가지며, die 직경은 1 ㎜이다. 시료의
다이 내에서 잔류시간은 약 2분으로 블렌드 조성

물간의 상호 에스테르 교환반응이나 열분해를 막

기 위해 가능한 짧게 하였다. 다이와 take up 장치
와의 거리는 약 1 m이고 take up 속도는 76 m/min 
정도로 하였다. 

5. 블렌드의 특성조사

  블렌드의 열분석은 TA사의 DSC 2010 열분석기
를 사용하였으며 질소기류 하에서 가열 및 냉각속

도를 분당 10 ℃로 하였다. Table 1에 보여준 데이
타에서 Tg를 제외한 각 전이온도의 값은 DSC상의
데이타 피이크의 꼭지점 온도에 해당하는 값을 실

었다. 
  또한, PEN 및 블렌드 내의 액정고분자의 모폴로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SEM (Hitachi사의 S-4700)과
가열판이 부착된 편광 현미경을 사용하여 광학구

조 및 상분리 현상 등을 관찰하였으며 부착된 카

메라로 이들의 변화를 촬영하였다. 
  블렌드 섬유는 제조 방법에서 언급하였던 것처

럼 압출기를 이용하여 얻었고, 섬유의 post treat-

ment (cold 및 hot-drawing)는 2단계로 하였으며 이
를 위해서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한 drawing 장치를
이용하여 135℃에서 cold-drawing을 한 후 cold- 
drawn된 섬유를 다시 약 200 ℃에서 hot-drawing을
하였다. Hot-drawing 과정에서 drawing speed를 변

화시켜 섬유의 굵기를 조절하였다. Draw ratio(DR)
의 계산은 as-spun과 hot-drawn 섬유의 단면적 비로
하였으며 이때의 섬유의 직경은 편광현미경으로

측정하였는데 길이 50 mm 섬유의 6～7 point의 직
경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취하되 편차가 너무 많

은 것은 제외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TLCP 및 PEN의 일반적 성질

  Table 1에 PEN 및 TLCP의 일반적 성질을 나타
내었다. PEN 및 TLCP의 고유 점성도 값은 p- 
chlorophenol/1,1,2,2-tetrachloroethane (60/40=v/v) 혼
합용매로 0.5 g/dL 용액을 만들어 35 ℃의 항온조
에서 측정하였다. 고유점성도 값은 각각 0.67 및
0.75 dL/g였다.
  먼저 합성된 TLCP의 가열곡선(Figure 1)을 보면

약 220 ℃에서 서서히 흡열이 시작되어 249 ℃에
서 흡열 피이크가 생성되고, 그 이후 300 ℃까지는
어떠한 흡열 피이크도 보이지 않았으나 다시 냉각

시키니 175 ℃에서 뚜렷한 하나의 발열곡선을 보

여 주었다. 이를 실온까지 냉각시키고 다시 2차 가
열곡선을 얻었는데 1차 가열곡선에서 처럼 249 ℃
에서 흡열 피이크를 보여주고 310 ℃에서부터 서

서히 흡열이 시작되어 325 ℃ 이후에서는 급격한

 
Table 1. General Properties of TLCP and PEN

Polymer ηinha Tg

(℃)
Tc

(℃)
Tm

(℃)
Ti

(℃)
Td

i b

(℃)
L.C.phase

 TLCP 0.75 249 383 nematic

PEN 0.67 116 186 265 412

a：Inherent viscosities of the polymers were measured at 
35 ℃ at 0.5 g/dL of  a p-chlorophenol/1,1,2,2- 
tetrachloroethane=60/40(v/v) mixture.

b：Initial weight los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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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열곡선을 보였다. 이들 가열 및 냉각곡선을 기초
로 하여 중합체의 액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열

판이 부착된 편광현미경을 통하여 시료를 관찰하

였는데, 가열판에서 TLCP를 서서히 가열하자 249 
℃부근에서부터 복굴절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여

265 ℃에서 흐름이 일어나고 그 온도에서부터 네

마틱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실과 같은 메소상 구

조를 보였다. 이 액정상은 약 315 ℃에서 부터 서
서히 등방성화 되다가 350 ℃ 이후에서는 분해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DSC 열
곡선에서 249 ℃의 흡열 피이크는 고체상에서 액

