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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은 고분자 소재 가운데 가장 가

벼운 반결정성 (semi-crystalline) 고분자로 우수한 내화학성, 성형가공

성, 낮은 수분흡수율과 구조에 따른 다양한 물성을 지닐수 있어 공

업적인 응용은 물론이고 일상 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범용

고분자이다. 하지만, PP는 다양한 응용성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부품

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비교해 낮은 기계

적 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프로필렌을 기반으로 한 복합재가 제조되었

으며 충전제 (filler)로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graphene nanoplatelet, 

GNP)가 사용되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 물

질로 높은 종횡비 (aspect ratio), 탄성률 및 뛰어난 열적, 전기적 특성

을 지녀 고분자 복합재의 충전제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

지만, 그래핀과 같은 나노충전제는 뭉침 (aggregation)현상이 강해 고

분자 복합재를 제조했을 경우 충전제 특유의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복합재의 기지재 (matrix)로 사용된 PP

는 비극성 고분자로 다른 극성 고분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나노충전

제의 고른 분산의 어려움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면의 물

리/화학적 조절 방법을 통하여 PP 복합재에서 그래핀의 분산성 향상

을 시도하였다. 

PP 복합재 내부의 그래핀 분산성 향상의 첫 번째 방법으로 그

래핀 나노플레이트 표면을 불소원소로 개질한 불소화 그래핀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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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트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PP 복합재를 제작하였다. 불소화 개

질은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표면에너지를 낮추어 비극성 고분자인 

PP와의 표면에너지 차이를 줄이며 시트간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열역학적 관점 및 동역학적 관점에서 충전제의 분산을 향상시

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래핀 옥사이드 (graphene oxide, GO)의 친수

성 작용기를 불소원자로 치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불소화 그래핀 

옥사이드 (fluorinated graphene oxide, FGO)를 준비하였으며 분광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 (reduced graphene 

oxide, RGO)를 대조군으로 함께 복합재를 제조하였으며, 복합재의 분

산도 및 형태학 관찰을 통하여 불소화 그래핀 옥사이드의 향상된 

분산성 및 박리 상태를 확인하였다. 분산성의 차이에 따라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에 반영되었으며 가장 고른 분산성을 보인 복합재의 기

계적 물성은 충전제 2 wt% 함량에서 PP의 영 탄성률과 인장강도 대

비 각각 31%, 15% 향상되었다. 

두 번째는 혼합용매내에서 박리 (exfoliation)과정을 거친 GNP와 

PP사이에 상용화제를 도입한 방법으로 용융혼합법을 통하여 복합재

를 제작하였다. 충전제 분산성의 한계를 지닌 단순 용융혼합법의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혼합용매에서의 그래핀 전처리 (pretreatment)

과정을 도입하였으며, PP 사슬에 파이렌 (pyrene) 구조를 도입한 파이

렌 변성 폴리프로필렌 (pyrene-grafted polypropylene, Py-PP)을 상용화

제로 사용하였다. 합성한 Py-PP의 구조를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 이론에 근거하여, GNP 박리과정

에 적합한 혼합용매 조합을 설정하고 비율에 따른 GNP 분산도를 

평가하였으며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 거리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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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합용매의 비율별 전처리과정에 따른 복합재 내부의 존재하는 

GNP의 형태학을 관찰하였으며, 분산도 결과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

였던 40/60 비율의 p-xylene/DMF 혼합용매를 사용한 복합재에서 박

리상태가 우수한 GNP를 확인하였다. 단일용매를 대조군으로 분산도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복합재 시편의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확인하

였다. GNP의 분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계적 물성의 향상을 보였으

며 가장 높은 향상을 보였던 복합재의 경우 GNP 2 wt%, Py-PP 15 phr 

함량에서 PP의 영 탄성률과 인장강도 대비 각각 41%, 35%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폴리프로필렌, 나노복합재, 그래핀, 계면, 분산, 기계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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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1.1 폴리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은 석유에서 얻어진 프로필렌을 

지글러-나타 (Ziegler-Natta) 또는 메탈로센 (Metallocene) 촉매을 이용

하여 중합되는 반결정성 (semi-crystalline) 고분자이다. PP는 Natta 등

이 1954년 처음 중합에 성공한 이래 1965년부터 시장에 급속한 산

업 발전을 해왔다. [1,2] PP는 메틸기의 위치에 따라 입체규칙성에 따

라 동일배열 (isotactic), 규칙배열 (syndiotactic) 및 혼성배열 (atactic)

의 세 종으로 분류된다. (Figure 1-1) 동일배열과 규칙배열 PP는 결정

성을 가져 용융점이 높고 용해가 쉽지 않으나 혼성배열 PP는 무정

형으로 연화점이 낮다. [1] 대부분의 상업화된 호모폴리프로필렌은 

거의 90 – 95% 동일배열로 되어있다. 동일배열의 정도가 클수록 결

정화도가 높으며 따라서 높은 연화점, 강성 (stiffness),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경도 (hardness) 등으로 보인다. [2] PP는 우수한 내화

학성, 성형가공성, 낮은 수분흡수율의 특징을 지니며 입체규칙적 구

조, 분자량, 결정구조 등에 따라 공업적인 응용은 물론이고 일상 생

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범용고분자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

과 함께 고분자 소재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낮아 경량화 소재로 뛰

어난 가치를 가지고있다. 하지만, PP는 다양한 응용성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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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부품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비교해 

낮은 기계적 물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금속소재를 대체하는 고성능의 고분자 

경량화 소재의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PP는 자동차 소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소재 중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

상된 기계적 물성의 PP는 차체 경량화의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

며, 그 외 산업용 소재의 응용에서도 고성능의 PP 소재는 높은 가치

를 가질 것이다. 

 

1.2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개요 

 

과학 및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미래 산업소재의 필요성이 부각되

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가지는 소재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소재 (금속, 고분자, 세라믹 등)가 가

지는 물리적 특성을 뛰어넘는 고성능 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이

브리드 소재 (hybrid material) 또는 복합재 (composite)는 단일소재에 

다양한 유, 무기물질을 첨가하여 목적에 맞게 개량한 복합물질을 의

미한다. 고분자 수지 본래의 단일소재가 지니지 못한 부족한 물성을 

이종소재가 지니는 특성을 통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개별 물성보다 

뛰어난 고성능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많은 복합재 제조기술이 개발되었다. [3] 

나노복합재는 서로 다른 소재들을 단순 조합한 재료가 가지는 물

성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기능, 고성능의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종소재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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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100 nm이하)에서 혼성화한 소재이다. 고분자 나노복합재는 고

분자 기지재내에 나노 크기의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된 것을 의미한

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동일한 질량 대비 표면적의 비율이 크

게 증가하며, 표면적의 증가는 입자의 물리적 특성, 계면 특성 및 

분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ure 1-2) 따라서 나노 크기의 입

자는 기존의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들과 비교할 때 훨씬 넓은 표면

적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기능적 또는 성능적 특성의 부여가 가능

하고 적은 양으로도 복합재의 물성을 크게 향상 시킬수 있다. [4] 가

공성, 경량 (light weight) 특성 및 가격 경제성이 뛰어난 고분자 재료

를 기지재 (matrix)로 하여 나노 크기의 입자의 우수한 특성을 부여

한 고성능 경량화 고분자 나노복합재를 제조하는 연구가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 고분자 나노복합재 제조에 사용되는 나노 크기의 충

전제로는 층상실리케이트 (layerd silicated), 실리콘 (POSS) 나노입자, 

탄소계 (carbon material) 나노입자, 무기물 나노입자 등 다양한 물질

들이 사용되어 연구되어왔다. [5-7] 

고분자 복합재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용

액혼합법 (solution blending), 중합법 (in situ polymerization) 및 용융혼

합법 (melt blending)이 있다. 이전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용액혼합

법 및 중합법은 용융혼합법과 비교하여 기지재내에서 충전제의 분

산이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8] 그러나, 이러한 용매를 기반으로한 혼

합 방법은 많은 양의 유기 용매의 사용과 잔존하는 용매 제거가 용

이하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고가의 공정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관점

에서 생산에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용융혼합법은 압출

기 (extruder)와 같은 컴파운딩 기기를 사용하여 용융된 고분자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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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전제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혼합 조건을 바꿔줌에 

따라 충전제의 분산도 조절이 가능하며 우수한 경제성과 대량생산

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8,9] 최근 소재에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

이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금속 및 세라믹 등을 대체할 수 있

는 고분자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분자의 경량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기계적, 화학적, 열적 및 전기적 물성을 현재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물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효과적인 분산상을 얻을 수 있는 용융혼합 및 상용화 

(compatibilization)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3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그래핀 (graphene)은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탄소동소체 중 하나로 

탄소의 sp2 혼성으로 이루어진 2차원 단일시트를 의미하며 이러한 

그래핀이 수나노의 형태로 겹쳐 존재하는 것을 그래핀 나노플레이

트 (graphene nanoplatelet, GNP)라 일컫는다. 그래핀의 어원은 흑연을 

뜻하는 ‘graphite’와 탄소이중결합을 가진 분자를 뜻하는 접미사 ‘ene’

를 결합한 것으로, 그래파이트 (graphite)를 근원물질로 한다. 그래파

이트는 6개의 탄소원자가 0.142 nm 결합길이로 120 °결합각을 이루

고 있는 기초면 (basal plane)들이 약 0.34 nm의 층간 거리를 유지하며 

쌓여있는 물질이다. (Figure 1-2) 3차원 구조를 갖는 그래파이트로부터 

2차원의 그래핀의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으며, 탄소 

동소체 중 0차원 구조의 플로렌 (fullerene)과 1차원 구조의 탄소나노

튜브 (carbon nanotube) 등의 다양한 탄소계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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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진행되었다. 그래핀은 매우 높은 종횡비 (aspect ratio)와 1 TPa의 

영 탄성률 (Young’s modulus), 2.5 × 105 cm2 V-1 s-1의 전기전도성, 3000 

W m K-1의 열전도도를 나타내는 뛰어난 기계적, 전기적, 열적 특성을 

지녔다. [10,11] 그래핀의 2차원 평면구조는 다른 탄소 동소체들에 비

해 기능적 또는 성능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핀 제조와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 

그래핀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탄소를 성장시켜 단일층의 그래

핀을 합성하는 ‘bottom-up’ 방식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다층의 

그래파이트를 박리 (exfoliation) 및 개질하여 얇은 층의 그래핀을 제

조하는 박식인 ‘top-down’ 방식이 있다. [10] (Figure 1-3) ‘Bottom-up’ 방

식의 방법으로는 화학 기상 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아크 

방전법 (arc discharge), SiC에서의 에피택셜 성장법 (epitaxial growth on 

SiC)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방법은 표면에 결함이 거의 없는 그

래핀 시트를 제조할 수 있으며, 그래핀 시트의 기초 연구나 전자 응

용과 관련하여 적합하다. 하지만 많은 양과 필요에 따라 표면개질이 

요구되는 고분자 복합재의 충전제 생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Top-

down’ 방식의 방법은 그래파이트 또는 그래파이트 옥사이드 

(graphite oxide)의 층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박리하여 그래

핀 시트를 얻는다. 그래파이트를 원료로부터 생산하는 방법이기 때

문에 ‘bottom-up’ 방식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

다. 따라서 대량생산이 용이하여 고분자 복합재 응용에 적합한 그래

핀 제조방법이다. [13] 그래파이트를 micromechanical cleavage의 방법

은 과학자들로부터 그래핀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커다란 크기와 결함이 적은 그래핀 시트를 얻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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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적절한 용매 또는 안정화 물질의 첨

가와 함께 용매내에서 초음파를 이용하는 물리적 박리법은 고분자 

복합재 응용에 적용 가능한 그래핀의 대량 생산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래파이트 

옥사이드를 이용하여 박리 및 환원 과정을 거쳐 그래핀을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12,14] 그래파이트에서 그래핀의 표면을 친수성 작용기 

(functional group)로 개질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Hummer’s method가 

있다. [15] 이렇게 생성된 그래파이트 옥사이드는 그래핀 옥사이드 

(graphene oxide) 시트들이 쌓여있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개질로 인해 

형성된 친수성 관능기들로 인해 층간의 거리가 0.6 nm – 1.0 nm까지 

벌어지게 되며 박리가 용이해진다. 하지만, 생성된 그래핀 옥사이드

는 개질로 인하여 표면에 결함이 많고 산화과정에서 크기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핀 본연의 우수한 특성에 저하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파이트 옥사이드로부터 박리를 거친 그래핀 옥사

이드는 목적에 따라 친수성 작용기을 이용하여 화학적 반응을 통한 

표면개질을 하여 사용되거나 화학적 또는 열적 처리를 통해 다시 

환원하여 사용된다. (Figure 1-4) [14,16] 

 

1.4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의 상용성 및 기계적 물성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넓은 표면적과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및 열적 특성은 고분자 기지재에 충전시킬 때 고성능의 기능성 고

분자 복합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제로써 많은 관심과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3,17-21] 우수한 물성을 가지는 고분자



 7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분자 기지재내

에서 충전제의 균일한 분산상 및 고분자와 강한 계면접착력을 형성

해야한다. 하지만 나노크기의 입자가 가지고있는 단위 질량당 넓은 

표면적으로 인한 높은 표면에너지 (surface energy)로 인하여 그 자체

로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핀 시트간의 반데르발스 인력 (van 

der Walls attraction)에 의해 응집 (aggregation)되어 존재하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 고분자 복합재를 제작시 기지재내에서 그래핀 나노플레

이트 충전제가 고른 분산상을 얻지 못하고 응집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기대하는 물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으며 일부 특성의 경우 

저하가 되기도 한다. [22] 따라서 그래핀 그 자체가 우수한 물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

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핀의 표면을 개질하거나 

상용화제 (compatibilizer) 개발 등의 방법으로 고분자 기지재와의 상

용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 및 복합재 제조 기술의 필요가 중요해지

고 있다. [23,24] 

분산성 및 고분자 기지재와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사이의 계

면접착력이 향상된 고분자 복합재를 제조하였을 경우 전기정도성 

및 열전도성 등의 기능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히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높은 탄성률과 종회비로 인하여 복합재의 탄성률과 

인장강도의 높은 향상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충전

제를 사용한 고분자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의 향상은 복합재에 가해

지는 응력이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로의 응력전달 (load transfer)에 기

인하여 이루어진다. 상대적으로 탄성률이 매우 큰 그래핀 나노플레

이트가 탄성률이 낮은 고분자 기지재내에 함침되어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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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응력이 가해질 경우, 탄성률의 차이로 인하여 응력축 방향으로 

그래핀 충전제와 고분자 기지재에서 국부적인 변위차 (locally 

different displacement)가 발생한다. (Figure 1-5) 충전제와 기지재의 변

위차 발생은 그래핀의 평행한 면과 평행한 축방향으로 전단 변형 

(shear strain)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래핀 충전제에 적용된 응력의 

전달은 고분자 기지재의 이러한 전단 변형에 의한 고분자와 기지재 

사이 계면에서의 전단 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25,26] 고분자 기지

재내에서 이러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거동은 전단지연 이론 

(shear-lag theory)을 사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으며, 그래핀 나노플레

이트의 응력축 방향으로 가해지는 응력은 다음과 같다. 

