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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폴리케톤 (PK)은 차세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서 반결정성 고분자이며 

탁월한 내충격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내투과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폴

리케톤을 기반으로 한 복합재가 제조되었으며 보강재로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GNP)가 사용되었다. 폴리케톤 나노복합재는 용액 주조법을 통하여 제조되었

으며 그래핀은 기능화된 파이렌과의 비공유 결합법을 통하여 개질된 것을 사용

하였다. 그래핀은 큰 aspect ratio를 가지기 때문에 수분 또는 기체의 투과경로

를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며 고분자 매트릭스 내 분산성이 고를 경우 복합재의 

내투과성을 더욱 크게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한다. 매트릭스 내 그래핀의 응집을 

막기 위하여 그래핀과 파이렌의 π-π 결합을 통해 그래핀을 개질 하였다. 기

능화된 파이렌은 그래핀의 표면에 흡착되어 그래핀의 박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매트릭스와의 계면친화성을 향상시켜 분산성을 향상시키고 하중 전달 (load 

transfer)을 효과적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 파이렌의 말단 부분에 존재하는 작

용 그룹에 따라 그래핀의 개질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매트릭스와의 계면친화성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복합재의 내투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aminopyrene (Apy)의 경우, 그래핀의 구조와 같은 pyrenyl 그룹을 가지며 아

민 그룹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폴리케톤 매트릭스 내에서 그래핀의 분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극성 아민 그룹과 폴리케톤의 카르보닐 그룹의 수

소결합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거동은 동적 기계분석기 (DMA)에서 Tg 값의 

상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 wt%의 그래핀 함량의 

PK/GNP/Apy는 PK/GNP/Py 보다 20 %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PK/GNP 보다 

57 %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PK/GNP/Apy 복합재에서 향

상된 영탄성율, 인장강도, 파단신율을 확인 하였으며 1 wt%의 최적함량을 확인

하였다.  

 

주요어: 폴리케톤 복합재, 그래핀, 분산, 비공유 결합법, 기계적 성질, 내투

과성 

학번: 2013-2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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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1.1. 폴리케톤 (Polyketone) 

 

폴리케톤 (polyketone, PK)은 올레핀 (에틸렌, 프로필렌)과 일산화탄

소(C=O)가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팔라듐 (Pd)을 공촉매로 사용하여 공중

합된 새로운 고분자이다. (Figure 1-1) PK 중합 시 대기환경오염물질인 일

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저감형 고분자로도 불린다. 또한 

주 사슬이 모두 탄소로 구성되어 고결정성을 갖으며 뛰어난 내마모성, 내화

학성, 내연료성, 내투과성을 가지는 등 기존의 나일론 (Nylon), 폴리아세탈

과 같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비견되거나 더 우수한 물성을 가진다. 

(Table 1-1) PK는 소재 자체의 뛰어난 물성들로 인해 나일론과 폴리아세

탈 등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대체 할 수 있는 물질로 크게 각광 받고 있

으나 낮은 열 안정성과 그로 인한 좁은 공정 창 (processing window)의 

한계 및 낮은 내충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PK가 여러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향상된 물성이 전제되어야 산업적 이용이 활발해 

질것이라고 판단된다. [3, 4] 

 

1.2. 그래핀 (Graphene nanoplatelet) 

 

그래핀을 언급하기 전에 근원물질인 그래파이트 (graphite)의 구조를 

1 



이해하고자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그래파이트는 6개의 탄소원자가 결

합각 120 °를 유지하며 0.14 nm 의 결합길이를 가지는 기초면 (basal 

plane)들이 0.34 nm의 층간 거리를 유지하며 쌓여있는 물질이다. 3 차원 

구조의 그래파이트에서 2 차원 구조를 갖는 그래파이트의 발견은 과학자들

에게 의미하는 바가 컸으며, 탄소 동소체 중 0 차원 구조를 갖는 풀러렌 

(fullerene)과 1 차원 구조를 갖는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를 비

롯한 여러 차원의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래핀은 여타 

탄소 동소체들에 비해 여러 가지 우수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래핀 합성과 

응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 6](Table 1-2)  

그래핀은 제조 시 산화 및 환원 방법에 따라 그래핀 옥사이드 

(graphene oxide) 또는 환원 그래핀 옥사이드 (reduced graphene oxide)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열처리 또는 milling 방법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제조

한 그래핀 나토플레이트렛(graphene nanoplatele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gure 1-3) 

 

1.3. 고분자 나노복합재 (Polymer nanocomposite) 

 

과학 및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 산업소재의 개발이 필요해졌으며 

그에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가지는 소재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따라

서 기존의 단일소재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가 가지는 물성을 뛰어넘는 

고성능 소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복합재 (composite) 또는 하이브리드 소

재 (hybrid material)은 단일 소재를 목적에 맞게 각종 유, 무기물질을 첨

가하여 개량한 복합물질을 의미한다. 고분자 수지 본래의 복합재 단일소재

나 이종소재의 개별 물성보다 뛰어난 고성능의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

기 때문에 수십 년간 수많은 복합재 제조기술이 개발되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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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나노크기의 여러 입자들이 개발되면서 나노크기의 입자들이 

가지는 우수한 성능들을 복합소재에 부여하고자 기존의 고분자 복합소재를 

나노 수준에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혼성화 하여 복합재를 제조하는 연

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나노 크기의 입자들이 각광받는 이유는 동일 무게

의 입자대비 훨씬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기체-고체 또는 액체-고체 

등의 반응이 쉬워 다기능성 (multifunctional) 부여가 가능하고 적은 양으

로도 복합재료의 물성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정과정을 단순화 

및 축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7, 8] 

고분자 복합재 개발을 위해 최신 동향으로는 탄소계 보강재 (filler)를 

고분자 기지재 (matrix) 와 혼성하여 고분자 복합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보강재로는 앞서 언급한 풀러렌 (fullerene),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탄소섬유 (carbon fiber), 그래핀 

(graphene) 등이 있다. 그 중 그래핀은 뛰어난 열적, 기계적, 전기적 특성

과 투명성과 유연성을 가지는 장점을 가져 차세대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보

강재로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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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synthesis of polyketone 
 
 
 
 
 
 
 
 
 
 
 
 
 
 
 
 

4 



 
 
 
 
 
 
 
 

 
 