정상으로의 전이 흡열 피이크이고 냉각곡선 상에

서 보여 주었던 175 ℃에서의 발열곡선은 액정상

에서 고체상으로의 전이 피이크임을 또한 알 수

있었다. 2차 가열곡선에서의 2차 흡열이 시작되는

것은 액정상에서 등방성 액체로의 전이와 함께 그

후 중합체의 분해가 동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네마틱 액정상 온도구간에서는 강한 stir-opales-
cence를 보여 주어 중합체가 강한 액정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액정 중합체의 유리전이온도

(Tg)는 DSC에서의 1차 가열곡선에서 구할 수가 없
어서 300 ℃까지 1차 가열한 후 액체 질소를 사용
하여 급냉시킨 후 다시 2차 가열 곡선에서 조사하
였으나 관찰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매트릭스
고분자로 사용되는 PEN은 116 ℃에서 유리전이온
도를, 186 ℃에서 cold crystallization 피이크를, 265 
℃에서 용융 흡열 피이크를 보여 주었으며 편광현

미경 관찰에서는 약 240 ℃ 부근에서부터 용융되

기 시작하여 275 ℃에서 완전히 용융되어 TLCP와
는 달리 어떠한 복굴절성도 보여 주지 않았다

2. 블렌드의 열적 성질

  Figure 2에 PEN 및 블렌드 섬유들의 1차 가열곡
선을 보였다. 먼저 Tg를 살펴보면 순수한 PEN의
경우 116 ℃이고, 블렌드 중 TLCP가 2 wt%에서
20 wt%까지 증가함에 따라 작은 값의 차이기는

하지만 112 ℃까지 감소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Tg 값들의 차가 각 조성들간의 오차범위 내에 있

기 때문에 이들 두 블렌드 성분들 사이에 부분적

인 섞임성이 있음을 언급하기 어렵다. 또한 순수한

Figure 1. DSC thermograms of TLCP at a heating and 
cooling rate of 10℃/min.

Table 2. Thermal Properties of TLCP/PEN Blend 
Fibers

TLCP/
PEN

(wt%)

Heating Cooling

Tg(℃) Tc(℃)⊿Hc(J/g)Tm(℃)⊿Hm(J/g) Tc(℃)⊿Hc(J/g)

0/100 116 186 41 265    51 204    42

2/98 115 185 42 266 54(55) 214 42(42)

5/95 115 180 39 266 55(58) 217 48(58)

10/90 113 180 33 266 46(51) 218 41(47)

20/80 112 174 31 265 49(61) 218 36(45)

* The values are those obtained from 1st heating and 
cooling (10 ℃/min), and the values in parentheses are 
based on the mass of PEN in the blends.

Figure 2. DSC thermograms of PEN and TLCP/PEN 
blend fibers at a heating rate of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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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과 모든 블렌드(PEN/TLCP) 열곡선에서 cold 
crystallization 피이크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용융

상태에 있던 시료가 액체질소에 의해 급냉됨으로

서 미처 결정화되지 못한 amorphous 부분들이 재

차 가열됨으로서 Tg 이상에서 결정화를 이루기 때
문이다. 이들 온도는 순수한 PEN이 186 ℃이고 블
렌드들의 TLCP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20 wt% TLCP/PEN  블렌드가 174 ℃로 약 12 ℃
감소됨을 보였는데 이는 TLCP 도메인이 급냉되는
순간에도 결정핵으로 존재하고 있어 재차 가열시

조핵제 역할을 함으로써 순수한 PEN 보다 TLCP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결정화가 진

행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순수한 PEN의 무게로 표준화된 각 블렌드
들의 용융엔탈피 값은 TLCP 함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됨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 또한 TLCP 도메
인이 PEN에 대하여 조핵제로 작용하여 결정화도

를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3에서는 각 조성별 블렌드의 냉각 곡선을
보여 주었다. 순수한 PEN의 냉각곡선의 경우 결정
화온도는 204 ℃이며,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발
열곡선을 보였다. 그러나 2 wt% 블렌드의 경우에

는 214 ℃이며 20 wt% 경우는 218 ℃로서 점차

증가됨을 보여 주었으며 이들 블렌드의 발열곡선

의 형태도 순수한 PEN 보다는 폭이 좁은 곡선을

보여주어 블렌드의 결정화거동이 빨라졌음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TLCP 도메인의

Figure 3. DSC thermograms of PEN and TLCP/PEN 
blend fibers at a cooling rate of 10℃/min.

