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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various glass fiber (GF) contents in a shell layer and shell 

thickness changes on the flexural property of coextruded wood plastic composites (WPCs) in 

combination with three core systems (weak, moderate, and strong) was investigated. GF be-

haved as an effective reinforcement for the whole coextruded WPCs and GF alignments in the 

shell laye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flexural property of the coextruded 

WPCs. At a given shell thickness, the flexural property of the whole coextruded WPCs was im-

proved with the increase of GF content in shell. For core quality, when the core is weak, in-

crease of GF content in shell led to improved flexural property of the whole composites and in-

crease of shell thickness helped it. On the other hand, when the core is strong, the flexural 

property of the whole composites showed reduced features at low GF content in shell and in-

crease of shell thickness aggravated it. This approach provides a method for optimizing per-

formance of the coextruded WPCs with various combinations of core-shell structure and 

properties.

Keywords: glass fiber, wood, coextruded WPCs, core-shell structure 

1. 서  론
1

그동안의 전통적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는 주택

외장용 데크 및 펜스, 야외용 가구, 주택내장용 창

문 및 문틀, 몰딩, 그리고 자동차의 실내용 패널 

등의 제품에 널리 적용되어왔다(이 등 2012). 요즈

음은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생산단가를 낮추고 

물리ㆍ기계적인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분 또는 

목섬유와 운모, 활석, 탄산칼슘 등의 미네랄을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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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개념의 제품성능강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Lee 등 2008, Kim 등 2012). 

그러나 현재의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는 상대적으

로 큰 하중을 요하는 대형 가구재나 건축물의 기

초 및 뼈대, 그리고 다리의 교각 등의 구조재로 사

용하기에 부족한 물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의 근본

적인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갖는 목재ㆍ플라

스틱 복합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공압출은 2대 혹은 그 이상의 압출기가 하나의 

공압출 다이에 연결되어 다층구조의 제품을 제조

하는 기술로써, 고온에서 용융된 다양한 성질의 플

라스틱 층들을 하나의 형태로 결합시켜 최적화된 



김 범 준

한국가구학회지, 제 24 권 제 4 호, 2013

380

물성을 갖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Rosato 1998, 

Giles 외 2005). 산소투과율 감소, 수분저항성 증가, 

기계적인 강성의 개선 등이 공압출 방식으로 제조

된 제품의 대표적인 장점들이다. 따라서 그동안 공

압출 기술은 내용물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포

장용 필름 및 식ㆍ음료 용기와 높은 기계적 강도

를 요구하는 상ㆍ하수도관 등의 제조에 주로 적용

되어왔다(Kim 등 1984; Doshi 외 등 1988).

이러한 공압출 기술을 적용하여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시작

되어왔으며, 이 연구들은 탄소나노튜브, 목분, 그

리고 목분-탄산칼슘 등의 강화충전재를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혼련하여, 속-표층 구조를 갖는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표층에 적용하는 형태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Jin, Matuana 2010, Yao, 

Wu 2010, Kim 등 2013).

Jin과 Matuana (2010)는 탄소나노튜브가 강화

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로 제조된 표층을 갖는 공

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특성에 대하

여 조사하였다. 탄소나노튜브가 충전된 표층을 갖

는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는 개선된 굽힘 

특성을 보여주었지만, 충전재의 비싼 가격에 비해 

강도의 증가는 미미하였다. 때문에, 더 값싸고 풍

부한 대중적인 강화충전재의 사용이 시도되었다. 

Yao와 Wu (2010)는 저밀도와 고밀도 재생 폴리

에틸렌 배합의 속층과 버진 폴리에틸렌 표층으로 

제조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특

성에 대한 표층의 두께와 표층 내 목분 함량의 영

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공압출 목

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개선된 굽힘 탄성계수가 

더 얇은 표층과 더 강한 탄성계수를 같은 속층의 

조합에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2013)

은 목분과 실란으로 처리된 침강성 탄산칼슘이 혼

합 충전된 표층과 재생 플라스틱 또는 버진 플라

스틱으로 제조된 속층을 갖는 공압출 목재ㆍ플라

스틱 복합재의 기계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

에서, 그는 약한 성질의 재생 플라스틱 속층을 사

용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충격 강도

와 굽힘 강도가 약한 성질의 속층으로만 구성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강도와 비교하여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강도의 

증가가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를 구조재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므로, 가격과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강화충전재를 사용하여 공