𝜎𝑓 = 𝐸𝑓𝑒𝑚[1 −
cosh (𝑛𝑠

𝑥
𝑙

)

cosh(𝑛𝑠
2⁄ )

] 

여기서 𝐸𝑓 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영 탄성률 (Young’s modulus), 

𝑒𝑚 은 기지재의 변형률 (strain), 𝑠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종횡비 

(aspect ratio), 𝑙은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길이, 𝑥는 그래핀 나노플레

이트의 중심으로부터의 위치를 의미하며 𝑛은 다음과 같다. 

𝑛 = √
2𝐺𝑚

𝐸𝑓
(

𝑡

𝑇
) 

여기서 𝐺𝑚은 기지재의 전단 탄성률 (shear modulus), 𝑡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두께, 𝑇는 전체 고분자수지의 두께를 의미한다. 그

래핀 나노플레이트에 높은 응력이 가해지는 경우, 즉 효과적인 강화 

(reinforcement)가 일어나는 경우는 복합재의 𝑛𝑠값이 큰 값을 나타낼

때이다. 이것은 높은 𝑛값과 함께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종횡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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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고분자/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내에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가 응집되있지 않고 박리가 잘 

이루어진 채로 존재할 때 충전제의 종횡비가 높으며, 복합재가 받는 

응력이 효과적으로 충전제로 전달되어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

내기 때문에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분산성이 기계적 물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분자 복합재에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상용성을 향상시키

는 방법으로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을 통한 공유결합 및 비공유

결합으로 그래핀의 표면을 개질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어 

왔다. 순수한 그래핀의 표면은 화학반응을 이용할 작용기의 부재로 

화학적 처리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은 대부분 그래핀 표면을 

산화과정을 통하여 친수성 작용기를 형성하고 있는 그래핀 옥사이

들를 사용한다. 현재 대부분의 산화과정을 통하여 얻는 그래핀 옥사

이드는 표면 (plane)과 끝 (edge) 부분에 하이드록실기 (hydroxyl 

group), 에폭시기 (epoxy group), 카르보닐기 (carbonyl group) 또는 카

르복실산기 (carboxylic acid group) 등의 산소 작용기들을 형성시킨다. 

[15,28,29] 이렇게 형성된 친수성 작용기들에 유기물을 공유결합시켜

줌으로써 그래핀 시트간의 인력을 약화시켜 응집력을 줄이고 고분

자 기지재와의 상용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 실제 연구 사례로 폴

리아마이드 6 (polyamide 6, PA6)를 기지재롤 그래핀 옥사이드 표면의 

카르복실산과 poly(vinylalcohol) (PVA)의 하이드록실기 사이의 에스테

르화 (esterification)반응을 통하여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상용성을 

향상시켰다. [30] 폴리프로필렌을 기지재로 사용한 연구로는 그래핀 

옥사이드 표면의 산소 작용기와 다이아민 (diamine)사이의 아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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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amidation)반응으로 연결하고 무수말레인산 변성 폴리프로릴렌 

(maleic anhydride-grafted polypropylene, MAPP)을 공유결합으로 개질하

여 폴리프로필렌과의 상용성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다. [31]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산화처리 및 공유결합으로 인한 탄소의 sp2 결합

이 sp3 결합으로 변화하여 그래핀의 강성 (stiffness) 및 전기전도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감소시킨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래핀의 표면이 아닌 끝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작용기

를 개질하는 방법도 연구되고있다. [32] 그래핀 표면의 풍부한 π전자

와의 π-π 상호작용을 이용한 비공유결합의 표면개질은 공유결합을 

이용한 방법가 비교하여 그래핀 표면의 결함을 일으키지 않아 충전

제의 기능 및 성능의 감소를 최소화 시킬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폴

리케톤 (polyketone)/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에서 충전제와 π-π 

상호작용을 통한 비공유결합의 표면개질이 가능한 pyrene계 물질을 

사용하여 복합재내의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분산성 및 계면접착력

을 향상시킨 연구사례가 있다. [33] (Figure 1-6)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를 충전제로 하여 기능적 또는 성능적인 

면에서 뛰어난 복합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나노 크기의 입자 특성

상 발생하는 응집현상을 제어하고 그래핀 나노플레이트가 균일한 

분산상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그래핀의 표면개질 및 상용

화제를 이용한 연구들의 방법과 결과들을 토대로 고분자 복합재의 

응용 목적, 기지재 고분자의 종류 및 제조방법 등에 맞추어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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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목적 

 

PP 는 1954 년 중합에 성공한 이래 1965 년부터 시장에 급속한 

산업 발전을 해왔다. 분자량, 입체규칙적 구조 및 결정구조 등에 따

라 조절가능한 물성의 범위가 넓어 야외가구와 자동차 부속품에 쓰

이는 단단하고 강한 물질에서부터 아기 기저귀에 쓰이는 부드럽고 

유연한 섬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쓰임새로 소재가 개발되어 많은 

분야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고분자 소재와 천연 물질을 대체하고 있

다. 우수한 내화학성, 성형가공성과 함께 재활용적인 면에서도 뛰어

나 환경친화적인 요소도 갖춤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비교해 낮은 기계적 물성으로 인해 공업용 부품으로써의 응용이 제

한되고 있다. 이를 보완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강제 (reinforcing filler)

의 첨가와 함께 고분자 복합재를 제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분자 복합재의 물성은 첨가된 충전제의 분산도와 계면접착

력에 의해 기여되는데, PP의 경우 비극성 고분자의 특성상 낮은 표

면에너지로 인하여 다른 극성 고분자들과 비교할 때 충전제의 고른 

분산상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PP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비극성 고분자인 PP에 그래핀 나노충전제의 분산도 증가

를 위한 계면의 물리·화학적 조절을 제안 및 도입한다. 

II장에서는 기지재인 PP와 충전제인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사이

의 표면에너지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대적으로 표면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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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기지재와 높은 충전제 사이의 표면에너지의 차이를 줄이는 방

법으로 그래핀 옥사이드의 표면에 존재하는 친수성 작용기들을 불

소원자로 치환한 불소화 그래핀 옥사이드 (fluorinated graphene oxide, 

FGO)를 이용하여 충전제의 표면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불소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는 시트간의 응집력이 약화되는 

효과로 혼합과정에서 충전제의 분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불

소화 개질에 따른 형태학 관찰 및 기계적 물성의 변화 확인하였다. 

또한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 (reduced graphene oxide)를 첨가한 복합

재와 비교해 분산도 및 기계적 물성의 차이를 비교 관찰하였다. 

III장에서는 기존의 용융혼합법을 이용한 나노복합재 제조에서 

충전제의 부족한 분산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융혼합 이전에 그래

핀 나노플레이트의 박리 및 재응집 방지를 거치는 전처리 

(pretreatment)과정을 도입하여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분산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처리과정에서 사용된 용매는 한센 용

해도 파라미터 (Hansen solubility parameter)이론에 근거하여 p-

xylene/DMF 혼합용매를 제조하였으며, 혼합용매 비율에 따라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분산 및 박리를 확인하였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응집 방지와 복합재 제작시 기지재인 PP와의 상용성을 향상시켜

줄 목적으로 PP사슬에 파이렌 (pyrene)이 개질된 파이렌 변성 폴리

프로필렌 (pyrene-grafted polypropylene, Py-PP)를 합성하여 도입하였다. 

상용화제 도입에 의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재응집 방지와 복합

재의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비율별 혼합용매로 인한 

전처리과정에 따른 복합재내부의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분산성과 

형태학 분석 및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을 확인하여 복합재 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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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GNP 전처리 혼합용매의 최적비율을 확인하고, 기존

의 용융혼합법과의 방법에서 개선된 결과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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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 Chemical structure of polypropylene. (b) Streo-configurations 

of polyprop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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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rystal structure of graphit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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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schematic illustration of ‘bottom up’ and ‘top-down’ graphene 

preparatio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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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imple route for the oxidation and reduction of graphit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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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Deformation patterns for a discontinuous GNP flake in a polymer 

matri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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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Possible interaction on surface of (a) graphene and (b) graphene 

oxid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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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표면에너지 조절을 통한 폴리프로필렌/그래

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의 분산성 및 기계적 

물성 연구 

 

1. 서론 

 

1.1 폴리프로필렌/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의 상용성 향상 

연구 

 

고분자 기지재와 유‧무기 충전제 사이의 계면 상용성과 같은 열

역학적인 요소는 혼합 방법 및 장비의 종류, 혼합 시간 그리고 가해

지는 전단응력과 같은 동역학적인 요소들과 함께 최종 고분자 복합

재의 분산성을 결정한다. [36] PP 또는 PE와 같은 비극성 고분자를 

기지재로 사용하여 복합재를 제조할 경우 충전제인 그래핀 나노플

레이트와의 표면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다른 고분자들과 비교해 불리함을 가지며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r

강한 응집력으로 인하여 고른 분산상과 좋은 계면을 형성하기가 더

욱 어렵게 된다. [37,38] 극성 고분자들의 경우 대부분 그래핀 표면에 

친수성 작용기를 개질하여 표면에너지를 높힌 그래핀 옥사이드를 

충전제로 사용하며, 이러한 작용기들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표면

개질이 용이하다. 반면 비극성 고분자와 그래핀 옥사이드는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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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의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분산에 불리함을 가져오며, 

순수한 그래핀 표면에서는 반응 가능한 작용기들의 부재로 인해 그

래핀 옥사이드와 비교하여 표면개질의 어려움이 있다. PP를 기지재

로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의 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표면에너지 차이로 발생하는 좋지못한 분산성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며, Ⅱ장에서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표면에너지를 조절

하는 방법을 통한 상용화를 다루고자 한다. 

비극성 고분자/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에서 기지재와 충전

제 사이의 표면에너지 차이를 줄이는 한가지 방법으로는 그래핀 나

노플레이트 표면을 개질하는 것이다. 그래핀의 표면에너지를 줄이면

서 비극성 고분자와의 계면접착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그

래핀 표면에 공유결합을 통하여 알킬기 (alkyl group)를 개질하는 방

법이 많이 연구되었다. 그래핀 옥사이드의 친수성 작용기와의 아마

이드화 (amidation) 반응, 에스테르화 (esterification) 반응 등을 이용하

여 다양한 알킬아민 (alkylamine), MAPP, 실란 커플링제 (silane 

coupling agent)들로 알킬기를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표면에 도입하였

으며, 분산성 및 계면접착력 향상과 함께 기계적, 열적, 결정화 거동 

등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39-44] 하지만 이러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의 표면개질 방법은 대부분 그래핀 옥사이드를 사용하여 알킬기를 

도입함으로써 충전제 표면에 존재하는 sp2 혼성 탄소의 결함으로 인

해 그래핀 본연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표면개질하는 방법으로 π-π 상호작용을 

이용한 비공유결합 개질이 있다. 트립토판 (Tryptophan)의 방향족 구

조와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와의 π-π 상호작용으로 표면개질을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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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MAPP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PP와의 상용성을 향상시켰다. [45]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표면처리 방법외에 고분자 복합재에서 상용

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상용화제를 첨가하는 방

법이 있다. 상용화제란 고분자 기지재와 그래핀 충전제 사이의 계면

장력을 감소시켜 분산성 및 계면접착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물질 

이다. 주로 고분자 기지재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고분자 사슬에 그

래핀 나노플레이트와 전하간 상호작용 (dipole-dipole interaction), 수소

결합 (hydrogen bonding) 또는 π-π 상호작용 등이 가능한 작용기가 개

질된 구조를 갖고있다. 비극성 고분자에서의 경우 극성의 첨가제와

의 상용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양수성 상용화제 (amphiphilic 

compatiblizer)의 첨가 사례가 많다. 양수성 상용화제는 극성을 띠는 

부분과 극성을 띠지 않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지재와 충전제 사이의 극성차이 (polarity gap)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러한 양수성 상용화제의 사용은 추가적인 그래

핀 나노플레이트 개질의 필요가 없으며 특히 PP 또는 PE과 같은 비

극성 고분자의 복합재 제작시 충전제와의 상용성을 향상하는데 효

과적으로 알려져있다. [36, 46-48] PE 복합재에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의 상용성을 향상시킨 연구로 ethylene acrylic acid copolymer,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염화 폴리에틸렌 (chlorinated polyethylene, 

CPE), 무수말레인산 변성 폴리에틸렌 (maleic anhydride-grafted 

polyethylene, MAPE) 등 PE 고분자 사슬에 여러 극성 구조가 개질된 

다양한 양수성 상용화제가 보고되었다. PP를 기지재로 사용한 그래

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에서 부족한 계면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MAPP를 상용화제로 첨가한 연구가 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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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소화 그래핀 

 

그래핀 옥사이드와 함께 또 다른 그래핀 유도체 (graphene 

derivatives) 물질로 불소화 그래핀 (fluorinated graphene)이 있다. 그래

핀 나노플레이트 표면에 공유결합을 이용한 표면개질은 그래핀 나

노플레이트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절하는데 있어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래핀 그자체로는 화학적으로 불활성 (chemically inert)한 물

질이기 때문에 직적접인 개질을 위해서는 매우 가혹한 반응조건을 

가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표면개질은 개질된 

정도가 낮거나 그래핀 옥사이드와 같은 복잡한 화학적 구조를 갖는 

그래핀 유도체로 이어지게 된다. [50,51] 2007년 불소화 그래핀의 구

조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예측이후,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불소

화 (fluorination)반응과 불소화 그래파이트 (graphite fluoride)로부터 물

리적 또는 화학적 박리법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52-54] 

불소화 그래핀을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불소

화 반응을 통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표면개질 방법과 불소 

(fluorine) 원자를 함유하고 있는 그래파이트 물질을 액상 (liquid-

phase) 또는 기계적 박리법을 통한 방법이 있다. 그래핀 나노플레이

트에 불소화 반응은 반응기내에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와 불소원자의 

전구체 (precursors)가 될 수 있는 불소화제 (fluorination agent) 존재하

에 적절한 반응조건을 가하여 불소원자의 활성중간체 (actice 

intermediates)가 sp2 혼성 탄소를 공격하여 C-F 결합을 형성시켜주는 

반응으로, direct gas-fluorination, plasma fluorination, solvo-thermal (hy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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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fluorination, phochemical synthesis 등의 방법이 있다. [51] Direct 

gas-fluorination 방법은 XeF2 또는 F2 기체 공급하에 온도 등을 조절

하여 불소화 반응이 가능하지만 매우 고온조건이거나 반응시간을 

오래두어야한다. Plasma fluorination은 SF6, CF4 또는 F2 등을 플라즈마 

원료로 불소 라디칼 (radical)을 생성하여 표면개질을 가능하게 한다. 

