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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 PET 필름 제조공정에서 연신조건 변화에 따른 

필름 물성 영향고찰

Study on optical and thermo-mechanical properties of stetched PET film with 

different thermal and directional stretch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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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는 열가소성 고

분자로써 필름형태에서 두께, 결정화도 그리고 배

향정도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는 무정형 등방성 PET 필름에 대한 MD방
향 일축연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신 PET 필름 제조공정의 연신조건 변화

에 따른 영향에 의한 필름 물성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연신공정 장비인 MDO (Machine 
Direction Orientation) lab stretcher를 이용하여 필름

연신 후 연신에 의한 응력유도와 온도에 따른 무정

형 등방성 PET 필름의 구조적, 광학적 그리고 표면 

특성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Fig. 1 MDO-LS (Machine Direction Orientation lab 
stretcher)

2. 연신실험

MDO-LS (Machine Direction Orientation lab 
stretcher)는 고분자재료의 필름을 기계축 방향 

(machine direction)으로 일축연신 시키는 장비이다. 
무연신 등방성 PET 필름에 대하여 예열온도 100℃, 
연신온도 100℃ 그리고 냉각온도 40℃에서 실험하

였다. 연신 비는 연신 속도는 2m/min를 기준으로 

2, 4, 6m/min에 해당하는 연신 비 1~3배로 주어 

실험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MDO-LS
Roll Stack

Releasing roll 1 EA
Preheating roll 4 EA

Sync roll 1 EA
Stretching roll 1 EA
Cooling roll 6 EA
Winding roll 1 EA

Temperature Control
Preheating roll 40~200 °C

Sync/Stretching roll 40~200 ° C
Cooling roll -20 ~ 80 °C

Roll speed
All rolls 2~24 m/min

3. 실험 방법

필름 : 폭 1500mm, 두께 400㎛인 무연신 PET 
필름 ((주)도레이첨단소재 제공)을 폭 100mm로 

종축절달 (slitting)하여 필름롤을 사용하였다.  

585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열적특성 : TA instrument사의 DSC 2910를 사용

하여 DSC 측정을 하였으며 승온 속도 10℃/min로 

질소 pruging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광학특성 : Metricom 2010/M사의 Ellipsometer를 

사용하여 복굴절율, △n값을 측정하였다. 
표면특성: Photonitech사의 PICO station 을 사용

하여 5㎛X5㎛영역의 필름 표면 architecture를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DSC 측정결과 연신 비가 늘어남에 따라 재결정 

피크가 저온쪽으로 이동하지만, 결정화 에너지 값

은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신비 

3배에서 피크가 완전히 사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Tm 의 경우 결정의 양은 변하지 않으나 연신이 

진행함에 따라 낮은 온도쪽에 새로운 피크가 생성

되며 결정화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FM 
측정결과에서 무연신 필름의 표면 굴곡 상태는 

연신비의 증가에 따라서 굴곡이 커지는 것을 관찰

하였다. 광학적 특성인 △n은 결정화도가 일정한 

연신 비 2배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결정

화도가 올라가는 3배 연신의 경우 값이 3배이상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 Effect of stretching ratio on the strain-induced 
crystallization peak at 100℃ (DSC) 

Fig. 3 Surface structure of stretched film at 100℃ 
          (AFM image)

Fig. 4 Crystallinity and birefringence of uniaxially 
stretched PET film at 100℃

4. 결론

PET 필름의 MDO 연신의 경우, 공정조건인 연신

비 변화에 따라 필름 내의 결정구조는 특정 연신비 

까지는 변화가 없으나 3배 이상의 연신에서는 구조

적 변화를 수반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광학적 특성인 △n의 변화로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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