압출 목재ㆍ플라스틱의 물성을 보다 강화하는 연

구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유리섬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하며, 

충전재로써 뛰어난 성능강화특성을 갖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방식의 구조용 복합재를 만드는데 널

리 사용되어왔다. Jiang 등(2006)은 유리섬유가 충

전된 플라스틱 필름을 라미네이트 방식으로 데크

용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표면에 부착함으로써 

상당한 굽힘 특성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러나, 라미네이트 방식으로 강화한 목재ㆍ플라스

틱 복합재는 제품 생산시 필름과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 간의 충분한 계면접착을 위해 부가적인 열

과 압력이 필요하며,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표

면 전체가 아닌 일부를 라미네이트 함으로써 장기

내구성이 의심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반면에, 공

압출 기술을 적용하면, 한 번에 표면전체가 완전하

게 코팅된 표층을 갖는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 제

품의 생산이 가능하며, 표층과 속층의 구조 및 특

성의 조절이 용이하여, 가격 및 생산 공정, 그리고 

제품물성까지 최적화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 제

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특성(굽힘 강도와 굽힘 탄성계수)에 대한 표

층의 구조(즉, 두께) 및 표층 내 유리섬유함량의 

변화, 그리고 서로 다른 성질(약, 중, 강)의 속층이 

공압출 복합재의 전체 굽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속층과 표층의 상호작용 및 이의 상관관

계 분석을 통하여 실제 산업체에서 공압출 목재ㆍ

플라스틱 복합재 제조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및 준비

고밀도 폴리에틸렌(AD60-007)과 저밀도 폴리에

틸렌(LD103)은 엑손모빌 화학(Houston, TX,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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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s and formulation ratios of core and shell layers

Layer Material and content

Weak core HDPE : LDPE : WF : Lubricant : MAPE = 10 : 30 : 50 : 6 : 4

Moderate core HDPE : LDPE : WF : Lubricant : MAPE = 30 : 10 : 50 : 6 : 4

Strong core HDPE : WF : GF : Lubricant : MAPE = 50 : 25 : 20 : 3 : 2

Shells HDPE : 60-100 wt% + GF : 0, 10, 15, 20, 30, 40 wt% 

으로부터 구입하였다. 20 메쉬 크기의 목분은 아메

리칸 우드 화이버(Schofield, WI, USA)로부터 공

급받았고, 유리섬유강화 고밀도 폴리에틸렌 펠릿

은 알티피 컴퍼니(Winona, MN, USA)로부터 구

입하였다. 유리섬유 강화 펠릿은 전체 구성성분 중 

40 wt%가 유리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0.014 mm

의 평균직경과 4 mm의 평균길이를 갖는 유리섬유

를 혼련에 앞서 실란용액으로 싸이징한 후, UV 흡

수제(Type 6022)와 결합제(Fusabond EMB 100D)

를 첨가하여 혼련하였다. 이스트만 화학(Madison, 

TN, USA)으로부터 구입한 무수말레인산 축합 폴

리에틸렌(Epolene
TM

 G2608)이 목분과 플라스틱의 

상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었고, 스트룩톨

(Stow, OH, USA)로부터 구입한 윤활제(TPW 

306)가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 생산 공정을 개선

하기 위해 첨가되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그리고, 유리섬유가 강화된 고밀도 폴

리에틸렌과 목분을 혼합하여 세 가지 성질(약, 중, 

강)의 속층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40 wt%의 유리섬유가 강화

된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리고 둘의 혼합체가 공압

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표층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고, 표층성형을 위한 재료들은 유리섬유

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혼련 없이 사용

되었다.

2.2. 유리섬유가 강화된 표층 복합재의 배합과 

시편제작

표층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편제작을 위해 

사출방식이 사용되었으며, 다섯 종류의 유리섬유/

고밀도 폴리에틸렌 비율(0/100, 10/90, 20/80, 30/70, 

40/60)을 포함하여 실험설계를 하였다. 첫 번째 

단계의 혼련은 Brabender twin-screw 압출기(C.W. 

Brabender Instruments Inc., South Hackensack, 

NJ)를 사용하여 40 rpm 속도에서 수행하였다. 150°C

와 175°C 사이에서 압출기의 배럴온도가 조절되

었고, 압출제품은 공냉과정을 거쳐 펠릿화 되었다. 

