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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CTA) 매트릭스에 높은

물성을 갖는 그래핀(Gr)을 보강 필러로 사용하여 기존의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트의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CTA/Gr) 복합 필름은 닥터스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솔루션 캐스팅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나노 보강 필러인 그

래핀 파우더를 다이클로로메테인 용매에 용해시키고 초음파 처리를

통해 분산시켰으며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를 첨가하여 제조하

였다. 그래핀 함량에 따른 CTA/Gr 복합 필름의 구조적 특징, 인장

강도, 열 안정성 등의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래핀을 함유하는

복합 필름의 구조를 SEM 분석을 통해 이미지를 관찰하였고

0.5wt% 이하의 그래핀을 함유하는 복합 필름은 그래핀이 CTA 매

트릭스에 잘 분산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0.75wt% 이상의 그래핀을

함유한 복합필름은 부분적으로 그래핀이 응집이 되었다. 이러한 복

합 필름의 인장 강도와 영률은 그래핀의 함유량이 0.5wt% 이하일

때 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그래핀과 CTA 사이에

강한 상호 작용과 상당히 높은 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비교를

위해 치환도가 다른 셀룰로오스 다이아세테이트를 사용하여 셀룰로

오스 아세테이트/그래핀(CA/Gr) 복합 필름을 제작하고 기계적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같은 함량의 그래핀을 첨가하였을 때 셀룰로오

스 다이아세테이트에 비해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를 매트릭스

로 사용했을 때의 기계적 특성이 높게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또한 DTG/TGA 분석을 통해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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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핀 복합 필름의 열적 특성이 그래핀함량에 따라 선형적으로 향상

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래핀을 보강 필러로

사용함으로써 보강 효과를 확인하였고 제작된 CTA/Gr 복합 필름이

순수한 CTA 필름보다 우수한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을 가짐을 확인

하였다.

주요어 :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그래핀, 보강제, 복합 필름

솔루션 캐스팅

학 번 : 2013-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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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위기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친환경 고분자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셀룰로오스는 가장 중요한 천연 고분자 중 하나이며 셀룰로오스의

유도체와 함께 상당한 산업 및 학문적으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바이오 기반의 고분자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직접 추출되거나 파생

된 모노머를 합성하여 만들어진다. 이러한 천연 고분자는 재생 가능

한 자원으로부터 얻어지고, 생분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측

면에서 매우 좋은 장점으로 작용한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같은 셀룰로오스 에스테르는 다른 물질과

조합함으로써 섬유, 플라스틱, 탈염 막 제조, 및 생의학 분야에 응용

되어 왔다[2, 3].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중,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CTA)는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갖는다. CTA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에 비해 유리

염소와 반응하고 분해하는 가수 분해 안정성 및 더 큰 저항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CTA는 혈액 투석, 역삼투, 및 액정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응용에 사용된다[4, 5].

그러나 바이오 기반 고분자는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에틸렌 테레

프탈레이드 (PET)와 같은 합성 고분자에 비해 기계적 물성이 취약

하고, 높은 수분 흡수성, 가스 투과성에 의해 여러 응용분야에 제한

이 된다[6] 이러한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나노 기술 분야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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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춰지고 있다. 바이오 기반 고분자에 나노 사이즈인 보강 필러

를 도입함으로써 바이오 나노 복합재료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7]

그래핀은 2차원 평면의 육각형 격자 구조로 sp² 로 결합 된 탄소

원자의 단일 층이다. 그래핀은 최근 1 TPa 의 우수한 탄성률을 104

S / ㎝ 의 전도도, 그리고 뛰어난 열 안정성으로 인해 고분자 재료

의 열적, 기계적 및 전기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이상적인 보강 충

전제로서 고려되고 있다[8-10].

그래핀의 독특한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고분자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단일 층의

이차원 그래핀 시트는 높은 표면적과 종횡비를 갖는 단단한 물질로

서 간주되고 있다[11-13].

또한 그래핀은 탄소 나노 튜브와 같은 다른 탄소 계 나노 물질에

비해 낮은 제조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고분자의 기계적, 열적 및 가스 차단성을 개선시키기 위

한 그래핀 사용의 가능성을 연구 하고 있다[14-17] 여러 논문을 통

해 그래핀이 고분자 매트릭스의 기계적 및 열적 특성 향상을 제공

하는 나노 필러로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셀룰로오스와 탄소 나노 튜브 사이의 매우 강한 상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탄소 나노 튜브는 셀룰로오스에 나노 분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셀룰로오스 / 카본 나노튜브 복합재료는 우수한

전자 및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었다[18, 19]. 그래핀은 탄소 나노 튜

브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래핀 또한 셀룰로오스에

나노 분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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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을 보강제로 사용하여 셀룰로오스 트

리아세테이트 필름의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래핀을 천연 고분자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매트릭스에 분

산시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 그래핀 복합 필름을 제작하였

고, 그 필름의 열적 특성과 기계적 특성을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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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2.1. 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계 고분자들 중, 셀룰로오스는 식물의 세포벽의 주성

분으로, 매년 수천만톤이 생산되며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유기 화

합물이다[20, 21].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화학적 구조면에서 셀룰로오스는 천연

셀룰로오스 중에서 가장 단순한 중합체이며 1번 4번 탄소의 베타

결합으로 연결된 D-글루코오스가 반복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재생

가능성, 낮은 비용 및 셀룰로오스의 뛰어난 물성으로 인해 널리 오

랫동안 직물, 의료용 및 산업용 원료로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천

연 셀룰로오스는 선형적이며, 결정성이 높다. 그 이유는 셀룰로오스

주 체인의 수산기 사이에 인터-인트라 분자간 수소 결합이 매우 높

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미래의 석유 화

학 원료를 대신 할 고갈되지 않는 자원으로써 ,이 천연 중합체에 대

해 주목하고 있다[22, 23].