Direct gas-fluorination 방법과 비교하여 마일드한 반응조건에서 반응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에 두가지 방법은 그래핀 표면에 

불소원소의 개질이 가능하지만 경제성 및 생산성 면에서 고분자 복

합재제조의 응용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Solvo-thermal fluorination은 주

로 그래핀 옥사이드를 사용하여 hydrofluoric acid (HF), BF3-etherate, 

diethyl-aminosulfur trifluoride (DAST), hexafluorophosphoric acid (HPF6) 등

의 불소원자 전구체로 그래핀 옥사이드의 친수성 작용기들과 치환

반응을 통하여 불소화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55-61] (Figure 2-1) 

그래핀 표면에 직접적인 표면개질과 비교하여 그래핀 옥사이드의 

친수성 작용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함량의 불소화 그래핀을 합

성할 수 있다. 그외에도 자외선 (ultraviolet, UV)를 조사하여 불소원자

로 표면개질하는 photochemical synthesis 방법이 있다. 

불소화 그래핀의 구조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표면의 탄소원자

와 불소원자 사이의 C-F 결합이 형성된 구조이다. 화학적 결합은 두 

결합 원자사이에 전기음성도 (electronegativity)에 의해 결정되는데, 

불소원자의 높은 전기음성도로 인하여 불소화 그래핀에 C-F 결합은 

공유결합 (covalent bonds)과 이온결합 (ionic bonds) 사이에서 준이온결

합 (semi-ionic bonds)형태로 다양하게 형성된다. (Figure 2-2) [51,62] 이

렇게 형성된 C-F 결합으로 인해 불소화 그래핀은 일반적인 그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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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플레이트와는 일부 다른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표면의 C-

F 결합은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표면에너지를 매우 낮추어 소수성 

(hydrophobicity) 성질을 증가시킨다. 표면에너지가 낮아지게되면서 

그래핀 시트간의 반데르발스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된다. [51] 

고분자/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의 혼합과정을 열역학적인 관점

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𝐺𝑐 = ∆𝐻𝑐 − 𝑇∆𝑆𝑐 

여기서 ∆𝐺𝑐, ∆𝐻𝑐 , ∆𝑆𝑐는 각각 고분자 기지재와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가 혼합되어 복합재를 형성하는 과정의 자유에너지 (free energy), 엔

탈피 (enthalpy), 엔트로피 (entropy)들의 변화이며 𝑇는 온도이다. 이때 

엔탈피의 변화, ∆𝐻𝑐,는 다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𝐻𝑐 = ∆𝐻𝐺 + ∆𝐻𝑃 + ∆𝐻𝑃𝐺  

여기서 ∆𝐻𝐺 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가 박리되며 변화하는 엔탈피, 

∆𝐻𝑃는 고분자 사슬간의 엔탈피변화, ∆𝐻𝑃𝐺는 고분자 사슬과 그래핀 

나노플레이트간의 엔탈피 변화이며, 보통 ∆𝐻𝐺 , ∆𝐻𝑃는 양의 값을 가

지며 ∆𝐻𝑃𝐺 는 음의 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혼합과정에 혼합 엔탈

피는 Hilderbrand-Scott 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𝐻𝑚 = 𝜑1𝜑2𝑉𝑚(𝛿1 − 𝛿2)2 

여기서 𝜑1 , 𝜑2는 용질과 용매의 부비비율, 𝑉𝑚은 혼합물의 부피, 𝛿1 , 

𝛿2는 용질과 용매의 용해도 파라미터 (solubility parameter)를 의미한

다. 물질의 표면에너지는 용해도 파라미터의 제곱값에 비례하는 값

으로 두 물질 사이의 표면에너지의 차이가 줄어들경우 혼합 엔탈피

의 값도 감소한다. 따라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불소화 개질을 통

하여 표면에너지를 낮추어 기지재와의 차이가 감소될 경우 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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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혼합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낮아진 표면에너

지로 인한여 시트간의 반데르발스 인력이 약해진 결과로 그래핀 나

노플레이트끼리의 응집력이 약화되며, 동역학적 관점에서 혼합과정

에서의 분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표면에너지

가 낮은 비극성 고분자인 PE와 불소계 고분자인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등에서 불소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를 충전제로 이용한 복합재 연구가 보고되었다. [63-65] 

 

1.3 연구의 개요 

 

PP/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의 분산성 및 기계적 물성의 향

상을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비극성 고분자인 PP의 낮은 표면에너지

와 반응성의 부재는 다른 극성 고분자들과 비교해 화학반응을 통한 

개질의 한계와 충전제의 분산성을 향상하는데 어려움을 갖고있다. 

이전의 연구에선 다른 극성고분자에서의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분

산성 및 계면접착력 향상을 위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에 공유결합

을 통한 표면개질의 방법을 PP에 적용시켰다. [39,40] 하지만 순수한 

그래핀은 표면에 공유결합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표

면에너지가 높은 그래핀 옥사이드를 충전제로 사용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혼합과정에서 반응상용화를 이용한 연구도 보고되었으며 

효과적인 반응상용화를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친수성 작용기가 

풍부한 그래핀 옥사이드를 충전제로 사용하였다 [42]. 비극성 고분자

에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충전제 사이의 극성 차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양수성 상용화제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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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추가적인 개질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상

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기지재와 충전제 사이의 표면에너지를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은 표면에너지가 높은 충전제의 표면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경우 불소

화 반응을 통한 불소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를 합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분자 기지재와 충전제 사이의 상호작

용을 향상시켜 상용성을 개선하는 방법과 달리 충전제의 표면에너

지를 낮추어 나노입자간의 응집력을 약화시켜줌으로써 복합재의 분

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려한다. 이러한 방법은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갖는 비극성 고분자의 경우에서 충전제와의 표면에너지 

차이를 낮출 수 있으며 열역학적 및 동역학적 관점에서 분산에 유

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GO를 시작물질로하여 환원과정을 거친 

RGO와 GO의 친수성 작용기를 solvo-thermal fluorination의 방법으로 

불소원소로 치환시킨 불소화 그래핀 옥사이드 (fluorinated graphene 

oxide, FGO)를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환원 및 불소화 개질에 따른 충

전제들의 표면에너지를 측정하고, 이를 첨가한 PP 복합재내에서의 

형태학, 분산성 및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관찰하여 비극성 고분자를 

기지재로한 복합재에서 새로운 충전제인 불소화 그래핀 나노플레이

트를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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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ossible fluorination mechanism between GO and HF through 

solvo-thermal process (hydro-thermal process, H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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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hemical bonds and the length of C-F bond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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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2.1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은 롯데케

미칼의 SJ-160 grade이며 용융지수 (melt flow index, MFI)는 16 (g/10 

min), 밀도는 0.9 g/mL이다. 그래핀 옥사이드 (graphene oxide, GO)는 

프로미코 사의 GE-3550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Hydrofluoric acid (HF, 

48 wt% in H2O)는 Sigma Aldrich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N-

Methyl-2-pyrrolidone (NMP, 99.5%)는 대정화금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

다. 기재재로 사용된 PP는 40 ℃의 진공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

하여 사용하였다. 

 

2.2 그래핀 옥사이드의 환원 및 불소화 

 

불소화 그래핀 옥사이드 (FGO)는 solvo-thermal fluorination의 방

법으로 제조되었다. 먼저, 원료인 1 g의 그래핀 옥사이드 (GO)를 300 

mL의 N-methyl-2-pyrrolidone (NMP)가 담긴 둥근 바닥 플라스크 

(round bottom flask)에 넣고 40 ℃에서 4시간 동안 초음파 (sonication)

처리하여 그래핀 옥사이드의 물리적 박리 과정을 거친후 테플론 라

인드 오토클레이브 반응기 (Teflon-lined autoclave reactor)에 옯겨담았

다. 불소원자의 전구체인 HF 20mL를 반응기에 넣고 180 ℃에서 0, 6, 

12, 24 시간 반응기의 온도를 유지시켜주었다. 불소화 개질시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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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GO 뒤에 숫자를 붙여 명명하였다. 이후 반응기의 온도가 상온

이 될 때까지 식혀준 다음, 얻어진 결과물을 PTFE 여과지 (filter)를 

사용하여 여과시켰다. 여과물은 과량의 에탄올 (ethanol)을 흘러보내

어 미반응 HF와 잔존하는 NMP를 제거해주었다. 60 ℃ 진공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이후 최종적으로 FGO를 얻었다. 대조군으로 사용

된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 (RGO)는 solvo-thermal reduction의 방법으

로 GO를 환원시켰으며, HF의 미첨가와 온도조건 200 ℃를 제외하고

는 FGO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얻었다. (Figure 2-3) 

 

2.3 폴리프로필렌/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 제작 

 

폴리프로필렌/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는 인터널믹서 

(internal mixer, MKE, Rheocomp mixer 600)을 이용하여 용융혼합법으로 

제작되었다. 용융혼합은 200 ℃의 가공온도, 100 rpm의 rotor 회전속도 

조건에서 실시되었다. 혼합을 마친 고분자 복합재 수지는 열 압착법 

(hot pressing)을 사용하여 200 ℃, 10,000 psi의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평평한 형태로 제조후 펠렛타이징 (pelletizing)과정을 거쳤다. 펠렛타

이징을 마친 고분자 복합재는 40 ℃에서 건조되었다. 제작된 PP/그

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의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불소화 개질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충전제는 6, 12 시간 개질된 두 종류의 FGO로 

함량은 0, 0.5, 1.0, 2.0 wt%로 첨가하였으며, 대조군인 GO 및 RGO 또

한 같은 함량으로 첨가되었다. 

 

2.4 분석 



 32   

 

2.4.1 환원 및 불소화 개질된 그래핀 옥사이드 

 

환원 및 불소화 반응을 이용한 그래핀 옥사이드의 표면 원소분

석을 하기 위해 X-선 광전자 분광법 (X-ray photonelectron spectroscopy, 

XPS)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분석기기는 Thermo Scientific의 K-

Alpha spectrometer를 사용하였으며 Al Kα을 X-선 광원으로 사용하였

다. 더 정확한 구조 파악을 위해 Thermo Scientific 사의 Nicolet 6700 

모델을 이용하여 3750-750 cm-1의 파수 (wavenumber) 범위에서, 32의 

스캔 수, 4 cm-1의 분해능 조건에서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 (Fourier 

transform-infrared spectroscopy, FT-IR)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반응을 마친 개질된 RGO 및 FGO의 단층 두께 측정을 위해 원자간

력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AFM)을 사용하였다. 분석샘플은 

acetone과 ethanol로 세척된 1 x 1 cm2 크기의 silicon wafer위에 마이크

로 피펫을 사용하여 2~3 μL의 용액을 떨어뜨린 후 스핀코팅 (spin 

coating) 방법을 이용하여 용매를 제거해주었다. 사용된 장비는 

Asylum Research 사의 MFP-3D 모델을 사용 하였으며 1 x 1 μm2의 측

정 넓이를 접촉식 모드 (tapping mode)로 측정하였다. 

 

2.4.2 고분자 기지재 및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표면에너지 측정 

 

고분자 기지재인 PP 와 환원 및 불소원자로 표면개질된 충전제

인 RGO, FGO의 표면에너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촉각 (contact angle)

을 측정하였다. 측정기기는 Femtofab 사의 SmartDrop을 이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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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측정된 접촉각을 통한 표면에너지의 값은 SmartDrop 장비의 프

로그램으로 계산하였다. 분석샘플은 필름 (film)형태로 제작했으며, 

PP의 경우 열 압착법 (hot pressing)을 이용하여 고분자 필름으로 제

작해 주었다.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필름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0.1 g의 RGO와 FGO를 NMP용매 50 mL에 분산시킨 다음 PTFE 여과

지에 여과시켜준 뒤 ethanol용매를 흘려보내어 씻겨준다. 여과지위에 

걸러진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는 유리 기판 (glass substrate)위에 엎어높

은 뒤 그 위에 다공성 페이퍼를 얹어놓는다.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4 kg의 원판모양 추를 올려놓은 후 90 ℃의 진공오븐에서 3시간 동

안 건조하여 RGO 또는 FGO 필름을 제작하였다. (Figure 2-4) [66] 분

석에 사용된 측정용매는 물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진행하였다. 주사

기로 4 μL의 용매를 분석 샘플에 주사한 후, 표면의 droplet 형상에서 

고체 (필름 샘플)와 액체 (물)의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얻어진 접촉

각은 식을 통해 고분자 및 개질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표면에너

지를 구하는데 이용되었다. 

 

2.4.3 복합재의 분산성 및 형태학 분석 

 

고분자 복합재 내부의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충전제의 전반적

인분산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3D 마이크로 단층 촬영 (three 

dimensional micro-computed tomography, 3D micro-CT)을 진행하였다. 

복합재 샘플을 약 1.0 x 1.0 x 0.5 mm3의 크기로 절단하여 Bruker 사

의 Skyscan 1172 모델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X-선 단층촬영으로 시

편의 파괴없이 내부 충전제의 분산상을 확인하였다. X-선관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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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의 전압과 전류는 각각 23 kV와 116 μA, 픽셀의 크기는 1.36 

μm로 설정하였으며 단층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복합재의 3D 

micro-CT 이미지를 얻었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주사 

전계방출형 전자 현미경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이용하여 복합재 내부의 형태학을 관찰하였다. SEM 분석

시편은 다음의 과정으로 준비되었다. 사출 성형 시편에 액체 질소

에 미리 담궈 두었던 면도칼을 이용해 작은 균열을 만든 다음, 시

편을 액체질소에 넣어 급랭시켰다. 이후, 냉각된 시편에 충격을 가

해 파단된 시편의 표면을 백금으로 코팅하였다. 분석은 JEOL 사

의 JSM-6701F을 이용해 실시하였으며, 파단시편의 파단면을 관찰

하였다.  