가공된 펠릿은 굽힘 특성 시험을 위해 Battenfeld Plus 

35 사출기계(Wittmann Battenfeld Inc., Torrington, 

CT)를 사용하여 시편으로 제작되었다. 유리섬유가 

강화되지 않은 시편은 180°C, 유리섬유강화 시편

은 190°C의 온도에서 각각 사출한 후, 25°C 온도

와 50% 습도에서 72시간 동안 컨디셔닝한 후 사

용하였다.

2.3. 압출 및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제조와 시편제작

압출 및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는 세 가

지 성질의 속층(약, 중, 강)을 사용하거나, 각각의 

속층과 서로 다른 함량의 유리섬유가 강화된 표층

을 사용하여 표층의 두께에 변화를 주어 제조하였

다. 각각의 성질을 띠는 속층의 배합비율 및 표층

의 유리섬유함량, 그리고 표층의 두께변화에 대한 

내용이 Table 1에 설명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수준

의 방법을 적용하여 시편을 제조하였으며, 속층으

로만 구성된 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는 Leistritz 

Micro-27 twin-screw 압출기(Leistritz Corporation, 

Allendale, NJ)를 단독 적용하였고, 속-표층 구조의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는 속층에는 Leistritz 

Micro-27 twin-screw 압출기(Leistritz Corporation, 

Allendale, NJ)를 표층에는 Brabender twin-screw 

압출기(C.V. Brabender Instruments Inc., South 

Hackensack, NJ)를 적용하는 구성이었다.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제조를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13(두께) × 50(폭) mm의 다이가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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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ilot-scale coextrusion system (Yao, W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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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exural property of glass fiber filled shell-only 

composites.

으며, 목표된 크기의 제품을 얻기 위해 진공을 이

용한 크기조절장치가 또한 사용되었다. 제품생산

온도는 속층에 대하여 155(공급장치), 160, 165, 

170, 170, 170, 160, 150, 140, 130, and 155(다

이)°C이었고, 표층에 대하여는 배합비율에 따라 

150°C와 165°C의 사이에서 조절되었다. 표층의 

두께는 재료의 투입속도와 압출속도의 조절을 통

해 조정하였고, 공압출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

는 수냉방식으로 냉각한 후, 각각의 시험을 위해 

알맞은 시편 크기로 절단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

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 생산시스템의 모식도가 

Fig. 1에 나타내어져 있다.

2.4. 굽힘 특성 시험과 표면형태의 분석

사출, 압출, 그리고 공압출 방식으로 제작된 시

편의 굽힘 강도와 굽힘 탄성계수를 시험하기 위해 

3점 굽힘 시험을 ASTM D790에 따라 5582 Instron 

시험기계(Instron Co., Norwood, MA)를 사용하

여 수행하였고, 각각의 그룹은 5개 이상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복합재의 표면형태는 Quanta 3D FEG 이중 전

자주사현미경(FEI Company, Hillsboro, OR)을 

사용하여5 kV에서 관찰하였으며, 시편표면의 전기

전도도 개선을 위해 관찰 전 백금코팅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리섬유가 강화된 표층 복합재

유리섬유가 강화된 표층 복합재의 굽힘 특성(강

도와 탄성계수)이 다양한 유리섬유 함량의 변화와 

함께 Fig. 2에 도식되어있다. 유리섬유가 강화된 

표층 복합재는 유리섬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굽힘 특성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40 wt%의 

유리섬유가 충전된 표층 복합재의 굽힘 탄성계수 

값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만 제조한 시편의 굽

힘 탄성계수 값에 비해 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러한 굽힘 탄성계수 값의 증가는 유리섬유와 폴리

에틸렌 기질고분자 간의 개선된 계면결합과 강화

충전된 유리섬유의 높은 종ㆍ횡비 값이 영향을 끼

친 것으로 여겨진다(Xanthos 2005). 굽힘 강도에 

있어서도 유리섬유강화 복합재는 유리섬유 함량의 

증가에 따라 상당히 개선된 특성을 보여주었다. 예

를 들어, 40 wt%의 유리섬유가 충전된 표층 복합

재는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보다 4배 정도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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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exural strength (a) and flexural modulus (b)

of core-only WPCs (weak, moderate, and strong core).

Fig. 4. Flexural strength (a) and flexural modulus (b) 

of weak-core coextruded WPCs in the variation of 

shell thickness.