그러나, 셀룰로오스 강한 인터-인트라 분자 내 수소 결합, 높은 결

정성(DP)으로 인해 쉽게 용매에 용해 될 수 없거나 용융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수 분해 또는 가공 처리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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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emical structure of Cellulos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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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셀룰로오스 유도체

셀룰로오스 유도체는 천연 고분자인 셀룰로오스를 필름, 코팅, 또

는 필라멘트 처리 과정 전에 용매를 사용하여 팽윤과 용해를 시킨

다[24].

용해 된 상태에서, 모든 하이드록실기는 다른 분자와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 팽윤된 셀룰로오스 구조는 특정 용도를 위한 가공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학적으로 개질 될 수 있다. 또한 셀룰로

오스 섬유, 마이크로 피브릴, 그리고 결정화의 표면 개질로 부터의

다양한 방법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풍부하며 생분해성, 재생 가능성, 이러한 특성이 원

료로서의 셀룰로오스가 주요한 장점을 갖는다. 무수 글루코오스 단

위 상에 존재하는 세 개의 수산기 그룹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다양한 반응물들과 반응함으로써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셀룰로오

스 트리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및 셀룰로오

스 에테르와 같은 유도체를 형성한다[25].

용해된 펄프는 정제된 표백 펄프로서 높은 함량의 셀룰로오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셀룰로오스 유도체 및 재생 셀룰로오스를 생산하

고 있다. 200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60만 톤의 펄프를 용해하여 제

조 하였고 1998년에 비해 24% 만큼 생산이 증가하였다. 약 33%의

용해 펄프가 유도체 상품 시장에 에스테르 및 에테르 등이 사용되

고 66%는 재생 셀룰로오스 시장에서 사용된다. 셀룰로오스 에스테

르와 셀룰로오스 에테르 시장은 크기가 약 10% 증가 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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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고, 2011년에서 2015년에는 40% 정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26].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에서, 셀룰로오스 에스테르는 현 시점에서 훨

씬 더 중요한 물질로서 적절한 가소제와 함께 사용함에 따라, 용융

가공 가능하다. 다양한 치환도를 가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CA)

는 플라스틱, 광학 필름 및 섬유 용도에 사용된다. 셀룰로오스 프로

피오네이트(CP) 및 셀룰로스 부티레이트(CB), 또는 더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CAP) 및 셀룰로오스 아세테

이트 부티레이트 (CAB)의 혼합물은 다른 셀룰로오스 에스테르비해

상업적으로 중요한 물질이다. 이러한 CAP와 CAB 또는 혼합 셀룰

로오스 에스테르는 일반적으로 CA보다 높은 수용성과 충격 저항성

을 갖는다. CAP 및 CAB는 널리 성형 조성물, 필름 및 코팅에 사용

된다. 한편, 셀룰로오스 에스테르의 용융 가공성에서는 환경과의 적

합성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특정 응용을 위해 개선된 특성을 나타

내는 더 많은 유용 물질로 개발 될 필요가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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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CTA)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CTA의 화학적 구조는 주 체인이 길고

부피가 큰 아세틸 그룹을 존재함으로써 분자간의 큰 자유 부피를 갖

는다[28].

50년 전부터 사진 응용 분야에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CTA) 의

필름을 상용화 했다. 낮은 가연성 특징을 가진 CTA의 사진 필름 분

야의 출현은 가연성 문제를 가지는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 필름보

다 눈에 띄었다.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의 가연성 문제는 기계적 및

광학 특성을 손상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PET 등의 합성 고분자 필름의 출현 후, CTA 필름은 높은

가격 및 합성 고분자에 비해 불충분 한 기계적 강도로 인해 더 이상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CTA 필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큰 시장은 중요한 성능중에

하나인 쉬운 절단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진 필름 분야이었다. CTA

필름은 심지어 합성 고분자 필름과는 달리 손에 의해 쉽게 찢겨진

다[6].

또한 CTA 필름은 편광 된 빛을 향해 불활성인 특징으로 인해 독점적

으로 편광판용 보호 필름으로 사용되어왔다. 최근에 편광판의 생산량

이 액정 디스플레이 기술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평판 디스플레이의

시장에서 하나 이상의 편광판과 함께 필수적인 요소로서 필요로 한

다. 더 나아가 후지 사진 필름의 광학적 이방성으로 코팅된 와이드

뷰 필름과 같은 CTA 필름의 시장은 복굴절성을 제어할 수 있는 광학

보상 필름으로 응용될 수 있으며 LCD의 시야각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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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LCD의 부적절한 색상 위상차를 방지한다. 이

로 인해 LCD 시장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어지고 CTA 필름의 미래가

유망할 것으로 여겨진다[29, 30].

개선 된 기능 및 가성비가 좋은 광학 필름에 대한 잠재적인 재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바이오매스 유래의

물질 중 하나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CTA)는 높은 투명성

및 우수한 내열성과 같은 뛰어난 특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연구가 되

고 있다[31]. 현재 CTA 필름은 액정 표시 장치에 널리 사용된다.

(LCD). 그리고 잠재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3D 디스플레이 및 전기 발

광 디스플레이등의 고급 시스템에 사용되어질 것이다[32].

LCD 응용분야에서, CTA 필름은 편광보호 필름 및 위상차(보상) 필

름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복굴절성

의 제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편광 보호 필름의 경우, 복굴절

성이 불활성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복굴절을 제거시키는 다양

한 방법이 제안되어있다[33].