 

2.4.4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 평가 

 

Bautek 사의 BA-915A 모델 사출성형기를 이용해 인장물성 측정

을 하기 위한 규격시편을 준비하였다. 사출 가공온도는 200 ℃, 몰

드의 온도는 25 ℃로 하여 사출성형을 진행하였다. 인장시험용 시편

은 ASTM D638 Type Ⅴ 규격을 바탕으로 63.0 x 3.2 x 3.1 mm3 크기의 

dog-bone 형태로 제작되었다. (Figure 2-5) Lloyd 사 LR10K 모델의 만

능재료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를 이용하여 제작된 시

편의 인장물성을 평가하였다. 10 mm/min의 cross-head speed, 상온, 50 

RH%의 환경 하에서 5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영 탄성율 

(Young’s modulus),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파단신율(elongation at 

break) 등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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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RGO and F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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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GNP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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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Geometry of the tensile test specimen (ASTM D638 type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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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개질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분석 

 

3.1.1 환원 및 불소화된 그래핀 옥사이드 

 

GO의 환원 및 불소화 과정을 거친 RGO와 FGO의 원소분석을 

위해 XP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스펙트럼은 Figure 2-6에 나

타나 있으며 원소분석 결과는 Table 2-1에 나타내었다. GO의 환원은 

높은 끓는점을 가진 NMP용매를 이용하여 열에 의한 환원 (solvo-

thermal reduction)방법에 의해 RGO로 환원되었다. [16] 처음 GO에 존

재하던 산소의 원소비율은 약 30% 존재하였으며, 환원과정을 거침

에 따라 그 피크가 감소하였고 RGO에서는 산소의 원소비율이 11%

대로 감소하여 존재하였다. HF를 불소원자의 전구체로 solvo-thermal 

fluorination의 방법의 불소화 반응을 거친 FGO의 원소비율은 개질 

시간에 따라 GO의 하이드록시기, 에폭시기, 카르복실기의 산소 작

용기가 불소원자로 치환됨에 따라 산소의 원소비율이 줄고 불소의 

원소비율이 증가하였으며 12시간 반응후 그 값은 각각 11.2%, 7.4%

로 나타났다. 환원과정과 불소화 반응시간에 따른 그래핀 옥사이드

의 산소 및 불소 원자 비율의 변화는 Figure 2-7에 나타내었다. 환원

과정에서의 산소원자 비율은 초반 12시간동안 급격한 감소를 보였

으며 그 이후 추가적인 환원시간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였다. 불소화 

반응에 의한 산소원자의 비율은 환원 및 HF와의 반응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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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불소의 원소비율은 12시간의 반응시

간 동안 증가하다 그 이후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반응이 진

행됨에 따라 그래핀 옥사이드의 산소 작용기와 HF가 감소하면서 두 

반응물의 감소로 인한 반응성이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었

다. GO와 FGO_12 h의 XPS 스페트럼에서 C1s에 대하여 Deconvolution

한 결과를 Figure 2-8에 나타내었다. GO의 C1s 스펙트럼에서 284.8, 

286.4, 287.1, 288.8 eV에서 네개의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각각 C-C, C-O, 

C-O-C, -COO에 해당하는 피크들이다. [25] FGO의 C1s 스펙트럼에서

는 GO의 산소 작용기에 해당하는 피크들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불소원자에 해당하는 C-CF (285.8 eV), C-F (288.2 

eV), CF-CF2 (289.9 eV), C-F2 (292.1 eV) 피크들이 새로 형성되었음을 관

찰할 수 있었다. [57] 

GO와 RGO 및 FGO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FT-IR 분석의 결

과 스펙트럼은 Figure 2-9에 나타나 있다. 먼저 GO의 스펙트럼을 보

면 3000-3700 cm-1와 1625 cm-1 에서 하이드록시기에 의한 O-H 결합의 

stretching 및 bending에 의한 피크가 확인되었다. 1730 cm-1 에서 카르

복실기의 C=O 결합의 stretching에 의한 피크를 나타냈으며 1380, 

1200, 1040 cm-1 에서는 각각 카르복실기, 에폭시, 하이드록시기의 C-O 

결합에 의한 stretching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다. [15,28] 환원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RGO의 FT-IR 스페트럼에서는 1650 cm-1 부근에서 그

래핀 나노플레이트의 골격구조에 의한 C=C 결합의 stretching 피크를 

나타내었으며 환원과정을 통해 산소 작용기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GO에서 나타났던 산소 작용기에 해당하는 피크들의 감소를 보였으

며 환원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14] FGO_12 h의 FT-IR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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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에서 또한 그래핀 옥사이드의 산소 작용기들이 HF와의 반응

으로 불소원자로 치환됨에 따라 RGO와 유사하게 산소 작용기들에 

해당하는 피크들의 감소를 보였으며, 추가적으로 RGO의 스펙트럼에

선 존재하지 않던 1000-1250 cm-1부근의 C-F 결합의 stretching에 해당

하는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다. FGO의 C-F 결합은 공유결합과 이온

결합의 사이에서 준이온결합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유결합 

(1250 cm-1)과 이온결합 (1000 cm-1)사이에서 broad한 피크를 보인다. 

[56,57] 

GO의 환원 및 불소화 개질이후 RGO와 FGO의 시트 두께를 측

정한 AFM 결과를 Figure 2-10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GO를 사용하여 

개질된 RGO와 FGO의 lateral size는 약 0.5 μm로 유사한 값을 보였으

며 두께는 모두 약 2 nm이하로 나타났다. AFM 측정에서 그래핀 한 

시트의 두께는 약 1 nm로 환원 및 불소화 과정을 거친 RGO와 FGO

는 반응이후 약 1-2 겹의 시트로 박리가 잘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11,57] 이는 개질에 따라 변하는 표면 특성에 의한 재응집 (re-

stacking)이 거의 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표면개질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3.1.2 접촉각 및 표면에너지 

 

고분자 기지재인 PP와 충전제들의 표면에너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접촉각을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접촉각은 재료의 표면에너지와 

다음의 식으로 관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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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𝜃 = −1 + 2√
𝛾𝑠𝑣

𝛾𝑙𝑣
𝑒−𝛽(𝛾𝑙𝑣−𝛾𝑠𝑣)2

 

 

여기서 𝜃는 접촉각, 𝛾𝑠𝑣는 고체 (solid)와 기체 (vapor)사이의 표면장

력 (surface tension), 𝛾𝑙𝑣는 액체 (liquid)와 기체 (vapor)사이의 표면장

력을 의미하며 𝛽는 상수값으로 0.0001247의 값을 갖는다. [67] 사용

된 액체인 물의 표면에너지 (𝛾𝑙𝑣 )는 71.5 mJ/m2으로 측정되었다. 접촉

각을 측정하여 위의 식을 통해 고체의 표면에너지 (𝛾𝑠𝑣 )의 값을 구

하였으며, PP의 시편 표면에 주사된 droplet 형상 및 GO, RGO, FGO_6 

h, FGO_12 h 필름의 droplet 형상과 접촉각을 Figure 2-11에 나타내었

으며, 측정된 접촉각 결과를 통하여 계산된 표면에너지 값의 결과는 

Table 2-2에 나타내었다. 비극성 고분자인 PP의 경우 액체인 물과의 

표면장력이 크기 때문에 접촉하고있는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 액체

의 퍼짐성이 작아 88.2 °의 높은 접촉각을 보였다. 이를 표면에너지

의 값으로 나타내었을 때 29.1 mJ/m2의 값을 나타내었다. GO의 경우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표면의 친수성 작용기들로 인하여 물과의 친

화력이 좋아 퍼짐성이 좋았으며 48.8 °의 낮은 접촉각을 보였다. 환

원과정에 의해 친수성 작용기들이 감소함에 따라 RGO는 GO와 비

교하였을 때 접촉각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68.0 °의 값을 나타냈다. 

친수성 작용기의 감소와 불소원자로 표면개질된 FGO의 경우 반응

시간 6, 12시간에 따라 63.1 °, 81.2 °로 반응시간에 따라 접촉각이 증

가하였으며, FGO_12 h의 경우 PP와 유사한 높은 접촉각을 나타내었

다. 불소원자는 전기음성도가 가장 높은 원소이면서 원자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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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 높은 전자밀도를 지녀 다른 외부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

는며 소수성 성질이 커지게 된다. GO, RGO, FGO_6 h, FGO_12 h의 표

면에너지의 값은 각각 53.4, 42.0, 50.0, 33.8 mJ/m2의 값을 보였으며 환

원과 불소화 반응을 통해 GO의 표면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3.2 폴리프로필렌/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 분석 

 

3.2.1 분산성 및 형태학 

 

3D micro-CT 장비를 이용하여 시편의 파괴없이 내부 충전제들의 

전반적인 분산상을 관찰하였으며, 2wt%의 충전제가 첨간된 PP/RGO

와 PP/FGO_12 h 시편의 3D micro-CT 이미지는 Figure 2-12과 같다. 측

정된 복합재 시편의 크기는 약 1.0 x 1.0 x 0.5 mm3로 가상의 직육면체 

테두리로 범위를 나타내었다. PP/RGO의 경우 분산상의 크기가 크게 

응집되어 있는 형태로 고른 분산상을 보이지 못했으며 이는 기지재

인 PP와 충전제인 RGO 사이의 표면에너지가 크게 차이남에 따라 

상용성이 좋지 못하며 용융혼합법을 이용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의 혼합과정에서 용융된 고분자에 의한 전단응력이 응집되어

있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박리를 일으키는데 충분하지 못한 결

과로 생각된다. [22,68] 반면,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표면에너지를 

줄여 기지재인 PP와 복합재를 제조한 PP/FGO 시편에서는 일부 응

집된 분산상을 제외하고는 고른 분산상을 보였으며 응집된 분산상

은 PP/RGO와 비교할 때 그 크기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이는 표

면에너지의 차이가 감소한 효과와 함께 PP/FGO 복합재의 경우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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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FGO는 불소원자로의 표면개질로 인하여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간의 반데르발스 인력이 감소하여 용융혼합과정에서 이들의 박리 

및 분산이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D micro-CT분석을 통한 복합재 내부의 전반적인 분산상의 관찰

하였으며, 시편 내부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국소적인 형태학을 확

인하기 위하여 파단시편의 파단면을 SEM 분석을 통해 관찰하였다. 

시편의 종류는 2 wt%의 그래핀 나노플레이트가 첨가된 PP/GO, 

PP/RGO, PP/FGO_6 h, PP/FGO_12 h 복합재의 SEM 이미지 결과를 

Figure 2-13에 나타내었다. PP/GO 시편에서는 높은 극성차이로 인해 

상용성이 좋지 못한 결과로 고분자 기지재 내부에 충전제인 GO가 

매우 크게 응집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기지재와 충전제 

사이의 계면에서 결함 (defect)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3] PP/RGO의 

경우 PP/GO와 유사하게 응집된 형태로 기지재 내부에 그래핀 나노

플레이트가 함침되어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반면 불소로 표면

개질되어 기지재인 PP와 유사한 표면에너지를 보인 FGO_12 h가 첨

가된 복합재의 경우 그래핀 나노플레이트가 얇은 시트의 형태로 존

재했으며 그 크기 또한 현저히 줄었음을 보였다. 또한 불소화 반응

에 의해 표면개질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간의 약화된 반데르발스 

인력에 결과로 일부 박리가 일어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51]  

 

3.2.2 기계적 물성 

 

PP, PP/GO, PP/FGO_6 h, PP/FGO_12 h, PP/RGO 시편의 그래핀 나노

플레이트 충전제 함량에 따른 인장시험 결과는 Figure 2-14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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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PP/GO의 경우 강화제인 GO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영 탄성

률과 인장강도가 향상되었지만 증가 폭이 크지 못하였으며, 분산이 

좋지 못하여 응집된 형태로 존재하는 GO와 불안정한 계면으로 인

하여 2 wt% 첨가시 항복점 이전에 파단이 일어나는 취성파단 (brittle 

fracture)의 거동을 보이며 인장강도의 감소를 보였다. (Figure 2-14 (d)) 

[43] 이는 고분자 기지재와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충전제 사이의 계

면이 좋지 못할 경우 계면에 존재하는 결함이 응력 집중자 (stress 

concentrator)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69,70] 불소로 표면개질된 

FGO가 첨가된 복합재 시편의 기계적 물성은 개질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PP와의 표면에너지 차이가 줄어듬에 따라 PP/GO대비 향상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형태학 관찰 결과에서 여전히 충전제가 

응집된 형태로 복합재 내부에 함침되어있던 PP/FGO_6 h의 경우 효

과적인 응력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그 증가가 다소 미미하

였으나, 2 wt% 첨가시에도 PP/GO와 달리 항복점에 도달하면서 인장

강도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가장 낮은 표면에너지의 

값을 나타내었던 FGO_12 h가 첨가된 복합재의 시편에 경우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영 탄성률 및 인장강도가 높은 폭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고른 분산과 박리가 잘 이루어진 채 존재하여 높은 종횡비를 

갖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가 함침됨에 따라 충전제로의 효과적인 

응력전달이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복합재 시편과 달

리 적은 함량에서 항복점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연신이 이루어졌다. 

FGO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파단신율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그래

핀 나노플레이트와 기지재의 더 많은 계면을 형성하게 되면서 고분

자 사슬의 유동성이 제한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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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의 충전제 함량에서 영 탄성률과 인장강도의 결과는 PP의 영 

탄성률 및 인장강도 대비 각각 31%, 15% 향상되었다. 특히, 영 탄성

률의 증가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분

산이 향상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복합재 내부에 충전제의 향상

된 분산으로 박리가 잘 이루어진채 존재할 경우 그래핀 나노플레이

트의 종횡비가 높으며 기지재와의 더 넓은 계면을 형성함에 따라 

효과적인 응력전달로 이어진다. 충전제로의 응력전달이 향상됨에 따

라 기계적 물성에 높은 향상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나노입자

의 경우, 기지재와 넓은 면적으로 계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 고

분자 사슬의 유동성 (mobility)을 제한하면서 복합재 탄성률의 향상

을 부여한다. [72] 반면 영 탄성률의 증가와 비교해 낮은 인장강도의 

향상을 보였으며, 이는 매우 낮은 연신율 구간에서 측정되어 충전제

의 함량과 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 탄성률과 달리 인장강

도의 경우 기지재와 충전제 사이의 계면접착력에 의한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73] PP/RGO 복합재 시편의 기계

적 물성은 충전제가 고른 분산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응집되어 존재

하는 다른 복합재와 마찬가지로 영 탄성률과 인장강도의 증가가 뚜

렷하지 못하였으며 파단신율 또한 항복점이후에 급격하게 파단이 

일어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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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XPS spectra of (a) GO, (b) RGO, (c) FGO_6 h, and FGO_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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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 

(%) 

F 

(%) 

GO 70.9 29.1 - 

RGO 88.3 11.7 - 

FGO_6 h 80.0 16.7 3.3 

FGO_12 h 81.4 11.2 7.4 

FGO_24 h 82.5 10.4 7.1 

 

Table 2-1. Atomic percentage of GO, RGO, FGO_6 h and FGO_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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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a) O atomic content changes during the reduction process of GO 

and (b) O atomic (●) and F atomic (▼) contents changes during 

the fluorination of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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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Deconvoluted C1s XPS spectra of (a) GO and (b) FGO_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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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FT-IR spectra of GO, RGO, and FGO_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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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AFM images of (a) RGO and (b) FGO_12 h on a Si substrate. 

