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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연구에서는 층상실리케이트에 Octylamine(OA), Dodecylamine(DA), Dimethyldodecylamine(DDA),
Octadecylamine(ODA)와 같은 아민류을 사용하여 Organo-montmorillonite(MMT)를 합성한 후 Natural
Rubber(NR)와 혼합하여 NR/MMT 나노복합체를 제조하였다. Organo-MMT 및 NR/MMT 나노복합체의 층간거리
는 XR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NR/MMT 나노복합체의 모폴로지는 SEM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Organo-MMT의
구조분석은 FT-IR을 사용하였다. NR/MMT 나노복합체의 표면 자유에너지, 가황특성, 인장강도, 모듈러스 및 경도는
Contact angle meter, ODR, UTM 및 경도계로 관찰하였다. FT-IR 구조분석으로 MMT 층간에 알킬암모늄 이온의
도입을 확인하였다. 스코치 시간과 적정 가황 시간은 Organo-MMT를 사용한 경우에 단축되었다. NR/DDA-MMT
나노복합체의 표면 자유에너지와 인장강도가 가장 컸다. NR/ODA-MMT 나노복합체의 경도는 가장 컸다.
ABSTRACT：In this study, Organo-montmorillonite(MMT) was synthesized by intercalation of various amine(Octylamine,
Dodecylamine, Dimethyldodecylamine, Octadecylamine) compounds into layered silicate. Natural Rubber(NR)/MMT nanocomposites were prepared by reinforcement of Organo-MMT. X-ray diffraction(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were employed to characterize the layer distance of Organo-MMT and the morphology of the NR/MMT nanocomposites.
The structures of the synthesized Organo-MMTs were analyzed by the measurement of FT-IR. Cure characteristics, surface
free energy an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strength, modulus and hardness of NR/MMT nanocomposites were
carefully studied by contact angle meter, ODR, UTM, and hardness tester. FT-IR analysis showed a insertion of the alkyl
and amine chains into the interlayers of the MMT. It was shown that the cure time of the organo-MMT was more decreased
than that of Na+-MMT. Surface free energy and tensile strength of the NR/DDA-MMT nanocomposite were the highest.
NR/ODA-MMT nanocomposite was the highest in hardness.
Keywords：montmorillonite(MMT), nanocomposite, natural rubber, surface free energy

Ⅰ. 서

론

고분자 나노복합체는 고분자 수지에 1~100 nm 크기의 고분
자, 무기물 또는 금속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복합체를 말하며,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1~100 μm 크기의 분산입자를 포함하
고 있는 고분자 컴파운드(polymer compound)에 비해 동일 함
량에서 입자의 표면적, 즉 계면이 매우 크고 입자 사이의 거리
도 크게 감소하여 복합체의 열적 안정성, 내용제성, 난연성,
가스차단성,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 등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
에 소재 개발이 가능하게 되므로 나노소재를 이용한 나노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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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개발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1되고 있다.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에 나노 크기로 분산된 무기 충전제의
형상은 입자형, 섬유형, 혹은 판상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
분자 나노 복합재료에 관한 연구나 상업에서 높은 aspect ratio
를 갖는 층상 실리케이트 구조의 점토광물(clay)이 주로 사용
되고 있다. 그 이유는 aspect ratio가 크게 되면 입자의 전표면적
이 상대적으로 크며 입자간 거리는 극히 짧다는 것이다. 이처
럼 나노복합체는 전표면적의 현저한 증가와 입자간 거리의
감소가 일어나 입자간의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증대된다. 이로
인해 표면에너지는 크게 증가하며 이러한 계면에너지의 증가
는 낮은 함량에도 각종 물성에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오게 되
는 것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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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morillonite(MMT)는 표면은 양이온이나 히드록시 그룹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친수성을 나타내어 소수성을 나타
내는 고분자 내에 분산시킬 경우 MMT가 뭉쳐진 복합체를
형성하는 단점이 있다.4 하지만 MMT는 다른 점토광물에 비해
양이온 교환능력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MMT는
층간에 존재하는 Na+이 다른 양이온과 교환반응을 하여 다른
점토광물과 달리 유기물과의 복합체 형성이 용이하다. 따라서
고분자 기질과 MMT와의 상용성 및 분산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MMT의 층 사이에 양이온을 적절한 유기염으로 이온
교환 시켜 MMT의 층 사이에 유기 사슬을 삽입한다. 그러면
친유성으로 개질한 MMT를 만들 수 있다. 이를 Organo-MMT
라고 한다. Organo-MMT는 고분자 기질과의 상용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층간 간격이 증가되고, 실리케이트 층 사이로 고
분자 사슬이 끼어들 수 있어 분산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5
이러한 층상 구조를 가지는 MMT의 분산은 Figure 1로써
나타낼 수 있다. 전통적인 복합체에서는 무기입자가 원래의
층상구조를 유지하며 존재하지만 나노복합체는 무기입자가
나노크기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제조
방법을 통하여 제조된 나노복합체는 고분자와 클레이 간의
친화력과 제조방법, 클레이의 유기화 정도에 따라 삽입형 나
노복합체(intercalated nanocomposite)와 박리형 나노복합체
(exfoliated nanocomposite)구조를 가지게 된다. 전통적인 복합
체의 경우는 클레이의 원래의 층상구조(tactoid)가 유지되는
복합체이며 삽입형 나노복합체는 나노입자구조의 규칙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고분자 사슬이 층간에 삽입된 형태인
반면 박리형 나노복합체는 각각의 무기 나노 입자층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고분자 기질내에 고루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다.