산업 분야에서 CTA 필름은 솔루션 캐스트 방법을 통해 제작 되어진

다. 그 이유는 녹는 점 이하에서 심한 열분해 인하여 용융 처리가 적

합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자 배향에 정보 및 용액 캐스트 필

름의 복굴절 성이 상당히 중요하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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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the CTA molecul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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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그래핀

그래핀은 탄소 나노 튜브의 대응 물질로써, 2차원의 육각형 격자

로 탄소 원자가 배열 되어 있으며, 원자 하나의 두께의 얇은 층으로

구성 되어있다. 많은 분야에서 탄소 나노 튜브의 유망한 대체제로

각광 받고 있다[8, 35].

그래핀은 2차원의 나노소재로서 독특한 물리적, 전자적, 기계적 및

열적 특성으로 인해 처음으로 제조한 2004년 이후에도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36, 37]. 그래핀의 전자, 나노 복합 재료 응용 분야에

서의 거대한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그래핀 생산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그래핀의 응

용 또는 경제적 요소의 관점에서 높은 생산량, 저비용 및 오염 방지

에 대한 생산 방법을 통해 대규모의 용이한 제조 방법을 탐구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38].

현재, 그래핀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기계식 박리[39] , 화학적 산

화 및 환원[40, 41] , 성장 방법[42] , 액상 생산법 [43, 44] 에 의해

제조 된다. 마이크로 기계식 박리법은 높은 품질의 큰 크기를 갖는

그래핀을 제 조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생산량이 적다. 또

한, 기계적 방법은 최근에 더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39] 화학

적 산화 및 환원 비교적 큰 사이즈인 그래핀을 많이 생산할 때 사

용될 수 있지 만, 이 방법은 시간의 소비가 크고, 환경적으로 둔감

할 뿐만 아니라 잔류된 산소 함유 관능기의 일부 구조적 결함을 야

기 할 수 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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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방법은 주로 화학적 증기 증착 방법과(CVD) SiC의 열분해

방법을 포함하며 전자 응용분야로 성장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 한

다. 하지만이 방법들은 고온, 특정 압력, 일부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많은 생산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는 적절 하지

않다[45, 46].

최근의 액상 제품의 생산이 여러 연구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그 중

그래핀은 특히 N-메틸피롤리돈 등의 유기 용매에 흑연의 자유 박리

시키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들 용매는, 비용이 높고

독성 및 높은 끓는점을 갖는다. 또한, 문헌에 제시된 현미경 AFM

이미지는 이러한 액상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그래핀이 완전한 형태

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43,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

상 박리 방법이 많은 응용 를 위해 필요하며, 물을 용매로서 사용함

으로써 저비용, 화학적 무처리, 환경 둔감성, 비교적 높은 생산량의

그래 핀을 생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47, 48].

이론 및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개개의 그래핀 나노 시트는 영률 (1

TPa), 파괴 강도 (130 GPa) [8] , 탄성률 (0.25 TPa) [49] , 열전도

율 (5000W/(m K)) [37] , 전기 전도도 (6000 S / cm) [50] 비 표면

적 (이론 값 : 2630 m2 / g) [35] , 전하 캐리어 이동성 (2 X 105

cm2/V s) [51] 등이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그래핀이 태양광 장치, 센서[8] , 전극 [52] , 슈퍼

커패시터[53] 및 복합[54] 재료와 같은 많은 응용 분야에서 유망한

재료로 사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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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분자/그래핀 복합재료

합성 폴리머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석유기반 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이 없고 환경 오

염 문제나 석유자원의 고갈의 문제 등 많은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바이오 기반의 물질은 급증하고 있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석유

자원 공급의 불확실성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55].

셀룰로오스를 용매에 녹여 다른 재료를 혼합하는 방법은 셀룰로

오스의 개질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무기질의 필러는 셀

룰로오스의 특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전 연구

인 셀룰로오스/점토 복합재료의 우수한 열적 및 기계적 특성이 보고

되었다[56-58] 또한 재생 셀룰로오스의 물리적 특성을 증가 시키기

위해 셀룰로오스 매트릭스에 탄소 나노 튜브나 그래핀을 결합시켜

기존의 셀룰로오스의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을 증가시키는 연구 또한

보고 되고 있다[18, 59].

특히, 2차원 평면 구조는 복합 재료의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의 향상

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다. 탄성 중합체 매트릭스에 흑연의 나노

조각이 존재함으로써 기계적, 기능적 특성을 향상이 나타났다[37,

60]. 그래핀 기반 물질은 그래핀 시트의 우수한 특성에 의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50, 51].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종류의 고분자

는 고분자/그래핀 복합재료를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고분

자는 폴리 비닐 알코올 (PVA), 폴리에틸렌 (PE), 폴리비닐 리덴 플

루오라이드 (PVDF) ,폴리 우레탄 (PU),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포함한다[61-66] 또한 천연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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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매트릭스 재료로 사용한 그래핀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를 보고

했다[67].

이러한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복합재료는 솔루션 블렌딩 방법을 통

해 제작하게 되는데 먼저 그래핀을 용매에 분산시키고 초음파 처리

를 한 후 고분자를 첨가하여 캐스팅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68].

한편 셀룰로오스와 탄소 나노 튜브 사이의 매우 강한 상호 작용

이 있기 때문에 탄소 나노 튜브는 셀룰로오스에 나노-분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69, 70].

