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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열가소성 탄성체(thermoplastic elastomer, TPE)는 학술적 기초 및 응용은 물론이고 산업적,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기 소재의 하나이다. TPE는 블록 공중합체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고분자분야에서도 중요한 한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황 고무가 갖고 있는 성질과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보이는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블록과 그라프트 공중합체, 이들 혼합물, 가황 물질에서 비롯된 일련의 성질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소재의
중요성은 출판되는 간행물(논문, 특허, 보고서 등)의 수에서도 알 수 있다. 'thermoplastic elastomer'를 키워드로,
열가소성 탄성체의 개념이 들어간 간행물의 숫자를 SciFinderScholar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1939년 ~ 2010년
7월 10일 사이에 18,508편에 이르렀으며, 특히 1990년 중반부터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열가소성 플라스
틱의 성질과 가교탄성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TPE의 영역을 설명할 때 과학적, 기술적, 상업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보문에서는 TPE의 역사적인 관점을 먼저 설명하고, 화학적, 구조적 및 모폴러지 연구 동향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주요 제조법과 현대적 분석 기술을 다룰 것이다. 이어 TPE의 성질과 가공성, 유기소재 사이에서의
입지와 응용에 대해도 분석한 후,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Much interest on the thermoplastic elastomers (TPEs) has recently been attracted in commercial fields as
well as scientific and applied researches. The TPE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 area especially in relation with block
copolymers as well as many other polymeric materials, since they show interesting features displayed by the conventional
vulcanized rubber, and at the same time, by the thermoplastics. In addition, they are characterized by a set of interesting
properties inherent to block and graft copolymers, variety of blends and vulcanized materials. The importance of TPE as
organic materials can be evaluated by the number of published reports (papers, patents, technical reports, etc). The input
of the concept ‘thermoplastic elastomer’ to SciFinderScholar yields 18,508 results between 1939 and July 10, 2010, and
the number increased exponentially after the mid of 1990. For the suitable introduction of the TPE, historic, scientific,
technical and commercial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is review article starts with a brief discussion
on historical considerations, followed by a introduction of the main preparations and analytical techniques utilized in chemical,
structural, and morphological studies. The properties, processing tools, the position among organic materials, and applications
of TPEs are also briefly reviewed. Finally, the most probable trends of their future development are discussed in a short
final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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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TPE 약사(略史)
열가소성 탄성체(thermoplastic elastomer; TPE) 소재와 관련
역사를 논하기 전에 이 소재의 중요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thermoplastic elastomer’를 키워드로, 열가소성 탄성체의 개념
이 들어간 간행물의 숫자를 SciFinderScholar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Figure 1에 나타냈듯이 1939년에 시작된 연구를 기점
으로 2010년 7월 10일까지 출판된 간행물의 총 수는 18,508편
으로, 특히 1990년 중반부터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TPE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전통적인 가황고무 대비 TPE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Table 1에 나타냈듯이 우수한 탄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성형과 재
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처함과 동시에 가황 고무에 상응하거나 뛰어난 성능
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TPE의 실질적 탄생은 블록과 그라프트 공중합체의 도래와
함께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구조적으로
연질상과 경질상이 뚜렷하게 분리되는 TPE의 기본적인 특성
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TPE 소재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고비점 액체에 의해 가소성을 가지게 되는 PVC는 종종 TPE
전구체의 하나로 여겼다. 다이올과 다이이소시아네이트를 반
응시켜 고분자 생성물을 얻은 반응은 TPE 발전에 있어서 중요
한 토대가 되었다.1,2 이 탄성체는 매우 빠른 탄성회복과 좋은
가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과 산업현장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Figure 2). 두 단계 과정으로 합성되
는 이 TPE가 시장에 소개되었을 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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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같은 방법에 의해 테레프탈산/옥탄디오익산(octanedioic acid)/프로판-1,3-디올 및 테레프탈산/에탄-1,2-디올을 중
축합하여 폴리에스터 기반 TPE 합성이 연이어 시도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3 얻어진 두 가지의 중축합물을 혼
합, 반응시키면 탄성체와 플라스틱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TPE
가 얻어지며, 용융상태에서 압출할 수 있고, 용액 상태로 스핀
가공할 수 있다 (Figure 3). 이렇게 제조된 생성물과 폴리우레
탄에 기초한 다른 탄성체가 1950년대에 특허를 획득하였고,3,4
화학적으로 가교하지 않아 완전한 용해도를 가짐에도 불구하
고 가황고무의 거동을 보였다. 이러한 탄성체들은 이미 알려
져 있는 방법으로 제조되었지만 천연고무나 합성고무에서 발
견되지 않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화학분야, 구조와
모폴러지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창출해냈다.
Szware 등이 음이온 리빙 중합을 발명하였을 때, 완전히 새
로운 개념의 제조법을 제안하였고,5,6 이로 인해 TPE의 연구는
발아 단계에서 성장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들은 sodiumnaphthalene diinitiatior를 사용, 잘 정의된 구조를 가진 TPE인
poly(styrene-b-isoprene-b-styrene)을 최초로 제조하였다.
Naphthalene - + Phenanthrene ⇆ Phenanthrene - + Naphthalene (1)