 
Figure 1-2. Crystal structure of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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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Graphene structure and mother of all graphitic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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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Principle of formation of filler containing nanocomposite 
with enhanced mechanical and barrie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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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roperties of polyk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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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Properties of monolayer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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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나노크기의 입자들을 보강재로서 도입하여 고분자 나노복합재를 제조할 

때 원하는 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노크기의 입자들은 벌크 입자들에 비해 동일 질량대비 표면적이 상당히 크

기 때문에 반데르발스힘 (Van der Waal’s force)에 의해 입자끼리 뭉치는 

성질이 매우 강하며 이것이 입자들의 균일한 분산을 저해하기 때문에 나노

크기의 입자 본연의 성질이 구현되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노크기의 입자들을 고르

게 분산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핀의 경우 π-π 결합

에 의해 입자들이 적층되어 응집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방법의 그래핀 제조방법이 연구되었다. 우선, 탄소를 성장시켜 단일

층의 그래핀을 합성하는 ‘bottom-up’ 방식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다층의 그래파이트를 박리 및 개질하여 얇은 층의 안정적인 구조의 그래핀

을 제조하는 방식인 ‘ top-down ’  방식이 널리 연구되었다. [9-11] 

(Figure 1-5) 

본 연구에서는 ‘top-down’ 방식 중에서도 화학적 처리 없이 비교적 

간단하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그래핀 표면의 성질을 유지시키며 얇은 층

의 그래핀을 제조하고자 하였으며, 화학적 처리를 배제한 원인은 그래핀 표

면의 데미지를 최소화 하여 그래핀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며 비교적 경제적

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 것에 기인한다. ‘Top-down’ 방식 중에서도 

화학적 처리를 통한 그래핀 옥사이드 제조와 달리 비공유 결합법을 통해 그

래핀을 개질 하게 되면 그래핀 본연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

재의 보강재로 사용하였을 경우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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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유 결합법을 통한 그래핀 개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첨가제로 방향

족 탄화수소가 알려져 있으며 벤젠고리가 여러 개 있는 모양의 분자를 가진 

탄화수소의 경우 그래핀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래

핀을 효과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다른 고분자 첨가

제 (분산제)에 비해 더 적은 량으로 그래핀을 분산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 12-18] 또한 고온의 열에 의해 annealing 시에 그래핀 옥사이드 

표면의 결점을 회복시키는 용도로도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19] 이 외에

도 도입된 나노입자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스 내의 분산성

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매트릭스와 보강재 사이의 계면친화성

이 중요시되는데, 이는 계면친화성에 따라 입자의 매트릭스 내 분산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에 기인한다. [20, 21] (Figure 1-6) 

PK 소재와 그래핀을 사용하여 내투과성이 우수한 고분자 복합재 제조

에 앞서, 내투과성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물질의 

투과도는 투과물질의 확산성 (diffusivity), 용해성 (solubility), 단위 두께

당 투과경로 (tortuosity)에 의해 결정된다. 이론적으로, 그래핀과 같이 비

투과성인 판상 형태의 보강재가 고분자 매트릭스에 함침되었을 때, 투과물

질의 투과 경로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복합재의 내투과성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22] 또한 보강재의 모양, 크기, 정렬방향, 분산 정도에 따라 

내투과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이론 실험들도 여러 연구진들에 의해 밝혀진바 

있다. [23-27] (Figure 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공유결합법을 이용한 방향족 탄화수소의 첨가

제의 도입으로 화학적 처리 없이 그래핀을 개질하였으며, 개질 된 그래핀과 

고분자 매트릭스의 계면친화성이 향상되어 내투과성이 향상된 복합재를 제

조하였다. 이는 첨가제의 도입으로 인해 그래핀을 보다 얇게 박리하고 그래

핀과 고분자 내의 분산성을 증대시켜 우수한 물성이 효과적으로 발현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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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Figur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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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5. A schematic illustration of 'bottom-up' and 'top-down' 
graphene synthesi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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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6. Molecular structure of pyrene-derivative and 
exfoliation mechanism via non-covalent interaction with graphi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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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7.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tortuous path of 
permeant molecule in multilayer graphene deposited polymer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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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8. A schematic illustration of non-covalently 
functionalized graphene and enhanced dispersibility in polymer 
matrix via intermolecula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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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1.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서 폴리케톤 (PK, Hyosung, M330A grade)을 복합재의 매트

릭스로 사용하였다. 이 제품은 6 mol %의 propylene이 함유된 ethylene-

propylene-carbonmonoxide terpolymer 이며 용융지수는 60g/10min (at 

220 ℃), 유리전이온도와 용융온도는 각각 약 22 ℃, 220 ℃ 이다. 용매는 

hexafluoro-2-propanol (HFIP, Nanjing Chemical Material Corp.)을 사용

하였다. 보강재로는 Graphene Nanoplatelet (GNP, XG Science, M grade)

을 사용하였고 GNP의 개질을 위해 pyrene (Py, Sigma Aldrich, 98 %)과 

1-aminopyrene (Apy, TCI, 98 %)을 첨가제로 사용하였다. 초음파 

(sonication)처리를 통해 GNP를 개질하여 PK 복합재 제조에 사용하였다. 

모든 시약은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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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핀 개질 및 폴리케톤 복합재 제조 

 

2.1. 비공유 결합법을 이용한 그래핀 개질 

 

PK 복합재 제조에 앞서 GNP를 비공유 결합법을 이용해 개질 하였다. 

GNP와 Py 각 70 mg (중량비 1:1)을 35 mL의 증류수 (DI water)와 함께 

넣고 40 ℃에서 24시간 동안의 초음파처리를 통해 GNP의 개질을 진행하

였다. 개질에 사용된 용매는 증류수인데 극성인 용매 내에서 소수성의 GNP

와 Py의 상호작용 및 박리진행이 극대화 되는 것이 보고되어 사용하였다. 

또한 그래핀의 양에 대비하여 과량의 첨가제가 있어야 충분한 박리 및 개질

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래핀과 첨가제의 중량비를 1:1로 결정하

였다. Apy를 사용한 GNP의 개질 과정 역시 Py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

었다. 첨가제가 사용되지 않은 GNP의 경우 70 mg의 GNP를 35mL의 증류

수와 함께 넣고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초음파처리를 하여 준비하였다.  