3.2. 압출성형 속층 복합재

Fig. 3은 세 가지 성질(약, 중, 강)의 속층 목재

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특성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고분자의 

특성상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단단하고 질긴 특성을 갖고 있다(Charles 2005). 

따라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가 더 많은 양의 고

밀도 폴리에틸렌을 포함할 경우, 더 높은 굽힘 특

성을 기대할 수 있다. Fig. 3(a)와 (b)에 나타나있

는 것처럼, 속층 복합재의 굽힘 강도와 굽힘 탄성

계수의 값은 약, 중, 그리고 강의 성질 순서대로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약과 중의 성질을 갖는 속층 복합재

는 50 wt%의 목분만을 포함하였고, 강의 성질을 

갖는 복합재는 25 wt%의 목분과 20 wt%의 유리

섬유가 혼합 충전된 형태였다. 강의 성질을 갖는 

속층 복합재는 굽힘 강도와 굽힘 탄성계수 모두 

약과 중의 성질을 갖는 속층 복합재보다 높은 값

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보다 높은 강도와 큰 종ㆍ

횡비의 값을 갖는 유리섬유의 충전이 속층 복합재 

굽힘 특성의 두드러진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Thwe, Liao 2002).

3.3. 속-표층 구조의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

합재

3.3.1. 표층두께의 영향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된 표층과 높은 양

의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포함하는 약한 속층으로 

구성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강

도와 굽힘 탄성계수에 대한 표층두께변화의 영향

을 조사하였다. Fig. 4의 점선은 각각 약한 속층으

로만 구성된 복합재의 굽힘 강도 값과 굽힘 탄성

계수 값을 표시하며, 마름모꼴의 도형으로 표시된 

값들은 서로 다른 두께의 표층을 갖는 공압출 목재

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특성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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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exural property of coextruded WPCs with different glass fiber content (wt%) in a 1.2 mm shell layer :

(a) weak, (b) moderate, and (c) strong core.

이 조사에서는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강도와 굽힘 탄성계수 모두 속층 복합재만의 

특성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었고, 공압출 목재ㆍ플

라스틱 복합재의 표층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

려 굽힘 특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래

프에 표시된 굽힘 특성과 표층두께 사이의 상관관

계 추세선 식은 음의 경사도 값(각각, 굽힘 탄성계

수는 –0.3782, 굽힘 강도는 -0.7006)을 보여줌으

로써 이를 증명한다. 이는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경우, 이미 속층에 50 wt%의 목분이 충

전되어 복합재의 충분한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

에,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굽힘 특

성이 우수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표층에 적용할

지라도,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 전체 굽힘 

특성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표층의 두께증

가가 오히려 전체 굽힘 특성의 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유사한 경향은 

본 저자가 속해있던 실험실에서 재생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속층 복합재와 버진 플라스틱의 표층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Yao, Wu 2010).

이전의 연구에서는 표층의 강화충전재로 목분을 

사용하여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특성의 개선을 꾀하였으나, 속층과 표층 모두 목분

을 강화충전재로 사용하는 방법은 오히려 물성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복합재의 굽힘 특성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

한 가격에 보다 뛰어난 물성을 갖는 유리섬유를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강화충전재로 사

용하여 전체 굽힘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3.3.2. 표층 내 유리섬유함량과 속층 성질의 영향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특성에 

대한 표층 내 유리섬유함량과 속층의 성질(약, 중, 

강)이 미치는 영향이 1.2 mm 두께의 표층을 갖는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를 사용하여 조사되

었고, 그 결과는 Fig. 5에 도식되었다.

이 조사에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표층 내 유리섬유 함량의 증가는 전체 굽힘 강도 

값과 굽힘 탄성계수 값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표층 내 유리섬유가 강화충전재로

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여

겨진다. 또한, 속층의 성질변화에 따른 공압출 목

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특성 비교에서, 강한 

성질의 속층으로 제조한 공압출 복합재가 전체적

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굽힘특성 값과 개선된 경

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리섬유가 강화된 표층과 

유리섬유-목분이 혼합 충전된 강한 성질의 속층으

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를 제조하였을 

시, 두 층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3.3.3. 표층의 유리섬유함량 및 두께변화, 그리고 

속층 성질의 영향

표층의 유리섬유함량(0, 15, 40 wt%), 두께(0.8, 

1.0, 1.2, 1.4, 1.6 mm), 속층 성질(약, 중, 강)의 

변화에 따른 굽힘 강도와 굽힘 탄성계수 값의 변

화가 Figs. 6과 7에 각각 도식되어 있다. 여기에서 

빨간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의 점선으로 표시된 

값은 서로 다른 성질(약, 중, 강)의 속층으로 제조

한 속층 복합재의 굽힘 특성 값을 나타내며, 각각

의 색상을 갖는 마름모, 삼각, 그리고 사각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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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exural strengths of different core-coextruded WPCs in the variation of shell thickness and glass fiber con-

tent in shell : (a) 0 wt%, (b) 15 wt%, (c) 40 wt% glass fiber.

