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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적외선, 음이온 방출과 항균, 탈취, 난연등의 효과를 가지는 황토를 합성수지와 혼합하여 복합소재

를 연구하여 환경 친화적인 특징과 원적외선, 음이온의 방출을 이룰 수 있는 복합소재 조성을 연구하

였다. PP는 MI가 2∼60이고, TPE로 Ethylene계을 사용하였으며, 황토와 PP의 혼련을 도와주기 위하

여 MA-g-PP를 첨가하였고, 활제, 분산제 및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여 compounding 하였다. 또한 황토

의 종류에따라 적황토, 호황토, 홍토, 백토, 흑토등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황토 마다 다양한 종류의 입

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환경 친화적이며 난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성으로 compounding

하였다, 황토의 종류에 따른 복합재료의 물성으로부터 기계적 특성치, 원적외선 방사율, 난연성등을

확인하고, 친환경 난연 복합소재 기술을 연구하였다. 적황토의 경우 황토의 함량이 많을수록 인장강

도는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입도가 작을수록 인장강도가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파단신율의

경우 적황토(#2000)에서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굴곡강도, 충격강도의 경우 적황토(#5000)에서 MI

의 경우 적황토(#325)에서 양호하게 나타났다.

1. 서 론
최근 고분자 제품은 원가절감과 환경보호에 맞물

려 제품 재활용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

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건축

자제만이 아닌 자동차 부품 설계나 제조단계에서 재

활용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재활용 측면에서 살

펴보면, 자동차 부품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관재나 폼을 보강하는 재료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하

고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TPE(Thermoplastic Elastomer)는 분류상 Hard

Segment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이에는 Styrene계,

Olefin계, PVC계, Urethane계, Ester계 등으로 분류

되고 있다. 이들의 Soft Segment를 Rubber류, EVA,

Polyester 등을 공중합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PVC

등의 염소화수지에 대한 RoHS 및 WEEE 규제가

가속화되어 국제적으로 대체소재의 연구가 요구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

도 초반에 이르러 소재로서의 일부 제품화가 실현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무의 경우 복잡한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데 따른 높은 Utility 비용과 노동집약

적인 생산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 소재

를 TPE로 전환하여 간단한 가공공정으로의 전환을

연구하고 있다. (고무의 가공공정 : 배합설계→혼련

→숙성→예비성형→가황공정→제품성형) 또한 기존

의 열가소성수지의 접착성을 향상시켜 자동차 부품

중에 사용되는 Instrument Panel 및 Crash Pad의

표피층으로의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

세이다. 또한 건축용 내장재의 유기 용제사용으로

인한 새집증후군이 나타나 친환경소재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유해물질

로 사용된 새 집에서의 바닥재, 벽지, 페인트등에 함

유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등에 기

인하며 포름알데히드는 저농도일지라도 점막 손상과

두통의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며, 장기간 노출시

각종호흡기 장애, 피부질환, 불면증등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위하여 원적외선,

음이온 방출과 항균, 탈취, 난연등의 효과를 가지는

황토를 합성수지와 혼합하여 복합소재를 제조함으로

써 환경 친화적인 특징과 원적외선, 음이온의 방출

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현대인들의 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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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치료 등에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

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PE에 황토분말을 배합하

여 건축용, 특히 Steel House용 내장재 패널을 위한

소재를 개발하고자 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및 분석방법
2.1. 분석항목
1) TPE(LDPE base TPE, PP base TPE)의 물성

및 수지 적용성 분석.

2) 황토 배합 소재의 분산성, 기계적 특성, 열적특성,

친환경성, 재활용성 분석

3) 복합소재의 황토 첨가량에 기계적 특성 분석

4) TPE 복합소재 시험편 제조 및 물성 평가

5) 황토 배합 TPE 복합소재에 대한 수지 적용성 및

물성 조사

2.2. 분석방법
복합소재에 사용된 PP는 MI가 2∼60이고, TPE로

Ethylene계을 사용하였으며, 황토와 PP의 혼련을

위하여 MA-g-PP를 첨가하였고, 활제, 분산제 및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여 compounding하였다. 또한

황토의 종류에 따라 적황토, 호황토, 홍토, 백토, 흑

토등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황토 마다 다양한 종류

의 입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환경 친화적이며 난

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여러 비율로 compounding

하였다, 이들에 대한 배합비 및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각을 계량 후 super mixer를 활용하여 혼합하고

Twin Extruder(φ26㎜, L/D=40)를 이용하여 배합을

실시하였다. Chip의 제조시 냉각방법은 수냉과 공

냉의 양쪽을 모두 이용하였다.

시편제작 및 시험방법은 각 배합비별 compounds

의 건조과정을 거쳐 건조후 시험편 제작용 사출기를

활용하여 인장, 굴곡, 충격시험용 sample을 제작하

였다. data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차시험을

위한 시험편까지 제작, 시험에 사용하였다.