GNP 용액의 잔여 Py 또는 Apy를 제거하기 위해 원심분리기를 사용하

였다. GNP 용액 (35 mL)을 원심분리기용 falcon tube에 옮겨 닮은 후 

falcon tube 자체의 무게를 포함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무게가 동일하게 

칭량하였다. 원심분리기의 회전속도 12000 rpm으로 20분간 5 ℃ 온도 조

건에서 진행하였고 분리 후 아래 가라앉은 GNP의 소실을 최소화 하며 윗

부분의 증류수를 제거한 후 약 35mL 정도까지 증류수를 새로 첨가하여 10

분간 초음파처리를 진행하여 분산시킨 용액을 준비하였다. 위와 동일한 조

건으로 잔여 첨가제의 세척을 2회 진행하였다. 세척 과정이 끝난 후 잔여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90 ℃ 의 진공오븐에서 이틀간 건조 하여 파우더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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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나노플레이트는 GNP, 각각의 첨가제로 개질 된 그래핀은 

GNP/Py, GNP/Apy로 명명 하였다.  

 

2.2. 용액 주조 법을 이용한 폴리케톤 복합재 제조 

 

2.1 절에서 제조된 GNP, GNP/Py, GNP/Apy 파우더가 PK 복합재 제

조 시 사용되었으며 복합재는 용액 주조법 (solution casting)을 통해 제조

되었다. 복합재의 GNP 함량은 0, 0.5, 1, 2 wt%로 제조하였으며 칭량된 

GNP, GNP/Py, GNP/Apy는 각각의 바이알에 HFIP 2 mL와 함께 초음파 처

리를 2시간가량 진행하여 재분산을 시켰다. 이 때 sonic bath의 온도는 40 ℃

에서 진행하였다. 여분의 바이알에서 PK 파우더 1 g 에서 GNP의 무게만큼

을 배제하여 칭량한 후 5 mL의 HFIP에 녹여 PK 용액을 준비하였다. 초음

파처리는 40 ℃ 에서 1시간 동안 진행하여 완벽히 녹였다. PK가 충분히 투

명한 색깔을 나타내었을 때 완벽히 용매에 녹은 상태를 의미하여 이 때 2 

mL의 GNP 용액을 PK 용액이 있는 바이알에 추가하여 2시간동안 추가적

으로 초음파 처리를 진행하여 PK 용액 내 GNP 용액을 분산시켰다. 최종 

녹아있는 PK/GNP, PK/GNP/Py, PK/GNP/Apy의 용액의 농도는 1 g/7 mL 

로 정하였다. 

1 g/7 mL 농도의 PK/GNP, PK/GNP/Py, PK/GNP/Apy 수용액을 0.5, 

1, 2 wt% 별로 총 9 개의 샘플과 neat PK 1개의 샘플을 제조하였고 각각의 

용액은 수평이 맞은 평판 위에서 10 cm x 10 cm 크기의 유리판에 주조 시

킨 후 뚜껑을 덮어 밀봉하여 건조하였다. 건조 시 주의할 점은 밀봉 된 부

피 내 용매의 증기압을 높여 약 3~4일간 천천히 건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PK의 빠른 결정화도 속도와 HFIP의 빠른 증발속도로 인한 필름의 균

일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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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20 cm x 20 cm 크기의 알루미늄 플레이트

를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각 모서리에 수평 조절 

다리와 전자식 수평계로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경사각을 측정하여 수평을 조

절하였다. 

 

2.3. 열 압착법을 이용한 폴리케톤 복합재 박막 제조 

 

용액 주조 후 건조된 필름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열 압착법 

(hot pressing)으로 균일한 두께의 박막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박막

은 수분 투과도 측정과 기계적 물성 측정에 사용되었다. 용액 주조시 느린 

건조 방법으로 인해 복합재 내에 갇힌 잔여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오븐

을 이용해 박막 제조를 도왔다. 

2.2 절로부터 제조된 PK 복합재 필름을 몰드 사이에 끼운 후 이미드 

(imide)필름으로 감싸 232 ℃로 예열된 20 cm x 20 cm 크기의 강판 사이

에 놓아 2분간 열을 가해 용융상태로 만들었다. 이때 사용된 몰드는 지름 

7.5 cm와 두께 0.1 mm 두께의 규격을 갖는다. 이 후 232 ℃ 로 예열된 진

공오븐을 이용해 5분간 필름 내 갇혀있던 용매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후 

열 압착기를 사용해 박막을 제조하였다. 열 압착기 사용시 14 psi (6000 

metric tons)의 압력을 2분간 가하여 박막을 제조하였다. 식히는 과정에서 

결정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강철판 사이에서 5분

간 식힌 후 꺼내어 박막을 얻었다. 최종적으로는 100 ~ 200 μm 정도의 

두께를 갖는 균일한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제조된 복합재 박막의 경우 PK/GNP, PK/GNP/Py, PK/GNP/Apy로 명

명 하였으며, 그래핀 함량에 따라 0, 0.5, 1, 2 wt% 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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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1. Experimental scheme of graphene functionalization and 
polymer composite fabrication with the functionalized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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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3.1. 비공유 결합법을 이용한 그래핀 개질 분석 

 

3.1.1.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그래핀의 모폴로지 관찰을 통하여 박리 유무와 개질된 그래핀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투과전자현미경 (TEM) 분석을 진행하였다. GNP와 GNP/Py, 

GNP/Apy를 각각 THF에 10 μg/mL 의 농도로 72시간 magnetic stir bar

를 이용하여 분산시켰다. 이 후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TEM용 grid위

에 2~3 μL의 용액을 떨어뜨린 후 건조시켜 TEM 관찰을 진행하였다.  

장비는 가속전압 200 kV가 인가된 JEOL사의 JEM-2100F 모델을 사

용하였다. 

  
3.1.2. 원자간력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AFM) 

 

개질 된 그래핀의 단층 두께 측정을 위해 원자간력 현미경을 사용하였

다. 분석 샘플은 GNP와 개질된 GNP/Py, GNP/Apy를 각각 HFIP에 10 μ

g/mL 의 농도로 40 ℃ 에서 2시간 가량 분산 시켜 준비하였다. Acetone과 

ethanol로 세척된 1 cm x 1 cm 크기의 silicon wafer위에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2~3 μL의 용액을 떨어뜨린 후 건조시켜 AFM 측정을 하였다. 

용매가 증발된 후 테두리에 띠가 생겼으며 테두리의 안쪽을 관찰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Surface Imaging Systems사의 NANO StationII 모델을 

사용하였다. 접촉식 모드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넓이는 10 μm x 10 μm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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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였다.  