여기에서 나프탈렌 음이온이 전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하며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스티렌의 중합과 연이어 이소프렌의
중합을 수행할 수 있다.
Naphthalene - + Styrene → Styrene - + Naphthalene

(2)

그러나, 대부분의 폴리이소프렌 단위체는 약한 탄성을 가진
3,4-구조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는 크지 않았다. 알킬 리튬을
개시제로 사용해야 화학적 가교가 없어도 매우 좋은 인장강도
Table 1. A Summery of Some of the Main Benefits of TPE against
Traditional Crossed-linked Rubbers
Benefits over vulcanized rubber Consequences of the benefits
Fast thermoplastic processing Lower production costs
Standard thermoplastics
equipments

Thermoplastic processors to
enter new markets

No post mould curing of parts Higher productivity
Supplied in form ready to use Higher quality consistency
No plasticizers

Performance not change by
migration and no contamination

Lower density

Lighter components

Often lower material price
Use of regrinds
versus high performance rubbers
Figure 1. Number of publication according to year, investigated
by using SciFinderScholar until July10, 2010.

Recyclable

Meets environment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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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typical polyurethane based thermoplastic elastomers consisting of hard and soft segments and their
applications.

Figure 3. Stiffness versus temperature curve describing the thermoplastic and thermoset elastomers showing both plastic and elastomer properties.

와 신장율, 빠른 탄성회복능력을 갖춘 원래의 TPE 성질을 가
진 poly(styrene-b-isoprene-b-styrene)과 poly(styrene-b-butadieneb-styrene) (SBS)을 제조할 수 있었다. 1966년 Bailey 등7이 이러
한 상업적 가치가 있는 TPE 소재를 최초로 제조하였고, 1967
8
년 Holden 등 이 더욱 발전시켜, 다른 블록 공중합체의 제조로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이 시점부터 상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TPE 관련 과학과
기술도 함께 발전하여 새로운 재료 영역을 창출하기에 이르렀
다. 여러 상을 가진 TPE 재료는 화학분야뿐만 아니라 구조와
모폴러지 분야에까지 이론적, 실험적 연구 동기를 유발시켰

다. 특히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단량체(M-class) 고무(EPDM)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열가소성 탄성체의 논리적 관점을 완성
시킨 Tobolsky는 TPE의 역사를 언급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인물
9
이다. 그의 기초 연구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합성법으로 TPE
의 특성을 지닌 여러 가지 TPE가 제조되었고, 일부는 상업화
되었다. Figure 4에 현대적 개념의 EPDM의 화학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상업화된 제품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1962년에
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 비결정성 블록으로 랜덤 에틸렌-프
로필렌 공중합체, 경질 블록으로써 선형의 폴리에틸렌 또는
이소탁틱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는 새로운 공중합체가 합성
되었으며, 이와 같은 신재료도 TPE가 보이는 전형적인 성질을
보임을 밝혀냈다.10
최초의 폴리우레탄 상업 시료는 1940년대 초에 탄생하였으
며, 새로운 섬유 제조를 목적으로 하였다.2 발명 초기 이 시료
가 갖는 탄성에 대한 대략적 설명이 시도되었으나,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탄성체에 대한 본격적 과학적 접근은 1940
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11 Otto Bayer 등은 1950년에 처음으
로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TPU의 거동을 분석하였고, 선형 폴
리우레탄 제조에 성공하면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을 얻기 위
해 사용한 일반적인 과정을 발표하였다.12 α,β-dihydroxypolyester (또는 폴리에테르)와 과량의 디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으로 α,β-diisocyanate 고분자 전구체를 제조하였고, 물
을 사용하여 우레아 결합을 형성한 후, 추가로 첨가된 디이소

