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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콤포지트는나노미터크기수준의무기물을

유기물에고르게분산시킨것이다. 즉무기물인점토
광물입자를나노미터크기로박리하여유기물인고

분자수지내에분산시킴으로써범용고분자의낮은

기계적물성의한계를엔지니어링플라스틱수준이

상으로까지증대시킬수있는기술이다. 나노기술에
서사용하고있는점토광물은대부분층상실리케이

트 (Phyllosilicate)로써기본구조는 Silica tetrahedral
층과 Alumina octahedral 층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상실리케이트의층간 (Intragallery)에고
분자수지가침투하여나노미터크기의층상기본단

위로박리 (Exfoliation)시킴으로써고분자수지내에
분산된다. 점토광물의 기본단위의 층간은 Van der
Waals 인력에의해유지되며, 층간에는양이온과층
간수가 있다. 가열에 의해 층간수를 증발시킨 점토
광물은 강한 Van der Waals 인력과 층간의 친수성
분위기로인해서소수성인고분자수지가층간에침

투하기어려운구조이다. 따라서저분자량의유기화
제 (Intercalant)를층간에삽입시켜층간분위기를변
화시킴으로써고분자수지의침투가용이하도록하

는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1-3]. 유기화층상
실리케이트에고분자수지가침투하는현상은유기

화제가 존재하는 층상 실리케이트의 층간

(Intragallery) 표면 자유에너지와 고분자 수지의 표
면자유에너지에의해설명된다. 쉽게설명하자면유

기화제가존재하기전의층상실리케이트의층간은

친수성, 즉물과친한성질을가지며, 유기화제로개
질된 층상 실리케이트의 층간은 소수성 (=친유성).
다시말해서물을싫어하고기름과친한성질을가진

다. 따라서친유성고분자는유기화제로개질된층상
실리케이트의층간으로침투해들어가기유리하며,
반대로친수성고분자는유기화제처리되기전의층

상실리케이트의층간으로들어가기유리하다. 고분
자수지가유기화층상실리케이트의층간으로삽입

되기위해서는고분자수지의표면자유에너지와유

기화 층상 실리케이트의 표면자유에너지가 비슷한

값을가져야하므로고분자의종류에따라적절한유

기화층상실리케이트를선정해야만한다. 이런층
상실리케이트내로 고분자의 침투를 통하여 완전하

게 박리시키고자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즉,
이런분산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①층간삽입법이대다수를이루었다 [4-6]. 즉, 단
량체의삽입후중합법과, 고분자삽입후중합법
있다. ② In-situ법③Molecular 콤포지트형성법
④초미립자직접분산법⑤최근에전기장분산기

법을 이용한 연구로 완전한 박리를 얻은 결과를

가져왔다 [7]. 다음절에서 상세한 분산기법을 소
개할것이다. 

이런고분자메트릭스내에서나노입자의분산으

로제조된나노콤포지트의구조적분산특성에대한

성능향상된결과를검토할것이다 [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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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고분자/ 층상나노입자분산처리기법 [22]
일반적으로폴리머와분산상 (相) (무기물인경우

가 많음)은 친화성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 분산되어
도 입자가 쉽게응집이 일어나 안정된복합물을 얻

을 수 없다. 더군다나 나노콤포지트라는 것은 분산
입자가매우작으므로 (두께 1 nm, 길이 50~150 nm)
전체비표면적이대단히크고 (750 m2/g), 입자간의
거리가 매우 짧다. 그러므로 폴리머와 입자간의 친
화성을충분히증가시켜계면장력을내리는것이안

정된나노콤포지트를제조하는최대의기술적포인

트가 된다 [9]. 그림 1에 폴리머계 나노 콤포지트의
분산기법및제조방법을정리하였다.
이가운데특히중요한제조방법은층간삽입법과

졸·겔법이다 . 층간삽입법은 일반적으로

Intercalation으로 불리는데 모노머-삽입 후 중합법
과폴리머-삽입후중합법으로분류되나, 폴리머-삽
입 후 중합법은 이른바 용융혼련법 (溶融混練法)이
주류를이룬다고본다.
또한, 졸겔법은 별명 In-Situ필러 형성법으로도

불리며 In-Situ중합법과 함께 In-Situ법으로 분류된
다. 아래에주요분신기법및제조방법에대해서술
하였다.

