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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이용
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독성이 
거의 없는 초임계 유체가 물질의 합성과 프로세스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낮은 임계온도
와 압력,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독성 등의 장점을 가짐으로써 초임계 공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매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분자량이 높은 고분자들에게는 낮은 용해력이 단점으로 있어서 사용에 제한적이
다. 따라서, 분자량이 높은 고분자를 용해하기 위해선 하이드로카본 계열의 용매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Poly (methyl methacrylate)/클레이 나노 복합체 제조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또한, 초임계 유체 내에서 분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Na+-MMT 클레이 표면
을 플로린 계열의 surfactant로 개질 시키어 복합체 제조에 응용 하였다. 개질된 클레이를 이용하여 제
조 된 복합체는 neat Poly (methyl methacrylate)보다 향상된 기계적, 열적 특성을 보였으며, 제조 된 복
합체는 X-ray 회절 방법, 열적 안정성 그리고 TEM 으로 나노 클레이의 분산성을 분석 하였다.

  Abstract : The supercritical fluids (SCFs) have been widely used for material synthesis and 
processing due to their remarkable properties including low viscosity, high diffusivity and low 
surface tension. Carbon dioxide is one of the suitable solvents in SCFs processes in terms of its 
advantages such as easy processibility (with low critical temperature and pressure), inexpensive, 
nonflammable, nontoxic, and readily available. However, it has generally low solubility for high 
molecular  weight polymers with the exception of fluoropolymers and siloxane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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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hydrocarbon solvents and hydrochlorofluorocarbons have been used for various SCFs 
process by its high solubility for high molecular weight polymers. In this report, a PMMA/clay 
nanocomposites were fabricated by using supercritical fluid process. The 
Na+-MMT(montmorillonites)was modified by a fluorinated surfactant which is able to enhance 
compatibility with the chlorodifluoromethane(HCFC-22) and thus,  improve dispersability of the 
clay in the polymer matrix. The PMMA/fluorinated surfactant  modified clay nanocomposite shows 
enhanced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which characterized by X-raydiffraction(XRD), 
Thermo gravimetric analysis(TGA), Dynamic mechanical analysis (DMA)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Keywords : supercritical, HCFC‐22, clay, fluorinated surfactant, PMMA 

1. 서 론 

  최근 많은 연구 그룹이 기계적인 차원 및 열적 
특성 때문에 클레이 나노 복합체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이러한 나노 복합 재료는 이를 응용할수 
있는 범위의 증가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매력
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1,2]. 고분자 복합재료를 
제조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정은 크게 I) 
in-situ 중합, (II) 용매를 이용한 혼합, (iii)용융 
혼합법,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클레이 층 사이의 단량체 in-situ 중합은 중합 조
건에 따라 제조된 복합재의 물성을 조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5]. 둘째, 용매를 이용한 혼
합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트릭스 내에서 클레이
의 분산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분산도가 떨어진
다는 보고가 있다 [6]. 그리고 또한, 이 방법은 
제조된 복합재에 남아있는 용매를 제거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용융 혼합법은 짧은 반
응시간, 용매의 부재, 산업적 제조기술과의 호환
성 과 관련하여 산업적 측면으로 볼 때 더 좋은 
복합재 제조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정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높은 온도에 의하여 클레이 
표면의 유기 개질제를 열분해시킴으로써 매트릭
스 상에 클레이의 분산성을 저하 시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공정의 단점을 고려
하였을 때, 최근 초임계 유체는 환경 친화적인 
용매와 폭넓은 범위의 용매로서 연구와 업계에서 
많은 응용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7-9]. 초임계 
유체는 가스와 비슷한 확산특성을 가지면서 액체
와 같은 용해력을 가졌기 때문에  유기 액체 용
매를 대체 할수 있는 매력적인 공정으로 대두되
고 있다[10-12].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친환경적