 The height profiles of (c) RGO and (d) FGO_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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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Optical images of probe liquid droplets on the (a) PP, (b) GO, 

   (c) RGO, (d) FGO_6 h, and (e) FGO_12 h film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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𝜃 

(°) 

𝛾𝑙𝑣 

(mJ m-2) 

𝛾𝑠𝑣 

(mJ m-2) 

PP 88.2 71.5 29.1 

GO 48.8 71.5 53.4 

RGO 68.0 71.5 42.0 

FGO_6 h 63.1 71.5 50.0 

FGO_12 h 81.2 71.5 33.8 

 

Table 2-2. Contact angle (θ) and surface energy (γsv) of PP, GO, RGO,  

FGO_6 h and FGO_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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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2. 3D micro-CT images of (a) PP/RGO and (b) PP/FGO_12 h 

composites filled with 2 wt% of fillers. The ovserved 

dimensions were 1.0 x 1.0 x 0.5 m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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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SEM micrographs of the cryofracture of (a) PP/GO, (b) PP/RGO, 

(c) PP/FGO_6 h, and (d) PP/FGO_12 h composites filled with 2 

wt% of fi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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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4.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ment: (a) Young’s modulus, (b)  

tensile strength, and (c) elongation at break of PP, PP/GO, 

PP/FGO_6 h, PP/FGO_12 h, and PP/RGO composites as a function 

of filler content. (d) Stress-strain curves of PP/GO, PP/RGO, 

PP/FGO_12 h composites filled with 2 wt% of fillers and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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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PP/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에서 충전제의 분

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핀 표면을 불소원소로 개질

한 불소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충전제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일

반적인 상용화 방법으로 기재와 충전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향상시

키는 방법과 달리 이러한 불소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는 충전제의 

표면에너지를 낮추어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시트간의 응집력을 약화

시키며 기지재인 PP와의 표면에너지 차이를 줄여주는 방법이다. GO

를 시작물질로 GO에 존재하는 친수성 작용기들을 이용하여 불소원

자로 치환시켜주는 방법으로 FGO를 개질하여 사용하였으며, GO의 

환원과정을 통해 얻은 RGO를 준비하여 대조군 충전제로 사용하였

다. PP 기지재 및 환원 및 불소화 개질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표

면에너지는 접촉각 측정 결과를 통해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재

와 충전제 사이의 표면에너지 차이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환원 및 불소화 개질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충전제를 이용하

여 기지재인 PP와 용융혼합 방법을 통하여 복합재를 제작하였으며, 

충전제의 분산성 및 형태학 분석을 3D micro-CT와 SEM 분석을 통해 

관찰하였다. 기지재인 PP와 높은 표면에너지의 차이를 보인 충전제

의 경우 고른 형태학 관찰결과에서 대부분 복합재 내부에 응집되어 

존재하는 반면, 기지재와 표면에너지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FGO_12 h는 얇은 시트의 형태로 복합재 내부에 함침되어 존재하였

다. 대조군 PP/RGO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분산상이 크게 향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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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고분자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은 충전제의 함량, 분산상태, 종횡

비 등에 영향을 받는다. PP/GO, PP/RGO 복합재는 기지재와 충전제 

사이의 높은 표면에너지 차이와 그로 인한 좋지못한 분상상태의 결

과로 영 탄성률 및 인장강도의 증가가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항복

점 이전에 파단이 일어나 취성파단의 거동을 나타내었다. 특히 극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GO의 경우 높은 함량이 첨가되었을경우 항

복점 이전에 파단이 발생하면서 인장강도의 감소를 보였다. 형태학 

관찰 결과에서 우수한 분산성과 박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PP/FGO_12 h 복합재의 경우 충전제인 GNP가 높은 종횡비와 넓은 

계면을 형성함에 따라 응력전달이 효과적으로 일어난 결과로 영 탄

성률 및 인장강도가 PP대비 각각 31%, 15%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RGO가 첨가된 복합재와 비교하여 높은 파단신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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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혼합용매 전처리과정을 거친 폴리프로필렌/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의 분산성 및 

기계적 물성 연구 

 

1. 서론 

 

1.1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분산 및 박리 연구 

 

그래핀의 제조방법은 “bottom-up”과 “top-down”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bottom-up” 방식의 방법으로는 화학 기상 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아크 방전법 (arc discharge), SiC에서의 에피택셜 성

장법 (epitaxial growth on SiC) 등이 있으며 결함이 적은 그래핀을 제

조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되는 양이 매우 적어 고분자 복합재와 같

이 대량의 충전제가 필요한 응용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반면, “top-

down”는 그래파이트와 같은 물질로부터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를 박

리하는 방식으로 얻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top-down” 방식은 고분자 복합재에 응용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75,76]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래핀은 나노입자 특성상 표

면적이 매우 넓어 질량대비 큰 표면에너지로 인해 불안정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래핀 시트간의 반데르발스 인력으로 응집되려는 

경향을 갖는다. [77] 따라서 그래파이트로부터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

로 박리를 시키더라도 박리된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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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액상 

(liquid-phase)에서 그래파이트 유도체로부터 박리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그래핀 분산용액은 추가적인 처리를 통

해 얇은 필름, 코팅, 복합재 등에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

다. [78] 

액상 박리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그래파이트를 그래파

이트 옥사이드로 산화시켜준 뒤, 친수성 작용기들을 이용하여 물과 

같은 극성용매에서 GO로의 박리를 해주는 Hummer’s method가 있다. 

[15] 하지만 GO는 그래핀 표면의 결함으로 전기전도성 등의 그래핀 

특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GO를 화학적 또는 열적 처

리를 통해 RGO로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16,79,80] 하지만 표면결함에 의해 저하된 특성이 온전히 복구되지

는 못하며 친수성 작용기의 감소로 인한 재응집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그래파이트 옥사이드로부터가 아닌 그래

파이트로부터 결함이 없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를 박리시키는 연구

들이 진행되어왔다. 일부 NMP와 같은 단일용매만으로도 그래파이트

를 물리적 처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박리가 된 연구 사례가 있다. [81] 

하지만 이러한 단일용매는 독성이 강하며 끓는점이 매우 높은 용매

들로 잔존하는 용매의 제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

로 유기용매에 안정제 (stabilizer)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다. 안정제로

는 파이렌 유도체, 고분자, 이온성 및 비이온성 안정제 등의 사용이 

보고되었다. [77,78,82-86] 이러한 안정제를 첨가하는 방식은 이후 박

리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를 응용할 때 안정제를 제거하기가 어려

우며 잔존하는 안정제들로 인해 최종 물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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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분자 복합재에 응용하기 위해 적합한 용액상의 그래핀 나

노플레이트의 분산 및 박리의 연구가 필요되어진다. 

 

1.2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 이론에 따른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분산 및 박리 

 

용액의 상태는 혼합 엔탈피와 혼합 엔트로피로 구성된 혼합 깁

스 자유에너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음의 값을 가져야 용

해에 유리하다.  

∆𝐺𝑚 = ∆𝐻𝑚 − 𝑇∆𝑆𝑚 

여기서 ∆𝐺𝑚 은 혼합 자유에너지 (free energy), ∆𝐻𝑚 은 혼합 엔탈피 

(enthalpy), ∆𝑆𝑚 는 혼합 엔트로피 (entropy)의 변화를 나타내며 𝑇 는 

절대 온도를 나타낸다. 혼합 엔탈피는 용질-용매 간 상호자용 에너

지와 용질-용질 간 및 용매-용매 간의 상호작용 에너지 합의 차이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수소결합과 같은 특별한 상호작용이 없는 한 

양의 값을 나타낸다. 혼합 엔탈피는 Hilderbrand-Scott 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𝐻𝑚 = 𝜑1𝜑2𝑉𝑚(𝛿1 − 𝛿2)2 

여기서 𝜑1 , 𝜑2는 용질과 용매의 부비비율, 𝑉𝑚은 혼합물의 부피, 𝛿1 , 

𝛿2는 용질과 용매의 용해도 파라미터 (solubility parameter)를 의미한

다. 용해도 파라미터라는 용어는 Hilderbrand와 Scott에 의해 처음 사

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δ = (𝐸 𝑉⁄ )1 2⁄  

여기서 𝐸 는 응집 에너지 (cohesive energy), 𝑉 는 몰 부피 (m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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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을 나타낸다. 응집 에너지는 저분자 물질의 경우 증발열을 

통해서 계산되며, 고분자 물질은 저분자 물질과 달리 증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해도 파라미터가 알려진 다양한 용매를 사용해 친화

성 실험을 통해 유추하여 용해도 파라미터 값을 구할 수 있다. 

Hilderbrand 용해도 파라미터 이론에서 두 물질 사이의 용해도 파라

미터 값이 비슷할수록 작은 혼합 엔탈피의 값을 나타내어 두 물질

이 잘 섞이고 친화성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주로 무극성 시스템에 

적용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Hansen

은 응집 에너지는 물질이 가지는 모든 상호작용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근거로 이를 분산 (dispersion), 영구 쌍극자 (polar), 수소

결합 (hydrogen bonding)의 힘으로 세분화 시켜 설명하였다. 따라서 

전체 응집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𝐸 = 𝐸𝑑 + 𝐸𝑝 + 𝐸ℎ 

여기서 d, p, h의 약자는 각각 분산, 영구 쌍극자, 수소결합을 의미한

다. 위의 식을 몰 부피로 나누어주어 다음과 같이 용해도 파라미터

에 대하여 나타낼 수 있다. 

𝐸

𝑉
=

𝐸𝑑

𝑉
+

𝐸𝑝

𝑉
+

𝐸ℎ

𝑉
 

𝛿2 = 𝛿𝑑
2 + 𝛿𝑝

2 + 𝛿ℎ
2 

위와 같이 분산, 영국 쌍극자, 수소결합으로 세분화된 용해도 파라

미터를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 (Hansen solubility parameter, HSP)라 

하였으며, 각각의 용해도 파라미터의 값이 유사할수록 두 물질 간의 

친화력이 높으며, Hilderbrand 용해도 파라미터와 비교하여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에탄올 (ethanol)과 나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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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테인 (nitromethane)의 Hilderbrand 용해도 파라미터의 값은 26.1과 

25.1 MPa1/2로 매우 유사한 값을 지니지만 두 물질의 친화성은 완전

히 다르다. 각각의 용해도 파라미터가 어느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에 해당하는 지표로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 거리 (Hansen 

solubility parameter distance, Ra)를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Ra = [4(𝛿𝑑1 − 𝛿𝑑2)2 + (𝛿𝑝1 − 𝛿𝑝2)
2

+ (𝛿ℎ1 − 𝛿ℎ2)2]1 2⁄  

여기서 분산력에 해당하는 항에 상수 4는 여러 실험결과를 바탕으

로 나온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유도 쌍극자 간의 힘과 수소

결합은 방향성을 갖고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갖는 두 분자 또는 

분자구조는 주변 다른 분자들과의 기대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감소

를 가져온다. 반면, 방향성을 띠지않는 분산력은 주변과의 상호작용

을 빠르게 변환할 수 있으며 기대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감소를 가

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분산력에 해당하는 용해도 파라미터 항에 가

중치가 붙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𝛿𝑑 , 𝛿𝑝 , 𝛿ℎ를 세축으로 갖는 가상의 

HSP 공간 (HSP space)에서, Ra의 값이 작다는 의미는 HSP 공간에서 

두 물질의 해당하는 지점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물

질간의 친화력이 좋다고 설명한다. 반면, Hilderbrand 용해도 파라미

터의 차이는 HSP 공간에서 원점으로부터 각 물질과의 거리의 차이

를 의미한다. [87] 

용액상 그래파이트를 산화시킨 그래파이트 옥사이트를의 박리

는 효과적으로 GO의 시트를 얻을 수 있지만, 그래핀 기저면 (basal 

plane)의 결함을 갖고있는 GO는 전도성 등 저하된 그래핀의 특성을 

갖게된다. [81] 따라서 결함이 없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를 얻기위하

여 그래파이트로 부터의 용액상 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GNP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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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용매와의 상호작용은 GNP 간의 반데르발스 인력에 대하여 안정

적으로 그래핀 시트를 안정화 시켜 줄 수 있으며, 용매와의 상호작

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그래핀 시트의 Hansen 용해도 파라미

터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88] 다양한 용매와의 분산도 평

가 실험을 통하여 그래핀의 분산, 영구 쌍극자, 수소결합에 해당하

는 용해도 파라미터를 구하였으며 그 값은 각각 18.0, 9.3, 7.7 MPa1/2

로 측정되었다. 그래핀의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 값을 통하여 그래

핀과 작은 Ra 값을 갖으면서 분산 및 박리에 유리한 단일용매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NMP를 비롯한 그래핀 분산에 유리한 단일용매

들은 매우 높은 끓는점을 가져 용매의 제거가 어렵거나 유독성을 

띠는 단점을 갖고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일용매가 아닌 

두 종류의 용매를 혼합한 혼합용매를 사용하여 GNP의 분산 및 박

리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66,89] 두 용매의 비율을 달리하여 혼

합용매의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GNP와의 Ra 값을 조절하여 GNP의 분산 및 박리를 향상시

킬 수 있다. 이를 응용하게 되면, 용매선택의 제한을 받는 환경에서 

필요한 용액상 GNP 박리과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된다.  

 

1.3 연구의 개요 

 

용융혼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고분자/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

합재는 다른 용액혼합법 또는 중합법과 비교해 용융된 고분자의 높

은 점도로 인하여 충전제의 고른 분산상을 얻는데 어려움을 갖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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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 하지만 고분자 소재로써의 활용을 위해선 고른 분산상을 갖

는 나노복합재의 용융혼합법으로의 제조가 필수로 요구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분자 기지재와 GNP 충전제와의 상

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충전제의 표면개

질, 상용화제 개발 등의 방법이 보고되었다. [43-45,49] 또한 제조방법 

측면에서 용융혼합 이전에 마스터배치 또는 용액혼합 등의 전처리

과정을 도입하여 GNP의 분산성 향상을 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21] GNP는 용융된 고분자내부 보다는 용액상에서 효과적으로 분산 

및 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액혼합과 같은 전처리과정의 도입

은 이후 용융혼합으로 제조된 복합재 내부 충전제의 분산을 향상시

킬 수 있다. 하지만, PP 또는 PE와 같은 비극성 고분자는 용해가능한 

용매에 제한을 받으며, 대부분 무극성을 띠는 용매로 인해 GNP의 

분산 및 박리가 좋지 못하는 전처리과정에서의 한계를 갖는다. 