(1) 층간삽입법 (Intercalation)
층간삽입법의모식도는그림 2(a)와같다.
층간삽입법은점토광물을중심으로한무기층상

구조물의층간을어떤방법으로유기화하여, 층간에
모노마 (Monomer) 또는폴리머 (Polymer)를삽입시
키면서 (Intercalate), 층을 1개층씩풀어가는방법이
다. 삽입된 (Intercalation) 모노마가 2차원공간인층
간 (Interlayer)에서 일으키는 층간화합물로는, 점토
광물이외에, 천이금속함유층간화합물, 흑연등으
로알려져있다 [10].
우선, 몬모리로나이트 등의 층간 필러의 층간의

이온(통상은 Na+)을 유기화제 (알킬4급 암모늄염
등)로유기교환시켜유기변성클레이를만든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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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분자계 나노콤포지트의 분산기법 [22].

그림 2. 층간 삽입법 , 층간박리형 분산법 및 나노콤포
지트 제조과정 (a) 층간 삽입공정, (b) 층리박리
공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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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층간이 상당히 소수화 (疎水化)하여 폴리머
의 친화성이 증가한다 . 다음은 층박리 (Layer
exfoliation) 공정을 거쳐 폴리머의 안에 클레이가 1
개층씩층간박리되어분산하면, 안정된나노컴포
지트를 형성한다 . 이것은 유기변성 클레이

(Organically modified clays)를 모노마 (Monomer)
안에 분산되게 하여, 중합과 동시에 클레이의 층간
박리 (Interlayer exfoliation)를 일으키는 중합법과,
폴리머와 유기변성 클레이를 용융혼련 (溶融混練
法) 하는것으로한번에층간박리형나노컴포지트
를 형성시키는 Polymer 삽입 후 중합법 (Polymer
intercalation: 폴리머삽입법)이있다.
층간박리형나노컴포지트의제조법은중합법이

선행하였으나, 폴리머 삽입법은 클레이의 유기화,
혼련장치와혼련조건의개선등으로최근두드러지

게진전되고있다 [9].
이 층간삽입법을 응용한 연구는, 폴리아미드

(Polyamide)를 시작으로 폴리에스테르 (Polyester),
PO수지등으로도폭넓게시작되고있다. 
앞에서언급했듯이종래에는용융혼련법으로층

간박리형의 나노 컴포지트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
모노마 삽입 후 중합법만 있었으나, 최근에는 용융
폴리머에무기층상화합물을이축추출기 (2軸)를사
용해용융혼련하여, Polymer 안에무기층상화합물
을나노오더 (Nano order)로균일하게분산시키는
폴리머 삽입법도 진보해 왔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완전층간박리형의나노컴포지트도실용수준이되

고있다 (예를들면昭和電工等).
또한 최근에는 나노 클레이, 천연 몬모리로나이

트 중의 아몰포스 Silica 물성 (物性)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것을알게되었다. 즉, 천연몬모리로나이트
중의아몰포스의불순물부분을제거하면, 충격강도
(衝擊强度), 연신성 (延伸性), 광학특성 (光學特性),
Gas barrier성등의물성이향상된다고한다. 나노컴
포지트의 개발에 있어서, 최적의 나노 클레이의 선
택이중요하다 [10].