고분자 연속상 내에서 완전히 박리된 형태를 가지면 소량의
MMT와 고분자와의 표면적의 현저한 증가와 입자간의 거리
가 감소되어 입자간의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증대된다. 이에
따라 MMT의 적은 양의 첨가에서도 열적 안정성, 내용제성,
난연성, 가스차단성,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와 같은 각종 물성
에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Organo-클레이를 이용한 나노복합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유기화 클레이를
고분자 용액에 침지시켜 용매가 클레이의 층간을 침투하여
클레이 시트를 분산시키고 건조과정 중에 다량체를 삽입시키
고 층간중합을 거쳐 클레이 시트를 분산시키는 용액 삽입법
(solution intercalation)과 주로 양이온 중합이 가능한 경우만
이용될 수 있고 고분자 단량체와 점토를 서로 혼합한 후 중합
하여 점토층을 완전 박리시키는 in-situ 중합법(in-situ polymerization), 그리고 용융 상태의 고분자 주쇄를 클레이 실리케이
트 층 사이에 삽입시키고 이를 기계적인 혼합에 의해 클레이
시트를 분산시키는 컴파운딩법이 있다.6,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Octylamine(OA), Dimethyldodecylamine(DDA), Dodecylamine(DA), Octadecylamine(ODA) 등의
아민류를 사용하여 Na+-MMT을 유기화한 Organo-MMT를 제
조하고 컴파운딩법으로 Organo-MMT을 천연고무(Natural
Rubber: NR)에 분산시켜 NR/MMT 나노복합체를 제조하여
XRD(X-ray Diffractometer),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및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
하여 층간거리, 구조분석 및 모폴로지를 확인 하였고 Curemeter, 접촉각 측정기, UTM(Universal Testing Machine) 및 경도계
를 사용하여 가황특성, 표면자유에너지, 인장강도, 모듈러스
및 경도와 같은 물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분산상태를
SEM으로만 확인6,7한 경우와 다르게 표면 자유에너지를 통하
여 NR 기질내에서의 Organo-MMT의 분산력, 인장강도, 인장
응력 및 신장율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Ⅱ. 실

A: Conventional Composites

C: Ordered Exfoliated
Nanocomposites

B: Intercalated Nanocomposites

D: Disordered Exfoliated
Nanocomposites

Figure 1. Schematic comparison of conventional composite on
nanocomposite.