PEN에 대한 조핵제 역할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3. 블렌드의 모폴로지

3.1 편광현미경 관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 합성된 새
로운 액정 중합체는 전형적인 네마틱 구조를 보였

으며 강한 stir-opalescence를 보였다. 순수한 PEN은
265 ℃에서 완전히 용융되었고 냉각시 220 ℃ 아

래의 온도에서 작은 spherulites를 보이면서 결정화
되었다. Figure 4 (a) ~ (d)는 순수한 PEN 섬유와
10 wt% TLCP/PEN 블렌드 섬유들의 편광현미경

사진들이다. 순수한 PEN 섬유(Figure 4 (a))의 경우
255 ℃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용융되면서 밝고 목재 무늬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

다가 270 ℃ 정도에서 형체를 잃고 완전히 용융되
어 사라졌다. Figure 4 (b)는 take up 속도가 76 
m/min인 as-spun 10 wt% TLCP/PEN 블렌드 섬유의
편광현미경 사진인데 약 265 ℃정도 근처에서

PEN의 용융과 함께 TLCP 도메인들이 방향성을 잃
고 흩어졌다. 이들의 형태는 대개 둥글고 일부는

타원형의 fibril 형상을 갖추고 있었다. Figure 4 (c)
는 135 ℃에서 cold-drawing된 블렌드 섬유를 285 
℃에서 촬영한 사진으로서 매트릭스 고분자인 PEN 
도메인이 용융된 후 as-spun 섬유와는 다르게 약간
두꺼운 형태의 TLCP fibril들이 한쪽 방향으로 어

느 정도 배향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Figure 4 
(d)는 약 200 ℃에서 hot-drawing된 블렌드 섬유

(DR=9)의 사진으로서 같은 온도(285 ℃)에서 촬영
한 사진 (c)와는 달리 TLCP 도메인들이 아주 가늘
고 길게 fibril화 되어 흐름 방향으로 잘 배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cold-drawing된 블렌드 섬
유의 TLCP fibril들이 hot-drawing 단계에서 더욱

더 잘 발달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이 결과
로부터 TLCP의 fibrillation은 drawing 온도와 DR이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블렌드 내에서
의 이러한 TLCP의 fibrillation은 블렌드 섬유의 기
계적 강도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15-19 Y. Qin 
등20은 polypropylene과 TLCP와의 블렌드 섬유에서
drawing 조건에 따라서 잘 배향된 TLCP fibril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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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 현미경을 통해 관찰했음을 보고하였고, 아울
러 블렌드 섬유의 drawing 조건에 따라 fibril들의
aspect ratio가 달라졌으며, aspect ratio 증가에 따라
기계적 물성이 증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3.2 전자현미경 관찰

  매트릭스 고분자인 PEN, TLCP 그리고 각 블렌

드 섬유의 모폴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SEM을 이
용하였다. PEN 및 블렌드 섬유들은 290 ℃에서 압
출된 as-spun 섬유를, 그리고 TLCP는 압출기에서

섬유를 방사하지 못하여 녹는점 측정기 상에서

TLCP를 용융시킨 후 tweezer를 이용하여 섬유를

만들어 실험하였다.
  Figure 5는 PEN과 TLCP 섬유를 액체질소에 급

냉시킨 후 파단하여 찍은 SEM 사진인데 PEN은

전반적으로 균일하고 매끄러운 면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TLCP는 PEN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불

균일하게 뽑힌 섬유상 모습을 하고 있어 두 중합

체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Figure 6은 5 wt%, 
10 wt%, 20 wt% TLCP/PEN as-spun 블렌드 섬유의
SEM 사진들로서, 흰 색으로 보이는 TLCP 도메인
이 구형 혹은 타원형의 모양으로 매트릭스 고분자

에 분포되어 있는 두 개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매
트릭스 고분자에 분산된 TLCP 도메인들의 크기는
대략 44～ 50 nm로 아주 미세하며 또한 이들은 매
트릭스 고분자에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전 조성에서 TLCP와 매트릭스 고분자와의

접착력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였으나 fibrillation
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TLCP 

      

(a)                                                     (b)

     

(c)                                                     (d)

Figure 4. Polarized optical micrographs of PEN fibers taken at 258℃ and 10wt% TLCP/PEN blend fibers taken 
at 285℃ (a)PEN, (b) as-spun, (c) cold-drawn, (d) hot-drawn(D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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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fractured 
surface of (a) PEN and (b) TLCP fibers.

