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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3 phr의 그래핀 옥사이드(GO)를 포함하는 폴리카보네이트(PC)/GO를 클로로포름에서 용액 혼합하여 응고물 침전한 
후 240, 260, 280 ℃의 이축압출기를 이용하여 PC/GO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DSC와 TGA 측정결과 PC/GO 복합체의 
유리전이 온도(Tg)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분해거동을 통해 확인한 열안정성의 경우 260 ℃ 압출시편이 우수하게 나타
났다. 동적기계적분석(DMA)을 이용한 저장탄성률 측정결과 PC 대비 PC/GO 복합체의 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압출온
도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환원시간에 따른 PC/RGO 복합체의 압출온도를 260 ℃로 
고정하였다. GO의 환원시간에 따른 PC/RGO 복합체의 화학반응 정도는 3000 cm-1 부근에서 나타나는 C-H 신축진동 
피크를 통해 확인하였고, 환원시간이 1 h일 때의 GO와 유사한 화학반응 정도를 나타내었다. GO의 환원시간에 따른 
PC/GO 복합체의 복소점도(complex viscosity)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PC-GO 사이의 화학반응에 의한 분
산성에 기인한 것으로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해 확인하였다. 

Abstract
Polycarbonate (PC)/graphene oxide (GO) composites with 3 phr of GO were prepared by using a twin screw extruder at 240, 
260, and 280 ℃ after mixing the solution with chloroform. It was confirmed by DSC and TGA that the glass transition tem-
perature (Tg) of PC/GO composites were not changed and the thermal stability was the best in case of the extrusion temper-
ature at 260 ℃. Thermo mechanical properties of PC/GO composites according to extrusion temperatures were measured by 
dynamic mechanical analysis (DMA). Storage moduli of PC/GO composites were higher than that of pure PC and there was 
no detectable changes at varying the extrusion tempera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extrusion temperature of PC/GO com-
posites was fixed at 260 ℃. The degree of the chemical reaction of PC/GO composites with respect to the GO reduction 
time was confirmed by the C-H stretching peak at 3000 cm-1 and the degree of the chemical reaction was similar to that 
of GO when the reduction time was 1 h. A decrease in the complex viscosity as a function of the GO reduction time was 
detected by dynamic rheometer, which may be originated from the enhancement of GO dispersion by PC-GO reaction. The 
GO dispersion was confirm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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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

는 투명성, 내충격성, 기계적 강도, 내열성, 치수안정성 등이 우수하여 

전기⋅전자부품 소재 및 자동차 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1,2]. 최근 전자기기가 우리 주변에 대량 보급되면서 전자파 차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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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 및 석유자원고갈에 따

른 대체에너지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용 부품 소재의 전도성 부여와 관련된 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3,4].

PC에 전도성을 부여하는 연구개발 중 그래핀(graphene)을 이용한 

복합체 연구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핀은 무수히 많은 벤젠고

리의 집합체로써 2004년 영국 Geim과 Novoselov 연구진에 의해 접착

테이프를 이용한 흑연으로부터의 그래핀 박리 기술이 소개되었으며,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우수하고 특이한 성질을 가진다

[5]. 그래핀은 뛰어난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기계적 물성을 가지며, 

매우 높은 전기 이동성과 매우 투명한 광학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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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의 제조방법은 반데르발스힘(van der Waals force)에 의해 층

상구조로 이루어진 흑연으로부터 그래핀 한층을 분리하는 방법과 화

학 기상증착법(CVD), 화학적 박리법 등이 있다. 특히, 화학적 박리법

은 흑연을 산화시켜 산화그래핀(graphene oxide, GO)을 만든 후 환원

시켜 환원그래핀(reduced graphene oxide, RGO)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

량생산의 가능성이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

최근에는 그래핀을 고분자 매트릭스에 균일하게 분산시켜 기계적 

물성, 열전도도, 전기 전도도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오고 있다[9-11]. 하지만 그래핀의 경우 반데르발스

힘 때문에 응집되는 성질이 있으며, 안정된 화학 구조를 이루고 있어 

고분자 수지와 용매에 분산이 어렵고, 복합재료에서는 이런 특성에 

의해 복합재료 내부에 기공(void) 형성 및 균열(crack)을 유도하여 재

료의 기계적 물성을 크게 감소시킨다[12].