이고, 비독성, 난연성, 가격면에서 저렴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극성, 양극성, 유기 금속 또
는 높은 분자량의 물질을 용해 시키는데에 높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용을 단점으
로 갖게 된다 [13-15]. 한편, hydrocarbon 용매 
및 hydro-chlorofluorocarbons 을 기반으로 하는 
용매는 높은 분자량을 갖는 물질도 용해시킬수 
있는 좋은 용매로 소개되어 왔다[16-17]. 본 연
구에서는, 높은 분자량의 용해에 적합한 초임계 
chlorodifluoromethane (SC-R22)를 용매로 사용
하여 고분자/클레이 복합체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자 한다. 초임계 chlorodifluoromethane 
(SC-R22)를 이용하여 고분자 / 클레이 나노 복
합 재료의 새로운 제조 기술을 제시할 수 있었으
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fluorinated surfactant
로 표면을 개질한 Na+- MMT (소디움 몬모릴
로나이트) 클레이는 초임계 유체와의 친화성 증
가를 시키고, 이는 매트릭스내의 분산성 증가로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적, 기계적 물성 향상을 기
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실 험

2.1. 재료

  소디움 몬모릴로나이트 (Na+-MMT), 
Cloisites 15A 및 30B-클레이는 Southern Clay 
Product 사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했으며, 클레이 
표면 개질을 위한 1H, 1H, 2H, 2H- 
perfluorodecyl iodide와 pyridine 그리고 평균 분
자량 350,000의 Poly(methyl methacrylate) 
(PMMA)는 알드리치 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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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초임계 용매로 사용된 
chlorodifluoromethane (순도 99.99 %)은 한국 
코프론 사에서 구입후 연구에 사용하였다. 

2.2. 나노 클레이 (Na+-MMT) 의 표면 개질

 Na+-MMT 4g을 200ml의 증류수에 넣고 분산
액을 제조하기 위해 강력한 교반 하에서   혼합
시킨 후 미리 에탄올에 제조하여 놓은 
fluorinated surfactant를  Na+-MMT 분산액과 
혼합하여 1 시간 동안 ultrasonication (330W, 
Hielscher Ultrasonics Gmbh) 처리를 진행 하였
다. 제조된 혼합물은 50℃~70℃에서 6시간동안 
강하게 교반 시키어 반응과 개질이 잘 이루어지
도록 하였다. 6시간 후에 혼합물은 미반응 물질
을 제거 하기위해서 에탄올과 뜨거운 증류수로 
여러번 세정 작업을 하였으며, AgNO3 테스트로 
백색 침전물이 발생 하지 않을때 까지 세정작업
을 진행 하였다. 그리고 최종 생성물은 50℃에서 
24시간 진공 건조했으며, 불소계 계면 활성제 
(fluorinated surfactant)로 개질된 클레이는 
F-clay로 명명하였다.

2.3. PMMA/클레이 나노 복합체 제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나노 복합 재료의 제조
는 자기 교반 막대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전기 
난방 재킷 그리고 혼합물의 육안 관찰을 가능하
게 하는 사파이어 창문을 갖춘 150 mL 스테인리
스 고압 반응기를 이용 하였다. 먼저 PMMA와 
F-clay 또는 15A, 30B 클레이를 고압 반응기 안
에 넣은 후 용매로 사용할 chlorodifluoro- 
methane (HCFC-22) 을 반응기 안으로 70 bar
의 압력이 될 때 까지 주입 시키고 온도를 70℃ 
로 승온하였다. 원하는 온도 (70℃) 와 압력 (350 
bar)의 조건에 도달하여 반응기 내부의 용매가 
초임계 상태가 되면  F-clay 또는 15A, 30B 클
레이가 PMMA 매트릭스 내에 분산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1 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반응을 진행
시킨 후, 반응기를 상온으로 냉각하고 최종 
PMMA/F-clay 또는 15A, 30B 클레이 나노 복
합재를 수거 하기위해서 반응기 안의 용매를 서
서히 배출시켰다. 수거한 최종 생성물인 
PMMA/F-clay 또는 15A, 30B-클레이 나노 복
합재는 상온에서  진공 오븐을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잔존 용매를 충분히 제거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2.4. 분석 