3.1.3. 라만 분광광도계 (Raman spectroscopy) 

 

개질 된 그래핀의 구조 분석을 통해 그래핀의 박리 유무와 단층의 두께

를 분석하기 위해 라만광을 사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GNP와 GNP/Py, 

GNP/Apy를 각각 HFIP에 1 mg/mL의 농도로 분산시킨 후 AAO 

membrane filter (0.2 μm, 47 mm, Whatman)를 사용해 거른 후 이것을 

라만 스펙트럼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Horiba Jobin Yvon 사의 LabRam Aramis 모델을 사용

하였으며 CCD가 장착된 장비를 사용하였다. 스펙트럼 측정은 ambient 분

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파장길이 514.5 nm의 Ar-ion 레이저를 사용해 

1.25 μm의 범위 (spot size)를 측정하였다.  

 
3.1.4. 형광 분광광도계 (Fluorescence spectroscopy) 

 

박리 과정에서 형광 물질인 pyrene이 그래핀과의 상호작용 시 에너지 

전달을 통해 형광 특성을 잃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형광 분석을 진행하였다. 

1 mg/mL의 Py 수용액과 0.01 mg/mL의 Apy 수용액을 준비하였고 GNP 

수용액의 농도는 0.01 ~ 1 mg/mL 로 준비하였다. Py 또는 Apy 수용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GNP 수용액의 농도에만 변화를 주어 샘플을 준

비한 후 5분간 초음파 처리를 하여 각 샘플의 형광 세기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JASCO 사의 FP-6500 spectrofluorometer 모델을 사

용을 사용하였으며 파장 350 nm의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였으며 370 ~ 

680 nm의 구간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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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폴리케톤과 개질된 그래핀의 상호작용 분석 

 

3.2.1.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폴리케톤과 개질된 그래핀의 계면친화성을 평가하기 위해 PK 복합재의 

파단면을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GNP와 GNP/Py, 

GNP/Apy가 각각 1 wt% 함침된 PK 복합재를 두께 1 mm 정도의 코인형

태로 용액주조 방법을 통해 제조하였고 이를 액체 질소를 사용해 급랭 시킨 

후 파단 면을 관찰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JEOL 사의 JSM-6701F 모델을 사용하였다. 샘플은 

120초간 Pt sputtering을 진행하여 샘플을 준비하였다. 

 

3.2.2. 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기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spectroscopy) 

 

PK의 카르보닐 그룹과 Apy가 포함하고 있는 아민 그룹의 수소결합 외 

추가 상호작용 여부와 Apy의 대조군으로 PK와 Py의 상호작용 여부를 비

교평가 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였다. 샘플은 Py과 Apy 파우더를 

각각 5 wt% 함량을 PK 파우더와 섞어 열 압착기를 사용해 약 200 μm의 

두께의 박막으로 제조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Thermo Scientific 사의 Nicolet 6700 모델을 사용하였

으며 ATR mode로 스캔수는 32, resolution은 8의 조건에서 wavenumber 

650 ~ 4000 cm-1 의 범위에서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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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동적기계분석기 (Dynamic Mechanical Analyzer, DMA) 

 

개질된 그래핀과 PK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chain mobility의 변화를 통

해 tan δ 값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유리전이온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동적기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샘플은 0.5 wt% 함량의 PK/GNP, PK/GNP/Py, 

PK/GNP/Apy를 준비하였으며 열 압착기를 사용해 200 μm의 두께의 박

막으로 제조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Mettler Toledo 사의 DMA/SDTA861e 모델을 사용하

였고 1 Hz의 일정한 진동수로 -20 ℃에서부터 60 ℃까지 범위에서 2 ℃

/min의 승온 속도를 유지하면서 각 샘플의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을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tan δ를 추이하였다. 

 
3.2.4. X-선 회절 분석기 (X-ray Diffraction, XRD) 

 

제조된 PK/그래핀 복합재의 그래핀의 분산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X

선 회절 분석을 진행하였다. 샘플은 0.5 wt% 함량의 PK/그래핀 복합재로 

열 압착기를 사용해 약 200 μm의 두께의 박막으로 제조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Bruker 사의 New D8 Advance 모델을 사용하였고 분

석조건은 CuKa radiation (=1.5406 Å) 을 사용하여 2 °/min의 주사 속

도로 2θ = 10°~ 40°범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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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폴리케톤/그래핀 복합재 분석 

 

3.3.1.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제조된 PK/그래핀 복합재의 모폴로지 관찰을 통하여 PK 매트릭스 내 

그래핀의 분산 상태를 확인하고 분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을 분석하였다. 분석용 샘플은 epoxy 레진에 굳혀 다이아몬드 칼이 부

착된 microtome 박편기를 사용하여 두께가 약 70 ~ 90 nm인 박편을 제조 

하여, 이를 TEM용 grid에 올린 후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가속전압 200 kV가 인가된 JEOL사의 JEM-2100F 모

델을 사용하였다. 

 
3.3.2. 기계적 물성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제조된 PK/그래핀 복합재의 인장시험을 통해서 개질된 그래핀과 초기

물질인 그래핀이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편

은 그래핀의 함량을 0, 0.5, 1, 2 wt% 로 준비하여 제조하였으며 열 압착기

를 사용해 약 200 μm의 두께의 박막으로 제조하였다. 이 후 ASTM D638

의 type V 규격인 guage length가 25.4 mm 의 dog-bone 시편을 제조하

였으며 60 ℃ (HFIP의 끓는점 이상)에서 약 이틀간 건조를 시켜주었다.  