험

1. 재 료
NR은 EC21사의 SMR CV 60을 사용하였으며 MMT는 양이
8
온 교환능[Cation Exchange Capacity(CEC)]이 187 meq/100 g인
SOUTHERN CLAY PRODUCTS사의 ClositeⓇ Na+인 Na+-MMT
를 사용하였다. 유기화제는 Octylamine(OA)은 DAEJUNG사의
것을 사용하였고 Dodecylamine(DA)은 Junsei사의 것을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Dimethyldodecylamine(DDA)과 Octadecylamine(ODA)은 ACROS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Hydrochloric
acid은 DAEJUNG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증류수는 2차 증류수
를 사용하였다. 기타 첨가제인 카본블랙, 산화아연, 스테아르
산, 산화방지제(BHT; 2,6-di-t-butyl-4methylphenol), 황, 가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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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제(TBBS; N-tert-butyl-2-benzothiazyl sulfenamide)를 사용하
였다

Item NR/Na+ NR/OA NR/DDA NR/DA NR/ODA
Ingredient
-MMT -MMT -MMT -MMT -MMT

2. 클레이의 유기화

NR

+
본 연구에서는 Na -MMT을 양이온 교환반응으로 유기화하
였다. 먼저, 10 g의 Na+-MMT을 500 ml의 증류수와 혼합한
후 80 ℃에서 6시간동안 강렬히 교반시켜서 Na+-MMT를 팽윤
시켰다. 이 때 250 ml의 증류수에 OA, DDA, DA, ODA 2.5
g을 각각 넣고 HCl 2 g을 혼합하여 80 ℃에서 6시간 교반한
각각의 아민용액을 팽윤된 Na+-MMT 용액에 각각 넣어 80 ℃
에서 7시간동안 강렬히 교반하여 Organo-MMT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Organo-MMT는 미 반응한 염소이온을 제거하기 위하
여 2차 증류수로 세척하여 60 ℃에서 건조시켰다. OrganoMMT 제조에 사용한 아민의 종류와 조성 그리고 혼합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NR/MMT 나노복합체의 제조

3. X-ray 회절분석
NR/MMT 나노복합체에서 충전제로 작용하는 유기 층상화
합물인 MMT와 복합체내의 MMT의 층간 거리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해 파장이 1.54056 Å이고 CuK α radiation을 사용하는
Philips사의 XRD(X-ray Diffractometer, X-pert)를 사용하였다.
tube voltage는 40 kV, tube current 40 mA, step size 0.025°, time

Table 1. The Recipe of the Organo-MMT

(Unit: g)

Organic Agent
Ingredients
H2O Na+-MMT HCl
Sample
OA DDA DA ODA
OA-MMT
DA-MMT
ODA-MMT

2.5
750

10

+

100

Na -MMT

10

-

-

-

-

OA-MMT

-

10

-

-

-

DDA-MMT

-

-

10

-

-

DA-MMT

-

-

-

10

-

ODA-MMT

-

-

-

-

10

Carbon black

40

ZnO

5

Stearic acid

1

Antioxidant

1

Sulfur
Accelerator

1.4
1

per step 2 sec, scanning range 1.5 ~ 10°로 측정하였다.

NR/MMT 복합체는 먼저 분산성을 고려해 two-roll mill에
NR/Organo-MMT 컴파운드를 5분간 혼합한 후 카본블랙과 함
께 10분간 혼합하여 마스터 배치를 제조하였다.
Two-roll mill에서 10분간 충전제 외에 1차 첨가제인 산화아
연(Zno), stearic acid(S/A), 산화방지제(BHT: 2.6-di-t-butyl-4methylphenol)의 순서로 마스터 배치에 첨가하였다. 가교제인 황
(S)과 benzothiazole 계 촉진제(TBBS; N-t-butyl benzothiazole-2-sulfenamide)를 첨가하여, 마스터 배치와 함께 혼합하였
다. 상술한 바에 따른 실험 배합표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DDA-MMT

Table 2. The Recipe of the NR/MMT nanocomposites
(Unit: phr)

2

2.5

4. 구조 분석
Fourier transformed infrared (Perkin-Elmer Spectrum 2000,
FT-IR)을 사용하여 유기화된 점토 층간에서 유기물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대기상태에서 680~4000의 Wavenumber(cm-1)범
위로 측정하였다.
5. 모폴로지
NR 매트릭스 내 충전제의 분산 정도와 단면의 크랙 성장성
을 관찰하기 위해 표면과 파단면을 각각 SEM(JSM-7000F,
JEOL)를 이용하여 30 mA, 150 sec의 조건으로 Au-coating 처리
한 후 2만배와 9만배로 각각 관찰하였다. 조성물의 파단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절단면의 표면을 금코팅 후, 모폴로지를 관
찰하였다.
6. 가황특성
Two-roll mill에서 제조된 고무 배합물을 curemeter(MYUNGJI Tech, ODR 2000)에서 진동 각도 1°, 온도 160 ℃에서 미
가황 고무 시편의 토크 값을 21분간 측정하여 스코오치 시간
(t10)과 적정 가황 시간(t90)을 결정하였으며 최대 토크 및 최소
토크를 확인하였다.
7. 표면 자유에너지