  X-선 회절분석은 (2θ = 2 ~ 10o) Rigaku 
multiflex diffractometer 를 이용하여 4o/min의 
스캔 속도로 CuKα X-선 (30KV, 100mA)을 사
용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나노 복합 재료 매
트릭스 내의 클레이 분산 상태 분석은 200 kV의 
가속 전압을 사용하여 필립스 CM30 투과 전자 
현미경 (TE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TEM 
분석을 위한 필름 제조는 Reichert‐Jung Ultracut 
E microtome을 사용하여 영하 150℃ 조건 하에
서 마이크로 토밍하여 준비 하였다. 나노 복합재
료의 열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A 
Instruments system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분
당 20℃의 승온 속도로 질소 분위기 하에서 시편
을 30℃에서 800℃까지 가열하면서 열 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나노 복합 재료의 저장 탄성률 및  
유리 전이 온도는 주파수 1Hz에서 single 
cantilever bending mode로 Perkin‐Elmer 사의 
DMA 8000 (동적 기계 분석기) 을 이용하여 분
석 하였으며 분석은  2℃/min의 승온 속도로 실
온에서부터 170℃의 온도 범위 내에서 실시했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료의 구조 분석

  그림 1은 초임계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한 
PMMA/15A-클레이와 PMMA/30B-클레이 나노 
복합재료의 XRD 패턴이다. PMMA/30B-클레이 
나노 복합재료의 경우, 30B-클레이만의 층상간격
이 1.8 nm에서 PMMA가 층상으로 삽입됨에 따
라 2.8 nm로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PMMA 의 분자들이 30B-클레이 층상으로 
삽입되어 나타나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피크의 강도가 약하게 분석된 것으로 미
루어 보아 부분적으로 클레이들이 박리되어 있다
고 보여진다. 그러나, PMMA/15A-클레이 나노 
복합 재료의 경우 15A-클레이의 층상 거리인 
3.2 nm보다 더 벌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관찰 되
었다. 그림 2에서는 TEM 사진을 통하여 30B-
클레이와 15A-클레이의 매트릭스 내에 분산 상
태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사진에서 검정색 선으
로 나타난 부분들이 1 nm의 두께를 가지는 클레
이 층상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클레이 층상은 
분산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뭉쳐 있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복합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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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XRD patterns of the PMMA/clay nanocomposites made by supercritical fluid 

process; (a) PMMA/15A-클레이 나노복합재, (b) PMMA/30B-클레이 나노복합재.

  Fig. 2. TEM images of the PMMA/clay nanocomposites: (a) PMMA/15A-클레이 나노복합재, 
         (b) PMMA/30B-클레이 나노복합재.

그림 1에서의 결과와 부합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의 XRD 결과는 F-clay의 제조시에 초
음파 처리공정이 클레이 층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하기 위하여 측정 하였다. F-clay 제조시 
초음파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층상 간격이 
1.4 nm 로 관찰 되었으며, 초음파 처리를 한 경
우에는 1.7 nm 와 1.4 nm의 두 개의 피크로 관
찰 되었다. 또한 피크의 강도가 초음파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보다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클레이 층상들이 더욱 많은 박리가 이루어 졌음
을 나타낸다. 
                 

Fig. 3. XRD patterns of F-clay: (a) F-clay 
(without sonication treatment), (b)     
F-clay (with son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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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XRD patterns of PMMA/F-clay 
nanocomposites: (a) PMMA/F-clay  
(without sonication treatement), (b) 
PMMA/F-clay (with soniation 
treatment).

  그림 4는 초음파 처리를 가한 F-clay 그리고 
초음파 처리를 가하지 않은 F-clay를 각각 사용 
하여 제조된 나노 복합재의 XRD 패턴을 보여준
다. 초음파 처리를 한 F-clay를 사용하여 나노 
복합재를 제조 하였을때의 클레이 층상 간격은 
3.2 nm 로 관찰 되었으며,  초음파 처리를 하지
않은 F-clay를 사용하여 나노 복합재를 제조 하
였을때의 매트릭스 내의 클레이들의 층상 간격은 
3.0 nm로 관찰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초음파 처
리의 하여 클레이를 개질 시킬 때 물리적 효과에 
의해 더욱 박리된 층상들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
로 사료된다. 
  그림 4의 XRD 결과에서는 두 가지 나노 복합
재내에서의 층상 간격이 불과 0.2 nm 밖에 차이
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지만 그림 5의 
TEM 사진을 참고하여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나
노 복합재 내에서 층상의 분산도가 확연하게 차
이가 나는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의 TEM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음
파 처리를 하여 개질된 F-clay를 이용하여 나노 
복합재를 제조 하였을 때, 매트릭스 내에서 클레
이 층상들이 더욱 무질서 하게 박리가 잘되어 분
산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대로 개질 
과정에 초음파 처리를 가하지 않은 F-clay를 사
용하여 제조된 나노 복합재 내에서 클레이 층상
의 분산도는 부분적으로는 박리가 된 것처럼 보
이지만 클레이 층상들이 여러 겹 뭉쳐서 있는 것
으로 보인다.    