(2) 모노마 (Monomer) 삽입후중합법
모노머 삽입 후 중합법은 클레이로 대표되는 층

상의 화합물에 모노머, 알킬 암모늄염 등의 유기물

을삽입하는것에의해층상화합물이팽윤 (澎潤)되
어, 전단력 (剪斷力) 등으로층이박리하여모노머가
중합한 폴리머를 매트릭스로 한 나노 컴포지트를

제작하는 방법이다. 층간 화합물은 점토광물이나
층상케이산염 등, 운모와 같은 모양의 구조를 가진
몬모리로나이트 (벤토나이트), 사포나이트, 스메크
타이트가 주로 사용되어, 천연품과 합성품이 존재
한다. 또한 파이전자의 약한 층간 상호작용의 층상
화합물인 흑연 (글라파이트)도 층간삽입이 가능해,
이것을 이용한 나노 컴포지트가 최근 보고되고 있

다 [11].
클레이광물의주성분에있는몬모리로나이트는

층상케이산염에속하고, 수중에서매우뛰어난팽윤
력을보이는특징이있다. 몬모릴로나이트의층간에
물분자가들어가는일은용이하다. 그것에의해, 몬
모리로나이트는극도로얇은나노메타사이즈의플

레이트 (Plate)의형상으로수중에서분산한다.
Polymer 나노컴포지트는초기에, 자연의층상케

이산염을토대로한개념이참고되었다. 물대신에
모노마가케이산층의사이에들어가중합이진행되

는것과함께, 층을분리해최종적으로나노메타사
이즈의얇은플레이트가폴리마의안에서분산한다.
그러나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벤토나이트의
표면을 유기변성 하는 것이 필요해, 이에 따라서
Polymer 안에서의분산이가능하게된다. 그림 3은
이온 교환기에서 나노 클레이의 반응을 보여준다.
[12].
나노 메타사이즈의 구조형성 제어는, 특성 프로

필개발의열쇠가된다. 그결과폴리머는나노클레
이에의해매우효과적으로보강된다. 예를들면폴
리아미드의보강에는단몇%만의나노클레이의첨
가로충분하다. 이것과동등한강성 (剛性) 레벨을얻

<< 테마기획 : 나노분산법

그림 3. 이온교환된 나노클레이 반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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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Short glass fiber는 15%, 범용 필러는
30~40%를 폴리머에 첨가할 필요가 있다. 그림 4는
Monomer 및 Polymer 안에유기변성벤토나이트의
분산의모양을보여준다.
나노클레이의일반적인층두께는카오린, 탈크,

또는 운모 등 관용적인 층상 필러의 1/10~1/100의
두께이다. 완전히 분산된 나노 클레이의 크기는(직
경) 100~500 nm로층두께는 1 nm 정도이다.
이러한 나노 클레이의 100 이상의 매우 높은

Aspect ratio는, 이독특한층구조에기인한다. 그림
5에서 보여주듯이 나노 클레이의 이 Aspect ratio
(比)는 전체의 종래에 사용된 (慣用的) 필러보다 뛰

어나다.
이대단한입자지름과Aspect ratio는나노클레이

필러의두드러진특징이라할수있다. 
Monomer 또는 Polymer 시스템으로의몬모리로

나이트의 분산은 층상 케이산염의 표면을 소수성

(疏水性)으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벤토나이트
가 가진 특징인 이온 교환특성을 이용한다. 케이산
염구조안의부적당한전화 (電化)에기인한노니온
표면전하는나트륨이나칼슘과같은중간층카티온

에따라결정구조를채운다. 이와같은중간층카티
온은 수용액안의 유기 카티온에의해서만 이온 교

환된다. 관용적인표면처리필러와다르게, 유기카
티온은모든폴리머처리프로세스에대해, 층상케
이산표면에결합되어남는다.  
완전히분산된벤토나이트는약 700 m²/g로매우

큰 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소수성 화합물
로약 20~40% 처리할필요가있다. 마이크로필러로
는최대 2~3% 유기처리한다.
폴리머안의나노클레이의분산은, 화학적/물리

적 프로세스의 복합에 따라 얻어진다. 액상 모노마
또는 폴리머가 유기변성 층간에 확산해, 층간이 넓
고 약하게되는 것에 의해 겹쳐진층상 케이산염은

기계적 전단에너지에 따라 액체내에 완전히 분리

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노 클레이의 유기변
성은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여러가지실험과
이론적인시험은층상케이산염표면의극성을폴리

머의 극성으로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결과, 나노클레이는폴리머의극성에맞춘
극성에 변성한 것을 선택

해 사용해야만 하는 것을

알수있었다. 표 1은폴리
머와 Nanofil과의 상용성
을비교한것이다.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

한 나노 클레이의 대부분

은 제4급 암모늄 화합물
로 불리는 아민으로 변성

된다. 그결과나노클레이
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

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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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노머-및 폴리머 안에 유기변성된 벤토나이트의
분산 [12].