반면에 GO의 경우 산소 작용기(에폭시, 수산화기, 카르복시기 등)

를 가지고 있어 그래핀보다 용매에 분산시키기 쉬워 in-situ 중합이 용

이하고, 고분자/GO 복합체 제조 시 고분자 매트릭스에 GO의 분산성

을 높이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GO의 경우 산소 작용기들의 영향으로 

그래핀보다 전기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복합체에 GO를 적용시켰을 때 

전기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11,13]. PC/GO 

복합체에 열을 가할 경우 일부 산소 작용기의 열 환원이 확인되었지

만 요구하는 전기적 특성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기존의 화학적 환원방법을 적용하여 환원

시간에 따라 GO의 환원 정도를 조절하고, 조절된 GO의 PC/RGO 압

출시편에 대한 화학반응정도 및 GO 분산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이축압출기(twin screw extruder)의 

압출온도를 변화하여 PC/GO 복합체의 기초 물성이 양호한 압출조건을 

선정하고, GO의 환원시간에 따른 PC/RGO 복합체를 제조하고, FT-IR

을 이용하여 PC-GO의 화학반응 정도를 고찰하고, PC/RGO 복합체의 

기초물성과 GO의 분산성을 DSC, TGA, XRD, SEM, 라만 분광기, 동적

유변학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GO는 IDT International의 GO-4401을 사용하였으며, PC는 삼양사

의 TRIREX® 3025 (MI 9)를 사용하였다. 시약은 하이드라진 하이드레

이트(55%, Sigma Aldrich), 클로로포름(99.5%, 삼전화학), n-헥산

(95%, 삼전화학)을 추가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2.2. 압출 온도에 따른 PC/GO 복합체 제조

PC/GO 복합체는 용액혼합을 한 후, 압출온도 240, 260, 280 ℃로 

이축압출기를 이용하여 PC/GO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50 g의 PC를 클

로로포름 500 mL에 녹이고, 1.5 g의 GO에 125 mL의 클로로포름을 

넣고 1 h 동안 초음파 처리를 한다. 용해된 PC 용액에 초음파 처리된 

GO를 넣고 1 h 동안 강하게 교반한다. 교반 후 과량의 n-헥산에 넣어 

응고시킨 후 응고물을 건조한다. 건조시킨 응고물을 이축압출기를 이

용하여 위의 배럴온도에서 40 rpm의 조건으로 용융 압출하였다. 

2.3. 환원시간이 다른 GO의 제조

3 g의 GO를 증류수에 넣고 12 h 동안 초음파 처리를 한다. 초음파 

처리된 혼합액에 하이드라진 하이드레이트 3 mL를 넣고 100 ℃에서 각

각 1, 6, 24 h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이 종결되면 물과 에탄올을 1 : 1 

비율로 하여 2-3번 세척한 뒤 80 ℃에서 진공 건조하여 RGO1, RGO6, 

RGO24를 얻는다.

2.4. GO의 환원시간에 따른 PC/RGO 복합체 제조

PC/RGO 복합체는 환원시간이 다른 GO를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고, 이때 다이, 배럴, 호퍼의 온도는 각각 250, 260, 

230 ℃이고 스크류 rpm은 40으로 고정하였다.

2.5. 분석 및 측정

GO의 환원 여부 및 복합체의 화학반응 확인을 위해 FT-IR (Perkin 

Elmer spectrum 1000)을 사용하였으며,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514 nm의 파장을 이용하는 라만 분광기(Horiba Jobin Yvon, LabRam)

를 사용하였다. 복합체의 열적 특성은 냉각장치가 부착된 시차주사열

량분석기(DSC, TA Instruments Q20)를 이용하여 -50 ℃에서 300 ℃

까지 승온 및 냉각 속도를 10 ℃/min으로 하여 유리전이 온도를 측정

하였으며, 열중량분석기(TGA, TA Instruments Q50)를 이용하여 승온 

속도를 10 ℃/min으로 상온에서 800 ℃까지 분해거동을 측정하였다. 