2.5
2.5

NR/MMT 나노복합체의 표면자유에너지(γs)는 표면 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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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rface free energy characteristics of testing liquid

o

(d) 19.04 A

SP
γL
2

γL
[mJ/m2]

[mJ/m ]

γL
[mJ/m2]

Water

21.8

51.0

72.8

Diiodomethane

50.42

0.38

50.8

γLL: London dispersive component
γLSP: specific (or polar) component
γL: surface energy

을 알고 있는 액체와 고체간의 접촉각을 측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접촉각 측정을 하기 위해서 SEO사의
Seo 300A 접촉각 측정기를 사용하여 sessile drop method9으로
측정하였다. 접촉각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젖음액으로는 극성
용매 증류수와 비극성용매 diiodomethane을 사용하였으며, 각
시편에 대해 10번 측정하였다. Table 3 에 본 실험에 사용한
용액에 대한 계면 장력과 각각의 성분들의 특성 값을 나타내
었다.
8. 기계적 물성
8.1 인장강도 및 모듈러스

ASTM D412에 따른 덤벨 모양의 시편으로 인장강도, 300%
인장응력 및 신장율을 행하였다. UTM(Toyo Baldwin Co. model UTM-Ⅲ-500)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Cross head speed를
50mm/min로 하여 측정하였다. 7회 실험을 실시하여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취하였다.
8.2 경 도

제조된 시편의 경도는 KS M 6518에 따라 경도시험기
(WALLACE INSTRUMENT. model Micro Hardness Tester-H12)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7번 실험한 결과의 평균값을 취하
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Organo-MMT 및 NR/MMT 나노복합체의 XRD 분석
+
본 연구에서는 Na -MMT를 유기화 반응시킨 Organo-MMT
의 층간거리 변화와 NR/MMT 나노복합체의 층간거리 변화를
XRD 패턴으로 확인하였다. 실리케이트 층간의 간격변화는
회절실험의 결과인 결정면에 대한 밀러 지수(001) 피이크로부
터 Bragg 식(d=nλ/2sinθ)을 이용하여 실리케이트의 층간거
리를 계산하였다.
Figure 2는 Na+-MMT에 유기화 반응시킨 Organo-MMT의
XRD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Na+-MMT의 회절피크는 2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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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D pattern of (a) Na+-MMT (b) OA-MMT (c)
DDA-MMT (d) DA-MMT (e) ODA-MMT.

Table 4. Scorch Time and Optimum Time of the NR/MMT nanocomposites
(Unit: sec)
Nanocomposites

Scorch Time
(t10)

Optimum Time
(t90)