이러한 셀룰로오스 / 카본 나노튜브 복합재료는 우수한 전자 및 기

계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래핀은 탄소 나노 튜브와 유사한 화학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핀 또한 셀룰로오스에 나노 분산 될 수 있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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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재료 및 방법

3.1. 실험재료 및 시약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구입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는 43-

49wt% 의 아세틸기를 함유하고 있고, DS가 2.3 이며 pellet 형태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핀 나노 파우더는 ㈜유니 나노텍에서 구입

하였고 평균 두께가 8nm이며 크기가 약 550nm인 건조 상태의 나노

파우더 시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핀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의

공통용매인 다이클로로메테인은 99.8% 순도를 가지며 삼천 화학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는 시그마 알드리치

에서 구입하였으며 39.8%의 아세틸기를 함유하고 있고, DS는 1.8인

파우더 형태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용매인

아세톤은 삼천 화학에서 구입하였고 99.7%의 순도를 갖는다.

3.2. 셀룰로오스/그래핀 복합 필름 제작

3.2.1.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

가수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펠렛을 24

시간동안 60 ℃에서 진공건조 시키고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는

용매 대비 10wt% 고정을 하였다.

다이클로로메테인 용매 100ml에 건조 상태인 그래핀 파우더를 각각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대비 0.05, 0.15, 0.35, 0.5, 0.75wt%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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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첨가하여 6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KQ2200DE, 40 kHz)를 통해

분산액을 제조하였다. 초음파처리를 할 경우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이클로로메테인의 끓는점이 40℃이기 때문에 용매가 끓거나 증발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얼음을 넣어줌으로써 온도를 낮춰주는 조건이

필요하다. 30분씩 연속으로 초음파처리를 진행하였고 총 12번을 시

행하였다.

진공 건조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펠렛 10g을 그래핀 분산액

에 첨가하고, 균일한 분산액을 얻기 위하여 바로 그 혼합물을 8 시

간 동안 실온에서 밀봉 된 조건으로 교반을 하였다. 또한 기포 포집

을 방지하기 위해 혼합물을 10 시간 동안 두었다.

마지막으로 혼합액을 닥터스 블레이드를 이용해 평평하고 매끄러운

유리판 위에 캐스팅한 후 24 시간 동안 실온에서 건조되도록 하였

다. 캐스팅 과정에서 필름의 두께는 닥터스 나이프의 높이를 이용해

분산액의 농도를 조정함으로써 쉽게 조절 할 수 있다. 또한 증류수

를 이용하여 유리판에 붙어있는 필름을 떼어내고 다시 흐르는 물에

12시간 동안 담가둔다. 마지막으로 필름을 상온에서 건조 시킨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은 약 0.05, 0.15, 0.35,

0.5, 및 0.75wt % 의 다양한 그래핀의 함량을 첨가하여 제조 하였고

비교를 위해 그래핀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

테이트 필름도 제조 하였다.

3.2.2.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

가수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파우더를 24시

간동안 60 ℃에서 진공건조 시킨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용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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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0wt%로 고정하였다. 아세톤 용매 100ml에 건조 상태인 그래핀

파우더를 각각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대비 0.05, 0.15, 0.35, 0.5,

0.75wt% 농도로 첨가하여 6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KQ2200DE, 40

kHz)를 통해 분산액을 제조하였다. 이후 모든 과정은 셀룰로오스 트

리아세테이트/그래핀 필름 제작방법과 동일하다. 또한 비교를 위해

그래핀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을 제

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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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Schematic profile showing the preparation of CTA/Gr

composites and formation of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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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조 분석

3.3.1. 전자현미경 분석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의 형태적 구조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EOL JSM-6700F) 을 통

해 분석하였다. 그래핀과 셀룰로오스 매트릭스의 계면사이의 상호작

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장 실험 후 중간 부분이 파단 된 샘플을 진

공상태에서 백금 코팅기(sputter coater, BAL-TEC/SCD005)로 코팅

시켜 SEM 이미지를 관찰 하였다.

3.3.2 X-선 회절 분석

그래핀 파우더의 결정구조와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 및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D8-Advance (Bruker, Germany)를 이용하여 X-ray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전압으로 발생시킨 X-ray를 각 샘플에

조사시켜 광각 산란에 의한 정보를 얻었다. 또한 Ni-필터 Cu Kα 

radiation (40 kV and 150 mA) 조건으로 0° - 40°까지 2θ를 측정하

여 분석하였다.

3.4. 물성 측정

3.4.1. 기계적 특성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과 그래핀이 함유된 복합

필름의 그래핀 함량에 따른 역학적 성질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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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재료시험기 universal tensile testing machine (Lloyd LR 50K,

UK)을 통해 측정되었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과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은 면도칼을 이용하

여 10mmｘ40mm 사이즈로 잘라서 준비하였다. 실험은 게이지 길이

가 20mm 이며 신장속도(extension rate)는 10mm/min 속도로 진행

하였다. 500N의 하중(Pre-load)를 사용하였고, 이 실험을 통해 영률,

인장 강도, 연성 등을 분석 하였으며 샘플당 3개 이상의 반복 실험

을 통해 유의성을 분석하고 평균을 나타내었다.

3.4.2. 열적 특성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과 복합필름의 그래핀 함

량에 따른 열적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열중량 동시 분석기

Simultaneous DTA/TGA analyser (TA, USA) 이용하여 DTA 와

TGA의 그래프를 얻었다. 그래핀의 농도가 각각 0, 0.05, 0.15, 0.35,

0.5wt%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의 필름을 10 ℃/min의 승온

속도로 질소 존재 하에서 600℃ 까지 가열하여 측정하였다.