Present and Future of Thermoplastic Elastomers As Environmentally friendly Organic Materials

시아네이트와 반응하였다. 폴리우레탄의 현대적 화학은 저분
자량 디올 첨가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난 후 확실히 정립되었
다. 즉, 처음으로 중첨가법이 체계적으로 이용되고, 중합법이
정립되었다. 물리적 가교를 이해하는 것은 화학적 가교를 이
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였다. 이 특이한 현상은 초기에 “가상
가교 탄성체”로 불렸다.13 이후 길고 연질 블록으로 이루어진
TPE 사슬이 탄성을 부여하고, 경질 부분이 다른 고분자를 서
로 연결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블록은 서로 비상용성
을 보이기 때문에 국부적 미세영역을 형성한다 (Figure 5). 이
러한 미세상 분리를 “분결(segregation)”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정립된 기초적 연구를 중축합의 논리적인 전개에
도 적용, poly(amide-b-ester),14 poly(amide-b-ether)15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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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oly(ether-b-ester) (TPEE) 와 같은 매우 중요한 TPE를 제조하
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TPEE의 설계, 합성이 가능하며, 연성
및 경성 부분의 종류와 사슬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물리적, 화
학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으며[식 (3)과 (4)], 대개 생분해성,
생체적합성을 보인다.

(3)

(4)

최근에는 양이온 중합, 라디칼 중합, 화학적 개질, 효소 촉매
또는 미세 유기체와 같은 고분자 화학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TPE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할로젠을 함유한 폴리올레핀

Figure 4. Chemical structure of EPDM and its commercialized
products with various colors.

Figure 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thermoplastic elastomer
showing segregation and TEM micrograph of TPE stained with
RuO4 vapor, showing dispersed crystalline rigid segment domains.

Figure 6.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ynthesis of poly(amide-b-ether) by esterificati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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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초로 한 탄성체와 동적 가황에 의해 만들어진 탄성체
또한 TPE 군에 속한다.17 이러한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기술
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다.

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과정 사이에 명확한 구분
은 없다. TPEE 또는 poly(ether-b-amide)에서 사용한 두 작용기
의 올리고에테르는 개환중합을 통해서 제조할 수 있고, 이후
다른 올리고머와 함께 중축합할 수 있다[식 (6)].18

Ⅱ. 친환경 열가소성 탄성체 제조법
TPE 화학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였으며, 본 절에서
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중축합법, 중첨가법, 그리고 화학적
개질 방법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볼 것이다. 블록공중합체를 주
로 다루겠지만 그라프팅, 동적 가황과 같은 다른 몇몇 공정과,
현재 경향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블록 공중합체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필수적
경로를 거쳐야 한다. (i) 두 개의 작용기를 가진 올리고머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ii) 두
개 또는 다른 두 작용기의 올리고머가 서로 반응하거나 재조
립제(coupling agent)와 반응한다 [식 (5)]. 때로 앞서 제조된
고분자 전구체의 존재 하에서 두 번째 블록이 제조될 수 있다.

A A

M1

* M1 (M1) p A A (M1)qM1*
M2

* (M2)r (M1)p+1 A A (M1)q+1(M2)t*

(5)

여기에서 A-A 는 개시제이다.
경로 (i)은 주로 사슬 중합(음이온, 양이온, 그리고 정밀 라디
칼 중합법)으로 제조하고, 두 번째 과정 (ii)는 중축합과 중첨가

(6)

1. 리빙 음이온 중합
리빙 음이온 중합은 SBS나 poly(styrene-b-isoprene-b-styrene)
과 같은 블록 공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폴
리실록산 블록을 갖는 공중합체나 poly(α-methylstyrene-b-propylene sulfide-b-α-methylstyrene)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경우에 고진공 설비를 갖추지 않고 불활성 기체 없이도 음이
온 중합이 가능해졌다.19 Poly(styrene-b-butadiene-b-methylmethacrylate)와 같이 에스터 블록을 함유한 공중합체를 일련
의 음이온 중합을 통해 합성하였고, 이 중합체의 구조와 기계
적 물성은 SBS 삼원공중합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진
다. SBS를 알킬메타크릴레이트 블록으로 말단기를 치환하여
오원블록 공중합체를 제조할 수도 있다. TPE는 음이온 개환중
합 (ring open polymerization; ROP)으로도 제조할 수 있다. 두
개의 분리된 유리상을 가진 생분해성 공중합체인 poly((L-lactide)-b-polyisobutylene-b-poly(L-lactide))를 예로 들 수 있다
(Figure 7).20