Fig. 5. TEM images of the PMMA/F-clay 
nanocomposite: (a~b) PMMA/F-clay 
(without sonication treatment), (c~d) 
PMMA/F-clay (with sonication 
treatment).

3.2. 열화학적 성질 분석

  그림 6은 Neat PMMA와 PMMA/F-clay 나
노 복합재료의 TGA 그래프 이다. 먼저 순수 
PMMA의 열분해 온도는 290℃ 로 분석 되었다. 
또한 초음파 처리를 하여 제조된 F-clay를 사용
하여 제조된 나노 복합재의 열분해 온도는 327℃
로 초음파 처리를 하지 않은 F-clay를 사용하여 
제조된 나노 복합재의 열분해 온도(321℃)보다 
높게 관찰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음파 처리를 
하여 제조된 F-clay를 사용하여 나노 복합재를 
제조 하였을때 매트릭스 내의 클레이들이 향상된 
분산성을 가짐으로써 열 차단성이 증가되어 나타
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그림 5
의 TEM 결과와도 부합한다. 
  또한, neat PMMA와 PMMA/F-clay 나노 복
합재료의 저장 탄성률 및 유리 전이온도를 퍼킨 
엘머사의 Dynamic mechanical analysis (DMA) 
를 통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그림 7은 온도에 따
른 PMMA와 PMMA/F-clay 나노 복합재료의 
저장 탄성률 및 tanδ값을 보여준다. PMMA 나
노 복합 재료의 저장 탄성률은 3.74 GPa (초음
파 처리) 로 순수한 PMMA의 2.17 GPa 보다 
더욱 높은 값을 나타 내었으며, 유리 전이 온도
도 neat PMMA의 121℃ 보다 증가된 경향을 나
타 내었다. 특히 초음파 처리를 통하여 제조된 
F-clay를 사용하여 나노 복합재를 제조 하였을 
경우 초음파 처리를 하지 않은 F-clay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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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복합재를 제조하였을 때보다 유리 전이온도가 
12℃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유리 전이온
도의 상승은 매트릭스 내에서 클레이 층들이 박
리된 분산 상태를 가짐으로 나노 복합재의 열적 
안정성을 향상 시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luorinated 계열의 유기화제로 클레이 표면을 개
질시킴으로 인한 초임계 유체
(chlorodifluoromethane)와의 강한 계면 상호작용
으로 매트릭스 내 클레이 층상의 분산도를 최대
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TGA curves of neat PMMA and 
PMMA/F-clay nanocomposites: (a) 
Neat PMMA, (b) PMMA/F-clay 
(without sonication treatment), (c) 
PMMA/F-clay (with sonication 
treatment).

          

Fig. 7. Storage modulus and loss tangent 
spectra of pure PMMA and PMMA    
and PMMA/FSM-clay nanocomposites: 
(a)purePMMA,  (b)PMMA/FSM-clay 
(without sonication treatment), 
(c)PMMA/FSM-clay(with sonication 
treatment).

4. 결 론

1. 초임계공정을 이용하여 PMMA와 나노 클레
이를 초임계 상태에서 나노 복합재를 성공적
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 Fluorinated 계열의 
유기화제로 클레이 표면을 개질 할때에 초음
파 처리를 가하여 개질 시킨 F-clay를 사용하
여 복합재를 제조 하였을때 열적 안정성 및 
기계적인 물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DMA와 
TGA, XRD 그리고 TEM 분석을 통하여 확
인 할 수 있었다. 

2. 초음파 처리를 가하여 개질시킨 F-clay를 사
용하여 나노 복합재를 제조 하였을때 복합재
의 유리 전이온도는 neat PMMA 보다 19℃ 
가 증가하는 현상을 DMA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매트릭스 내에 
충분히 박리 또는 분산된 클레이 층상들에 의
해 열적 안정성 (barrier property) 이 향상되
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매트릭스 
내의 박리된 클레이 층상들은 TEM 분석을 
통하여도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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