3.4.2. 투과도 특성

그래핀 함량에 따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

의투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 (Uvikon

923, Kontron Instruments, Ital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건조 된

필름을 5mmｘ20mm 사이즈로 준비하여 움직임을 막기 위해 테이프

로 고정시킨다. 그래핀의 농도가 각각 다른 필름을 300-900 nm의

범위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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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그래핀의 분산성과 결정 구조 분석

4.1.1. 그래핀의 분산성

초음파 처리는 여러 층의 그래핀을 박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매에 그래핀을 콜로이드 형태로 잘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핀은 dichloromethane 용매에 첨가한 후 6시간 동안 초음파

(250w) 처리를 실시 하여 분산을 시킬 수 있었다.

Figure 3은 dichloromethane, 99.8% (DCM) 용매에 그래핀을 첨가한

혼합물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Figure 3 위의 이미지는 초음파 처

리 전의 이미지 이고 Figure 3의 아래 이미지는 6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 한 후의 이미지이다. 그래핀이 초음파 처리 후에 용매에 고르

게 분산 된 것을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혼합 용액을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그래핀의 침전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셀룰로오스 트리

아세테이트와 그래핀 혼합 용액이 매우 안정적으로 혼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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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photographs of the dispersion in dichloromethane

solvent with Graphene content(wt%) a) 0 b) 0.05 c) 0.15 d) 0.35

and e) 0.5 upside: before sonication, downside: after sonication 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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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그래핀의 박리

그래핀의 결정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그래핀 파우더는 흑연을 물리적 및 화학적 처

리 방법을 통해 생산되었고 순도는 99.9%이며 단일층이 아닌 약

20-30개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따라서 다이클로로메테인 용매

에 그래핀을 분산시켜 그래핀의 여러층을 박리하고자 초음파 처리

를 실시하였다. 초음파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그래핀과 초음파 처리

를 6시간 동안 실시한 그래핀의 X-선 회절 패턴을 Figure 4에 나타

내었다.

초음파 처리를 하지 않은 그래핀의 경우 26.4도에서 강한 회절 피크

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크는 그래핀이 여러 개의 층으로 이

루어진 그래파이트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69]

반면, 초음파 처리를 한 그래핀의 경우 26.4°에서의 강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그래핀

구조가 초음파 처리를 통해 거의 박리되었음을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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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before and after sonication

of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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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기계적및열적특성

4.2.1. 인장강도 분석

4.2.1.1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

Figure 5는 그래핀을 각각 0, 0.05, 0.15, 0.35, 0.5, 0.75wt%를 함량

한 복합필름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곡선으로

부터 인장강도, 응력, 연신율을 계산하여 각각 Figure 6-8에 도시하

였다.

인장 응력의 최대 크기는 복합재료에 대한 인장 강도를 의미한다.

Figure 6에서는 그래핀을 첨가함에 따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

트 필름의 인장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래핀의

0.05wt% 첨가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의 인

장강도는 72.16 MPa 이며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필름의

인장강도는 59.26 MPa 값을 가진다. 따라서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

리아세테이트 필름에 비해 21.77%의 인장 강도 증가를 보였다. 또한

그래핀의 0.5wt% 첨가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인장강도는 95.97 MPa 이며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

이트 필름에 비해 61.96%의 인장 강도 증가를 보였다.

기존에 발표된 연구결과에서 3wt% 그래핀 함량의 CRGO/PE 복합

재료는 기존의 PE보다 77% 향상 되었고 [70] , 3.0wt%의 그래핀

함 량의 CRGO/PVA 복합재료의 경우 150%가 증가하였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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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복합 재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향상은 매트릭스의 보강제의

분산, 매트릭스와 보강제의 계면 접합 및 보강제의 종횡비 등 많은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9]. 이러한 유사한 결과들은 그래핀을 첨가

함으로써 복합필름의 인장강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Figure 7과 8는 다양한 그래핀 함량에 따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

이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의 영률과 파단

연신율을 나타내고 있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에 그래핀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영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0.05wt% 그래핀을 첨가함으로써 1624.51 MPa 의 영률을

가지며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의 영률인 1375.40

MPa 값에 비해 18.11%가 증가하였고 0.5wt%의 그래핀을 첨가함으

로써 1975.48 MPa의 영률을 가지며 43.63% 영률 증가를 보였다.

이전의 연구 PE 매트릭스에 그래핀을 첨가함으로써 영률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고,[62] PVDF/GO 복합재료에서 그래핀을 함유함으

로써 192%의 증가를 보고하였다[71].

따라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매트릭스의 그래핀의 분산은 영

률의 상당한 증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재료의 파단 연신율

은 그래핀의 존재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0.05wt %

함유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의 경우 순 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필름의 9.54%에서 9.19%로 감소 하였고

0.35wt%의 경우에도 9.23%로 파단연신율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그래핀의 첨가가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의

기계적 거동의 상당한 향상에 영향이 있는 것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그래핀과 폴리머 매트릭스와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셀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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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오스 체인의 이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인 CAP 매트릭스에 그래핀을 함

유함으로써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파단 연신율의 감소 현상

과 일치한다[27].

그러나,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그래핀

함량이 0.5wt%를 초과하면 인장 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래핀의 함량을 증가시킬수록 반데르발스힘에 의

해 그래핀끼리 적층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층 구조는

복합 필름의 무기상과 유기상사이의 화학적 결합의 상호작용을 약

화 시킨다[59] 그래핀은 높은 이론적인 강도를 갖고 있지만 적층 구

조로 인해 분 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결과로서 기계적 물성

을 감소 시키 게 된다[72].

따라서 본 실험에서 그래핀의 함량이 0.05wt%를 초과하면 그래핀

끼리 적층 구조를 하게 되어 응집되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인장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에서 사용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의 경우 3개의

하이드록실기가 모두 아세틸기로 치환된 구조이며 아세틸기를 갖는

구조는 더욱 소수성을 띄게 된다. 따라서 높은 소수성을 지닌

그래핀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는 높은 상용성을 갖는다.