Figure 7. Syntheses of poly((L-lactide)-b-polyisobutylene-b-poly(L-lactide)) triblock copolymer by tin(IV)octoate mediated anionic
ring opening polymerization of L-lactide using hydroxytelechelic PIBs as init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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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빙 양이온 중합
Kennedy는 리빙 양이온 중합법을 사용하여 그라프트, 블록
공중합체 형태로 구성된 TPE를 제조하는 법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TPE의 중합에서 양이온 중합을 적용하는 것은 리빙
기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리빙 양이온 중
합은 리빙 음이온 중합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Kennedy가 개발한 기술은 3단계 반응으로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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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1 즉, (1) 정밀조절 개시과정, (2) 가역적 종결반응(유
사 리빙 시스템), (3) 정밀조절 사슬 전이단계로 나눌 수 있다
(Figure 8). 리빙 양이온 중합에 의한 TPE의 합성법에 관한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22 대부분은 스티렌계 TPE를 다루고 있
지만, 정교한 구조를 가진 TPE도 합성되었다. 폴리이소부틸렌
이 포함된 나뭇가지 모양의 폴리이소부틸렌-폴리스티렌 블록
공중합체도 합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음이온과 양이온 중합이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폴리이소

Figure 8. The basic reaction steps of living cationic polymerization. Living cationic polymerization is characterised by defined
and controlled initiation and propagation while minimizing side-reaction termination and chain transfer. Transfer and termination
do occur but in ideal living systems the active ionic propagating species are in chemical equilibrium with the dormant covalent
species with an exchange rate much faster than the propagation rate.

Figure 9. General ATRP reaction scheme. The uniformed polymer chain growth, which leads to low polydispersity, stems from
the transition metal based catalyst. This catalyst provides an equilibrium between an active, and therefore propagating, polymer
and an inactive form of the polymer; known as the dormant form. Since the dormant state of the polymer is vastly preferred
in this equilibrium, side reactions are suppressed. This equilibrium in turn lowers the concentration of propagating radicals, therefore
suppressing unintentional termination and controlling molecular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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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틸렌 사슬을 리빙 양이온 중합에 의해 제조한 후, 2,2-diphenylvinyl기로 변성시킨 후 금속화하여 반응을 종결한다. 이후
tert-butylmethacrylate를 음이온 중합하면 선형과 별모양의 블
록을 포함한 공중합체를 합성할 수 있다.23
3. 정밀 라디칼 중합
정밀 라디칼 중합(controlled radical polymerization; CRP)의
발명은 TPE 관련 화학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CRP중합법을 이용, 그라프트와 블록공중합체
를 제조할 수 있음이 1995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24 CRP
방법으로 극성 TPE와 같은 친환경적 소재를 쉽게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반응 혼합물에서 혼입될 수 있는 탈산소화
과정만 거치면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벌크 상태나, 유기
용매를 사용한 용액 중합, 심지어는 물에서도 합성할 수도 있
다. 원자 이동 라디칼 중합(at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
ATRP)은 여러 가지 CRP의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방법은 1995년 Sawamoto와 Matyjaszewski에 의
해 발명되었으며, 과량의 촉매를 사용, 중합 후 정제과정이
필요하다는 몇 가지 단점을 해결하면, 경제적이며 손쉽게 누
구나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실험실 규모에서는 매
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되었다. 특히 이 방법은 제조 방법론
에서 매우 까다로운 조절이 필요한 리빙 음이온 중합이나 리