[37,87] 따라서, 폴리프로필렌/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 제조에 

필요한 용액상 전처리과정을 위해서는 비극성 고분자의 용해와 

GNP의 분산 및 박리를 동시에 고려한 적절한 용매 시스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PP 복합재 내부의 GNP의 분산성 및 계면접착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용화제의 첨가 및 단순 용융혼합이 가지는 

분산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혼합용매를 이용한 전처리과정을 

도입하였다. (Figure 3-1) 전처리과정에 사용된 혼합용매는 PP의 용해

가 가능한 p-xylene 및 다양한 유기용매들과의 조합으로 혼합비율에 

따른 GNP와의 Ra 값을 확인하여 결정하였으며, 가장 낮은 Ra 값을 

보인 p-xylene/DMF 혼합용매를 사용하였다. (Figure 3-2) GNP 및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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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매들에 대한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의 값을 Table 3-1에 나타

나있다. 혼합용매를 사용하여 박리된 GNP의 재응집을 방지하고자 

GNP 분산용액에 상용화제를 도입하였다. 상용화제로는 무수말레인

산 변성 폴리프로필렌 (maleic anhydride-grafted polypropylene, MAPP)과 

아미노파이렌 (1-aminopyrene, Apy)사이의 반응으로 합성한 파이렌 변

성 폴리프로필렌 (pyrene-grafted polypropylene, Py-PP)을 사용하였다. 

PP사슬에 개질된 파이렌기는 혼합용매 전처리과정에서 박리된 GNP

와 π-π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GNP 표면에 PP사슬이 코팅됨에 따라 

건조과정에서의 재응집을 막아줄 수 있다. 또한 최종 복합재에서 PP 

기지재와 GNP 충전제 사이의 계면접착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되었다. 혼합용매를 이용한 전처리과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

율별 혼합용매에서 동일한 전처리과정을 거친 복합재를 제조하였으

며, 제작된 복합재들의 분상성과 형태학 분석을 분석을 진행하였다. 

GNP 충전제의 분산 및 박리 상태가 시편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충전제의 물성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

는 향상된 폴리프로필렌/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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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hematic illustration of GNP pretreatment process before melt- 

blending with polymer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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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he calculated Ra between GNP and p-xylene mixed solvent as a  

function of the other solvents volume fraction. (ethanol (□),  

acetone (○), DMF (△), and N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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𝛿𝑑 

(MPa1/2) 

𝛿𝑝 

(MPa1/2) 

𝛿ℎ 

(MPa1/2) 

GNP 18.0 9.3 7.7 

p-Xylene 17.6 1.0 3.1 

Ethanol 15.8 8.8 7.0 

Acetone 15.5 10.4 11.3 

DMF 17.4 13.7 10.2 

NMP 18.0 12.3 7.2 

 

Table 3-1. Hansen solubility parameters of GNP and various solvents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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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2.1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PP)은 롯데케

미칼의 SJ-160 grade이며 용융지수 (melt flow index, MFI)는 16 (g/10 min)

에 밀도는 0.9 g/mL이며, 무수마레인산 변성 폴리프로필렌 (maleic 

anhydride-grafted polypropylene, MAPP)는 MA 함량이 약 2 wt%로 같은 

롯데케미칼 사의 PH-200 grade를 사용하였다.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graphene nanoplatelet, GNP)는 XG Sciences 사의 xGNP-C grade를 구매

하여 사용하였다. 1-아미노파이렌 (1-aminopyrene, Apy, 98%)는 Tokyo 

Chemical Industry의 제품을 구매하였다. p-Xylene (99%)과 N,N-

dimethylforamide (DMF, 99.5%)는 대정화금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위의 PP와 MAPP는 40 ℃의 진공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사

용하였다. 

 

2.2 상용화제 합성 

 

파이렌 변성 폴리프로필렌 (pyrene-grafted polypropylene, Py-PP)는 

MAPP와 Apy를 반응물로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Figure 3-3) 먼저, 20 g

의 MAPP를 500 mL의 p-xylene 용매에 첨가하여 120 ℃에서 30분 동

안 교반하면서 용해시켜주었다. 0.6 g의 Apy를 MAPP가 용해된 용액

에 첨가한 뒤 120 ℃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두 반응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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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유도하였다. 두 반응물 MAPP와 Apy의 질량비는 MAPP의 

MA (maleic anhydride)와 Apy의 아민기 (amine group)사이의 몰 당량비

로 결정되었다. 얻어진 결과물을 과량의 ethanol에 침전시켜 미반응 

Apy와 p-xylene을 제거하고 glass microfiber 여과지를 이용하여 걸러

낸후 ethanol을 흘려보내어 씻겨주었다. 여과지에 걸러진 결과물을 

60 ℃진공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최종적으로 상용화제 Py-

PP를 얻었다. 

 

2.3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박리 및 재응집 방지 

 

GNP의 액상박리 처리를 위해 p-xylene/DMF 혼합용매를 사용하

였다. 비율별 p-Xylene/DMF (10/0, 8/2, 6/4, 4/6, 2/8, 0/10) 혼합용매 500 

mL에 1.0 g의 GNP를 첨가하여 60 ℃에서 4시간 동안 초음파 처리를 

통해 물리적 박리과정을 거쳐주었다. 100 mL의 p-xylene용매에 미리 

용해시켜둔 함량 별 Py-PP를 박리된 GNP 분산용액에 첨가한 후 

120 ℃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하여 GNP와 Py-PP사이의 π-π 상호작용

을 유도했다. 교반을 마친 용액을 10000 rpm 조건에서 1시간 동안 

원심분리기 (centrifuges, LABOGENE, 1736R)를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

해주었으며, ethanol용매를 첨가하여 같은조건에서 원심분리를 반복하

여 잔존하는 용매를 씻겨주었다. 이후 40 ℃진공오븐에서 24시간 동

안 건조하여 박리 및 재응집이 방지된 GNP 충전제를 얻었다. (Figure 

3-4) 혼합용매에 대한 대조군으로 박리과정을 p-xylene용매에서 처리

한 GNP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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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폴리프로필렌/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 제작 

 

PP/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는 인터널믹서 (internal mixer, 

MKE, Rheocomp mixer 600)을 이용하여 용융혼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가공조건은 200 ℃의 온도, 100 rpm의 rotor 회전속도 조건에서 실시

되었다. 혼합을 마친 고분자 복합재 수지는 열 압착법 (hot pressing)

을 사용하여 200 ℃의 온도 및 10,000 psi의 압력 조건에서 평평한 

형태로 제조후 펠렛타이징 (pelletizing)과정을 거쳤다. 펠렛타이징을 

마친 고분자 복합재는 40 ℃에서 건조되었다. 제작된 PP/GNP 복합

재는 다음과 같다. 비율별 p-Xylene/DMF (10/0, 8/2, 6/4, 4/6, 2/8, 0/10) 

혼합용매에서 박리과정을 거친 GNP의 함량을 전체 복합재에서 2 wt%

로 고정하였으며, 재응집 방지 및 상용화제로 사용된 Py-PP의 함량

은 15 phr 첨가하였다. 복합재의 명명 및 표기는 기지재/상용화제/충

전제로 나타내었으며, GNP 박리에 사용된 혼합용매의 비율에 따라 

GNP 뒤에 괄호안에 비율을 표시하였다. 

 

2.5 분석 

 

2.5.1 혼합용매 비율 별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분산 및 박리 분석 

 

p-Xylene/DMF 혼합용매 비율에 따른 GNP의 분산농도는 UV-Vis 

흡광도 평가로 측정하였으며, UV-Vis 흡광장비 (UV-Vis spectroscopy)

는 KLAB 사의 OPTIZEM POP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셀의 길이 (cell 

length)는 1 cm이다. 우선, p-xylene/DMF 혼합용매 50/50 비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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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 표준용액을 준비하여 흡광도 평가를 통해 660 nm 영역에서의 

흡광계수 (absorption coefficient, α)를 구하였다. 혼합용매 비율 별 

GNP 분산농도 평가 샘플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다양한 부피비

율의 p-xylene/DMF 혼합용매 40 mL에 GNP를 3 mg/mL의 동일한 농

도로 첨가후 60 ℃에서 4시간 동안 초음파처리를 가해주었다. 이후 

5000 rpm 조건에서 1시간 동안 원심분리를 진행해준 뒤 상층부의 

GNP 분산용액을 약 5 mL가량 피펫팅 (pipetting) 하여 얻었다. GNP 

분산용액은 각 샘플당 3회 실시하여 준비하였으며 UV-Vis 흡광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균값을 취했다. 측정된 흡광도 값 및 흡광계수 

값을 Lambert-Beer 법칙을 이용하여 GNP의 분산농도 값을 구하였다. 

추가적으로 분산농도가 가장 높았던 비율의 혼합용매와 대조군으로 

p-xylene 단일용매에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단층 두께 측정을 위

해 AF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샘플은 acetone과 ethanol로 세척된 

1 x 1 cm2 크기의 silicon wafer위에 마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2~3 μL의 

용액을 떨어뜨린 후 스핀코팅 (spin coating) 방법을 이용하여 용매를 

제거해주었다. 사용된 장비는 Asylum Research 사의 MFP-3D 모델을 

사용 하였으며 1 x 1 μm2의 측정 넓이를 접촉식 모드 (tapping mode)로 

측정하였다. 

 

2.5.2 상용화제 구조 및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재응집 분석 

 

MAPP와 Apy 사이의 반응으로 합성한 상용화제 Py-PP의 화학

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기는 

Thermo Scientific 사의 Nicolet 6700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3750-7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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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파수 (wavenumber) 범위에서, 32의 스캔 수, 4 cm-1의 분해능 조건

에서 측정하였다.  

혼합용매 및 단일용매에서 박리과정을 거친 GNP에 Py-PP를 첨

가하여 용매제거 및 건조과정을 거친 샘플에 대해서 GNP의 재응집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장비는 Bruker 사의 D8-Advance 모델의 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여 15 - 45 º의 2-theta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2.5.3 복합재의 분산성 및 형태학 분석 

 

고분자 복합재 내부의 충전제인 GNP의 전반적인 분산상을 확

인하기 위하여 3D micro-CT 분석을 진행하였다. 복합재 시편을 약 

2.0 x 2.0 x 2.0 mm3의 크기로 절단하여 Bruker 사의 Skyscan 1172 모

델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X-선 단층촬영으로 시편의 파괴없이 내

부 GNP의 분산상을 확인하였다. X-선관 (X-ray tube)의 전압과 전류

는 각각 23 kV와 116 μA, 픽셀의 크기는 1.36 μm로 설정하였으며 

단층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복합재의 3D micro-CT 이미지를 얻

었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FE-SEM 분석을 통하여 복합

재 내부의 형태학을 관찰하였다. 분석장비는 JEOL 사의 JSM-

6701F을 이용해 실시하였으며, SEM 분석시편은 다음의 과정으로 

준비되었다. 액체 질소에 미리 담궈 두었던 면도칼을 이용해 사출 

성형 시편에 작은 균열을 만든 다음, 시편을 액체질소에 넣어 급

랭시켰다. 이후, 냉각된 시편에 충격을 가해 파단된 시편의 표면을 

백금으로 코팅하여 파단면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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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 평가 

 

복합재의 인장물성 측정을 위한 규격시편은 Bautek 사의 BA-

915A 모델 사출성형기를 사용하여 준비하였다. 사출 가공온도 및 몰

드의 온도는 각각 200 ℃와 25 ℃로 하여 사출성형을 진행하였다. 

인장시험용 시편은 63.0 x 3.2 x 3.1 mm3 크기의 dog-bone 형태로 

ASTM D638 Type Ⅴ 규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Lloyd 사 LR10K 모

델의 UTM 장비를 이용하여 제작된 시편의 인장물성을 평가하였다. 

10 mm/min의 cross-head speed, 상온 및 50 RH%의 환경 하에서 5회 

반복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영 탄성율 (Young’s modulus),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파단신율(elongation at break) 등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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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Chemical structure of MAPP, APy, and Py-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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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Py-PP/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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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박리 및 재응집 방지 

 

3.1.1 혼합용매를 이용한 그래핀 분산 및 박리 

 

혼합용매의 비율에 따른 GNP 분산농도 (CG)의 값을 UV-Vis 흡

광도 분석을 통하여 구하기 위하여 먼저 GNP의 흡광계수를 구하였

다. Figure 3-5(a)는 파장에 따른 GNP 표준용액의 흡광도를 나타내었

으며, Figure 3-5(b)는 660 nm 영역에 해당하는 흡광도 값을 표준용액

의 농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표준용액 GNP의 분산농도 (CG)

와 흡광도 값을 통하여 Lambert-Beer 법칙을 이용하여 기울기에 해

당하는 GNP의 흡광계수를 구하였다. 

𝐴 𝑙⁄ = 𝛼𝐺 ∙ 𝐶𝐺 

여기서 𝐴 𝑙⁄ 은 흡광도 값, 𝛼𝐺는 GNP의 흡광계수, 𝐶𝐺는 GNP의 분산

농도 값을 의미한다. GNP 분산농도 값에 따른 흡광도의 값을 통하여 

추세선의 기울값을 구하였으며, 660 nm 영역에서의 GNP의 흡광계수

는 1377 mL mg-1m-1의 값을 나타내었다. GNP의 흡광도는 UV영역에서 

크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유기용매와 흡광영역이 겹치며 오차가 

크게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GNP 흡광도 분석에 측정되는 농도에 

따른 비례관계가 좋으면서 오차가 적은 660 nm영역의 흡광도를 통

하여 분산농도를 측정했다. [81,88] 

p-Xylene, DMF, GNP의 분산 (dispersion), 영구 쌍극자 (polar),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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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합 (hydrogen bonding)에 해당하는 용해도 파라미터의 값을 통해 

식으로부터 계산된 혼합용매와 GNP 사이의 Ra 값을 Table 3-2에 나

타내었다. 혼합용매와 GNP 사이의 Ra의 값은 다음의 식을 통하여 

구하였다. [66] 

Ra = [4(𝛿𝑑𝐺 − 𝛿𝑑𝑀)2 + (𝛿𝑝𝐺 − 𝛿𝑝𝑀)
2

+ (𝛿ℎ𝐺 − 𝛿ℎ𝑀)2]1 2⁄  

여기서 𝛿𝑑𝐺 ,  𝛿𝑝𝐺 ,  𝛿ℎ𝐺는 각각 GNP의 분산, 영구 쌍극자, 수소결합에 

해당하는 용해도 파라미터이며 𝛿𝑑𝑀 , 𝛿𝑝𝑀 , 𝛿ℎ𝑀 는 혼합용매의 분산, 

영구 쌍극자, 수소결합에 해당하는 용해도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p-

Xylene/DMF 혼합용매의 각 용해도 파라미터는 각각의 용매에 대하

여 부피비율로 구하였다. 