사용된 장비는 Lloyd사의 LR10K 모델을 사용하였다. 시험방법은 

ASTM D638을 따랐으며 10 mm/min 의 cross-head speed와 24 ℃, 50 

RH % 의 분위기 하에서 측정 하였으며 5개의 시편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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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내투과성 측정 (Permeation Analyzer) 

 

제조된 PK/그래핀 복합재 박막의 수분 투과도를 측정하기 위해 투과도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한 샘플로 직경 7.5 cm에 200 

μm의 두께의 갖는 디스크 형태의 박막을 제조하였으며 열 압착기를 사용

하여 균일한 두께의 박막을 준비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MOCON사의 PERMATRAN-W 3/33 모델을 사용하였

으며 37 ℃의 온도에서 RH 100 %의 조건에서 24시간동안 진행하여 수분

투과도가 saturation 된 값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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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개질된 그래핀의 분석 

 

1.1. 그래핀의 분산안정성 평가 

 

그래핀의 개질 및 분산성에 대해 평가하기에 앞서 그래핀이 용매 내에

서 안정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용매에 

1 mg/mL의 농도로 그래핀을 24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를 통해 분산 시킨 

후 분산안정성을 확인 하였다. Figure 3-1 에 나타내었듯이 그래핀이 HFIP, 

에탄올, THF (tetrahydrofuran), 아세톤 등의 유기용매에 분산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하였지만 물과 톨루엔에는 분산이 잘 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그래핀과 용매 사이의 용해 파라미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외에도 여러 연구진에서 그래핀 개질 시 증류수를 용매

로 사용하였는데, GNP, Py, Apy가 모두 비극성을 띄어 증류수 내에서 상호

작용이 더욱 극대화 되어 그래핀의 박리에 더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점

에 기인한다. [1, 15, 28] 또한 복합재 제조 시 사용된 용매인 HFIP 내에서

는 그래핀이 물에 비해 안정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개질된 그래핀의 분산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Py와 Apy가 도

입된 그래핀 용액의 사진과 24시간 후의 침전 여부를 확인한 사진을 

Figure 3-2에 나타내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첨가제가 있지 않은 

GNP 용액은 24시간 이후 가라앉은 반면 Py와 Apy가 첨가된 GNP 용액의 

경우 24시간 이후에도 분산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Py과 Apy

가 그래핀의 박리에 도움을 주어 그래핀의 두께를 줄이고 aspect rati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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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켰으며 사이즈의 감소로 인해 침전 속도가 느려져 더 오래 분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보고 된바 있다. 

[29] 또한 Apy가 도입된 그래핀의 경우 Apy의 극성 그룹인 아민 그룹이 

GNP와 흡착하여 증류수 내 분산성 증가에 추가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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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1. Photographs of dispersion of graphene nanoplatelets in 
various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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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2. Photographs of dispersion of GNP, GNP/Py, and 
GNP/Apy in DI water; after sonication (left), after ‘settle down’ 
for 24 h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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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첨가제의 도입과 그래핀의 박리 효과 

 

1.2.1. 현미경을 통한 분석 

 

그래핀 개질 시 개략적인 크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SEM을 통해 

그래핀 입자를 관찰하였고 Figure 3-3에 나타내었다. 개질이 진행되기 전 

GNP의 너비는 약 10 μm 정도인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GNP/Py와 

GNP/Apy 경우 너비의 감소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께에 대한 정보를 SEM으로부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GNP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TEM을 통해 박리가 진행 된 

그래핀을 관찰하였고 이를 Figure 3-4에 나타내었다. TEM을 사용해 촬영

한 사진에서 개질된 그래핀의 투명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

래핀의 박리가 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GNP/Py와 GNP/Apy의 경우 평

균 2 ~ 3 μm의 너비를 가지며, 수 장의 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단층의 두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원자간력현미경을 사

용하여 형상을 측정한 것을 Figure 3-5에 나타내었다. GNP/Py와 

GNP/Apy의 단층의 평균 두께는 7.03 nm와 7.21 nm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Py과 Apy 모두 그래핀의 개질 시 재응집을 방해하여 그래핀이 

박리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되었다. 측정된 단층의 두께에 대한 정

보와 SEM, TEM으로부터 확인한 너비의 크기로 유추한 그래핀의 aspect 

ratio의 변화는 약 140 에서 300 정도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해 너비 사이즈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aspect ratio가 약 2배 정도 증가

한 것에 층 두께의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첨가제의 도

입으로 인한 그래핀의 박리가 효과적임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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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3. SEM images of GNP (top), GNP/Py (middle), and 
GNP/Apy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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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4. TEM images of GNP (top), GNP/Py (middle), and 
GNP/Apy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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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5. AFM images of GNP/Py (top) and GNP/Apy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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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분광계를 통한 그래핀 분석 

 

개질된 그래핀을 보다 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형광 분광계와 라만 

분광계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3-6 에서는 형광 분광계로 

측정한 형광 분광 (fluorescence spectroscopy)그래프를 나타내었다. 

GNP/Py의 경우 GNP가 첨가되기 전 Py의 수용액에서 462 nm에서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Py이 발광하는 파장을 나타내며 GNP/Apy의 경우 GNP

가 첨가되기 전 Apy의 수용액에서 442 nm에서 피크가 관찰되었다. 그래핀 

용액이 첨가될수록 모든 용액의 형광 세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형광물질인 파이렌이 그래핀과의 에너지 교환으로 

인해 형광의 방출이 quenching 되었음을 의미하며, 에너지 교환으로 인한 

형광의 quenching 메커니즘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고되었다. [15, 19, 

30-33] 측정된 피크는 형광 물질인 파이렌 그룹이 특정 파장의 레이저 빛

에 의해 들뜬 상태가 되며 그 이후 바닥상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세기가 특정 파장 대에서 나타난 것을 측정한 것이다. 또한 Py 용액의 

피크가 나타난 파장이 Apy의 용액의 피크보다 높은 파장에서 나타난 이유

는 Py가 Apy보다 그래핀과의 상호작용을 더 활발히 하였으며, 따라서 에너

지 전달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더 적은 량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더 높은 

파장에서 발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만 분광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Figure 3-7에 나타내었다. 1354 cm-1 

(D 밴드), 1578 cm-1 (G 밴드), 2720 cm-1 (2D 밴드) 에서 세 개의 특징

적인 피크 (peak)가 나타난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그래핀의 구조분석을 

진행한 여러 문헌 값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2, 13, 19, 34] GNP와 

비교하였을 때, GNP/Py와 GNP/Apy 모두에서 D 밴드의 세기가 증가된 것

을 확인 하였고, 2D 밴드의 모양 변화가 있음을 관찰 하였다. 여러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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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고되었듯이, G 밴드의 크기를 표준화하여 D 밴드의 상대적인 세기 비

율의 증감과 2D 밴드의 모양변화를 통해 그래핀의 박리를 설명 할 수 있다. 