빙 양이온 중합과 차별되며, 반응 기구를 살펴보면, 활성과
잠재 활성 상태 사이에서 평형을 이룬다 (Figure 9).25 촉매로는
대개 저렴한 가격의 구리 착물, 피리딘 기초 리간드와 할로겐
함유 알킬 개시제가 주로 이용된다.
ATRP는 단량체나 개시제에 있는 알릴, 아미노, 에폭시, 수
산 및 비닐기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기의 존재 하에서도 중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
면 리빙 중합체로서 전에는 실현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구조의
공중합체를 설계, 합성할 수 있다 (Figure 10).25 TPE의 성질을
보이는 poly[(methylmethacrylate)-b-(n-butyl acrylate)-b-(methyl
methacrylate)]와 같은 새로운 소재도 ATRP를 이용하여 제조
할 수 있다.26
4. 축합중합과 부가중합
축합중합에 의한 TPE는 크게 폴리우레탄계, 폴리에스테르
계, 폴리아미드계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탄성체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물성을 보인다 (Figure 11).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SBS로부터 공학용 플라스틱 범위의 공학용 열가소성 가황탄
성체(engineering thermoplastic vulcanizate; E-TPV)에 이르기
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TPE 소재의 합성,
물성, 분석 및 응용을 다루는 참고 서적이 최근 출판되었다.27
이 참고서적에서는 폴리에스테르 기초 TPE를 비롯 poly

Figure 10. Variety of polymer topologies achievable by using ATRP in the presence of various functional initiators contained
in simple molecules and polymer precursors. Wide range of molecular weight with narrow polydispersity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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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e-b-ether), 폴리우레탄 기초 소재 등 중요한 TPE의 축합
중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효소촉매나 미세유기체의
이용뿐만 아니라, 단량체로서 금속이 포함된 거대 고리화합
물, 곁사슬 액정, 금속함유초분자(metallo-supramolecule) 블록
공중합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 매우 유용한 참고 서적이라
할 수 있다.
블록공중합체는 경질 블록의 전구체와 2가의 연질 블록 올리
고머의 축합중합이나, 2가나 그 이상의 작용기를 가진 올리고
머의 결합이나 축합중합을 통해 합성한다. 2가의 올리고머는
이온중합으로 제조하고 다른 관능기를 가진 종과 함께 축합중
합한다. 무극성의 연질 분절을 이용, 이온중합과 축합중합을
조합하면 TPE를 제조할 수 있다. 우선 (1) 음이온중합에 의해
α,ω-dihydroxy-[polyoxyethylene-b-(hydrogenated polybutadiene)b-polyoxyethylene] (A)을 제조한 후, (2) dimethyl terephthalate
와 1,4-butanediol과 함께 앞서 제조한 A와 축합 중합한다. 여러
개의 팔을 가진 TPE도 양이온 중합, 화학적 개질, 첨가중합법
을 조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즉, (1) 리빙 양이온중합에 의해
poly(styrene-b-isobutylene)(C) 시료를 제조하고, (2) 알릴 그룹
에 의해 polyisobutylene 블록 말단을 캡핑한 후(D), (3) SiH를
함유하고 있는 고리형 폴리실록산 코어를 D와 polyhydrosiliation시킴으로서 목표 소재를 합성할 수 있다. 순서를 바꾸어
축합중합, 말단 캡핑을 수행한 후 음이온 중합을 하여도 동일
한 소재가 얻어진다.28 이와 같은 몇 가지 예는 축합중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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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다양한 종류와 수를 갖는 가지를 생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2가의 올리고머를 축합중합으로 제조한 후 부
가중합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블록 중축합이
나 중첨가법으로 합성한다. 다양한 올리고머 디올과 dimethyldichlorosilane의 중축합으로 2가의 올리고실록산을 제조한
후 이 중축합물과 디이소시아네이트를 반응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새로운 중축합 과정을 통해 낮은 분산도의 poly(p-benzamide)를 제조한 예도 있다.29
TPE의 제조를 위해서는 2가 올리고머의 역할이 가장 중요
하다. 상호교환반응과 같은 보다 일반적이지 않은 공정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슬중합과 축합중합에 널리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α,ω-divinyl 지방족이나 방향족
에스터 같은 관능기를 가진 디엔은 루테늄 유도체와 같은 상
호교환반응 촉매의 존재 하에서 α,ω-divinyl-(soft-oligomer)
와 중첨가반응으로 제조한다. 최근에는 TPEE에 폴리이미드
가 더해진 poly(ether ester imide) 삼원 블록공중합체도 보고되
었다. 폴리에테르 블록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옥사이드
와 PTMEG의 상대적 양을 조절함으로써 물성과 내열성을 조
절할 수 있다 (Figure 12).30 이 예는 간단한 공정에 의해 TPE의
물성, 성형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경우라
할 수 있다.

Figure 11. Price versus performance plots of various thermoplastic ela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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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ree main methods for synthesizing graft copolymers.