𝛿𝑑𝑀 = 𝜑𝑋𝛿𝑑𝑋 + (1 − 𝜑𝑋)𝛿𝑑𝐷 

𝛿𝑝𝑀 = 𝜑𝑋𝛿𝑝𝑋 + (1 − 𝜑𝑋)𝛿𝑝𝐷 

𝛿ℎ𝑀 = 𝜑𝑋𝛿ℎ𝑋 + (1 − 𝜑𝑋)𝛿ℎ𝐷 

여기서 X와 D는 각각 p-xylene과 DMF를 나타내며, 𝜑𝑋는 p-xylene의 

부피비율을 의미한다. 혼합용매의 DMF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Ra

의 값은 감소하였으며, DMF의 비율이 60 vol%일 때 최저점을 나타낸

후 그 이상의 DMF비율이 증감함에 따라 Ra 값은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DMF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혼합용매의 영구 쌍극자 및 수

소결합에 해당하는 용해도 파라미터가 증가하면서 GNP의 영구 쌍

극자 및 수소결합에 해당하는 용해도 파라미터와 근접한 이후, 60 vol%

이상에서부터는 이를 초과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부피비율

에 따른 p-xylene/DMF 혼합용매와 GNP 사이의 Ra 값과 GNP의 분

산농도의 결과를 Figure 3-6에 나타내었다. GNP의 분산농도 값은 측

정된 흡광도 값과 앞서서 구한 흡광계수 값의 값을 Lambert-Be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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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입하여 구하였다. Ra의 값이 작을수록 GNP의 분산농도의 값

은 증가하였으며, Ra의 값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었던 p-

xylene/DMF의 비율이 40/60의 혼합용매에서 가장 높은 분산 농도값

을 보였다. 이는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 이론에 잘 일치하는 결과로 

두 물질 사이의 분산, 영구 쌍극자, 수소결합의 각각의 용해도 파라

미터의 차이가 적을수록 두 물질과의 친화력이 높고 잘 섞일 수 있

음을 의미한다. [87] GNP의 경우 Ra 값이 낮은 혼합용매 내에서 초음

파를 통한 물리적 처리를 통한 박리와 박리된 GNP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분산농도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GNP의 분산농도의 값이 가장 높았던 p-xylene/DMF의 비율이 40/60

인 혼합용매를 폴리프로필렌 복합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GNP의 

박리과정에 사용된 전처리 용매로 사용하였다. 

GNP의 분산농도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던 p-xylene/DMF의 

비율이 40:60인 혼합용매에서 박리처리된 GNP (4/6)와 대조군으로 p-

xylene 단일용매에서 박리처리된 GNP(10/0)의 AFM 분석 이미지와 

단층두께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3-7에 나타내었다. p-xylene/DMF 혼

합용매에서 박리과정을 거친 GNP의 경우 lateral size가 0.5 μm로 작

은크기에 단층두께는 약 5 nm로 측정되었다. AFM 분석에서 그래핀 

시트 한장의 두께를 대략 1 nm로 보았을때, GNP(4/6)의 경우 약 5 겹

으로 매우 얇은 GNP를 나타내었다. [11] 이는 앞선 분산도 결과와 

잘 일치되는 결과로 Ra 값이 낮은 혼합용매에서 GNP의 박리가 효

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Ra의 값이 가장 높았던 p-

xylene 단일용매에서 박리처리된 GNP의 경우 lateral size가 1 μm정도

에 단층높이가 60 nm이상의 값으로 GNP의 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81   

지 않고 매우 많은 그래핀 시트들이 응집되어있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는 p-xylene 단일용매에서는 GNP와의 친화력이 떨어져 박리 

및 재응집 방지에 유리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3.1.2 상용화제 구조 및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의 재응집 분석 

 

MAPP의 MA기와 Apy의 아민기 사이의 반응을 통하여 합성된 

Py-PP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FT-IR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반응물 

Apy, MAPP와 Py-PP의 결과 스펙트럼은 Figure 3-8에 나타나 있다. 먼

저 MAPP의 결과 스페트럼을 보면 2750과 3000 cm-1 사이에서 PP 사

슬의 C-H 결합의 stretching에 의한 피크들이 관찰되었으며, MA 구조

에 존재하는 무수 말레인산과 카르복실산의 C=O 결합 stretching에 

의한 피크들로 각각 1775와 1710 cm-1에서 확인되었다. Py-PP의 스펙

트럼 결과에서는 MAPP와 유사한 스펙트럼 결과를 보이며 추가로 

Apy와의 반응을 통해 나타난 피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이렌의 

방향족 C=C 결합의 stretching에 해당하는 1520, 1600, 1623 cm-1의 피

크들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반응을 통해 관찰된 피크들로는 1410 

cm-1에서 C-N 결합의 stretching과 함께 1710 cm-1의 피크의 증가를 확

인하였다. [90] 이러한 PP 고분자 사슬에 파이렌이 개질된 구조의 상

용화제는 GNP와의 π-π 상호작용을 통하여 GNP의 재응집 방지 및 

복합재에서 기지재인 PP와 충전제인 GNP 사이의 상용성을 향상시

킬 수 있다. 

용액상에서 GNP의 효과적인 박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

융혼합을 하기위한 건조과정을 거칠 경우 이들의 재응집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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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복합재 제조시 고른 분산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건조과정 이후

에도 GNP의 재응집을 방지하는 것이 용융혼합을 통한 복합재 제조

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혼합용매 및 단일용매에서 박리과정을 거친 

GNP 분산용액에 Py-PP를 도입하여 건조과정 이후 재응집된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XRD 분석을 진행하였다. GNP, Py-PP, Py-PP/GNP(10/0), 

Py-PP/GNP(4/6)의 XRD 패턴은 Figure 3-9에 나와 있다. 먼저 Py-PP의 

XRD 패턴에서 PP의 crystalline phase의 (110), (040), (130), (111), 

(131/041) plane에 해당하는 피크가 각각 14.2 º, 17.0 º, 18.7 º, 21.2 º, 22.0 

º의 2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9] 충전제로 사용된 GNP의 

XRD 패턴에서는 26.6 º의 2θ에서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GNP가 

0.347 nm의 d-spacing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91] 단일용매에서 

박리과정을 거치고 Py-PP가 도입된 Py-PP/GNP(10/0) 샘플의 패턴에

서 GNP에 해당하는 26.6 º의 2θ에서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단

일용매에서 효과적으로 박리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로 GNP가 응집

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혼합용매에서 박리과정

을 거치고 Py-PP가 도입된 Py-PP/GNP(4/6) 샘플의 패턴에서는 26.6 º

의 2θ에서 피크가 현저히 감소한 결과를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p-

xylene/DMF 혼합용매에서 박리된 GNP와 Py-PP 사이의 π-π 상호작용

으로 인해 건조과정에서 GNP 사이의 재응집이 효과적으로 방지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3.2 폴리프로필렌/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 분석 

 

3.2.1 분산성 및 형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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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 내부의 충전제들의 전반적

인 분산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3D micro-CT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대

조군인 PP/GNP와 단일용매에서 전처리 과정후 상용화제를 도입한 

PP/Py-PP/GNP(10/0) 그리고 혼합용매에서 전처리 과정후 상용화제를 

도입한 PP/Py-PP/GNP(4/6) 복합재 시편의 3D micro-CT 이미지 결과

를 Figure 3-10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복합재는 충전제의 함량이 2 wt%

로 동일하며 상용화제가 첨가된 복합재는 15 phr이 첨가된 시편을 

준비하였다. 시편의 크기는 약 2.0 x 2.0 x 2.0 mm3로 가상의 직육면체 

테두리로 그 범위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 아무런 처리를 가하지 

않은 단순 용융혼합으로 제작한 PP/GNP의 경우 충전제인 분산상이 

응집되어 존재하는 분산이 가장 고르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는 용융혼합과정에서 용융된 고분자 내부에서 높은 점도로 인하여 

응집되어있는 GNP의 박리 및 분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결

과로 판단된다. [22] 단일용매에서 박리과정을 거치고 상용화제가 도

입된 GNP가 첨가된 복합재 PP/Py-PP/GNP(10/0) 시편의 경우 전반적

인 분산상이 PP/GNP와 비교하였을 때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첨가된 상용화제로 인해 혼합과정에서 기지재와 충전제 사이 

계면의 상용성이 향상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처리과정을 거

친 이후에도 GNP 충전제가 응집된 형태로 존재한 결과로 복합재 

내부에서도 고른 분산상을 보이진 못했다. 40/60 비율의 p-

xylene/DMF 혼합용매에서 GNP 박리과정을 거치고 상용화제의 도입

으로 재응집을 방지한 충전제가 첨가된 복합재 PP/Py-PP/GNP(4/6) 

시편은 세 종의 복합재 중 가장 고른 분산상을 나타내었다. 혼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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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이용한 전처리과정에서 박리가 잘 이루어진 GNP(4/6)는 Py-PP

와 효과적으로 π-π 상호작용이 가능한 결과로 용융혼합과정에서 분

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폴리프로필렌 복합재 내부에서 GNP의 박리상태 및 형태를 관

찰하기 위하여 파단면의 SEM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대조군 PP/GNP

와 혼합용매 비율별 PP/Py-PP/GNP 복합재들의 SEM 이미지 결과는 

Figure 3-11과 같다. 3D micro-CT 이미지 결과에서 분산성이 가장 좋지 

못했던 PP/GNP의 경우 기지재 내부에 충전제인 GNP의 크기가 약 

10 μm이상으로 매우 크게 응집되어 관찰되었다. p-Xylene 단일용매에

서 박리과정을 거친 GNP가 첨가된 PP/Py-PP/GNP(10/0) 복합재 시편

에서는 PP/GNP 복합재와 비교하였을 때 첨가된 상용화제로 인한 혼

합과정에서의 상용성의 향상으로 응집된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여전

히 여러겹의 GNP가 응집되어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단일용

매에서 충분한 박리가 이뤄지지 않은채 Py-PP가 도입된 결과로 판

단된다. 전처리 과정에 사용된 혼합용매의 DMF 비율이 증가함에 따

라 복합재 내부의 존재하는 GNP의 박리상태가 향상됨을 관찰할 수

있으며 PP/Py-PP/GNP(4/6) 복합재 시편에서는 GNP의 박리가 가장 

잘 이루어진 채로 내부에 존재함을 관찰하였다. 용융혼합이전에 

GNP의 효과적인 박리 및 Py-PP 도입에 따른 재응집 방지과정을 거

침에 따라 PP 기지재와의 혼합에서 분산성이 향상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GNP 충전제는 높은 종횡비를 갖추고있어 복합재에 

응력이 가해질 때 충전제로의 응력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기

계적 물성에도 높은 향상을 부여할 수 있다. [26] 이후 DMF의 햠량

이 증가한 시편에서는 다시 응집된 GNP의 형태가 관찰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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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은 DMF 비율의 혼합용매에서는 재응집 방지제로 사용된 Py-

PP가 제대로 용해되지 못하여 박리된 GNP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3.2.2 기계적 물성 

 

Figure 3-12는 혼합용매에서 박리된 GNP(4/6)가 첨가된 복합재에 

Py-PP 함량에 따른 시편의 인장시험 결과이다. Py-PP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영 탄성률 및 인장강도의 향상을 보였다. 이는 상용화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지재와 충전제 사이의 계면접착력이 향상

되면서 GNP로의 응력전달이 증가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대조군인 PP/GNP와 비교하였을 때 상용화제 첨가에 

따라 파단신율의 증가를 보였다. PP/GNP의 불안정한 계면에 존재하

는 결함 등이 응력집중자의 역할로 취성파단의 거동을 보인 반면, 

첨가된 Py-PP가 기지재인 PP와 충전제인 GNP 사이에서 상용화제로

써의 역할로 계면을 안정적으로 연결시킨 결과에 기인된 것이다.  

비율별 혼합용매에서 전처리과정을 거친 PP/Py-PP/GNP 복합재 

시편의 인장 시험결과를 Figure 3-13에 나타내었다. p-Xylene 단일용매

에서 박리과정을 거친 GNP가 첨가된 PP/Py-PP/GNP(10/0) 복합재의 

경우 강화제인 GNP 및 상용화제의 첨가로 PP 대비 영 탄성률과 인

장강도의 향상을 보였으나 파단신율의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취성

파단을 보였다. 이는 형태학 관찰 결과에서 보여진 크게 응집된 

GNP와 기지재인 PP 사이 계면에 존재하는 결함 등이 응력집중자의 

역할로 항복점 이후 연신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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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DMF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처리 과정에서 GNP의 박리가 

이루어진 결과로 최종 복합재의 영 탄성률 및 인장강도가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전처리 혼합용매 분산도 결과에서 높은 

GNP 분산농도를 보인 PP/Py-PP/GNP(6/4)에서부터 높은 연신율이 관

찰 되기 시작하였다. PP/Py-PP/GNP(4/6) 복합재에서 영 탄성률, 인장

강도, 연신률 모든 값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GNP의 

효과적인 박리와 재응집을 막아준 결과로 복합재 내부에 충전제의 

고른 분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상된 계면접착력과 함께 복

합재 내부에 분산 및 박리가 잘 된 GNP 충전제의 함침은 복합재 

외부에서 가해지는 응력을 충전제로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표면적이 

넓은 나노입자 주변의 고분자 사슬의 유동성이 제한됨에 따라 탄성

률과 같은 강도측면의 기계적 물성이 크게 향상된다. [72,73,92] 이후 

혼합용매의 DMF 비율이 증가한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은 다시 감소

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신율의 감소도 동반되었다. PP/Py-PP/GNP(0/10) 

복합재 시편의 형태학 관찰 결과에서 다시 응집된 GNP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40:60 비율 이상의 혼합용매에서부터 GNP의 분산농도

가 감소한 결과와 함께 혼합용매내에 p-xylene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상용화제 Py-PP가 제대로 용해되지 못하면서 GNP의 재응집이 발생

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혼합용매와 GNP 사이의 Ra값이 가장 

낮고 GNP의 분산농도가 가장 높으며 적절한 p-xylene의 비율을 가

지는 40:60 비율의 p-xylene/DMF 혼합용매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PP/Py-PP/GNP 복합재에서 충전제인 GNP에 효과적인 응력전달에 기

인하여 가장 높은 영 탄성률 및 인장강도의 향상을 확인하였으며 

그 값은 각각 PP 대비 41%, 34% 증가 하였다. 또한 고른 분산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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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계면의 형성으로 인한 결과로 50%이상 시편의 연신이 유지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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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a) UV-vis absorption spectra for GNP dispersed in p-xylene/DMF  

(50/50) mixed solvent. (b) Absorbance per unit length (λ=660nm)  

as a function of GNP concentration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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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ylene/DMF 

ratio 

𝛿𝑀𝑑 

(MPa1/2) 

𝛿𝑀𝑝 

(MPa1/2) 

𝛿𝑀ℎ 

(MPa1/2) 

Ra 

(MPa1/2) 

100/0 17.6 1.0 3.1 
9.5 

90/10 17.6 2.3 3.9 
8.0 

80/20 17.6 3.5 4.7 
6.5 

70/30 17.5 4.8 5.6 
5.1 

60/40 17.5 6.1 6.4 
3.6 

50/50 17.5 7.4 7.2 
2.2 

40/60 17.5 8.6 8.0 
1.3 

30/70 17.5 9.9 8.8 
1.6 

20/80 17.4 11.2 9.7 
2.9 

10/90 17.4 12.4 10.5 
4.3 

0/100 17.4 13.7 11.3 
5.8 

 

Table 3-2. Hansen solubility parameters and Ra with GNP with different ratios  

of p-xylene/DMF mixed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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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The calculated Ra (▼) and the GNP concentration (●) as a function        

of the DMF volum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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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AFM images of (a) GNP(10/0) and (b) GNP(4/6) on a Si substrate. 

