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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synthetic polymer polyvinyl
alcohol (PVOH) with a natural polymer starch in manufacturing PVOH-coated paper for
food packaging. Accordingly, different amounts of starches containing PVOH were coated
on paper. Further, esterification was performed with palmitoyl chloride using the gas
chromatography grafting technology. The grafting efficiency was evaluated using the
Cobb size value and static contact angle of the PVOH-starch coated paper varying the
addition amount of starch.
The addition of starch resulted in an increased Cobb size value and a decreased static contact
angle of the coated paper. These changes were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starch mixed with
PVOH, resulting from a reduction in the proportion of the hydroxyl groups available.
Therefore, the grafted fatty acid content also decreased with the increasing amount of starch
added. However, these results conclude that environment friendly starch can be substituted for
PVOH in packaging substrate with hydrophobicity because no significant decrease in the
hydrophobicity of the PVOH-starch coated paper was observed with less than 10% of starch.

Keywords: Gas grafting, PVOH-starch coated paper, natural polymer, hydrophobicity,
food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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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합성고분자인 PVOH를 친환경적인 천
연고분자 전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규제가 심화되면서 플라스틱의 사용이 점차 제한

PVOH 코팅지 제조 시 전분을 혼합하여 PVOH-전분 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

팅지를 제조하고, 염화 팔미토일(palmitoyl chloride,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셀룰로오

(CH3(CH2)14COCl)을 사용하여 기상 그라프팅 처리한 후

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물질로서 재생가능하

소수화 효율을 분석하여 전분의 혼합비율이 기상 그라프

고, 생분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적 개질성이 높아

팅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는데 용이한 이점이 있어 대표적인
플라스틱 대체물로 부상하고 있다.1) 그러나 셀룰로오스

2. 재료 및 방법

는 다수의 수산기를 가지고 있어 물에 취약한 단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플라스틱 대체물질로서 원활
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수화가 필요하다.
종이를 소수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로진-알럼,

2.1 공시 재료
2.1.1 원지

AKD(alkyl ketene dimer), ASA(alkenyl succinic

PVOH 코팅지 제조를 위한 원지 시료로 평량 70 g/m2

anhydride)와 같은 사이즈제들을 내첨 또는 외첨처리

의 시판용 백상지를 사용하였으며 원지의 주요 특성은

2-8)

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Table 1과 같다.

내수성 및 발수성에는 한계가 있다. 염화지방산을 이용한
기상 그라프팅 처리는 다수의 수산기를 포함하는 물질들과

2.1.2 약품

소수성인 지방산 간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하게 하여 소수

전분이 혼합된 PVOH 코팅지 제조를 위해 OCI(주)에

성을 부여하는 기술로서 소수화되는 대상물질의 기본 특

서 구입한 PVOH(Japan)와 D사에서 제공받은 산화전분

9)

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기상 그라프팅

(Korea)을 사용하였으며, 각 원료별 성상은 Table 2와

연구를 통해 펄프 및 종이의 소수화가 가능함을 확인한

같다.

10,11)

바 있으며,

또한 이들의 소수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

또한 기상 그라프팅 처리를 위한 반응시약과 반응용매인

중 수산기 함유 물질인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 또는 PVOH)을 표면 코팅하여 그라프팅 처리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그러나 PVOH 역시 석유

Table 1. General properties of base paper

기반 물질의 하나로 그라프팅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Categories

천연물질 기반의 코팅물질에 대한 탐색 및 연구가 필요

Basis weight (g/m )

70.00

Thickness (μm)

85.70

Tensile strength MD (N/m)

6.90

Air resistance (s.)

29.52

하다. 천연물질인 전분은 지력증강제 및 코팅제 등 종이
제조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다수의 수산기를 가지고 있어 그라프팅 처리가 가능하다.