Figure 12. Design of poly(ether ester imide) triblock copolymers
to tune their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5. 화학적 개질과 그라프팅
화학적 개질법은 TPE의 생산과 그 물성의 개선을 위해 중요
한 방법이다. 이는 2가의 올리고머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다. 2가의 올리고머를 중축합이나 부가중합을 위한 마크로 개
시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 말단을 적합한 기능기나 비닐기
로 개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α,ω-dihydrogensilaneoligosiloxane을 4-allylbenzaldehyde와 반응시켜, 양 말단을 알
데히드기로 개질시켜 α,ω-dibenzaldehyde-oligosiloxane을 제
조하고, 이를 α,ω-diamino-oligoamide와 중축합하면 TPE를
31
제조할 수 있다. 올리고머에 필요한 관능기를 고분자의 분해
를 이용하여 제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메틸메타크릴레이
트-1,3-부타디엔 공중합체의 산화 분열반응으로 α,ω-dialdehyde[methyl oligo(methacrylate)]를 제조할 수 있다.
블록공중합체의 화학적 개질은 TPE제조에 있어 꼭 필요한
단계이다. 특히 불포화 블록공중합체의 수소첨가반응은 필수
단계이다. 이러한 개질의 목적은 TPE의 물성을 향상, 다른 응
용분야로의 적용 및 특정화합물에 활성을 가진 종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라프트 공중합체의 발전은 블록공중합체의 발전
에 비교하여 중요하지는 않지만, 계속하여 흥미로운 특허가
발표되고 있다.27 그라프팅은 주로 블록공중합체의 특성을 바
꾸기 위해 수행하는데, 그라프팅 공중합체로 곁사슬을 단단하
게 할 수 있다. 그라프팅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 관능기를 가진 올리고머와 주사슬의 직접적인 반

응을 유도하는 방법(grafting from)과, 고분자에 있는 활성기를
개시제로 이용 단량체를 중합하는 방법(grafting onto), 매크로
단량체의 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
지만 비닐 매크로 단량체를 중합하는 방법(grafting through)이
있다 (Figure 13). 염소화 부틸 고무를 α-methyl-ω-hydroxypolyoxyethylene의 포타슘염과 함께 반응시키는 방법은 grafting onto의 예이며, 결과로 얻어지는 TPE는 양친매성이고, 그
라프트는 독립적인 미세영역을 형성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기술은 다른 고분자에도 적용되지만, 특히 grafting
from 방법은 고분자가 활성을 갖도록 개질하는 데 주로 사용
된다.
양이온중합, 음이온중합, 특히 ATRP와 같은 정밀 조절 사슬
중합이 grafting from에 의한 그라프트의 중요한 수단이다. 예
를 들어 A=B-C*형태의 단량체를 제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
A=B는 공중합이 가능한 이중 결합이고, C*는 p-chloromethylstyrene 혹은 2-(2-bromopropionyl)-ethyl acrylate와 같은 활성화
할로젠으로 비닐 단량체와 공중합되어 곁가지에 활성화기가
형성되도록 하여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제조하기위한 매크로
단량체로 사용할 수 있다.32 Alkoxyamine 작용기를 가진 1-알
켄을 에틸렌과 공중합 하여 수많은 가지를 가진 폴리에틸렌을
중합하고, 이를 매크로 개시제로 하여 스티렌이나 스티렌/아
크릴로니트릴을 정밀 라디칼중합하면 괄목할만한 물성을 가
진 TPE를 제조할 수 있다 (Figure 14).33
6. 블렌딩
블렌딩이나 동적 가황을 이용하여 제조한 탄성체의 화학적
성질과 구조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 제조된 탄성체와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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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중적인 연구로 많이 밝혀졌다. 다른 TPE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블렌딩한 생성물은 가황된 열경화성 고무의 특성을
지니며 좋은 탄성회복력을 갖는다. 용융이 가능하며, 내열성
이 우수하고, 내유, 내화학성이 우수하다. 두 개의 상을 가진
TPE와는 대조적으로 단일상 고분자이기 때문에 가공이 가능
하다.
7. 동적 가황에 의한 제조법

Figure 14. Synthesis of highly branched polyethylene with alkoxyamine- functionalized short chain branches and graft polymerization of styrene with poly(ethylene-co-nitroxide derivative)
as macroinitiator.