D밴드의 세기 증가는 그래핀의 격자의 대칭성이 깨지면서 형성되는 결점 

(defect)의 생성 또는 사이즈 감소로 인한 엣지 (edge)부분의 증가를 의미

하며 G 밴드는 sp2 혼성 탄소결합을 의미한다. 즉, G 밴드를 표준화했을 때, 

D 밴드가 증가했다는 것은 GNP가 Py와 Apy에 의해 개질 되었을 시 크기 

및 두께가 줄어들면서 GNP flake 당 (혹은 격자당)결함 또는 엣지 부분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Py과 Apy이 그래핀의 개질에 기여하

여 그래핀의 박리를 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 밴드의 세기에 

비해 D 밴드의 세기가 매우 작은 것을 통해 박리과정 진행 시 그래핀의 

sp2 혼성 탄소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다. 라만 스펙트럼의 

2D 밴드의 모양변화를 통해 그래핀의 층 두께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되

었다. [34] 다층의 그래파이트에서 단일 층의 그래핀으로 박리가 된다면 

2D 밴드 피크의 shoulder 부분이 사라지면서 down-shift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으며, 단층과 2개 층의 그래핀은 그래파이트와 확연히 다른 모양의 

2D 밴드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Figure 3-7에 나타난 2D 밴드의 모양변

화를 관찰해본 결과 shoulder 부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으며 단일층의 

그래핀은 아니지만 박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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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6. Fluorescence spectra to monitor direct exfoliation 
process of GNP in the presence of Py (top) and Apy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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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7. Raman spectra of GNP, GNP/Py, and GNP/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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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그래핀 성분분석 

 

XPS를 통해 GNP와 Py 또는 Apy와의 흡착 여부를 판단 하였으며 그

에 따른 개질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ure 3-8는 GNP, GNP/Py, GNP/Apy

의 C 1s 스펙트라이며 각 샘플에 대한 원소조성비율을 Table 3-1에 나타

내었다. 각각의 C 1s 스펙트라는 4개의 다른 피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헌 

값과 일치한다: 방향족 고리의 C=C/C-C (284.5 eV), C-O (285.3 eV), 

C=O (286.6 eV), O-C=O (288.0 eV). [14, 19]  방향족 고리의 C=C/C-

C 피크의 면적을 통해 개질된 그래핀에서의 sp2 탄소의 비율을 계산해본 

결과 GNP의 경우 57.6 % 이며 GNP/Py가 64.3 %, GNP/Apy가 59.9 % 

인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그래핀 개질 시 첨가제의 sp2 탄소와 그래핀의 

sp2 탄소가 π –π 결합을 통해 잘 흡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박리과정

에서 그래핀과의 흡착을 통해 그래핀층의 재 흡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 것

으로 판단된다. [14] Table 3-1에서 질소 원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GNP/Apy는 질소 원자를 2.04 at. %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π –π 결합으로 인한 Apy의 성공적인 흡착 여부를 의미한다. XPS 측정

을 위해 준비된 샘플의 경우 잔여 첨가제를 제거하기 위한 washing 과정을 

2회 거쳐 준비하였기 때문에 Py 또는 Apy가 GNP와 잘 흡착 하였고 개질

된 그래핀이 잘 제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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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1. The C1s XPS spectra of GNP (top), GNP/Py (middle), 
and GNP/Apy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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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 XPS data for element composition (At. %) and sp2 
carbon composition of GNP, GNP/Py, and GNP/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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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폴리케톤 복합재 분석 

 

2.1. 복합재 내 그래핀의 분산상태 

 

개질된 그래핀이 PK 매트릭스 내에서 박리된 상태를 유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TEM을 사용해 복합재를 sectioning 하여 내부사진을 촬영

하였고, Figure 3-9에 나타내었다. PK/GNP 복합재의 경우 GNP가 두껍고 

뭉쳐있는 형태로 PK 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박리가 충분

히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개질된 그래핀의 경우 그래핀 단층의 

투명성을 보이며 PK 매트릭스 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개

질된 그래핀이 PK 매트릭스 내에서도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

였다.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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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9. TEM images of (a-b) GNP and (c-d) GNP/Apy in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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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폴리케톤과 첨가제의 상호작용 평가 

 

고분자 나노복합재 개발 시 나노입자를 개질 하여 사용하는 것의 목적

은 고분자 매트릭스와의 나노입자 사이의 계면친화성을 높여 나노입자가 매

트릭스 내에서 고르게 분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기인한다. PK의 경우 카르

보닐 그룹이 주사슬에 존재하며, 이 그룹이 나노입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화학적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그래핀 개질에 

사용된 Py와 Apy가 PK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FTIR

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Figure 3-10에 나타내었다. 카르보닐 그룹이 첨

가제와 분자간 상호작용 (intermolecular interaction)을 통해 피크의 이동 

(peak shift)이 있었는지 여부를 관찰하였다. Neat PK의 카르보닐 그룹은 

1690 cm-1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자유 카르보닐 (free carbonyl) 그룹이 나

타나는 위치인 1713 cm-1 보다 낮은 위치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PK 내

의 카르보닐 그룹이 dipole-dipole 작용을 통해 결합하고 있어 더 낮은 파

장수에서 피크가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PK에 Py을 첨가하여 제조한 시

편에서는 카르보닐 그룹의 피크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Apy가 첨

가된 경우 카르보닐 그룹의 피크가 5 cm-1 정도 이동하여 1695 cm-1 에서 

피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Apy와 PK의 수소결합 또는 그 외 

희생적 결합 (sacrificial bonding)을 통한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연구결과에도 보고된 바 있다. [40, 41] 이를 통해 

Apy가 PK와의 계면친화성을 증가 시키므로, PK 매트릭스 내 GNP/Apy의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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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10. FTIR spectra to observe intermolecular interaction 
between PK and Py and Apy. (a) Overall spectra, (b) partial 
enlarged view for C=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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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폴리케톤과 그래핀의 상호작용 평가 

 

2.3.1. 파단면 관찰 

 

PK 매트릭스와 GNP, GNP/Apy 의 계면친화성을 확인하고자 SEM을 

통해 복합재의 파단면을 관찰하여 Figure3-11에 나타내었다. GNP가 도입

된 PK/GNP의 경우 PK 매트릭스 내 GNP가 주름진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 반면 GNP/Apy가 도입된 PK/GNP/Apy의 경우에 그래핀의 

주름이 더욱 크게 형성된 것을 관찰 하였고 PK/GNP/Py의 경우 PK/GNP

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래핀을 

보강재로 제조한 복합재에서 그래핀의 구겨짐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알 수 있다. 복합재 매트릭스 내 그래핀의 경우 매트릭스와 기계적 연결 