그림 5. 마이크로 필러와 나노클레이 필러의 특성 [12].

표 1. 고분자 와Nanofill의 상용성 [12].

제제품품명명
평평균균입입자자경경

D50 (μμm)
층층간간삽삽입입물물질질

강강열열

감감량량

층층간간

거거리리
추추천천수수지지

Nanofil15
Nanofil 5

25
8

化ジメチルジステアリル

アンモニウム
35 2.8 EVA,グラフト

PP,UP

Nanofi1948
Nanofi18

25
8

化ジメチルジステアリル

アンモニウム
45 3.5 グラフト

PP ,UP

Nanofi132
Nanofi12

30
8

化べンジルジメチルジステアリル

アンモニウム
30 1.8 PET

Nanofi1919
Nanofi19

35
8

化べンジルジメチルジステアリル

アンモニウム
30 2.0 PBT,グラフト

PP, PA6, P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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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머에공업적인이용이가능해졌다. 통상, 나노클
레이를폴리머안에완전히단층분리하기위해서는

폴리머모체자신의극성을변성하는것도필요하게

된다. 이경우에극성혼합화합물, 예를들면, 그래
프트폴리프로필렌을사용하는경우가많다 [12]

(3) 폴리머삽입후중합법 (용융혼련법)
층간삽입법 가운데 하나로 폴리머 삽입 후 중합

법 (폴리머 삽입법)이 있다. 이것은 주로「용융혼련
법」으로부르는방법이 채용되어, 폴리머 프로세싱
이중요한역할을하는영역이다. 최근에는장치기
술, 조건면에서실용적인연구, 개발이활발히진행
되고있다 [13].
분산상으로써이용할수있는무기층상화합물의

대표적인 것은 실리케이트 (케이산화합물) 클레이
이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몬모리로나이
트 (Monmorillonate: MMT)이다. 이것이 사용되는
이유는 앞에 언급했듯이, 필요로 하는 큰 표면적
(750 m²/g), 큰 Aspect ratio (50 이상)와 얇은 두께
(10 Å) 등의특징이있기때문이다. 그림 6은나일론
클레이하이브리드 (NCH)의중합의개념을보여준
다.

나일론의 원료 모노마인 ε-카프로락탐을 용융혼
련하면나일론6 안에몬모리로나이트층이균일하
게분산한NCH를얻을수있다. 
각층이분자상 (狀)에분산해새로운모폴로지를

형성하는것을알수있다. 
일반적으로중합현장에서는, 다음의것이요구되

고있다 [12].

①나노클레이의양호한표층박리

②기술은폴리머제조자에한정됨

③대부분이대형공장의연속프로세스

또한, 최근에는용액, 액상레진또는가소성물질
(용제, 도료) 안으로의나노클레이분산이요구되고
있다. 열가소성수지중에컴파운드화방법에대해서
는, 다음의 4가지항목이요구된다.

①폴리머에무한히다양성이요구됨

②통상, 공정의변경이불필요함
③중합시에첨가하는경우보다분산이나쁨

④고온 가소성 수지 제조 시에 열안정성이 부족

하다

그림7은나노필러의컴파운드화개요를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폴리머 모체 안으로의 나노 클

레이의완전한분산에는, 층간의용융폴리머확산이
무엇보다중요하다. 이확산은동적으로컨트롤되기
위해이축추출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 최대출력으
로가동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저속도, 또
는스크류로의분산 Element의설치는나노클레이
의완전한분산을도울수있다.

Coperion Werner & Peleiderer의「ZSK25」을 포
함한몇가지의계통을세운시험을수행하였을때,
분산은 그 정도로 강한 전단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알수있었다 [12]
폴리아미드6 시스템에서는나노컴포지트필러

의분산은고전단스크류설비뿐만아니라, 저전단
설비를 사용할 때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 미립자나노클레이의입자경은스크류설비에
큰영향을끼친다. 5~10 ㎛의중간입자경나노클

<< 테마기획 : 나노분산법

그림 6. NCH의 중합 개념 [13].