○ 인장시험 : 인장시험은 KSM 3006규격 2호형

시험편을 사용하여 시험하였으며, 시험조건은 cross

head speed를 50㎜/min, gauge length를 25㎜로하여

시험하였다. 한 시료당 7개의 샘플을 시험하여 평균

처리 하였다.

○ 굴곡시험 : 굴곡시험은 KSM 3008 규격에 의

하여 시험하였으며, width 12.7㎜, span distance를

50㎜로 하여 시험하였고 cross head speed를 5.0㎜

/min으로 시험하여 ㎏f/㎠의 단위로 정리하였다.

○ Izod 충격시험 : Izod 충격시험은 KSM 3055

규격에 의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notched sample

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적황토 함량별 복합소재 제조 및 시험분석
적황토(325, 고창)와 PP(MI=2, 대한유화)의 배합

비를 변화시켜 복합소재를 제조하였으며, 이들 복합

소재의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분석 하였다.

배합비는 적황토의 함량을 0%∼70%까지 10% 간

경으로 변화시켰다. 혼합비는 표1에 나타내었고, 결

과치는 표2~표5에 나타내었다.

결과치에서 황토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강

도, 파단신율, 터프니스는 감소하고, 인장탄성율, 굴

곡탄성율은 증가하였으며, 굴곡강도는 증가하다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충격강도와 MI도 황토함

량이 증가함에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비중

은 황토의 함량증가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1.에 SEM사진으로 황토

composite의 분산상태를 확인했으며, 그림2.에서 황

토 composite의 열적 특성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배합비(적황토 325)
번호

PP

(MI=2)

PP

(MI=40)
TPE

적황토

(#325)
L/P

MA-g

-PP
분산제

산화

방지제

1-1 80 10 10 0 3 1 2 0.1

1-2 70 10 10 10 3 1 2 0.1

1-3 60 10 10 20 3 1 2 0.1

1-4 50 10 10 30 3 1 2 0.1

1-5 40 10 10 40 3 1 2 0.1

1-6 30 10 10 50 3 1 2 0.1

1-7 20 10 10 60 3 1 2 0.1

1-8 10 10 10 70 3 1 2 0.1

[표 2] 인장시험 결과
시료명

인장강도

(Kgf/cm
2)

파단신율

(%)

인장탄성률

(Kgf/cm
2)

Toughness

(Kgf/cm
2)

1-1 228.83 584.59 1,768.83 1,091.89

1-2 218.20 455.15 2,178.36 853.94

1-3 214.48 435.18 2,254.59 819.03

1-4 197.97 170.55 2,782.81 310.74

1-5 187.84 163.57 2,894.11 284.07

1-6 178.77 79.28 3,260.09 126.30

1-7 157.56 34.33 4,478.11 48.25

1-8 144.52 13.09 5,068.5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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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굴곡시험,  Izod 충격강도시험 결과 및 Melt Idex, 비중

시료명
굴곡강도
(Kgf/cm

2
)
굴곡탄성률
(Kgf/cm

2
)
흡수에
너지(J)

충격강도
(Kgf․cm/
cm2)

Melt Index
(g/10min,
230℃)

비중
(g/cm

3
)

1-1 265.89 8,330 0.92 22.36 5.60 0.915

1-2 290.47 9,896 0.49 11.99 5.31 0.954

1-3 297.08 11,496 0.36 8.83 5.01 0.898

1-4 292.01 13,333 0.25 6.04 4.77 1.107

1-5 294.00 15,475 0.17 4.09 3.68 1.167

1-6 334.07 18,358 0.12 3.03 3.30 1.287

1-7 288.97 20,082 0.09 2.32 0.24 1.384

1-8 263.10 27,120 0.07 1.84 0.53 1.555

적황토0%+PP100% 적황토10%+PP90% 적황토20%+PP80% 적황토30%+PP70%

적황토40%+PP60% 적황토50%+PP50% 적황토60%+PP40% 적황토70%+PP30%

[그림 1] 적황토 함량에 따른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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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적황토(#325) 함량에 따른 TGA 결과 

적황토(5000, 고창황토)와 PP(MI=2, 대한유화)의

배합비를 변화시켜 복합소재를 제조하였으며, 이들

복합소재의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분석 하였다.

배합비는 적황토의 함량을 0%~70%까지 10%씩

증가시켰다. 시험데이터는 표 4에 나타내었고, 결과

치는 표 5, 6에 나타내었다.