+
NR/Na -MMT

284

611

NR/OA-MMT

243

481

NR/DDA-MMT

264

500

NR/DA-MMT

278

590

NR/ODA-MMT

251

512

=7.3°(d=12.12 Å)에서 나타났으며 OA-MMT의 2θ는 6.23°
(d=14.19 Å), DDA-MMT의 2θ는 4.82°(d=18.33 Å), DA-MMT
의 2θ는 4.64°(d=19.04 Å), ODA-MMT의 2θ는 3.60°(d=24.53
Å)의 2θ값에서 특성 피크 값을 보여주었다. 이로부터 유기
화 부분이 도입된 합성한 유기화 점토는 점토층의 층간
(interlayer) 거리를 확장시켜 고분자 사슬의 삽입이 용이한 유
기화 점토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10 특히 알킬암모늄 이온의
사슬길이가 가장 긴 ODA로 유기화 시킨 ODA-MMT의 층간거
리가 가장 넓었다. 이는 사슬의 길이가 서로 다른 알킬아민들
을 양이온 교환 반응에 의하여 점토 층 사이에 흡착시킨 유기
화 점토의 경우에 층 사이에 흡착된 사슬의 길이에 따라 사슬
구조와 배열형태 그리고 층간 간격이 불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는데11 실리케이트 층에 존재하는 음이온과 이온결합을 형
성하기 위하여 층 사이에 끼어든 알킬사슬에 의한 층간거리는
알킬아민의 탄소 수가 10개일 때까지는 13.82 Å(2θ=6.4°) 일
정하다가 알킬아민의 탄소 수가 12와 18일 때는 각각 16.68과
23.87 Å로 (2θ=5.3°과 3.7°) 증가하게 된다.12 이는 사슬길이
와 packing 밀도 등에 따라 흡착된 사슬들이 monolayer, bilayer,
paraffin-type 등의 서로 다른 배열형태들을 가지기 때문이
다.13,14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실험에서도 비슷한 값을 가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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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길이가 짧을 경우(탄소 수<12) 사슬들이 옆으로 누워있는
lateral monolayer 형태가 되며 사슬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점토
층 음이온에 흡착된 사슬들이 전부 monolayer 형태로써 층
사이에는 누워있기에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알킬사슬들이 바
닥으로부터 들려져 층 간격이 증가하는 것15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3는 컴파운딩법으로 제조한 NR/MMT 나노복합체의
XRD결과로써 Na+-MMT와 Organo-MMT 층간거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Na+-MMT는 12.12 Å에서 46.22 Å으로 증
가하였는데 이는 극성 성질을 가진 MMT 사이에 비극성 성질
인 고분자 사슬의 삽입이 어렵기 때문에 첨가제로 사용한
Stearic acid가 MMT의 층간사이를 팽창시켜 증가한 것16으로
판단된다. OA-MMT는 14.19 Å에서 47.98 Å으로 증가하였고
DDA-MMT는 18.33 Å에서 50.16 Å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DA-MMT는 19.04 Å에서 54.83 Å으로 ODA-MMT는 24.53
Å에서 56.59 Å으로 층간거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통하여 고분자 사슬이 실리케이트 층간으로 삽입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R/MMT 나노복합체의 증가된 층간 거리를
보면 이는 MMT의 층간거리가 증가하는 순서와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MT의 층간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56.59Å

Intensity

54.83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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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R/DA-MMT

47.98Å

(c) NR/DDA-MMT

46.22Å

(b) NR/OA-MMT

고분자 사슬의 삽입이 용이해져 NR/MMT 나노복합체의 층간
거리 또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θ≒1.7°부근에서
의 NR/DA-MMT, NR/ODA-MMT의 피크의 크기는 NR/Na+MMT, NR/OA-MMT, NR/DDA-MMT보다 크다. 이것 또한 층
간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커진 것과 동일 이유인 것으로 판단
된다. Figure 3에서 NR/Na+-MMT에 나타난 2θ 값을 NR/OAMMT, NR/DDA-MMT 및 NR/DA-MMT와 비교했을 때
NR/Na+-MMT, NR/OA-MMT, NR/DDA-MMT 및 NR/DA-MMT
의 회절 피크는 2θ≒1.7°, 6.0° 두 개의 피크를 가지는데 2θ≒
1.7° 부근에서의 피크는 고분자 사슬의 층간삽입을 간접적으
로 확인하며 2θ≒6.0°이는 가교 시 높은 압력과 열로 인해
일부 클레이의 silicate layers 사이에 존재하는 알킬암모늄 사
슬이 빠져나감으로 인해 층간 거리가 좁아진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현상은 Fornes 등에 의해 보고17된 바와 동일한 결
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하였다.
2. Organo-MMT 및 NR/MMT 나노복합체의 FT-IR 분석
+
본 연구에서 사용한 Na -MMT는 층상 규산염으로 표면에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Na+-MMT는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
분의 고분자가 Na+-MMT 층사이로 쉽게 삽입 되는데 불리하
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Na+-MMT의 대표적인 특성인 양이온
교환반응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MMT를 친유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4,18 클레이는 클레이 층 표면에 Na+ 양전하를 포
함하고 있어 알킬암모늄 이온들은 Na+와의 양이온 교환을 통
해 나노미터 크기의 점토 층 사이에 도입될 수 있으며19 친수
성인 점토 표면을 소수성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20
Figure 4은 Na+-MMT에 알킬암모늄 사슬의 도입을 확인하
기 위한 FT-IR 결과이다. 먼저 Na + -MMT와 OA-MMT,