도메인의 비교적 좋은 계면접착력은 본 연구에서

합성한 TLCP의 구조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

겠다. 즉 메틸렌 단위와 나프탈렌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TLCP는 매트릭스 고분자와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두 상 간의 계면친화성 증진에 큰 역

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Chang 등10은 매트릭스

고분자와 TLCP의 계면에서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
하여 매트릭스 고분자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사

슬 TLCP와 알콕시 곁가지를 갖는 TLCP를 각각

PBT와 블렌딩하여 얻은 압출된 섬유로부터, 또
Shin 등21은 유연격자로서는 비교적 긴 decamethylene 
그룹을 갖는 TLCP를 PET와 블렌딩하여 얻은 섬유
에서 매트릭스와 TLCP사이에 우수한 접착력과

fibrillation의 생성으로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a)

(b)
                                   

(c)
Figure 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fractured 
surface of (a) 2wt%, (b) 5wt%, (c) 10wt% and (d) 
20wt% TLCP/PEN as-spun blend fibers.

  일부 조성의 블렌드 섬유의 경우 부분적으로 응
집된 부위가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압출물을

가공할 때 가공온도와 시료의 배럴내의 체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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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이들의 점도차나 밀도차 때문에 TLCP가
서로 응집되어 생기는 상분리 현상이거나 혹은 어

느 일정 농도 이상에서의 TLCP자체의 응집 현상

으로 생각된다.
  Figure 7은 10 wt% TLCP/PEN 블렌드 섬유의

cold-drawn 섬유와 hot -drawn 섬유의 SEM 사진들
로서 이들은 as-spun 섬유의 SEM 사진에서 보여

주었던 구형 혹은 타원형의 TLCP 도메인 들과는

달리 약간 길쭉하게 돌출된 TLCP 도메인들을 보
여주었다(Figure 7 (a)). DR이 6.9인 hot-drawn 섬유
에서는 파단면의 전체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길게 뻗은 TLCP의 fibril 등
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앞에서 보여주었던 편광

현미경 관찰 결과하고도 일치한다(Figure 7 (b)). 이

(a)

(b)

Figure 7.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fractured 
surface of (a) 10wt% cold-drawn fibers and (b) 10wt% 
TLCP/PEN hot-drawn fibers.

부분에 대한 흥미를 갖고 DR의 변화에 따른

fibrillation 정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DR이 9인
hot-drawn 섬유에 대한 파단면을 SEM에서 관찰하

고자 하였으나 섬유의 직경이 대략 10～15 ㎛으로
서 액체질소 내에서 파단이 불가능하여 관찰하지

못하였다. Figure 8은 DR이 6.9인 10 wt% TLCP/ 
PEN  hot-drawn 섬유의 SEM 사진으로서 UTM에서
인장시험 후 시편의 파단면을 SEM에서 관찰한 사
진들이다. Figure 8 (a)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배향

된 섬유질 형태를 보여주었으나 Figure 8 (b)는
Figure 8 (a)와 같은 시료의 파단면 다른 부분을 촬
영한 것으로 Figure 8 (a)에서 와는 달리 약 0.2 ㎛
정도 되는 fibril들이 구불구불한 형태로 헝클어진

실처럼 뭉쳐 있는데, 이는 drawing 과정에서 형성

된 fibril들이 인장시험때 파단 직전까지 늘어났다

(a)

(b)
Figure 8.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for tensile 
fractured surface of 10wt% TLCP/PEN hot-drawn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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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9.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fractured 
surface of 20wt% TLCP/ PEN cold-drawn blend fibers: 
(a) skin (b) core.

가 파단 직후 수축되어 이처럼 보인 것으로 생각

된다.
  Figure 9는 20 wt% TLCP/PEN cold-drawn 블렌드
섬유의 core 부분과 skin 부분의 모폴로지로서 core 
부분에서는 TLCP 도메인이 타원형의 약간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skin 부분에서는 길쭉
길쭉한 형태의 fibril 생성을 보여 주었다. 이는
skin 영역의 fibril은 압출물이 다이를 통과할 때 생
기는 wall shear stress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며 이
러한 skin, core 모폴로지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서 보고된 바 있다.9,22-23

4. 블렌드의 기계적 성질

  순수한 PEN 및 TLCP/PEN 블렌드 섬유들의 기

Table 3. Tensile Properties of PEN and TLCP/PEN 
Blend Fibers

TLCP/PEN
(wt%)

Draw
ratio

Modulus
(GPa)

Strength
(MPa)

Elongation
(%)