다르다. 할로젠 함유 폴리올레핀에 근거한 탄성체는 PVC-니
트릴 고무, PVC-폴리에스터 탄성체, PVC-폴리우레탄 탄성체
와 블렌딩하여 사용된다. 제조된 혼합물의 특성은 Hofmann34

동적 가황(dynamic vulcanization; DV)법은 고무와 열가소성
고분자를 동시에 혼합하여 가교시킨 재료로 “열가소성 가황
체(thermoplastic vulcanizate; TPV)”로 부르고, TPE와 마찬가지
로 좋은 탄성회복력과 열가소성 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성질
을 지니고 있다. 초기의 동적 가황 공정은 내충격용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부분 가황된 탄성체와 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블렌드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후에 가교
PP/EPDM 블렌드가 소개 되었고, EPDM/PP의 EPDM 상을 과
산화물 개시제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부분 가교시킨 TPE-V가
시장에 출시되었다. 이들 블렌드의 열가소성 공정 능력은 완
전 가교된 고무상에 동적 전단력을 가함으로써 개선되었다.
Figure 1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소재의 성질은 입자
의 크기 및 가교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35 최근에는
공중합체 상을 과산화물 가교하여 강도, 탄성을 개선하고, 착
색까지 가능한 새로운 동적 가교법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동적 가황이 일어나는 동안 고무 성분뿐만 아니라 열가소성
매트릭스 재료도 압출기에서 블렌드되는 소위 공연속블렌드
(co-continuous blend) 구조가 된다. 대개 제 2의 가교제를 압출
기에 추가로 가한다 (Figure 16). 고무상에서 가교가 일어나면
고무의 점도가 올라가게 되고, 열가소성 매트릭스의 점도는
변화가 없지만 블렌드의 점도도 올라간다. 전단 응력에 의해

Figure 15. a) Effect of rubber particle size on stress-strain properties of TPE-V, b) effect of curing on mechanical properties and
oil swell of TP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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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cheme of extruder profile for dynamic vulcanization and morphology development of dynamic vulcanizates during
the crosslinking.

고무상이 열가소성 매트릭스에 미세분산된다. 특정 매트릭스
-입자 모폴러지의 형성은 이 가황공정의 속도론에 의해 크게
달라지며, 고무상의 가교 밀도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탄성
체 상의 가교밀도가 낮으면 고무상에서의 변형이 크게 일어나
공연속상이 유지된다. 반면에 지나치게 높으면 일정한 전단
응력을 가해야 변형이 일어난다. 따라서 최적의 가교밀도는
10 ~ 20 x 10-5 mol/cm3 이다.

Ⅲ. TPE의 분석 기술
구조와 모폴러지를 정교하게 제어하여 제조한 TPE는 구조
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분석 기술을 필요로 한다.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은 TPE
와 전구체에 모두 적용된다. 분석기술은 최근 30년 동안 눈부
시게 발전하였으며, 그 중 몇몇 기술은 최근 10년 내에 개발되
었다. 아래에 중요한 TPE 분석법을 분류하여 설명하겠지만
각 분석법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자량을 결정하고 시료의 불균일도를
정성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사용하여 왔으며, 오
늘날에는 발달된 분리 기술에 힘입어 분자량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중합체는 분자량뿐만 아니라 화학적 조