(mechanical interlocking)을 이루며 계면친화성이 더욱 좋아지게 되면 기

계적 연결 외에도 추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더 꾸겨짐 현상이 진행된

다고 보고되어 있다. [42] 이를 통해 GNP/APy가 PK와 계면친화성 증가에 

기여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2.3.2. 유리전이온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측정 

 

Figure 3-12는 PK 복합재의 유리전이온도를 동적 기계 분석 (DMA)

을 통해 측정한 것을 나타내었다. tan δ 값은 저장 탄성률과 소실 탄성률의 

비율로 주 사슬의 relaxation과 관련되어 있으며 tan δ 값이 최고인 지점

이 유리전이온도를 뜻한다. 각 시편의 유리전이온도는 PK는 22.5 ℃, 

PK/GNP는 24.2 ℃, PK/GNP/Py는 20.9 ℃, PK/GNP/Apy는 28.2 ℃로 

PK/GNP/Apy에서 가장 높은 유리전이온도를 나타낸 것을 확인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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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PK 매트릭스에 비해 약 5.7 ℃ 상승한 수치이다. 이는 Apy의 아민 

그룹과 PK의 카르보닐 그룹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이 저

하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PK/GNP 에서도 약 1.7 ℃의 유리전

이온도 상승이 있었으며, 이는 고분자 매트릭스와 GNP 사이의 기계적인 결

합 (mechanical interlocking)에 의해 주사슬의 운동성이 저해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반대로 PK/GNP/Py의 경우 약 1.6 ℃의 유리전이온도 감소가 

있었는데 이는 Py이 단분자이기 때문에 가소제 (plasticizer)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y의 도입으로 인한 사슬의 움직임 증가와 계면의 친화

성이 감소는 2.4.2. 절의 기계적 물성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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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11. SEM images of PK matrix (top), PK/GNP (middle), 
and PK/GNP/Apy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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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12. DMA curves for temperature dependency of tan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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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폴리케톤 내 그래핀 분산성 분석 

 

Figure 3-13에서는 각 복합재 별 측정된 XRD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PK 매트릭스의 경우 결정 피크가 다음의 2θ값에서 관찰 되었으며 문헌 값

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θ = 21.4°(110), 25.5°(200), 31.3°

(210), 29.1°(β 형태). [43] GNP 의 경우 2θ = 26.5 °(002)에서 그래

핀의 층상구조를 나타내는 것에 해당하는 피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PK/GNP 시편에서 나타난 결정 피크를 확인해본 결과, PK와 GNP 고유의 

결정에 해당하는 피크들이 모두 관찰되었다. 반면에 PK/GNP/Py 또는 

PK/GNP/Apy 시편에서는 그래핀에서 확인된 2θ = 26.5 °(002)의 피크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PK/GNP, PK/GNP/Py, PK/GNP/Apy 세가지 시

편 모두 0.5 wt%의 동일한 GNP의 양을 첨가하였기 때문에 적은 함량의 

그래핀에 의한 피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만약 결정 

피크의 위치의 변화가 없이 피크의 강도가 약해져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그래핀이 박리되어 단일 층이 된 그래핀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두께의 

감소는 있었지만 모든 층의 그래핀이 박리가 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하

지만 만약 모든 층의 그래핀이 박리가 되었다면 GNP 고유의 결정에 해당

하는 피크가 사라진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경우 모두 

그래핀의 박리가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 [35, 36,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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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13. X-ray diffraction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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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폴리케톤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 및 내투과성 

 
2.5.1. 기계적 물성 측정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은 매트릭스와 보강재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

정되며 보강재의 함침량, 분산 상태 등도 기계적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 수분투과성 목적의 복합재에도 목적에 따라 기계적 성질을 요구하게 되

므로 기계적 성능은 중요한 물성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제조된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 측정을 위해 ASTM D638에 제시된 type V의 크기로 제조된 

시편으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각 복합재 별 인장탄성률의 비교를 

Figure 3-14 (a)에 나타내었다. 그래핀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PK에 비해 

인장탄성률이 점차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PK에 강성이 매우 높은 

그래핀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며, 보강재의 함량과 복합재의 인장탄성률이 비

례하는 것을 설명하는 ‘ rule of mixture ’ 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PK/GNP/Py의 경우 인장탄성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Py이 PK 

사슬과 그래핀 사이에서 가소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DMA 데이터

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복합재 별 인장강도의 변화는 Figure 3-14 (b)에 나타내

었다. PK/GNP와 PK/GNP/Apy의 시편에서는 그래핀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PK에 비해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PK에 기계적 강도

가 매우 높은 그래핀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래핀이 일정 함량(2 wt%)보다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의 감소를 보였다. 2 

wt% 이상의 그래핀이 함침되게 되면 그래핀의 분산성이 떨어지거나 재응

집이 일어나 응력 집중점 (stress concentrator)로 작용하여 인장강도가 낮

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장강도는 복합재 내부의 균일성 또는 매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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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보강재 사이의 계면친화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PK/GNP/Apy의 경

우 PK/GNP에 비해 높은 인장강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PK/GNP/Py의 경우 그래핀 함량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지 못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Py의 가소제 역할에 따른 매트릭스와 보강재간의 계면친

화성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각 복합재 별 파단신율을 Figure 3-14 (c)에 나타내었다. 

단일상인 PK가 가장 높은 파단신율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고 그래핀의 함

량에 따라 모든 복합재에서 파단신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매트

릭스와 이종물질인 보강재 사이의 계면친화성이 단일소재에 비해 좋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고강도의 그래핀의 함량에 따라 복합재가 

전체적으로 취성 (brittle)을 띄는 것이 파단신율 저하의 원인인 것으로 판

단된다. PK/GNP/Apy의 경우 PK/GNP와 PK/GNP/Py에 비해 높은 파단신

율을 가진다. 이는 PK와 친화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보강재에 비해 높기 때

문에 강인화된 복합재가 제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PK 복합재를 제조하는 경우 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 

함량 (1 wt%)의 그래핀을 사용하며 매트릭스와의 계면친화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개질된 GNP/Apy가 함침된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이 향상되는 결과

를 보였으므로 내 투과성 복합재로의 응용 외에도 우수한 기계적 물성이 요

구된다면 GNP/Apy를 보강재로 사용함으로써 향상된 성능의 복합재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7, 35-39, 41, 43-45] 