동적유변측정기(MCR 301, Aton Paar, 오스트리아)를 이용하여 직경 

25 mm의 parallel plate를 사용하여 주파수 100∼0.01 s-1, gap size 0.9 

mm, 260 ℃에서 복소점도(complex viscosity)와 저장탄성률(storage 

modulus)을 측정하였다. Strain sweep 실험결과 strain은 구간별로 선

형이 유지되는 영역의 strain 값인 10%로 고정하였다. 시편은 240 ℃

에서 각각에 맞는 몰드를 이용하여 가열프레스를 이용하여 제조하였

다. PC 내의 GO의 분산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료의 절단면을 금박

(gold sputter coating)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 Tescan Mira3)을 이

용하여 관찰하였다. 동적기계적측정기(DMA, DMA Q800)는 40 ℃∼

200 ℃의 온도 범위에서 strain 0.1%, 주파수 1 Hz, 승온속도 5 ℃/min

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압출온도에 따른 PC/GO 복합체의 기초 물성 분석

PC/GO 복합체의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DSC, TGA를 측정하

였고, DSC 측정결과를 Figure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PC, PC/GO 

240, PC/GO 260, PC/GO 280의 유리전이온도(Tg)는 각각 152.3, 

153.3, 152.3, 152.9 ℃로 나타났으며 PC와 비교하였을 때 압출 온도

에 따른 유리전이온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Figure 2

에 TGA 측정결과를 나타내었고, Table 1에 5 wt% 무게손실에서의 분

해온도(Td)를 나타내었다. PC의 분해온도는 470.9 ℃에서 나타났으며, 

압출온도가 240, 260, 280 ℃일 때 분해온도는 각각 484.0, 485.5, 

483.8 ℃로 GO가 첨가됨에 따라 PC보다 10 ℃ 이상 높은 값을 보였

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260 ℃ 압출시료의 분해온도가 가장 높은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부 GO의 산소작용기가 압출기 내에서 열 환

원이 되는데 240 ℃에서 보다 온도가 높은 260 ℃에서 열 환원이 우

세하여 GO 표면에 남아있는 산소작용기가 작기 때문에 240 ℃보다 

열안정성이 높아진다. 또한 280 ℃에서 분해온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가공 온도가 높아 PC 사슬이 일부 분해되기 때문이다.

압출온도에 따른 PC/GO 복합체의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동적기계적측정기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저장탄성률을 측정

하였다. 40 ℃에서 측정한 PC/GO 복합체의 저장탄성률은 Table 1에 

나타내었고, Figure 3에 온도에 따른 저장탄성률의 변화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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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orage moduli of PC/GO composites with different extrusion
temperature.

Figure 4. FT-IR spectra of GO and RGO with different reduction time.

Sample Tg (℃) Td,5% (℃) Storage Modulus (MPa)

pure PC 260 152.3 470.9 1351.0

PC/GO 240 153.3 484.0 1541.1

PC/GO 260 152.3 485.5 1547.1

PC/GO 280 152.9 483.8 1566.6

Table 1.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C/GO Composites

Figure 1. DSC thermograms of PC/GO composites with different 
extrusion temperature.

Figure 2. TGA thermograms of PC/GO composites with different 
extrusion temperature.

다. PC와 비교할 때 PC/GO 복합체의 저장탄성률이 크게 나타났으나, 

압출온도 변화에 따른 저장탄성률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결과로부터 환원시간이 다른 PC/GO 복합체의 압출온도는 

260 ℃로 하여 진행하였다.