+

(a) NR/Na -MM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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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XRD pattern of NR/MMT nanaocomposites containing
MMT: (a) Na+-MMT (b) OA-MMT (c) DDA-MMT (d) DA-MMT
(e) ODA-MMT.
Table 5. Cure Properties of the NR/MMT nanocomposites
(Unit: lb-in)
Nanocomposites

Tmax

Tmin

+

NR/Na -MMT

28

3.8

NR/OA-MMT

29.8

6.4

NR/DDA-MMT

30

5.2

NR/DA-MMT

29.1

6.8

NR/ODA-MMT

28.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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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T-IR of (1) Na+-MMT (b) OA-MMT (c) DDA-MMT
(d) DA-MMT (e) ODA-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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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MMT, DA-MMT 및 ODA-MMT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Na+-MMT에는 나타나지 않은 네 개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다.
2930 cm-1과 2851 cm-1 부근에서 보이는 흡수 피크는 C-H
stretching21를 1507 cm-1 부근에서 보이는 흡수 피크는 N-H
bending21으로 확인된다. 또한 1470 cm-1에서 보이는 흡수 피크
는 -CH2- bending21으로부터 확인된다. 따라서 OA-MMT의
2933 cm-1, 2860 cm-1, 1508 cm-1 및 1467 cm-1의 흡수 피크와
DDA-MMT의 2924 cm-1, 2852 cm-1, 1507 cm-1및 1467 cm-1의
흡수피크, 그리고 DA-MMT의 2924 cm-1, 2852 cm-1, 1506 cm-1
-1
-1
및 1467 cm 의 흡수 피크와 ODA-MMT의 2920 cm , 2848
-1
-1
-1
cm , 1506 cm 및 1469 cm 에서의 흡수 피크로 부터
Na+-MMT에 알킬사슬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유기화 처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SEM을 통하여 뭉친 정
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Figure 5은 NR/Na -MMT, NR/OA-MMT, NR/DDA-MMT,
NR/DA-MMT 및 NR/ODA-MMT를 2만배와 9만배로 확대한
사진으로 NR 매트릭스에 Na+-MMT 및 Organo-MMT가 분산
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Organo-MMT을 사용한 경우는 몇몇
작은 응집체들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클레이의 크기가 균일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Na+-MMT을 사용한 경우는 전체
적으로 거칠고 많은 뭉침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Organo-MMT를 분산한 NR/OA-MMT, NR/DDA-MMT,
NR/DA-MMT 및 NR/ODA-MMT 중에서도 NR/ODA-MMT는
부분적인 뭉침 현상이 보다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4. NR/MMT 나노복합체의 가황특성

3. NR/MMT 나노복합체의 SEM 분석
NR/MMT 나노복합체는 XRD결과만으로 모폴로지 차이를

유기화 처리를 하지 않은 Na+-MMT와 유기화 처리한 MMT
를 NR에 분산한 복합체를 ODR(Oscillating Disk Rheometer)을

(1) NR/Na+-MMT nanocomposites

(2) NR/OA-MMT nano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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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R/DDA-MMT nanocomposites

(4) NR/DA-MMT nanocomposites

(5) NR/ODA-MMT nanocomposites
Figure 5. SEM photographs of NR/MMT nanocomposites containing MMT: (1) Na+-MMT (2) OA-MMT (3) DDA-MMT (4)
DA-MMT (5) ODA-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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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lb-in)

phobic 특성, 산-염기 상호작용, electron acceptor-donor parameter, van der Waals힘, 열역학적 파라미터 등을 알아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면장력, 표면 자유에너지, 접촉각에 관한 식에
대해 살펴보면, 1960년대 Fowkes25 는 극성 액체의 표면장력과
극성 고체의 표면 자유에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제
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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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heograph of the NR/MMT nanocomposites.