Contents
2

Table 2. General properties of PVOH and oxidized starch
Categories

Contents
Weight-average molecular weight, Mw (g/mol)

PVOH

Oxidized starch

Hydrolysis (mol%)

87-89

Melting point, Tm (℃)

167

Crystalline temperature, Tc (℃)

133

Viscosity, 10% in H2O at 20℃ (cP)

8-11

pH, 10% in H2O at 20℃

6.5-8

Moisture content (%)

40

75,00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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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 팔미토일(palmitoyl chloride, (CH3(CH2)14COCl)

Table 4. Conditions of gas grafting treatment

과 petroleum ether는 ACROS와 Sigma Aldrich에서

Categories

각각 구입하여 별도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Contents

Concentration of palmitoyl
chloride soln. (%)

2

Reaction temperature (℃)

200

2.2 실험방법

Reaction time (s.)

10

2.2.1 PVOH-전분 코팅지 제조

Pressure (kgf)

30

반응에 사용하였다.

분말상의 PVOH 50 g을 증류수 450 g에 첨가하여 고르
게 분산시킨 후 95℃의 항온수조에서 90분 동안 500 rpm

기상 그라프팅 처리 후 각 코팅지 시료의 소수성 및 그라

으로 교반하며 호화시켜 10% PVOH 용액을 제조하였다.

프팅된 지방산 함량을 분석하였다.

산화전분 용액(10%) 또한 상기 PVOH 용액 제조조건과
동일한 과정으로 제조하였다. 이후 Table 3의 조건으로

2.2.3.1 소수성 분석

PVOH 용액과 전분 용액을 혼합한 후 실험실용 바코터

기상 그라프팅 처리 후 각 코팅지 시료의 소수성을 평가

(bar coater)와 No.28 도공바(RD Specialties, USA)를

하기 위해 TAPPI 441 om-88 및 TAPPI 458 cm-14를

이용하여 원지 위에 도포량 6±1 g/m2(전건무게 기준)

적용하여 30분 동안의 냉수 및 열수에 대한 Cobb size

으로 편면 도공하고, 건조기에서 5분 동안 건조시켜

도와 물방울 적하 20초 후의 정적 접촉각(static contact

PVOH-전분 코팅지를 제조하였다.

angle)을 측정하였다. Cobb size도는 23.0±1.0°C, 50.1±
2% RH의 항온항습조건에서 일정시간 동안 종이가 단위

2.2.2 Pamiltoyl chloride를 이용한 기상 그라프팅
처리
PVOH-Starch 혼합 코팅지의 기상 그라프팅 처리를

면적당 흡습하는 물의 양이며, 접촉각은 물 한 방울을
종이 표면에 떨어뜨렸을 때의 물방울의 접촉각을 측정한
값이다.

위해 palmitoyl chloride를 이용한 가온가압 처리를 실시
하였으며, 자세한 처리 조건은 Table 4와 같다.

2.2.3.2 그라프팅된 지방산 함량 분석
그라프팅된 지방산 함량 분석을 위해 각 코팅지 내 잔류

2.2.3 기상 그라프팅 효율 분석

하는 유리지방산을 속실렛 추출하여 분리한 후 비누화

PVOH 코팅지의 기상 그라프팅 처리 시 PVOH과 전분

(saponification)하여 그라프팅된 지방산을 분리, 추출

혼합율이 그라프팅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하고, 이들을 실릴화(silylation)하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GC, 6890N, Agilent Tech-

Table 3. Mixing ratio of PVOH and oxidized
starch
Mixing ratio of PVOH and oxidized starch
Sample

nologies, USA) 분석을 실시하였다.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와 ZB-1 컬럼(Phenomenex)을 사용하
였으며, 헬륨(helium) 가스를 이동상 가스로 사용하여
initial temperature 100℃, injection temperature

PVOH
(%, w/w)

Oxidized starch
(%, w/w)

S0

100

0

S5

95

5

S10

90

10

S15

85

15

S20

80

20

S50

50

50

S80

20

80

전분 첨가가 PVOH 코팅층의 소수화 효율에 미치는

S100

0

100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상 그라프팅 처리 후 전분의 혼합

260℃, detection temperature 290℃ 조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소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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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및 혼합비율별 각 코팅지의 Cobb size를 측정한 결

Cobb size)은 15% 이상의 전분을 첨가할 경우 점차 증가

과는 Figs. 1과 2에 나타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되기 시작하여 50% 이상의 전분이 첨가된 경우 급격히