    

Fig. 7. Flexural moduli of different core-coextruded WPCs in the variation of shell thickness and glass fiber con-

tent in shell : (a) 0 wt%, (b) 15 wt%, (c) 40 wt% glass fiber.

도형은 해당하는 성질의 속층으로 제조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표층 내 유리섬유 함량

과 두께변화에 따른 굽힘 특성의 값을 표시하고 

있다. Fig. 6에 보여지는 것처럼, 유리섬유가 충전

되지 않은 표층을 갖는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

합재의 굽힘 강도 값은 각각의 속층으로만 제조된 

복합재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었고, 표층의 두께증

가는 오히려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 전체의 

굽힘 강도 값의 감소를 가져왔다. 하지만, 15 wt%

의 유리섬유가 충전된 표층을 갖는 공압출 목재ㆍ

플라스틱 복합재의 경우, 약한 성질과 중간 성질의 

속층으로 제조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가 

각각의 속층으로만 제조된 복합재와 비교하여 높

은 굽힘 강도 값을 보여주었으며, 표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개선되었다. 

40 wt%의 유리섬유가 충전된 표층을 갖는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에서는 모든 공압출 목재ㆍ

플라스틱 복합재가 각각의 속층으로만 제조된 복

합재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굽힘 강도 값을 나타

내었으며, 약한 성질의 속층을 사용하여 제조한 공

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는 더욱 두드러진 굽

힘 강도의 개선과 표층두께에 따른 굽힘 강도 값

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Fig. 7에 도식된 서로 다른 성질의 속층으로 제

조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표층 내 유

리섬유 함량과 두께변화에 따른 굽힘 특성 값의 

변화도 Fig. 6에 보여진 굽힘 강도 값의 변화와 유

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3.3.4. 유리섬유가 충전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표면형태

Fig. 8은 전자주사현미경을 사용하여 촬영한 40 

wt%의 유리섬유가 표층에 충전된 공압출 목재ㆍ

플라스틱 복합재의 횡단면(Fig. 8(a))과 측단면(Fig. 

8(b))의 표면사진이다. Fig. 8(a)의 횡단면사진에서 

왼쪽의 속층과 우측의 표층이 명백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우측의 표층에서는 점점이 

고르게 분산되어있는 유리섬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층 중심부를 공압출 방향으로 절

단한 복합재의 측단면 사진에서는 공압출 방향으

로 유리섬유가 고밀도 폴리에틸렌 내에서 고르게 

분산ㆍ배열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섬유상의 강화충전재는 충전된 복합

재 내에서 가해진 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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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SEM micrograph of coextruded WPC with 40 wt% glass fiber filled shell : (a) cross view and (b) top-dow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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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tour diagram for the flexural strengths of coextruded WPCs with different glass fiber content in shell 

and shell thickness change : (a) weak, (b) medium, and (c) strong core.

강화섬유가 충전된 복합재의 구조적인 효율은 복

합재 내에 분산되어있는 섬유의 배열상태에 상당

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며, 보다 높은 물성의 개선

은 단일방향의 섬유배열상태에서 관찰된다(Kacir 

등 1975). 그러므로 큰 종ㆍ횡비 값과 뛰어난 굽힘 

특성을 갖는 유리섬유를 공압출 방식으로 제조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표층에 충전하면, Fig. 8(b)

의 측단면 전자주사현미경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공압출 방향과 동일한 섬유배향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특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3.3.5. 표층의 유리섬유함량 및 두께변화, 그리고 

속층 성질의 영향

적용분야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최적의 목재ㆍ

플라스틱 복합재의 제조를 위해, 기존의 표층 내 

유리섬유 충전함량에 10, 20, 30 wt%를 추가하여, 

표층의 유리섬유 함량과 두께변화가 각각의 서로 

다른 성질의 속층으로 제조한 공압출 목재ㆍ플라

스틱 복합재의 전체 굽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그에 따른 굽힘 특성 값의 변화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의 결과는 Fig. 9 (굽힘 강도)와 

Fig. 10 (굽힘 탄성계수)에 각각 도식되었다.