반데르발스 결합뿐만아니라 동시에 소수성에 의한 높은 상용성은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매트릭스에 그래핀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을 제조하는 경우 0.5wt% 이하의 그래핀을 첨가함으로써

인장성질과 영률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그래핀의 보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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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성능이 향상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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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ypical stress-strain curves of the CTA/Gr composite

films with different contents of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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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dependence of tensile strength of the CTA/ Gr

composite films with different contents of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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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dependence of young’s modulus of the CTA/ Gr

composite films with different contents of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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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dependence of elongation at break of the CTA/ Gr

composite films with different contents of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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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
소수성이 다른 매트릭스와 그래핀간의 상호작용의 비교를 위해 트

리아세테이트와 치환도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그래핀 필름을 제

작하여 인장 강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Figure 9에서는 그래핀 함량에 따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

의 인장 강도를 관찰 할 수 있다. 그래핀의 0.05wt% 첨가한 셀룰로

오스 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의 인장강도는 38.57 MPa 이며 순

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필름의 인장강도는 33.22 MPa 값을

가진다. 따라서 순수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에 비해 16.1%의

인장 강도 증가를 보였다. 또한 그래핀의 0.5wt% 첨가한 셀룰로오

스 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인장강도는 37.71 MPa 이며 순

수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에 비해 16.10%의 인장 강도 증가

를 보였다. 다른 그래핀 함량의 경우 순수한 아세테이트 필름의 인

장 강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Figure 10, 11에서는 그래핀 함량에 따른 영률과 파단 연신율을 나

타내었다. 영률의 경우 그래핀을 첨가 할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0.05wt% 그래핀을 첨가함으로

써 1309.33 MPa 의 영률을 가지며 순수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의 영률인 1082.20 MPa 값에 비해 20.99%가 증가하였고

0.5wt%의 그래핀을 첨가함으로써 2034.90 MPa의 영률을 가지며

88.03%의 영률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인 CA/Gr 복합 필름 연구에서도 비슷

한 경향을 갖는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매트릭스에 0.25wt% 그

래핀을 첨가한 복합 필름의 경우 인장강도와 영률이 각각 16%,

10%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래핀의 0.25wt%를 초과하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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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물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76].

파단 연신율의 경우 0.05, 0.15wt%의 그래핀 함량을 갖는 셀룰로오

스 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의 경우 영률이 기존의 순수한 필름

보다 각각 66.27, 84.26%가 증가하였다. 또한 0.15wt%의 그래핀 함

량을 초과하면 파단연신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PET/graphene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0.03,

0.05wt%의 그래핀을 함유하고 있는 PET/graphene 복합 재료는 기

존의 PET의 파단연신율 보다 37.24, 54.58%가 증가하였지만

0.1wt%이상을 첨가하는 경우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그래핀의 함량을 첨가함으로써 그래핀과 PET

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77].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사용했던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의 경

우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매트릭스에 보강필러인 그래핀을 첨가하

여도 38MPa 이하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셀룰로오스 트리

아세테이트에 비해 부족한 물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함

량의 그래핀을 첨가하였을 때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의 경우

높은 향상을 보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경

우 3개중 2개의 하이드록실기가 아세틸기로 치환된 구조이다. 이러

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는 3개의 하이드록실기가 모두 아세틸기

로 치환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수성을

나타낸다. 친수성 부분은 친수성 끼리 결합하려는 성질로 인해 소수

성 물질은 밀쳐내게된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하이드록실 부분

으로 인해 소수성 물질간의 상용성이 상대적으로 셀룰로오스 트리

아세테이트 비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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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로 인해 치환도가 다른 매트릭스에 소수성 특성이 차

이가 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물리적 특

성에 기여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같은 함량의 그래핀을 첨가했을 때 셀룰로오스 트리아

세테이트 복합 필름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보다 높은 상용성으로

인해 기계적 향상을 나타냈고 필름분야에 응용 가능성을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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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dependence of tensile strength of the CA/ Gr

composite films with different contents of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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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dependence of young’s modulus of the CA/ Gr

composite films with different contents of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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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dependence of elongation at break of the CA/ Gr

composite films with different contents of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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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열적 특성 분석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과 다양한 그래핀을 함유하고 있

는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열적 안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DTA/TGA 동시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1과 Figure 12의 TGA 커브는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그래핀 복합 필름이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과 비

해 분해되는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0.05wt%의 그

래핀 함량의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필름의 초기 분해

온도 (T10%) 는 337.41℃ 로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필

름의 초기 분해 온 도인 334.51℃ 보다 2.9℃가 증가하였다. 또한 그

래핀 함량이 0.5wt % 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은 342.70℃로 8.2℃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3의 최

대 분해능의 경우 0.05wt%와 0.5wt% 그래핀을 함량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은 각각 354.8℃, 367.8℃ 로 순수

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의 351.68℃보다 각각 3.1℃,

16.1℃ 가 증가하였다.

열분해 온도의 감소는 그래핀의 표면적과 높은 종횡비와 관련이

있다. 매트릭스에 그래핀을 첨가함으로써 확산된 가스 분자가 구불

구불한 경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열분해를 지연시키며 열안정성 효

과를 향상시킨다[78]. 이전 연구인 PS/graphene 나노 복합재료의 경

우 그래핀을 20wt% 함유함으로써 최대 16°C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

였다[79].