30분 동안 단위면적당 흡수하는 냉수의 양(냉수에 대한

증가하여 약 7.5배 이상의 냉수를 흡수하여 소수화 효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열수에 대한 Cobb size 또한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 이상의 전분이 혼합된 경우 증가
하여 50% 이상의 혼합율에서는 열수에 대한 Cobb size
측정이 불가하였다. 그러므로 기상 그라프팅용 PVOH전분 코팅지 제조 시 전분을 50% 이상 혼합하지 않는 것
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 그라프팅 처리에 의한 전분의 혼합유무 및 혼합
비율별 각 코팅지의 20초 후의 정적 접촉각 변화를 분
석한 결과를 Figs. 3과 4에 나타냈으며, 전분의 혼합비
율에 비례하여 접촉각이 감소되어 전분 첨가에 의해 그
라프팅 처리에 의한 소수화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 Changes in Cobb size value after grafting
with palmitoyl chloride on PVOHstarch coated paper as a function of
mixing ratio of starch (cold water).

표면에 코팅, 건조되면서 필름을 형성할 때, 전분 분자들

Fig. 2. Changes in Cobb size value after grafting
with palmitoyl chloride on PVOHstarch coated paper as a function of
mixing ratio of starch (hot water).

Fig. 3. Changes in static contact angle after
grafting with palmitoyl chloride on
PVOH-starch coated paper as a function
of mixing ratio of starch.

S0

이러한 결과는 호화(gelatinization)된 전분이 종이
간 새로운 수소결합을 형성하여 서로 결합하면서 전분

S20

S100

Fig. 4. Image of water droplet on surface after grafting with palmitoyl chloride on PVOH-starch
coated paper as a function of mixing ratio of st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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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필름 표면의 접근성(accessibility)과 반응성(reactivity)
을 감소시키는 것에 기인된 결과로 판단된다.13) 또한
고온에서 그라프팅 처리 시 열가소성(thermoplastic)인

Palmitoyl chloride를 이용하여 기상 그라프팅 처리를

PVOH 필름이 고온의 그라프팅 온도에서 소성을 띠어

통해 소수성 PVOH 코팅지를 제조할 때, 전분 혼합비율이

치밀하던 구조가 느슨하게 되어 지방산에 대한 접근성이

코팅지의 소수성 및 그라프팅된 팔미트산 함량에 미치는

향상되는 것과 달리, 열경화성(thermosetting)인 전분

영향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필름은 고온에서 접근성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 전분의 그라프팅 효율이

1. 기상 그라프팅 처리 시 전분 혼합비율에 따른 코팅

PVOH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전분 첨가에 의해 소수화

지의 Cobb size 및 접촉각 을 분석한 결과 전분 첨가에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해 소수성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분 첨
가량 10% 이내인 경우에는 소수성에 커다란 변화가

3.2 그라프팅된 지방산 함량
전분 첨가가 PVOH 코팅층의 그라프팅 효율에 미치는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합성고분자인 PVOH를 전분
으로 부분 대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상 그라프팅 처리 후 전분의 혼합
비율별 각 코팅지에 그라프팅된 팔미트산 및 유리 팔미

2. 기상 그라프팅 처리 시 전분 혼합비율에 따른 그라

트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냈다. Fig. 5에서

프팅된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전분 혼합비율이

보는 바와 같이 전분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팅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팅된 지방산 및 유리 지방산

된 팔미트산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전분 혼합

함량은 감소하였다.

비율에 비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전분 필름의 접

3. 전분 혼합에 의해 PVOH 표면 코팅층의 기상 그라프팅

근성(accessibility) 감소 및 열경화성(thermosetting)에

효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분 필

기인하여 PVOH 필름보다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산

름의 접근성 변화 및 열경화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

기가 적고 지방산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

된다.

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적으로 PVOH 코팅지의 기상 그라프팅 처리를
통한 소수성 용지 제조 시 합성고분자인 PVOH 대신
천연고분자인 전분으로 10% 정도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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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grafted and free palmitic
acids after grafting with palmitoyl
chloride on PVOH-starch coated paper
as a function of mixing ratio of st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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