그림 7 나노필러의 Compound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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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의 사용은 이축스크류 추출기, 또는 Buss 니
다 (혼련기)에 의한 혼합에 유리하다는 것이 판명
되었다.
가령, 이용 가능한 첨가 기술/설비에서는 2~5%

의나노필러의정상적인분산이곤란한경우, 나노
필러를 20~30%의 마스터 배치로 사용하거나 다른
폴리머 첨가제와 믹스하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 또
한분산이곤란한경우에는나노클레이를베이스로

한 프레믹스를 밀 (Mill)베이스의 폴리머에 첨가하
는것도효과가있다.

(4) In-situ 중합법
일반적으로폴리머와무기초미립자는표면에너

지의차이가커상용성 (相溶性)이없다. 또한무기초
미립자는표면에너지가크고, 표면적도커 2차응집
을 일으키기 쉽다. 그러므로 초미립자의 표면을 실
란커플링제 (Silane coupling agent) 등으로 화학처
리 (Coupling treatment)해서표면에너지를저하시
켜, 2차응집을막는것과함께폴리머와의상호작용
을높여복합화하는것이행해진다. 

Sol-gel법이나 In-situ중합법은, 합성법에 따라 폴
리머와 무기성분 (초미립자) 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나노복합재료와공유결합이나수소결합등양성분

간에강한상호작용이있는나노복합재료를만드는

것이가능하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고성능, 고기능의 유기-무기

나노복합재료의합성은폴리머와무기성분과의상

호작용을높여, 어떻게무기성분 (초미립자)을폴리
머안에나노스케일로균일하게분산시키는가가그

열쇠가된다.
무기초미립자 존재 하에 Monomer를 중합시켜

복합화하는 방법은 가장 손쉽고 저가의 방법 중 하

나이다. 폴리머와무기화합물간에수소결합이나공
유결합등의상호작용이없다면복합화의효과는충

분히얻을수없다. 그러므로무기초미립자의표면
을말단에비닐기등의중합성기를가진화학수식제

(Silane coupling agent)등으로 표면 처리하여, 무기
초미립자와 폴리머 간에 결합부위 (가교점)를 가지
게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무기초미립자 표면에는
많은 수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산기와 반응

하는치환기 (알콕시시릴기, 수산기, 칼본산, 산하라
이드, 글리시딜기, 이소시아네이트기등)를가진화
합물이화학수식제로사용된다.
이와같이조제한표면개질 (改質) 초미립자존재

하에 모노마를 중합시켜, 무기성분과 폴리머 간에
공유결합을 형성시켜, 이른바 코아-셀 구조를 가진
유기-무기하이브리드를합성한다.

(5) 초미립자직접분산법
초미립자 직접 분산법은 나노 오더의 입자를 사

전에 생성시켜 두고, 그 표면을 변성하여 폴리머와
의친화성을높이고, 폴리머에혼합했을때의재응
집을방지하는것에의해, 균일분산을꾀하는방법
이다[14]. 
예를 들면, 무기 초미립자와 폴리머를 용액 안에

직접적으로 혼합 (용액혼합법)시키는 방법이 있으
나 앞에서 언급한 용융혼련법도 넓은 의미로 직접

분산법의범주에넣는것도가능하다. 또한무기초
미립자의존재하에모노마를중합시키는방법 (In-
situ중합법)도이분류에속한다고생각해도좋다.
더욱이 이것들과는 별도의 방법으로, 폴리머 입

자표면에습식침전법등으로직접나노입자를생

성시키는수단도있다.
초미립자직접분산법은최근초미립자의제조기

술과그표면의개질코팅기술의진보에따라, 급속
하게 발전해온 수법이다. 초미립자로써 실리카, 산
화티탄, 클레이등의무기물이외에, 금이나은등의
금속이 이용되고 있다. 초미립자를 혼합하기 위한
분산기는우근 (羽根)회전형, 압출형, 롤형, 습식고압
형, 비즈밀형, 초음파형등이각기업으로부터개발,
시판되고있고, 용도, 배합량, 가격등의조건에따라
선택가능하다.
유기화 처리를 한 클레이에 전단력을 가하면서