결론적으로 그래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

아세테이트와 비교하였을 때 구불구불한 경로가 증가하게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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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분해되는 온도가 지연되게 된다. 따라서 그래핀을 함유한

복합필름은 순수한 트리아세테이트 필름보다 높은 온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열 안정성이 향상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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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GA curves of the pure CTA and CTA/Gr composites

with a 0.5wt% of graphen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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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1st derivative TGA curves of the pure CTA and

CTA/Gr composites with a variety of graphen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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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egradation temperatures for 10% and 50% weight

loss (T10% and T50%) of the pure CTA and CTA/Gr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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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

의 형태적 및 결정 구조 분석

4.3.1. FE-SEM 이미지

그래핀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계면 사이의 상호 작용을 평

가하기 위해 인장 실험 후의 파단면을 FE-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14는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의 FE-SEM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와 그래핀 사이의 계면의 상호 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인장 시험 시편의 파단면을 관찰하였다. 순수한 필름

의 파단면과 낮은 함량의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필름은

그래핀의 응집이 일어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부드러운 이

미지를 나타냈다. 또한 그래핀의 함량이 증가 될수록 필름의 파단면

이 거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전 연구인 RC/GO 논문에서 블렌딩 필름의 인장 실험 후 파단면

을 관찰 하였을 때 서로 다른 크기의 홈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RC와 GO 사이의 각각 다른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80] 또한

Gr/CA 복합재료 연구 결과에도 그래핀을 첨가함으로써 파단면이

거칠어지는 경향의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었다[76].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에 그래핀이 첨가됨으로써 매트릭스와

그래핀사이의 강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그래핀이 셀룰로오스 트리

아세테이트 매트릭스에 잘 분산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고, 이에 따라 그래핀과 매트릭스의 응력의 전이가 빠르게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 특성 및 열적 특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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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0.5wt% 이하를 함량한 복합 필름은 기존의 셀룰로오스 트

리아세테이트 필름보다 물리적 특성이 향상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래핀 함량이 0.5wt%가 초과하게 되면 그래핀이 파단면의

일부분으로부터 분리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연구인 CAP/EG 논문에서는 순수한 CAP와 그래핀 함량이

1wt% 이하인 복합 필름의 경우 매끄러운 파단면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하지만 3wt% 이상의 그래핀을 함량하고 있는 복합 필름의 경

우 그래핀이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부분적으로 응집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래핀의 함량이 높은 복합재료 일수록 그래핀의

응집현상으로 인해 일부분만 분산이 된다고 설명하였다[27].

따라서 0.75wt% 이상의 그래핀의 함량은 그래핀의 부분 응집현상

이 일어나는 weak point 로 작용하여 일부분은 셀룰로오스 트리아

세테이트 매트릭스에 잘 분산이 되고 일부분은 오히려 그래핀과 매

트릭스의 낮은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응력전이의 불균형을 양산한

다. 그 결과로 인해 물리적 특성의 감소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그래핀이 파단면으로부터 분리 되지 않은 것은 그래핀

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사이의 강한 상호 작용의 간접적인

증거로서 해석 될 수 있다. 그래핀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는

개별적으로도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강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서로 빠르게 스트레스를 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셀룰로오스와 카본나노튜브 사이의 상호작용과 비

슷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18]. 결론적으로 셀룰로오스 매트릭

스의 그래핀의 존재는 셀룰로오스의 열적, 기계적 특성을 상당히 증

진 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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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a the pure

CTA film and CTA/Gr composite film with b 0.05 wt%, c 0.15 wt%,

d 0.35 wt%, e 0.5 wt% f 0.75wt% graphen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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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복합 필름의 결정 구조

복합 필름에 존재하는 그래핀의 구조와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

트의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

트와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필름의 X-선 회절 패

턴을 관찰하여 Figure 15에 나타내었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 회절 분석에서 약 11°와 16° 부근

에서 넓은 피크를 관찰 할 수 있다. 이것은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

이트의 아세틸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피크이다[81].

하지만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과는 다르게 셀룰로오스 트

리아세테이트/그래핀 필름에서는 넓은 피크를 관찰 할 수 없었다.

이전 연구인 PBS 매트릭스에 그래핀을 첨가한 경우에도 PBS/GNS

복합재료의 X-선 회절 그래프에서 PBS의 결정 구조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82]. 따라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매트릭스에

그래핀을 첨가함으로써 결정 구조에서 비결정 구조로 전이 되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6에서는 그래핀 함량에 따른 복합필름의 X-선 회절 그래프

를 나타내었다. 그래핀의 함량이 증가될수록 높은 강도의 피크를 관

찰할 수 있다. 실제 RCG 복합재료에서 그래핌을 첨가함으로써

26.4°에서의 피크를 관찰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래핀의 함량을 증가

시킬수록 더 높은 강도의 피크를 나타냈다[83]. Gr/CA 복합재료의

경우도 1wt% 그래핀을 첨가함으로써 26.4°에서의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핀을 첨가한 복합재료의 높은 결정성과 오리엔테이션은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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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에 그래핀을 첨가하면 트리아세

테이트의 결정 구조는 감소하지만 그래핀의 높은 결정 구조로 인해

복합 필름의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그래핀 함량이

증가할수록 그래핀이 적층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26.4°피크의 강도

가 더 증가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ure 17에는 그래핀 함량

에 따른 물리적 특성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높은 그래핀의

함량을 첨가한 필름의 경우 그래핀이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게 되어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그래핀의 응집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

한 적층 현상은 물리적 특성을 감소시킨다. 본 실험의 경우 셀룰로

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최적의 그래핀 함량은

0.5wt%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매트릭스에 분산되는 그래핀의 함량은 중요한 요소이며 적절히 조

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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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X-ray diffraction patterns of pure CTA and CTA/Graphene

composite film with 0.5wt% graphen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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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TA/Graphene composite

film with a variety of graphen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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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Qualitative prediction of optimum graphene content for

mechanical property the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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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

의 광학이미지와 유연도

4.4.1. 광학 이미지와 유연도

Figure 18는 순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과 다양한 그

래핀 함량을 첨가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 그래핀 필름의 광

학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 필름의 두께는 30 ± 5μm 이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필름을 관찰하면 그래핀이 셀룰

로오스 매트릭스에 고르게 분산 된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와 그래핀의 균일한 서스펜션으

로 인해 복합 필름의 제조가 가능했다. 한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

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투명도 특성은 그래핀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Table 2는 그래핀 함량에 따른 복합필름의 투명도를 나타내었다.