통하여 가황시간 및 가황도의 척도가 되는 토크 값을 측정하
였다.
ODR로 측정한 NR/MMT 나노복합체의 가황 레오미터와 스
코오치 시간(t10) 및 적정가황 시간(t90)을 Figure 6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먼저 유기화 처리가 되지 않은 MMT을 충전제로
사용한 NR/Na+-MMT 보다 유기화 처리한 MMT을 사용한
NR/OA-MMT, NR/DDA-MMT, NR/DA-MMT, NR/ODA-MMT
의 스코오치 시간은 NR/OA-MMT < NR/ODA-MMT < NR/
DDA-MMT < NR/DA-MMT < NR/Na+-MMT 순서로 짧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적정가황 시간은 NR/OA-MMT
< NR/DDA-MMT < NR/ODA-MMT < NR/DA-MMT < NR/
Na+-MMT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기화
처리된 MMT층에 있는 아민 그룹이 황의 개환속도를 촉진22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Organo-MMT
를 첨가한 복합체가 Na+-MMT를 첨가한 복합체보다 t10과 t90
이 짧아지는 것23으로 판단된다.
NR/MMT 나노복합체들의 최대 토크 값을 비교해 보면
NR/DDA-MMT > NR/OA-MMT > NR/DA-MMT > NR/ODAMMT > NR/Na+-MMT의 순으로 NR/Na+-MMT 복합체의 토크
값이 다소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EM를 통해
서 알 수 있듯이 고무 기질 내에서 유기화 처리하지 않은
Na+-MMT가 유기화 처리한 Organo-MMT보다 고무 기질 내에
서 일부 뭉쳐 있는 형태의 클레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클레이들로 인하여 고무와 황의 가교 시, 가황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황제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
하여 최대 토크 값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5. NR/MMT 나노복합체의 표면 자유에너지 측정
고분자 재료에 관한 표면화학에는 각종의 극성과 비극성
액체를 이용한 접촉각 측정24,25으로 부터 hydrophilic-hydro-

여기에서, γ는 액체의 표면장력 또는 고체 표면 자유에너지,
d는 분산성, i는 유도쌍극자-쌍극자, o는 쌍극자-쌍극자, h는
수소결합, π는 π결합을 나타낸다.
위 식을 다음과 같이 London 비극성 요소(위첨자:L)와 극성
(specific or polar, SP)요소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은 표면자유에너지,  는 London 인력에 대한
van der Waals힘을 나타내며, 
 는 물리적 상호작용(Debye
및 Keesom 인력에 해한 van der Waals, 수소결합 그리고 다른
작은 극성 효과)의 모든 극성 요소를 나타낸다.
고체표면상에서 크게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가지 이상의 액
체를 사용하여 얻은 접촉각을 Owens와 Wendt26 그리고 Wu27
은 Fowkes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하였다.

  
·  

 ·

하첨자는 L은 액체, S는 고체를 나타낸다.
두 가지 액체에 대하여 상기 식들을 연립하여 정리하면 구
하고자 하는 표면자유에너지인  과  에 대한 식을 다음과
28

같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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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θ는 접촉각을 나타낸다.
Figure 7은 MMT 종류에 따른 나노복합체의 표면자유에너
지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표면 자유에너지 그래프
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NR/DDA-MMT > NR/OA-MMT >
+
NR/DA-MMT > NR/Na -MMT > NR/ODA-MMT 순으로 NR/
DDA-MMT의 표면 자유에너지가 가장 크게 나타내었으며, 표
면 자유에너지 값의 증가에 따라 비극성 요소 값도 증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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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nsile strength, 300% Modulus and elongation of the
NR/MMT nano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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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Na -MMT

24.08

7.63

596.76

NR/OA-MMT

24.47

7.89

603.24

NR/DDA-MMT

25.24

7.92

622.34

NR/DA-MMT

24.18

7.85

598.12

NR/ODA-MMT

21.17

7.18

5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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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ariation of surface free energy of NR/MMT nanocomposites.
Hardness, IRHD/N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극성 요소보다는 비극성 요소인
NR과 MMT 분자간 상호확산의 분산력에 더 크게 작용하여
표면 자유에너지 값이 향상된 것29,30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낸 표면 자유에너지 그래프로부터 NR/MMT
나노복합체의 표면 자유에너지는 MMT 분자간 상호확산의
분산력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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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R/MMT 나노복합체의 기계적 물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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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Hardness of the NR/MMT nanocomposites.

