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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소재 사출 성형의 온도 조건별 물성 변화 연구
Change of physical properties of natural material product by injection mold-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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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합성 고분자는 그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적으로 

저렴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합성 고분자는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어려

워 환경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

로 생분해성 폴리머에 대한 연구와 산업적 응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분해성 폴리머 관련 연구 중 전분기반 천연 

소재 관련 연구도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이지만, 

전분 등 식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작물의 활용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천연 

부산물에 대한 연구가 최근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밀기울/밀배아 혼합물은  밀을 

도정하고 남은 부산물이다.

천연 소재를 사용한 공정에서 중요한 공정 요소

는 수분과 온도와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천연 

소재의 성형 공정에서 가소제로 사용되는 물은 

공정에는 필수적이지만 성형이 완료 된 후에는 

모두 제거 되어야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성형 후 수분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정 

온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 온도가 

높으면 수분은 증발되더라도 천연 소재는 탄화되

고 상태가 변하여 물성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등 

여러 변수가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 온도에 따른 밀기울/밀

배아의 물성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고찰하였다. 

성형 공정으로는 사출 성형을 이용하였고 재료로

는 밀기울/밀배아, 가소제로 물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내용

재료로 천연 부산물 밀기울/밀배울 혼합물과 수

분을 활용하였다. 천연부산불과 수분의 비율을 7:3

으로 고정하였다. 120톤 규모의 single screw사출 

성형기를 사용해 사출을 수행하였다. 사출기의 후

부의 온도는 탄화가 일어나지 않는 85℃, 80℃, 

75℃로 고정하였고 노줄 부의 온도는 온도에 따른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편을 제작하였고 시편을 

통해 광학 현미경을 통한 상태 촬영, 밀도, 충격강도

를 측정하였다. 

Table 1  Process temperature conditions

Nozzel Barrel 1 Barrel 2 Barrel 3 Barrel 4

90℃ 90℃
85℃ 80℃ 75℃100℃ 100℃

120℃ 120℃
150℃ 150℃

3. 실험 결과 

3.1 Morphology

Fig. 1 Optical images of surfaces and cross sections  
              of specimens by different temperature

923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Fig. 1 은 각각 노즐 온도 90℃ a(표면), b (단면), 10
0℃ c(표면) d(단면), 120℃ e(표면),  f(단면), 150℃ 
g(표면), h(단면) 를 의미한다. 광학 현미경의 이미지 

결과를 보면  노즐온도 에 따라 시편들이 각각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각각의 상태에 

따라 다른 물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3.2  밀도 

Fig. 2 Density of specimens by different temperature 

Fig. 2 는 평균 밀도이다. 각 조건마다 시편들의 

평균 밀도는 점차 감소하다 노즐온도 120℃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온도가 높은 노즐온도 150℃에

서는 다시 증가하는 형상을 보였다. 이 경향성의 

원인은 90℃일 때와 120℃일 때의 다른 두 상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짙은 갈색의 상태가 더욱 

밀하고 옅은 갈색 일 때의 상태가 덜 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50℃에서 밀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탄화에 의한 밀도 증가라고 할 수 있다. 

3.3 충격 강도 

Fig. 3 Impact strength of specimens by different  
        temperature

Impact strength 경향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그 변화가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온도가 올라갈수록 같은 조건내의 시편에

서의 편차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탄화나 수증기 발생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밀기울/밀배아의 사출 성형에 있

어 성형 온도에 따른 밀도와 충격강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해 120℃일 때 밀도가 가장 

작으면서도 충경강도가 다른 온도에 비해 거의 

떨어지지 않아 120℃의 상태가 현재 조건에서 성형

에 가장 유리한 온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계적 물성에 있어서 충격 강도만을 확인하였지

만 추후 다른 물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소재에 있어서도 밀기울/밀배아 이외의 

천연 부산물에 대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화학합성 고분자 재료를 이용하는 일요

용 공산품 등을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천연소재로 

대체해 가는 기초 연구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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