3.2. GO 환원시간에 따른 PC/RGO 복합체의 화학반응 및 기초물성

환원시간에 따른 GO의 산소 작용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FT-IR

을 측정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다. GO의 경우 3400 cm-1에서 수산

기(-OH), 1741 cm-1에서 카보닐기(C=O), 1085 cm-1에서 에테르기

(C-O-C) 결합이 나타나는 반면, GO의 환원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GO

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작용기들(수산기, 카보닐기, 에테르기)이 환원

되어 이들 작용기 피크들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복합체 제조 후의 PC-GO 화학반응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복합체 내의 PC를 제거하고 분리하여 남은 물질인 PC-GO 및 

PC-RGO1, PC-RGO6, PC-RGO24의 FT-IR을 측정하였다. PC/GO, 

PC/RGO 복합체를 클로로포름으로 수차례 세척한 후 건조시켜 잔여

물의 FT-IR 스펙트럼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4의 GO 및 

RGO의 FT-IR 스펙트럼과 비교할 때 PC-GO 및 PC-RGO의 경우 

3000 cm-1 부근에서 나타나는 C-H 신축 진동 피크가 나타났으며, 이 

피크의 크기는 GO의 환원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PC가 결합할 수 있는 작용기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10 cm-1 부근에서 나타나는 카르보닐(C=O) 피크의 

크기는 RGO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PC와 GO 사이의 화

학반응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PC와 비교할 때 복합체의 

카르보닐 피크가 낮은 파수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화학반응에 의한 작

용기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14]. Figure 5에서 3400 cm-1 부근

에 나타나는 하이드록시 피크는 물에 의한 피크로 판단된다.

Figure 6은 복합체에서 PC를 제거한 후 RGO와 결합되어 있는 PC

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TGA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20 ℃ 아래

에서 나타나는 무게 감소는 남아있는 물 분자와 용매 등의 증발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GO의 경우 200 ℃ 근처에서 GO 표면의 산소작

용기들이 분해되면서 무게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순수 RG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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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T-IR spectra of PC/GO composites after extracting PC.

Figure 6. TGA thermograms of PC/GO composites after extracting PC.

Figure 7. Raman spectra of PC/GO and PC/RGO composites after 
extracting PC.  

Sample Tg (℃) Td,5% (℃)

pure PC 150.7 402.8

PC/GO 149.8 448.1

PC/RGO1 151.8 469.5

PC/RGO6 149.5 466.5

PC/RGO24 151.0 461.2

Table 2. Thermal Properties of PC/GO and PC/RGO Composites

Figure 8. TGA thermograms of PC/GO and PC/RGO composites.

경우는 GO와 달리 분해되는 정도가 매우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15]. PC-RGO6, PC-RGO24와 달리 PC-GO와 PC-RGO1의 

TGA 결과는 400 ℃ 부근에서 큰 폭의 무게 감소를 보여주는데, 이는 

GO의 환원시간이 6 h 이상 되면 대부분의 작용기들이 환원되어 PC와

의 화학반응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용매와의 분산성 

및 PC와의 화학반응 등을 고려할 때 GO의 환원시간은 1 h 이내로 처

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만 분광법은 그래핀과 같은 탄소 물질의 결합 특성 등을 고찰하

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분광법 중 하나이다. PC를 제거한 복합체 잔

여물의 라만 스펙트럼을 Figure 7에 나타내었다. 1350 cm-1 부근에서 

나타나는 D band는 A1g breathing 모드에 의한 피크로 시료 내 결함이 

많을 경우 관찰되며 1585 cm-1 부근에서 나타나는 G band는 E2g 모드

의 1차 산란에 대응하는 피크로 흑연계 물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피크로 알려져 있다[16-18]. 탄소 결정 구조의 규칙성과 관련 있는 

D band와 G band의 크기 비인 I(D)/I(G)는 sp2 도메인의 평균크기에 

반비례 한다[17]. I(D)/I(G)의 값은 GO, PC/GO, PC/RGO1, PC/RGO6, 

PC/RGO24 순으로 각각 0.76, 0.86, 0.87, 1.04, 1.05의 값을 보여주었

다. GO의 I(D)/I(G)보다 복합체의 I(D)/I(G) 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GO 환원 시 초음파 처리에 의한 RGO 격자 내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이고, GO의 환원시간이 증가할수록 복합체의 I(D)/I(G) 값이 증

가한 것은 PC와 RGO의 결합수의 감소로 인하여 sp2 도메인의 평균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한 현

상이다[17].