0/100

 4.1  5.40 199 84.1

 8.0 11.53 335 31.2

10.2 11.56 338 14.6

19.0 33.15 1029  5.6

2/98

 2.9  5.44 172 45.8

 5.6  6.83 292 45.7

10.5 22.68 677 11.7

12.7 28.12 857 10.2

5/95

 3.6  8.01 241 52.4

 6.4 14.57 360 46.1

 9.2 19.01 545 12.8

10.9 26.24 684  5.0

10/90

 4.4  8.99 264 48.0

 6.9 14.89 464 20.8

 7.4 18.45 545 16.5

10.1 25.09 793  4.5

계적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Shimadzu사의 UTM
을 이용하여 시료길이는 50 mm, cross-head speed
는 10 mm /min으로 하고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각
실험 시편들의 직경은 편광 현미경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DR은 as-spun 섬유와 hot-drawn 섬유
의 단면적비(DR= R2/r2)를 계산하여 구하였다. 인장
시험의 결과는 10개의 측정값을 평균하여 취하였

다. 
  Table 3에는 hot-drawn된 PEN 및 TLCP/PEN 블
렌드 섬유들의 인장 시험결과를 보였다. TLCP의
농도와 DR의 증가에 따라서 초기 모듈러스, 인장
강도, 신장률을 측정하였다. DR은 각 조성별로 4
개의 값만 보였는데, 각 조성별로 같은 값의 DR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각 조성의 as-spun 섬유를
cold-drawing과 hot-drawing을 거치는 과정에서 drawn 
섬유가 일관성 있게 단면적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

이다. 각 조성별로 최종 DR을 보면은 순수한 PEN
인 경우는 19.0, 2 wt% TLCP/PEN은 12.7, 5 wt% 
TLCP/PEN은 10.9 그리고 10 wt% TLCP/PE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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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로 전반적으로 TLCP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낮

아진다. 이는 TLCP 자체의 강직성 때문에 블렌드
내 TLCP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brittle해져 drawing
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순수한 PEN의 경우 이미 예상할 수 있듯이 DR
이 증가하더라도 인장강도, 초기 모듈러스의 변화
가 TLCP/PEN 블렌드에 비하여 그리 크지 못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DR이 모든 조성에서 일정
하지 않지만 DR 상승에 따른 순수한 PEN과 10 
wt% TLCP/PEN 블렌드의 기계적 물성 상승효과를
비교해 보자면, 즉 DR이 4.1인 순수한 PEN의 경우
초기 모듈러스는 5.40 GPa이고, 인장강도가 199 
MPa인데, DR이 10.2인 경우 초기 모듈러스와 인장
강도가 각각 11.56 GPa 및 338 MPa 이다. 따라서
DR(4.1→10.2)상승에 대한 순수한 PEN의 초기 모

듈러스와 인장강도의 상승률은 각각 214 %와 170 
%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에 10 wt% TLCP/PEN 
블렌드 섬유의 경우 DR이 4.4인 경우 초기 모듈러
스와 인장강도는 8.99 GPa와 264 MPa을 DR이
10.1인 경우 초기 모듈러스와 인장강도는 25.09 
GPa과 793 MPa을 보였다. 따라서 DR(4.4 →10.1)
상승에 대한 10 wt% TLCP/PEN 블렌드의 초기 모
듈러스와 인장강도의 상승률은 각각 279 %와 300 
%의 상승률을 보였다. 
  Figure 10과 11에는 PEN과 TLCP/PEN 블렌드 섬
유들의 DR에 대한 초기 탄성률과 인장강도의 변

화를 보였다. DR의 변화에 대하여 초기 모듈러스

의 변화는 대략 DR이 5정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
하다가 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TLCP의 블렌드내 농도의 증가와 더

불어 같은 경향성을 보여준다. 즉 순수한 PEN의
경우 DR이 10.2인 경우 초기 모듈러스는 11.56 
GPa인데, 10 wt% TLCP/PEN 블렌드의 경우 DR이
10.1인 경우 25.09 GPa를 보여 순수한 PEN보다 무
려 217 %나 증가함을 보여 주었으며, 또 인장강도
도 338 MPa에서 793 MPa로 235 %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편광현미경 및 모폴로지 관찰에서

이미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매트릭스 고분자에 형

성된 TLCP의 fibril이나 두 고분자들간의 강한 계

면 접착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Kiss 등5도 몇

몇의 유연한 사슬 고분자(polyether imide, polye-
theretherketon, polycarbonate 등)와 나프탈렌 단위를
골격으로 갖는 블렌드계에서 30 wt%의 TLCP가 포
함된 블렌드수지 중 매트릭스 수지의 기계적 성질

과 비교했을 때 강도와 모듈러스가 100～300 % 
정도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2 wt% TLCP/PEN 
블렌드의 경우 DR이 10.5인 경우 초기 모듈러스가
22.68 GPa, 인장강도가 667 MPa이며,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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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ect of draw ratio on elongation of PEN 
and TLCP/PEN blend fibers.