에폭시수지안에분산, 혼합한것 [15], 또는용융혼
련에의해초미립자를 PE에분산, 혼합시켜나노컴
포지트화하는 수법 등이 보고되고 있고, 앞으로 한
층더분산기술의발전이기대된다.
최근에는 카본 나노 튜브나 카본 나노 화이바를

폴리머에 분산시켜, 고내열, 내마모성, 대전방지성
등이우수한사출성형품을만드는연구도행해지고

Special T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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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국에서는보다저렴한탄산칼슘의미립자를
탄산가스화합법으로합성해, PVC나 PP로나노컴
포지트화하는연구가행해지고있다 [16].

(6) 메카노퓨전시스템법
나노 입자를 직접 폴리머와 섞어서, 나노 레벨로

분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메카노 퓨전
시스템을이용하면비교적쉽게나노컴포지트를얻

을수있다. 메카노퓨전은몇 ~수십㎛의母粒子표
면을기계적인열에너지로용융시켜, 미립자를빈틈
없이융착시키는방법이다 [17].
이기술은도쿄이과대학의小石교수에의해개

발된것으로, 예를들면나일론이나 PMMA 등의폴
리머입자와나노입자를혼합하여교반 (攪拌)하면,
마찰열로 폴리머의 표면이 용융해, 나노 입자로 코
팅되는상태가된다. 그것을틀에넣어용융혹은사
출성형을실행하면나노컴포지트가만들어진다. 무
엇보다, 나노 입자의 응집 방지에는 기술이 필요한
데, 산화티탄초미립자와나일론의조합으로화장품
등에도실용화되고있다.

(7) 교류전기장분산법
교류전기장법에 의한 Nanocomposite 제조법의

단점극복한전기장법의개요를그림 8에나타내었
다 [8]. 
점토광물의층간에존재하는유기화제는지방족

탄소사슬에 4가암모늄양이온이말단에부착된구
조를갖는다. 이양이온Head는교류전기장에서계

속적으로진동을하면서실리케이트벽면에충돌하

게되며, 이로인해서층간
거리가 벌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서 고분자 사슬

의침투가용이해진다. 그러므로전기장법은점토광
물의 Intragallery의표면에너지와고분자사슬의표
면에너지, 즉 친수성 또는 친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모든고분자에쉽게적용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서, 에폭시수지와같은점성수지, 고분

자 용액 중에 유기화점토광물을 투입한 후전기장

을 걸어서 Nanocomposite를 제조하거나, 또는
Monomer 용액에 유기화 점토광물을 투입한 후 전
기장을 걸어준 다음 중합공정을 시키면

Nanocomposite를생성할수있다.

2.2  고분자나노콤포지트분산및제조
그림 9에서는 유기적으로 변경된 층상실리케이

트 4종류를 전기적 절연재료인 나노콤포지트를 개
발하기위하여층상실리케이트나노입자 5 phr를에
폭시 메트릭스에 충진시킨 후 a planetary
centrifugal mixer을 이용한 분산기를 통하여 분산
제조된나노콤포지트에대한 TEM의결과를나타내
었다 [8]. 그림 9에서 보여주는 바처럼 영상 (A)-(C)

<< 테마기획 : 나노분산법

그림 8. 전기장에서 유기화제의 진동에 의한 실리케이트
층간거리의 확대 [7].