6.1 인장강도 및 모듈러스

복합재료의 Hydrodynamic 보강은 충전제 부피 분율 및 형상
계수의 함수로써 충전제 부피 분율 및 형상 계수의 함수로써
충전제의 표면적, 표면에너지 및 응집체 구조에 영향을 받는
다.31 즉, NR/MMT 나노복합체는 MMT에 의해서 전표면적의
현저한 증가와 입자간의 거리의 감소가 일어나 입자간의 상호
작용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이로 인해 표면 자유에너지는 크게
증가하여 낮은 함량에도 각종 물성에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오
게 된다.
Table 6은 컴파운딩법으로 제조한 NR/MMT 나노복합체의
인장강도 및 모듈러스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NR/DDA-MMT
> NR/OA-MMT > NR/DA-MMT > NR/Na+-MMT > NR/ODAMMT 순으로 NR/DDA-MMT의 인장강도, 인장응력 및 신장율
이 가장 큰 값을 보였다. 또한 유기화 처리 하지 않은
NR/Na+-MMT는 NR/ODA-MMT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ODA-MMT의 전체적인 분산이 Na+-MMT보다 잘되었으
나 앞서 나타낸 SEM의 결과와 같이 부분적인 뭉침현상으로
인해서 인장강도, 인장응력 및 신장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이 값은 앞서 언급한 표면 자유에너지 값의 크기순서
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MMT 분자간 상호확산
의 분산력에 의한 표면 자유에너지 증가로 인해서 계면에너지

의 증가가 물성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2 경 도

Figure 8은 MMT의 종류에 따른 NR/MMT 나노복합체의 경
+
도를 나타낸 것이다. NR/MMT 나노복합체의 경도는 NR/Na MMT < NR/OA-MMT < NR/DDA-MMT < NR/DA- MMT <
NR/ODA-MMT 순서로 증가하였으며 NR/Na+-MMT가 가장 낮
+
은 경도를 보였다. 이는 Na -MMT 층의 표면이 양이온이나
히드록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친수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친유성인 NR 매트릭스와는 아주
18
+
열악한 상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NR과 Na -MMT사이에
void나 debonding 현상으로31,32 NR/Na+-MMT의 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R/OA-MMT, NR/DDA-MMT,
NR/DA-MMT, NR/ODA-MMT의 경도는 앞서 언급한 OrganoMMT의 층간거리가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서 경도가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Ogarno-MMT의 층간이 넓어짐
에 따라 고분자사슬의 삽입이 더욱 용이해져 전표면적의 현저
한 증가와 입자간의 거리의 감소로 인해 경도가 증가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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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

본 연구에서는 Na -MMT를 OA, DDA, DA, ODA로 유기화
처리한 Organo-MMT의 층간거리는 아민의 알킬 암모늄 이온
의 사슬길이가 커질수록 증가하였다. FT-IR 결과로 부터
Na+-MMT 층간에 알킬사슬의 도입을 확인하였으며 알킬사슬
의 도입에 의한 NR 고분자사슬의 층간삽입이 용이해져 층간
거리가 56.59 Å으로 증가한 NR/ODA-MMT의 층간거리가 가
장 컸다. NR/Organo-MMT 나노복합체의 적정가황 시간은
Organo-MMT의 아민 그룹이 황의 개환 속도를 촉진시켜 단축
되었다. NR/MMT 나노복합체의 표면 자유에너지는 NR/
DDA-MMT > NR/OA-MMT > NR/DA-MMT > NR/Na+-MMT
> NR/ODA-MMT 순으로 MMT 분자간 상호확산의 분산력에
의해 표면 자유에너지가 증가하였고 SEM 결과에서도 DDAMMT의 분산상태가 가장 좋았다. 또한 표면 자유에너지 증가
에 의해 인장강도 및 모듈러스가 증가하였다. 또한 경도는
NR/Na+-MMT < NR/OA-MMT < NR/DDA-MMT < NR/DAMMT < NR/ODA-MMT 순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MMT의
층간거리 크기순서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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