의 DR 10.2인 순수한 PEN의 경우 초기 모듈러스
가 11.56 GPa, 인장강도가 38 MPa로 2 wt% TLCP/ 
PEN 블렌드가 초기 모듈러스가 11.12 GPa, 인장강
도는 339 MPa 더 높은 값들을 갖는데, 이는 소량
인 2 wt% TLCP가 매트릭스 고분자인 PEN에 대한
보강효과이기도 하겠지만 TLCP에 의해서 가속화

된 PEN의 결정성 증가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

겠다.
  Figure 12 에는 PEN과 TLCP/PEN 블렌드 섬유의
DR에 대한 신장률의 변화를 보였다. 그림에서 보

인 바와 같이 DR이 5 까지는 급격히 감소함을 보
였으며, 그 이후에서는 완만한 경사를 보였다. 10 
wt% TLCP/PEN 블렌드의 경우, DR이 4.4인 경우

신장률이 48.0 %에서, DR이 10.1인 경우 신장률이
4.5 %로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Ramanathan 등24은

Blizard 등2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polycarbonate와
TLCP60(PHB/PET=60/40) 블렌드계에 대한 배향과

성질에 관한 연구에서 DR의 증가함에 따라 drawing 
방향으로 350 %의 초기 모듈러스의 증가를 발견

하였고 TLCP fibril의 직경이 감소됨을 모폴로지

연구로부터 확인하였다. Weiss 등22도 Vectra/Poly 
carbonate 블렌드에서 가공 온도를 최대한 높여서

DR을 500까지 높일 수 있었으며, 이때 잘 발달된
micro fibril을 얻을 수 있었다. 블렌드의 인장강도

는 TLCP의 함량, 가공온도, DR 외에도 사용된 다
이의 aspect ratio에도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PEN 및 블렌드 섬유들의

기계적 물성들을 종합해 보면 TLCP를 가함으로써
또한 그 농도에 따라서 매트릭스 고분자인 PEN 
섬유의 초기 모듈러스와 인장강도가 증가함을 보

였다. PEN 및 각 블렌드들의 기계적 물성들은 DR 
을 증가시킴에 따라 커졌으며 기계적 물성에 대한

DR의 효과는 TLCP의 농도에 의존하였다. DR의
효과는 순수한 PEN보다는 TLCP/PEN 블렌드 계에
서 더욱 높았다. 2 wt% TLCP/PEN 블렌드의 경우
DR이 12.7인 경우, 초기 모듈러스는 28.12 GPa, 인
장강도가 857 MPa을 보여주어 낮은 TLCP농도에서
도 DR을 높이면 좋은 기계적 물성을 얻을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합성한 액정 폴리에스테르와 PEN
을 용융블렌딩하여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한 결론

은 다음과 같다.
  합성된 중합체는 네마틱 액정 중합체였으며 고

체상에서 액정상으로의 전이 온도는 249 ℃였고, 
블렌드의 편광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TLCP의 도

메인들은 매트릭스 고분자에 잘 분산되어 있었으

며 어떠한 거대 상분리 현상도 보여 주지 않았다. 
또한 DSC의 열곡선에 의하면 블렌드 내의 PEN의
cold crystallization 온도는 순수한 PEN의 경우 186 
℃에서 20 wt% TLCP/PEN의 경우 175 ℃로 낮아

졌으며, 용융엔탈피의 경우 51 J/g(PEN)에서 61 
J/g(20 wt% TLCP/PEN)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TLCP
가 PEN의 조핵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블렌드 섬유내의 TLCP의 도메인 크기는

대략 44～50 nm정도의 미세한 크기였으며 매트릭
스와의 사이에 좋은 계면접착력을 보였다. 또한
cold 및 hot-drawing 과정을 거친 후 낮은 DR에서
는 거의 fibril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높은 DR에서
는 잘 발달된 fibril들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순수
한 PEN섬유와 10 wt% TLCP/PEN 블렌드 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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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모듈러스와 인장강도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

우 (11.56 GPa→25.09 GPa)이고 후자의 경우는(33.8 
MPa→793 MPa)로 초기 모듈러스는 270 % 증가와
인장강도는 235 %의 증가를 보여 TLCP가 PEN에
대한 보강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에 신장률은 DR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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