그림 9. TEM images for the cured epoxy
nanocomposites: (A) epoxy/10A, (B)
epoxy/15A, (C) epoxy/20A and (D)
epoxy/93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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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poxy/10 A, epoxy/15 A and epoxy/20 A의경
화된나노콤포지트시스템이며, 여기서실리케이트
층상이 질서정연한 어두운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D)의 영상은 epoxy/93 A 시스템의 나노콤포지트
로써 (A),(B),(C)는약 3nm d-space의결과를가져왔
고 (D)의 경우는 영상 (A)-(C)에 비하여 2배정도 더
널어지는 층간거리를 TEM과 WAXD에서 나타낸
결과 일치하였다. (D)영상의 경우는 중앙부분이 거
의박리된상태로보이는것을제외하고, 다른부분
은거의일정한상태를유지하고있다. 
그림 10-11에서는 에폭시 메트릭스에 유기적으

로변경된다층층상실리케이트인Montmorillonite
에 5 phr 함량을충진시켜초음파가진시간 (0, 15,
30, 120분)을 변화시켜 분산 제조된 나노콤포지트
의 TEM (그림 10)과 wide-angle X-ray scattering
diffraction (WAXD 그림 11) 분석을실시하였다. 그
림 10에서는에폭시메트릭스에층상나노입자가삽
입된 분산상태의 TEM 영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10(A)영상에서는 epoxy/Closite 93 A 시스템으로
써 초음파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써 좁은 층간거

리로써정리된배열로검은선으로나타나있다.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전적 분산법인‘In-situ
polymerization’방법으로의 제조는 적절치 못한
방법임을보여주고있다. 초음파가진시간이증가
함으로서층간거리는더욱크게증가되어졌음을그

림 10(B)-(D)에서보여주고있다. 이것은그림 11에
서나타낸WAXD 분석의결과와일치함을볼수있
다.  
여러분산법인 In-situ polymerization, Direct melt

intercalation, Solution intercalation, Direct layered
silicate method and dispersion and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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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EM images for cured epoxy
nanocomposites after ultrasonification
for (A) 0 min, (B) 15 min, (C) 30 min
and (D) 120 min [9].

그림 12. Hopping current vs. electric field
application time for DGEBA/ Cloisite 10
A (1 phr) at ac 5 kV/40 mm with 1,000
Hz [8].

그림 11. WAXD patterns for (A) 93A powder and
cured epoxy nanocomposites after
ultrasonification for (B) 15 min and (C)
30 mi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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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10-12]으로는완전히박리화된분산을얻기
위해서는적절치못한분산법으로평가되었다. 그러
나최근에새롭게개발된교류전기장분산법이눈에

띄게되었다. 그림 12에서는교류전기장분산법으로
써 주파수 1,000 Hz을 적용한 전기장 AC. 5 kV/40
mm으로써DGEBA/Cloisite 10 A (1 phr) 액상나노
콤포지트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Ⅰ)단계에서 30분
까지 느린 전류증가를 나타내었고 그리고 (Ⅱ)단계
에서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Ⅲ)단계에서는 일정

한크기를나타내었다. 즉, 증가율이거의없는상태
를나타내었다. 초기상태에서는양이온을띤유기화
제가유기화된층상실리케이트의층간내에거의존

재하고 있어서 매우약한 전류의 흐름을 나타낸것

이다. 전기장적용시간이증가됨으로서Clay 광물질
의외부에위치한유기화제의수가꾸준히증가되어

그리하여거의모든유기화제가교류전기장에서노

출된 것을 의미하는약간의 시간 후에 급격하게증

가되었다.   
그림 13에서는 5 kV/40 mm 전기장내에서호핑

전류대전기장적용시간과의관계를주파수변화에

따라 연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커브들은
Sigmoidal shape을갖고있으며, 이는그림 13에서 3
단계에해당된결과로써주파수의변화에상관없이

삽입과 박리가 일어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
러나주파수 300 Hz 이하까지는포화되기까지호핑
전류값이큰결과값를얻을수있을것이다. 이는고
전압발생장치측정범위한계가제약된경우이기때

문에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뿐이다.  주파수가
증가할수록포화에이르는시간이짧아지고그리고

포화에이르는호핑전류값이작아지는결과를가져

온것이다. 
그림 14에서는나노콤포지트의형성에서인가전

<< 테마기획 : 나노분산법

그림 13. Hopping current vs. electric field
application time for DGEBA/organoclay
(1 phr) at ac 5 kV/40 mm with different
frequencies [8].