Fig. 9(a)에 보여지는 것처럼, 약한 속으로 제조

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경우, 표층 내 

유리섬유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압출 목재ㆍ플

라스틱 복합재의 전체 굽힘 강도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표층의 두께증가는 표층

내 유리섬유함량의 증가와 함께 더욱 개선된 굽힘 

강도 값을 보여줌으로써 약한 성질의 속층으로 제

조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강도 

값에 대한 표층의 유리섬유함량과 두께증가가 공

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전체 굽힘 강도증

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중간 성질의 속층으로 제조한 공압출 목재ㆍ플

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강도에 대한 표층 내 유리

섬유함량의 증가와 표층 두께증가의 영향은 표층 

내 유리섬유함량이 10 wt% 미만일 경우, Fig.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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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tour diagram for the flexural moduli of coextruded WPCs with different glass fiber content in shell 

and shell thickness change : (a) weak, (b) medium, and (c) strong core.

에 보여지는 것처럼 표층의 두께증가가 오히려 공

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 전체 굽힘 강도 값의 

감소로 나타났으며, 비슷한 경향은 Fig. 9(c)의 강

한 성질의 속층으로 제조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에서도 관찰되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탄성계수 값에 대한 표층 내 유리

섬유의 함량과 표층두께변화의 영향이 Fig. 10에 

도식되었다. Fig. 10(a), (b), 그리고 (c)에 보여지는 

것처럼, 각각의 서로 다른 성질의 속층으로 제조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는 각각 10 wt% 

(약), 20 wt% (중), 그리고 25 wt% (강)의 유리섬

유함량을 기준으로, 표층 내 유리섬유 함량이 기준

보다 적을 경우, 표층의 두께증가는 공압출 목재ㆍ

플라스틱 복합재의 전체 굽힘 탄성계수 값의 감소

로 나타났으나, 표층 내 유리섬유 함량이 이보다 

많을 경우, 표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전체 굽힘 강도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의 결과들은 속층의 성질이 약할 경우, 강화

충전재의 표층첨가와 표층의 두께증가가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특성의 개선으로 

이어졌지만, 속층의 성질이 충분히 강할 경우, 낮

은 함량의 강화충전재 표층첨가는 굽힘 특성의 증

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때 표층의 두께증가는 오

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주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성질(약, 중, 강)의 속

층으로 제조한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강도와 굽힘 탄성계수에 대한 표층의 두께 

및 표층 내 유리섬유함량 변화의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유리섬유는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표

층과 속층 모두에서 효과적인 강화충전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공압출 목재ㆍ플라

스틱 복합재 굽힘 특성의 증가는 표층의 두께가 

일정할 때, 표층 내 유리섬유함량이 증가하면 복합

재 전체의 굽힘 특성도 함께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속층의 성질이 강해질수록 더욱 두드러졌

다. 유리섬유가 표층에 충전된 공압출 목재ㆍ플라

스틱 복합재의 표면형상은 표층 내 유리섬유의 섬

유배열방향이 공압출 방향과 일치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복합재 전체의 굽힘 특성 증가로 이어졌다. 

속층의 성질이 약할 경우, 강화충전재의 표층첨가

와 표층의 두께증가는 모두 공압출 목재ㆍ플라스

틱 복합재 굽힘 특성의 개선으로 이어졌지만, 속층

의 성질이 강할 경우, 표층 내 낮은 함량의 강화충

전재의 첨가는 굽힘 특성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

으며, 이때 표층의 두께증가는 오히려 공압출 목재

ㆍ플라스틱 복합재의 전체 굽힘 특성 값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위의 결과들은 공압출 목재ㆍ플라스틱 복합재의 

굽힘 특성이 속층의 성질과 표층 내 유리섬유함량 

및 표층두께변화의 조합에 의해 다양하게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산업체에서 공압출 목재

ㆍ플라스틱 복합재 제조시 이 연구의 결과들을 고

려한다면 가격, 생산 공정, 그리고 제품물성까지 

최적화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여, 보다 큰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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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을 요하는 대형 가구재뿐만 아니라 친환경건

축물의 구조재에 보다 많은 목재ㆍ플라스틱 복합

재의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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