결과치에서 황토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

파단신율, 터프니스는 감소하고, 인장탄성율, 굴곡탄

성율은 증가하였으며, 굴곡강도는 증가하다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충격강도와 MI도 황토함량이

증가함에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비중은 황

토의 함량증가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또한 그림 3.에 SEM사진으로황토 composite의

분산상태를 확인했으며, 그림 4에서 황토 composite

의 열적 특성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배합비(적황토 5000)
배합비

PP

(MI=2)

PP

(MI=40)

TPE

(6202)

적황토

(#5000)
L/P MA-g-PP 분산제

산화

방지제

5-1 80 10 10 0 3 1 2 0.1

5-2 70 10 10 10 3 1 2 0.1

5-3 60 10 10 20 3 1 2 0.1

5-4 50 10 10 30 3 1 2 0.1

5-5 40 10 10 40 3 1 2 0.1

5-6 30 10 10 50 3 1 2 0.1

5-7 20 10 10 60 3 1 2 0.1

5-8 10 10 10 70 3 1 2 0.1

[표 5] 인장시험 결과

시료명
인장강도
(Kgf/cm

2)
파단신율
(%)

인장탄성률
(Kgf/cm

2)
Toughness
(Kgf/cm

2)

5-1 228.83 584.59 1,768.83 1,091.89

5-2 226.56 422.31 2,035.24 804.02

5-3 220.28 530.26 2,202.56 1,006.11

5-4 221.20 116.97 2,616.64 227.91

5-5 210.48 78.21 2,754.94 146.08

5-6 210.77 27.35 3,211.33 46.74

5-7 200.84 15.98 3,516.73 23.12

5-8 172.66 10.80 3,382.89 12.14

[표 6] 굴곡시험, Izod 충격강도 결과 및 Melt Idex 비중

시료명
굴곡강도

(Kgf/cm
2)

굴곡탄성률

(Kgf/cm
2)

흡수에너

지(J)

충격강도

(Kgf․cm/

cm
2
)

Melt

Index

(g/10min,

230℃)

비중

(g/cm3)

5-1 265.89 8,330.00 0.92 22.36 5.60 0.915

5-2 306.25 11,102.91 0.65 15.43 4.35 1.103

5-3 301.97 11,663.15 0.40 9.43 4.06 1.094

5-4 309.09 12,770.95 0.28 6.85 3.26 1.094

5-5 317.50 13,837.05 0.20 4.93 2.52 1.168

5-6 319.22 15,776.79 0.17 4.16 0.28 1.275

5-7 302.77 19,003.91 0.12 2.96 - 1.391

5-8 255.32 21,837.64 0.12 2.73 -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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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황토40%+PP60% 적황토50%+PP50% 적황토60%+PP40% 적황토70%+PP30%

[그림 3] 적황토(#5000) 함량에 따른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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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적황토(#2000) 함량에 따른 TGA 

3.2. 황토의 입도별 난연성 시험결과
적황토(325, 2000, 5000mesh)+PP 복합체 LOI(한계산소

지수) 분석결과를 표 황토의 입도별 난연의 효과는

표 7에 나타내었으며,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입

도가 작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난연제의 첨

가에서도 황토의 입도가 작을 수록 효과가 크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황토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난연의 효과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표 7] 적황토(325,2000,5000mesh)+PP복합체 LOI(한계산소지수) 
분석

시료명
#325

(산소 %)

#2000

(산소 %)

#5000

(산소 %)

0%-황토 16.00 16.00 16.00

10%-황토 16.50 17.00 17.25

20%-황토 17.50 17.50 18.25

30%-황토 18.25 18.50 18.25

40%-황토 19.25 19.25 18.50

50%-황토 20.00 20.00 20.50

60%-황토 20.50 20.75 21.00

70%-황토 21.00 21.25 22.00

4. 결 론

황토의 종류에 따른 복합재료의 물성으로부터 기

계적 특성치, 원적외선 방사율, 난연성등을 확인하

고, 친환경 난연 복합소재 기술을 연구하였다.

1. 적황토의 경우 황토의 함량이 많을수록 인장강

도는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입도가 작을

수록 인장강도가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파단

신율의 경우 적황토(#2000)에서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굴곡강도, 충격강도의 경우 적황토

(#5000)에서 MI의 경우 적황토(#325)에서 양호

하게 나타났다.

2. 황토의 입도 변화에 따른 복합재료의 물성으로

부터 기계적 특성치, 원적외선 방사율, 난연성

등을 확인하고, 최적의 친환경 난연 복합소재의

혼합비율을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1] 임재원, 정의경, 서경원, 이영석, “물리화학적 처리

에 의한 일라이트 점토광물의 입도조절 및 분산특,

Appl. Chem. Eng., Vol. 22, No. 2, April 2011,

133-137

[2] 이민호, 민병훈, 김정호, ‘PMMA/SMA/Clay 나노

복합재료의 형태학 및 상용성 ’, Appl. Chem.

Eng., Vol. 21, No. 3, June 2010, 252-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