그림 14. Hopping current vs. electric field
application time for DGEBA/organoclay
(1 phr) at ac 3-11 kV/40 mm with
1,000 Hz [8].

그림 15. Hopping current vs. electric field
application time for DGEBA/organoclay
(0.1-3 phr) at ac 5 kV/40 mm with
1,000 Hz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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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효과로서 그림 14에서 나타내었다. 인가전압이
증가할수록호핑전류증가상태는대단히가파른반

면, 인가전압레벨이낮을수록완만한호핑전류증가
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더욱더 높은 충돌에너지가
고분자메트릭스내에서유기화클레이의박리를위

해유리하게작용된것을의미한것이다. 또한인가
전압이너무낮은경우 (3 kV)에서는 4가양이온암
모늄 해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이

다. 이것은암모늄의머리부분의진동은활성화에
너지 보다 훨씬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의미한

것이다.  
그림 15에서는 AC 5 kV/40 mm (1,000 Hz)에서

유기화클레이 0.1~3 phr의변화를통하여전기장적
용시간에따른호핑전류의변화를나타내었다. 유기
화클레이함량이증가함에따라호핑전류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포화되는 시간이 짧게 나타내었
다. 양이온의암모늄양이온이유기화클레이함량이
증가함으로증가되는것으로기인되며여기서암모

늄 양이온으로부터 암모늄양이온으로 호핑하여 전

송되는전자가증가하는것으로사료된다. 그렇지만
높은충진함량을갖는경우유기화클레이함량이너

무많으면유기화클레이를충분히박리시키는것이

어렵기때문일수있다. 
그림 16에서는전기장분산처리된나노콤포지트

를 제조된 고형화된 나노콤포지트의 TEM 영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A)에서는 교류 전기장 처

리 없이 경화된 에폭시/
유기화클레이 시스템에

대한 TEM의영상을나타
낸것이다. 이것은고전적
"In-situ polymerization"
방법은우리의에폭시시

스템에 대한 나노콤포지

트의 제조방법이 적절치

못한방법임을의미한것

이다. 그렇지만기대한바
처럼 60 Hz 주파수로써
교번전계적용후경화된

에폭시/유기화 클레이시
스템에 대한 TEM영상

즉, 그림 15(B)에서는무질서한실리케이트층의구
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16(C)에서는 주파수
1,000 Hz에서교번전기장을적용한 TEM의영상으
로써중심에더욱더넓은 d-space 영역을갖는영상
의 왼쪽에 무질서한 실리케이트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3. 결 론

다층 구조화된 층상실리케이트는 완전나노화가

되면 비표면적이 대단히 넓고, 소량의 충진입자 함
량만으로도 전기적, 기계적, 열적특성을 향상시킬
수가있다. 그러나이문제는고분자수지내에서층
상실리케이트 나노입자가 고전적 방법의 분산기법

으로는 완전한 박리가 일어나지 못한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즉, In-situ polymerization 등의 고전적
분산기법으로는완전한박리가발생되지못한결론

을얻었다. 그결과물성의향상은있지만나노콤포
지트가갖는 "소량만첨가하여도 높은특성의 향상
을가져오는결과를" 얻을수가없게된것이다. 이는
나노입자의완전한분산만이이에대한결과를얻을

수 있다. 최근의 에폭시메트릭스 내에서 유기화된
층상실리케이트 나노입자를 완전박리화 시키는 교

류전기장분산기법과제조법이개발되었다. 이런분
산기법을산업현장에적용하면, 종래에사용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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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EM for DGEBA/THPA (80phr)/BDMA( 0.9 phr)/
organoclay (1 phr) system cured at 120℃ (2 h) + 150 ℃
(2 h) after treating at ac 5kV/40 mm with different
frequencies. (A) No electric field application, (B)60 Hz
and (C) 1,000 Hz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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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이크로콤포지트의 계면결함의 문제를 극복하

고 몰드변압기, 계기용변성기, 고압전동기 및 발전
기그리고절연개폐장치에적용된중전기기용절연

소재의대용으로써각광을받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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