 
2.5.2. 내투과성 측정 

 

그래핀의 큰 aspect ratio로 인해 투과물질의 이동경로가 크게 증가하

게 되므로 보강재로 사용될 경우 복합재의 내투과성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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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널리 알려져 여러 연구진들이 그래핀을 보강재로 사용한 내투과성 

복합재 제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분에 대한 투과도에 대해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PK 복합재 박막의 수분투과도를 permeant analyer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이를 Figure 3-15에 나타내었다. PK 매트릭스 자체

의 수분 투과도에 비해 그래핀의 도입으로 인해 수분 투과도가 줄어드는 경

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래핀의 함량에 따라 투과 입자의 투과 경로가 급

격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8, 24, 25, 27] 또한 그래핀의 함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분의 투과도가 비례하여 감소하였으며, 2 wt%의 그래핀 함

량에서 가장 낮은 수분 투과도를 확인하였다. PK 매트릭스에 비해 0.5 wt%

의 그래핀이 함침된 PK/GNP의 경우 79 %의 수분 투과도 감소가 있었으며 

동일 함량의 그래핀이 함침된 PK/GNP/Py와 PK/GNP/Apy에서는 각각 

86 %와 89 %의 수분 투과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GNP/Apy가 사용된 

PK 복합재의 수분 투과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PK와의 

향상된 계면친화성으로 인해 PK 매트릭스 내에서 그래핀의 분산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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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14. Mechanical properties of PK/GNP, PK/GNP/Py, and 
PK/GNP/Apy: (a) Young's Modulus, (b) Tensile Strength, and (c) 
Elongation at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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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15.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s (WVTR) for PK and 
PK/GNP, PK/GNP/Py, and PK/GNP/Apy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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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비공유 결합법을 이용하여 ‘top-down’방식으로 개질된 그래핀을 분

석하여 평가하고 내투과성이 우수한 고분자 복합재로의 응용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용액 주조 방법을 통해 그래핀 복합재를 성공적

으로 제조하였다. GNP로부터 얇은 층의 GNP/Py, GNP/Apy로 박리를 하여 

개질된 그래핀의 분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2차원 판

상 구조 형태의 내투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복합재 박막으로 제조할 수 있었

다. 초기물질인 GNP에 대비하여 개질된 GNP/Py, GNP/Apy에 대해 형태학

적 구조, 표면 특성, 구조분석, 및 형광 특성을 측정하여 비교 및 개질 정도

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복합재로 적용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복합재에서는 

PK/GNP에 대비하여 PK/GNP/Py와 PK/GNP/Apy의 형태학적 구조, 분광

학적 구조, 결정구조, 동적 기계물성, 역학적 기계물성 및 내투과성을 측정

하여 개질된 그래핀의 분산성 및 내투과성에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Pyrene (Py)과 1-aminopyrene (Apy)을 사용하여 초음파처리를 

통해 약 7 nm 두께의 그래핀을 제조하였으며, 그래핀이 개질되면서 aspect 

ratio는 140 에서 300 정도로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2. 표면 원소분석 및 분광법측정을 통해 그래핀과 첨가제 사이에 π-

π 결합을 통한 흡착을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 

3. 적외선 분광법을 통해 Apy이 도입될 경우 PK 매트릭스와의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SEM, TEM, DMA를 통해

서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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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적 성질을 확인한 결과, 그래핀 함량이 1 wt% 이하에서는 Apy

로 개질된 그래핀이 도입된 경우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GNP)가 도입된 복

합재에 비해 우수한 인장탄성률, 인장강도, 파단신율을 나타내었다. 2 wt% 

이상의 그래핀이 함침된 복합재에서는 소폭의 기계적 물성 저하가 관찰되었

으며 그래핀의 응집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폴리케톤 복합재에서 그래핀의 도입으로 인한 수분 투과도의 감소를 

확인 하였으며, 개질된 그래핀 도입 시 보다 낮은 수분 투과도 수치를 나타

내었다. Apy로 개질된 그래핀 도입시 폴리케톤 복합재에서 가장 낮은 수분 

투과도 수치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K/GNP/Apy 복합재에서 가장 우수한 기계물성 

및 내투과성을 가지는 복합재를 제조하였으며, 그래핀의 표면 결함을 최소

화하고 고분자 매트릭스와의 계면친화성을 높인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제조한 GO 만큼 분산성이 우수한 그

래핀을 제조하기에는 비공유결합법이 가진 한계를 확인 하였으며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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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chanical and barrier properties of 

polyketone/graphene nanoplatelets composites 

 

Jaehyun Cho 

Polymer Structures Laboratory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olyketone (PK), a semi-crystalline polymer with high impact 

strength, wear resistance, chemical resistance, and barrier property, has 

been developed as next-generation engineering plastic. In this study, 

PK is used as polymer matrix with graphene as a nano filler. The PK 

nanocomposites containing non-covalently modified graphene nano 

platelets (GNP) were prepared by solution casting. The GNP with high 

aspect ratio largely reduces moisture or gas permeability by increasing 

the tortuosity when the GNP was homogeneously dispersed in the 

polymer matrix. To prevent GNP aggregation in the matrix, pyrene 

derivatives that non-covalently functionalize the GNP through π- π 

interaction were added. The pyrene derivatives on the GNP surface not 

only facilitate a homogeneous dispersion of GNP but also improve the 

interaction between GNP and PK matrix, which provides a low 

permeability and results in an efficient load transfer across the matrix. 

Each type of functional group on the pyrene basal plane has different 

effect on the graphene dispersion in the matrix, and further affects the 

final barrier property of PK nanocomposite film. For example, 1-

aminopyrene (Apy) which is a bifunctional molecule with a pyreny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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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 amino group exhibited a remarkable improvement in graphene 

dispersion in PK matrix. This could be ascribed to the hydrogen bonding 

interaction between a polar amino group of Apy and a carbonyl group of 

PK. This behavior was also proved by DMA curve that shows increased 

Tg. Consequently, when the content of graphene was 2 wt%,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WVTR) of  PK/GNP/Apy was about 20 % lower than 

that of PK/GNP/Py and 57 % lower than PK/GNP. Other improvements 

i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with GNP/Apy included 

Young’s modulus,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The optimum 

improvement in properties was found when the content of graphene was 

about 1 wt%. 

  

Key word: polyketone, graphene, non-covalent functionalization, 

dispersion, nanocomposite, mechanical property, barrier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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