PC/GO 및 PC/RGO 복합체의 열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DSC와 

TGA 실험을 수행하여 유리전이온도 및 5 wt% 무게 손실에서의 분해

온도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PC와 비교할 복합체들의 유리전이온도

는 150 ℃ 근처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Figure 8에 보여주는 

것처럼 분해온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GO 및 RGO가 첨가됨에 따

라 분해온도가 50에서 70 ℃ 정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RGO

가 첨가된 복합체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GO의 경

우 표면에 PC와 결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산소작용기가 분해되어 열 

안정성이 RGO 대비 열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PC/RGO24의 

경우 PC/RGO1보다 분해온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RGO24의 

경우 환원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아있는 작용기 수가 감소하여 결합



57그래핀 옥사이드(GO)의 환원정도가 PC-GO 화학반응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

Appl. Chem. Eng., Vol. 26, No. 1, 2015

Figure 9. SEM images of PC/GO ((a), (b)) and PC/RGO ((c), (d)) 
composites.

Figure 10. Complex viscosities of PC/GO and PC/RGO composites.

Figure 11. The storage modulus vs. frequency of PC/GO and PC/RGO
composites.

한 PC의 수가 감소하면서 RGO와 PC 사이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19].

다음은 PC/GO 복합체와 PC/RGO 복합체의 분산성을 고찰하기 위

해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측정하여 Figure 9에 나타내었다. PC/GO 

복합체(Figure (a), (b))의 경우 GO의 stacking 현상이 없이 잘 분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PC/RGO 복합체(Figure (c), (d))의 

경우 분산이 잘 되지 않고 뭉쳐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RGO

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van der Waals 힘에 의해 stacking이 

생겨 뭉치려는 경향이 강하여 분산성이 나빠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반면에 GO의 경우 산소 작용기들이 GO 표면에 분포되어 

있어 PC와의 화학결합이 용이하기 때문에 PC/RGO 복합체보다 분산

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CNT와 같은 무기필러가 고분자에 복합화될 때 분산성이나 표면 결

합 정도가 복소점도(complex viscosity), 탄성률 등과 같은 유변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PC/GO 및 PC/RGO의 

주파수에 따른 복소점도를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환원시간이 짧은 

RGO나 GO를 이용한 복합체의 복소점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는데, 이는 PC-GO사이의 화학반응이 증가하여 점도에 대한 무

기필러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11은 주파수 변화에 따른 저장탄성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체적 특성이 점차 강해져 저장탄성률은 증

가하게 된다[21]. 일반적으로 단분산 고분자 사슬의 경우에는 저주파

수 영역에서 나타나는 저장탄성률의 터미널 거동인 G’-ω2 현상이 나

노필러를 첨가함으로써 완만해지는데 이는 첨가한 입자의 존재로 인

해서 고분자의 완화 거동이 억제되어 액체적 거동에서 고체적 거동으

로의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22]. 고주파수 영역으로 갈수록 저장

탄성률 변화의 폭이 적게 되는데 이는 높은 전단력으로 PC의 유변물

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21].

4. 결    론 

이축압출기의 압출온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PC/GO 복합체의 기초

물성 평가결과 배럴온도 기준 260 ℃ 압출온도가 최적임을 나타내었

고, 압출온도 260 ℃에서 GO의 환원시간을 달리한 PC/RGO 복합체

를 용액 및 용융혼합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GO의 환원시간이 증가

할수록 PC-GO 사이의 화학결합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3000 cm-1 근

처에서 나타나는 C-H 신축진동 피크를 통해 확인하였다. 환원시간이 

1 h인 PC/RGO1 복합체의 화학반응 정도가 PC/GO 복합체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었고, in-situ 중합이나 분산성 등을 고려할 때 환원시간

은 1 h 정도가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PC/GO 대비 환원시간이 24 h인 

PC/RGO24의 필러 분산성이 열세함을 SEM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였

다. GO의 환원시간이 증가할수록 복합체의 복소점도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고, 주파수에 따른 저장탄성율의 터미널 기울기가 감소하

는 현상으로 복합체의 탄성특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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