The height profiles of (c) GNP(10/0) and (d) GN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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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FT-IR spectra of Apy, MAPP, and Py-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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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XRD patterns of GNP, Py-PP, Py-PP/GNP(10/0), and Py- 

PP/GN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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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3D micro-CT images of (a) PP/GNP, (b) PP/Py-PP/GNP(10/0), 

and (c) PP/Py-PP/GNP(4/6). The ovserved dimensions were 2.0 x 

2.0 x 2.0 m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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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SEM micrographs of the cryofracture of (a) PP/GNP and PP/Py- 

PP/GNP composites with various mixing ratios of the solvents:  

(b) 10/0, (c) 8/2, (d) 6/4, (e) 4/6, and (f)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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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ment: (a) Young’s modulus, (b)  

tensile strength, and (c) elongation at break of PP/Py-PP/GNP(4/6)  

composites as a function of compatibiliz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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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ment: (a) Young’s modulus, (b)  

tensile strength, and (c) elongation at break of PP/Py-PP/GNP  

compsosite with various mixing ratios of the solvents. (d) Stress-

strain curves of PP, PP/GNP, PP/Py-PP/GNP(10/0), and PP/Py-

PP/GNP(4/6)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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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단순 용융혼합법이 가지는 GNP 충전제의 분산

성이 좋지 못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용융혼합이전에 GNP의 박리 및 

재응집을 방지하는 전처리 과정을 도입하였으며, 그에따른 복합재의 

분산성 및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GNP의 박리과정은 한

센 용해도 파라미터 이론에 근거하여 GNP 분산에 유리한 p-

xylene/DMF 혼합용매를 사용하였다. 한센 용해도 파라미터는 어떤 

물질이 가지는 분산, 영구 쌍극자, 수소결합에 해당하는 힘을 δd, δp, 

δh으로 나타낸 값들이다. 두 물질 사이의 각각의 δ 값의 차이가 작

을수록 친화력이 높고 잘 섞일 수 있다는 이론으로, Ra의 값을 그 

지표로 사용하였다. 혼합용매의 두 용매 비율을 조절하여 GNP와의 

Ra 값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GNP 분산농도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전처리 용매로 혼합용매의 비율을 달리하여 복합재를 

제작하였다. 용액상에서 GNP의 충분한 박리과정을 처리했다 하더라

도 용융혼합에 필요한 충전제를 얻기 위하여 건조과정을 거칠 경우 

GNP의 재응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GNP와 π-π 상호

작용이 가능한 파이렌기를 PP사슬에 개질한 Py-PP를 합성하여 용액

상 박리된 GNP에 도입하여 건조과정에서의 재응집을 방지해주었다. 

위의 과정으로 준비된 박리 및 재응집이 방지된 GNP를 충전제로 

폴리프로필렌/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재를 제조하여 분산도 및 기

계적 물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단순 용융혼합법으로 제조한 PP/GNP 복합재의 시편과 상용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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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 및 전처리 과정을 도입하여 제조한 복합재들 내부에 충전제의 

분산성 및 형태학 분석을 3D micro-CT와 SEM 분석을 통해 관찰하였

다. 단순 용융혼합법으로 제조한 복합재의 경우 용융된 고분자내에

서 GNP의 효과적인 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복합재 내부 

고른 분산상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크게 응집되어 존재함을 보였다. 

단일용매에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 PP/Py-PP/sGNP의 경우 첨가된 

상용화제로 인한 기지재와 충전제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분

산성이 소폭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여러겹의 GNP가 응집되어 존재

하였다. 혼합용매를 사용하여 전처리과정을 거친 PP/Py-PP/GNP 복합

재의 경우 혼합용매의 DMF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GNP의 박리가 

잘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으며 40:60 비율에서 박리 및 분산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 이는 혼합용매에서의 전처리과정에서 GNP의 박리 

및 재응집이 잘 막아진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상용화제 도입 및 전처리 과정에 따른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을 

확인하고자 인장시험 평가를 진행하였다. 고분자/그래핀 나노플레이

트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은 충전제의 함량과 함께 GNP의 분산성, 

종횡비, 계면접착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 단순 용융혼합을 통해 제

조한 PP/GNP 복합재 시편의 기계적 물성은 강화제 충전제인 GNP가 

첨가됨에 따라 PP 대비 영 탄성률 및 인장강도의 향상을 보였으나 

분산 및 계면접착력이 좋지못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았고 파단신률

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PP/Py-PP/GNP(10/0) 복합재 시편의 경우 

상용화제가 도입됨에 따라 고분자 기지재와 GNP 충전제 사이의 계

면접착력이 향상되어 인장강도의 향상을 보였으나 고르지 못한 분

산의 결과로 영 탄성률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또한 응집되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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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GNP로 인한 계면의 결함 등에 의해 PP/GNP 복합재와 마찬가지

로 취성파단의 거동을 나타내었다. 혼합용매의 DMF의 비율이 증가

에 따른 충전제의 분산성이 향상된 결과로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이 

향상되었으며, PP/Py-PP/GNP(4/6) 복합재에서 최대로 PP 대비 영탄성

률 41%, 인장강도 34% 증가로 매우 높은 기계적 물성의 향상을 보

였다. 이는 상용화제로 인한 향상된 계면 접착력과 함께 박리된 

GNP의 높은 종횡비로 인한 외부응력에 대한 충전제로의 응력전달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GNP의 박리와 안정

된 계면으로 50%이상의 높은 판단신률 값을 나타내었다. 그 이상의 

DMF 비율의 혼합용매를 사용한 복합재는 다시 기계적 물성의 감소

를 보였으며, 이는 전처리 과정에서 상용화제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재응집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전처리 

용매는 GNP의 효과적인 박리뿐만 아니라 GNP와 상용화제가 효과

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PP/GNP 복합재

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40:60 비율의 p-xylene/DMF 혼합용매의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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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PP는 반결정성 고분자로서 우수한 내화학성, 성형가공성, 경제

성, 낮은 수분흡수율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분자 소재 가운

데 가장 가볍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경량화 소재로써 가치를 갖

고있다. 또한, 구조에 따른 다양한 물성을 지닐 수 있어 매우 넓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용고분자이다. 하지만 공업용 부품으로써

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와 비교해 

낮은 기계적 물성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비극성 고분자인 

PP는 낮은 표면에너지로 인하여 다른 극성고분자들과 비교하여 충

전제의 상용성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NP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비극성 고분자에서의 GNP 분산성의 향상을 목

표로 PP와 GNP 사이의 계면을 조절하는 상용화 방법을 시도하였다. 

상용화에 따른 복합재 내부의 분산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PP 복합재 내부에 GNP 충전제의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첫 번째 

방법으로 표면에너지의 조절을 통한 PP/GNP 복합재를 제작하였다. 

비극성 고분자인 PP는 표면에너지가 낮아 GNP와의 표면에너지 차

이가 커서 충전제의 분산성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기지재와 충전제 

사이의 표면에너지를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충전제의 표면에너지

를 낮추는 방법으로 GNP 표면을 불소원소로 개질한 불소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를 사용하였다. GNP의 불소화 방법은 GO의 친수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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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기와 불소 전구체와의 치환반응을 이용하여 FGO를 제조하였으며

대조군으로 GO의 환원과정으로 얻어진 RGO를 함께 사용하였다. 기

지재인 PP와 충전제들의 표면에너지는 접촉각 측정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기지재와의 표면에너지 차이가 감소함에 따라 형태학 관찰

결과에서 GNP 충전제의 응집된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PP와의 표면

에너지가 유사했던 FGO_12 h를 첨가한 복합재의 경우 RGO를 첨가

한 복합재와 비교하여 높은 분산성의 향상을 보였다. 이는 표면에너

지 차이의 감소와 충전제간의 응집력이 약화된 결과로 혼합과정에

서 효과적인 분산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산성의 향상은 

기계적 물성에서도 반영되어 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복합재 

내부에서의 고른 분산과 박리된 GNP 충전제의 함침은 효과적인 응

력전달로 인하여 높은 기계적 물성의 향상을 부여한다. PP/FGO_12 h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의 변화는 충전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영 

탄성률 및 인장강도가 효과적으로 향상되었으며, PP의 영 탄성률 및 

인장강도 대비 각각 31%, 15%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충전제의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파단신율의 감소를 보였으나 PP/RGO 복합재와 

비교하여 높은 연신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PP와의 표면에너지의 

차이를 줄이면서 그래핀 나노플레이트 시트간의 응집력을 약화시키

는 GNP의 불소화 개질방법을 통한 복합재는 분산성의 높은 향상을 

보이며 그에 따른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었다. 

PP 복합재 내부에 GNP 충전제의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단순 용융혼합법이 가지는 분산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용융혼합이전에 충전제의 전처리과정을 도입하여 PP/GNP 복

합재를 제조하였다. 전처리 과정에 사용된 용매는 한센 용해도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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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이론에 근거하여 GNP와의 Ra 값이 작은 p-xylene/DMF 혼합용

매를 사용하였다. 비율에 따른 혼합용매를 준비하여 분산도 평가를 

통해 이론적 계산값인 Ra와 GNP 분산 및 박리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용액상 박리법은 GNP의 효과적인 박리가 가능하지만 용매

를 제거해주는 과정에서 GNP의 재응집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PP 사슬에 파이렌기가 개질된 Py-PP를 합성하여 박리된 

GNP 분산용액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구조의 Py-PP는 용액상 박리된 

GNP와의 π-π 상호작용을 통하여 재응집을 막아줌과 동시에 PP/GNP 

복합재 내부에서 기지재와 충전제 사이의 계면접착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상용화제로써의 역할로 사용되었다. 비율별 혼합용매에서 전처

리과정을 거친 PP/Py-PP/GNP 복합재의 형태학 관찰 결과에서 전처

리과정의 분산도에 따른 복합재 내부에 함침된 GNP의 박리상태의 

변호를 확인하였으며 PP/Py-PP/GNP(4/6) 복합재에서 가장 박리가 잘

된 GNP를 관찰할 수 있었다. 혼합용매의 DMF비율이 너무 높을 경

우 상용화제의 용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GNP의 재응집이 

발생하면서 복합재 내부에 응집된 형태로의 GNP가 확인되었다. 

PP/Py-PP/GNP(4/6) 복합재의 분산성은 단순 혼합용매로 제조된 

PP/GNP와 비교하였을 때 뛰어난 분산성의 향상을 보였으며 대조군

으로 단일용매를 전처리 과정에 사용한 PP/Py-PP/GNP(10/0) 복합재 

보다도 우수하였다. 이는 용융혼합 이전에 박리상태가 유지된 GNP

의 첨가가 혼합과정에 유리한 분산성을 가져온 결과라 판단할 수 

있다. 혼합용매의 비율별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으로는 복합재 내부

에 함침된 GNP의 분산도와 박리상태에 기인하여 반영된 결과를 나

타내었다. 분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영 탄성률 및 인장강도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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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GNP의 응집이 적을수록 파단신률값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응집된 GNP가 복합재 내부에 존재할 경우 충전제로의 응력전달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계면에 위치하는 결함 등의 원인이 응력집중자

의 역할로 항복점이상에서 연신을 유지하지 못하며 파단이 일어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상된 계면접착력과 가장 고른 분산성을 나

타낸 PP/Py-PP/GNP(4/6)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은 PP의 영 탄성률과 

인장강도 대비 각각 41%, 34%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파단신률 또한 

50%이상으로 항복점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연신이 이루어지는것을 

관찰하였다. 용융혼합법 이전에 GNP의 혼합용매를 통한 전처리 과

정을 도입함으로써 복합재 내부에 향상된 분산성 및 그로인한 GNP 

충전제의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복합재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분자/그래핀 나노플레이트 복합

재의 상용성 향상 연구방법을 토대로 비극성 고분자에서의 GNP 분

산에 적합한 전략을 택하여 PP/GNP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

키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용융혼합의 분산성 한계를 극복하

고 높은 기계적 물성의 향상을 갖는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이 과정

에서 불소화 그래핀 나노플레이트와 혼합용매를 이용한 전처리 과

정 도입의 방법 및 비극성 고분자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소량의 GNP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기존 PP가 

갖는 기계적 물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량화 소재로써의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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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propylene (PP) is the lightest semi-crystalline polymer among the 

polymer materials. Due to its excellent chemical resistance, processability, low 

water absorption rate, and well-balanced physical properties, PP has been the 

most important and common polyolefin used in many fields. Despite these 

attractive properties, relatively low mechanical properties compared to 

engineering plastics needs to be further enhanced for industrial applications. In 

this study, the PP composites using graphene nanoplatelet (GNP) as a 

reinforcing filler were prepared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 homogeneous dispersion of GNP in non-polar polymers such as 

PP still remains a big challenge due to the hydrophobic nature and low surface 

energy of polyolefin chains. To improve this, physical and chemical control of 

interface were applied. 

First, to improve the dispersion of GNP in the PP composites, methods of 

reducing the difference in surface energy between the matrix PP and the filler 

GNP were attempted. In order to reduce the difference in surface energy 

between PP and GNP, fluorinated graphene oxide (FGO) synthesized by 

modifying the graphene oxide (GO) surface with fluorine atoms was used. 

Dispersion of FGO in the PP composites was evaluated compared with GO and 

reduced graphene oxided (RGO). The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was confirmed with the improved disperibility of the composites. 

Secondly, to improve the dispersion of GNP in PP during melt b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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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reatment process of GNP using p-xylene/DMF mixed solvent based on 

Hansen solubility parameter (HSP) theory was introduced before blending with 

polymer matrix. The mixed solvent was optimized by varying the p-

xylene/DMF ratio. Pyrene-grafted polypropylene (Py-PP) was synthesized to 

prevent re-stacking of GNP and as a compatibilizer for PP/GNP composites. 

The structure of Py-PP was determined by spectroscopy. The effect of 

pretreatment with p-xylene/DMF mixed solvent and Py-PP on GNP dispersion 

was investigated, and the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were confirmed. 

 

Keywords: Polypropylene, Composite, Graphene nanoplatelet, Interface, 

Dispersion,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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