0.05wt%의 그래핀을 함량한 필름의 경우 투명도가 92.71%에서

54.05%로 감소되었고 0.15wt%의 그래핀을 첨가하였을 때는 15.7

wt% 로 급격히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CA/Organoclay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폴리머 매트릭스에 무기질 구조인 나노필러가 첨가 됨으로써 물질

의 투명성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8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래핀 함량이 0.15wt% 이하인 복합필름에

서는 글씨가 구분될 정도로 투명한 필름이 제작이 되었다.

Figure 19에서 볼 수 있듯이 0.05wt%의 그래핀 함량의 셀룰로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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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은 부드럽고 균일한 형태를 나타낸

다. 또한 복합 필름을 구부렸을 때 끊어지지 않고 연성이 있는 필름

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두께는 닥

터스 블레이드의 높이와 그래핀의 농도에 의해 제어 될 수 있다. 따

라서 구부릴 수 있는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이 향상된 필름으로 디스

플레이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었지만 투명성을 유

지시키면서 물리적 특성이 향상될 수 있는 응용 연구 또한 이루어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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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Photograph of the pure CTA and CTA/Gr composite

films with 0.05, 0.15, 0.35wt% graphene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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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Photograph of the CTA/Gr composite film with

0.05wt% content.



- 56 -

Table2. The transparency of the cellulose triacetate/graphene

composite film with a variety of graphen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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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매트릭스에 높은 물성

을 갖는 그래핀을 보강 필러로 사용하여 기존의 셀룰로오스 트리아

세트 필름의 역학적 및 열적 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은 다이클로로메테인

용매에 그래핀을 분산시키고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를 혼합 하

여 솔루션 캐스팅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1.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인장강도는 그

래핀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향상되었으며 0.5wt% 그래핀이 첨가

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경우 61.96%의

인장 강도의 향상을 보였다. 반면 0.75wt%를 함유한 복합 필름은

그래핀의 적층구조로 인해 인장강도의 감소현상이 일어났다.

2.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영률의 경우 그

래핀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향상되었으며 0.5wt% 그래핀이 첨가된

복합 필름은 수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필름과 비교하여 최

대 43.63% 의 영률 증가를 보였다.

3. 소수성이 다른 매트릭스와 그래핀간의 상용성을 비교하기 위해

치환도가 다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을 제조한

결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기계적 특성

보다 낮은 보강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높은 소수성을 가진 셀룰로

오스 트리아세테이트와 그래핀과의 상용성이 더 높게 작용하였다.

4. 그래핀을 함유한 복합필름은 순수한 트리아세테이트 필름보다

열 안정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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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되는 온도가 지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0.5wt%의 그래

핀을 함유한 복합필름의 경우 순수한 필름에 비해 열 분해 온도가

최대 13°C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5.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의 매트릭스와 그래핀 사이의 계

면의 상호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FE-SEM 분석을 실시하였고 매

트릭스에 그래핀이 잘 분산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6.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

합 필름의 결정 구조를 확인하였고 그래핀을 첨가함으로써 다시 적

층 된 구조를 나타내었다.

7. 광학 이미지를 통해서 필름의 투명성과 연성을 확인 하였고 그

래핀의 함량을 증가시킬수록 투명성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그래핀 복합 필름의 솔

루션 캐스팅 방법은 간단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계적 특

성 및 열 안정성의 성능을 향상 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

을 첨가함으로써 기계적 및 열적 안정성이 증가하였고 0.5wt%

의 그래핀을 함유한 복합필름의 경우 그래핀이 잘 분산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적의 물리적 특성을 보였다. 복합 필름

에 그래핀을 첨가함에 따라 적층 구조를 나타내었는데 이러

한 구조는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역학적

및 열적특성을 더 높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높은 분산성

을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그래핀은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단

점이 작용한다. 최대한 적은 함량으로 투명성을 유지시키면서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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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cellulose tri acetate/graphene (CTA/Gr) composite

films were fabricated by solution casting using doctor’s knife. As

a reinforcing nanofiller, graphene powders prepared in the

dimethylchloride solvent by sonicating methods. Structural

features, tensile properties, thermal stability of CTA/Gr composite

films are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graphene content.

Micrographs of films containing graphene were investigated by

SEM and it is indicated that graphene powders are well

dispersed and exfoliated in the CTA matrix for the composites

with up to 0.5wt%. However, they are partially aggregated in the

composites film with higher graphene contents above 0.7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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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at break and young’s modulus of these composite films

increased linearly with the graphene loading up to 0.5wt% due to

the significantly high surface area of graphene and strong

interactions between graphene and CTA. Therm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 films were improved compared to pure film

confirmed by DTG/TGA. The CTA/Gr composite ha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due to graphene as reinforcement materials

compared to pure film.

Keywords : Cellulose triacetate, Graphene, Reinforcing filler,

Composit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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