성에서도 두 가지 분포를 가진다는 점에서 복잡한 고분자 시
스템이라 할 수 있다. 흡착 임계점에서 사용하는 액체 크로마
토그래피로 분자의 불균일성(화학과 분자량 분포)을 분석할
수 있다.36
다른 분석법과 크로마토그래피를 연계하여 사용하여, 화학
적 분포뿐만 아니라 각 블록의 분자량 분포를 단번에 결정할
수도 있다. 2차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블록공중
합체, 고리형 분자, 작용기를 가진 올리고머를 함유하는 복잡
한 혼합물을 분석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37 이 기술은 고성
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와 크기별 배제 크로마토그래피(SEC)의 이점은
조합한 것이며, 작용기와 분자량 분포에 대한 값을 알아낼 수
있다. 다중 감지 SEC(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multiple
detection SEC), 다중각 레이저 산란(multi-angle laser light scattering), 점도 측정 등을 함께 조합하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다. 즉, 화학적 조성과 분포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사용은 종래의 분석 기술
의 한계점을 상당 부분 극복하였고,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TPE를 분석하고, 품질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38
분광분석법은 TPE의 연구에 있어서, 특히나 다른 기술과
연계하여 사용하였을 때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 중 적외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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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분석(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은 핵자
기공명분광분석(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NMR)보다는 사용 빈도가 적지만 열가역적 가교 또는 곁사슬
액정 TPE의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조사와 같은 분석에 효과적
인 방법이다.39 FT-IR은 NMR이나 X-선 회절과 같은 다른 기술
과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적외선 편광법(dichroism)은 특
히 광탄성 변조로 조합할 경우, 고분자 필름의 사슬 배향을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다.40 FT-IR은 풍화 과정이나
블렌드의 분석을 신속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중요
하다.
NMR은 TPE 구조 분석을 위해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방법
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기술과 연계하여 분석
에 사용하기도 한다. 블록 공중합체 사슬의 구조를 정확히 관
찰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NMR의 가치일 것이다.
예를 들어, 1H NMR을 사용하면 α,ω-dicarboxylic-oligoamide
와 α,ω-dihydroxy-copolyether의 중축합 반응으로 제조한
poly(amide-b-copolyether) 사슬에 있는 에스터 결합 지점을 분
석할 수 있다.41 또한, NMR은 TPE 의 순도를 효과적으로 확인
할 수도 있다. Poly(lactide-b-isoprene-b-lactide) 시료를 1H NMR
과 SEC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이 시료가 유리된 단일중합체와
이원 블록 공중합체로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42
좀 더 세밀한 연구를 위해선 특정한 NMR 부속 장치들이 더
필요하다. 고체 상태에서 cross polarized magic angle 13C NMR
로 TPE의 미세상과 그 크기를 분석할 수 있다. Impulse NMR을
이용하면 TPE 블렌드의 기계적 성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편차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다. 2가 작용기 올리
고머의 작용기도(functionality)에 대한 정보와 공중합체의 정
확한 분자량과 분자량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SEC 결과, 말단기 적정과 같은
최소한 다른 두 가지 기술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말단기 적정은 사슬 길이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낮아
진다. 아마도 NMR은 말단기를 개질하였을 때, 말단기 농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19F
NMR은 α,ω-dihydroxy-polymer를 삼불화무수아세트산과 반
응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말단기를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영역
을 흡수하거나 형광을 내는 작용기로 변환시킬 수 있어, 변성
된 작용기를 화학적으로 적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블록 고분자와 같은 고분자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산란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적/동적 광산란법은
블록 공중합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널리 다루어지고 있다.43
이 기술은 특히 용융 상태의 블록 공중합체의 질서도-무질서
도 전이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적 광산란법은
주로 용매 내에서 고분자의 엉김과 마이셀화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며, 동적 산란법과 어는점 내림법과 같은 다른 기술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자료의 수득을 위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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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소각(small angle X-ray spectroscopy; SAXS) 및 광각
(wide angle X-ray spectroscopy; WAXS) 산란법은 특히 미세구
조를 가진 물질을 함유하는 비결정성의 고분자의 연구에 효과
적이다. 따라서 블록 공중합체에 특히 효과적이다. X-선 회절
에 싱크로트론(synchotron)을 도입하면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블록 공중합체 미세구조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시
간 분할로 1초 이내에 제공한다. 따라서 TPE의 모폴러지 분석
을 위해 이러한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SAXS를 이용하면
열경화성/열가소성 탄성체 블렌드에서 상 거동, 모폴러지 및
계면구조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44 WAXS는 주로 SAXS, 전자
현미경, 다양한 열분석, 기계적 분석과 같은 다른 방법과 연계
하여, 미세상분리,45 변형 거동46 및 블렌드47의 연구에 주로
이용된다.
중성자 소각 산란법(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SANS)은
비파괴법으로서 특히, 질서-질서와 무질서-질서 전이에 대한
연구에 효과적이다. 또한 질서정연한 상태의 블록 공중합체의
모폴로지를 분석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보완을 위해 전자현미
경과 연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용융 상태에서의 무질
서도나 거시적 상분리에 대한 분석에 효과적이다.48 또한 동적
가황이나 공모울딩(co-molding)과 같은 블렌드와 가공 작업을
모니터링할 때에도 사용한다. 중성자 반사법을 이용하면 필름
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정보를 특히 서로 다른 깊이에서 분석
할 수 있다. 실리콘 웨이퍼에 형성시킨 필름 형태 블록 공중합
체의 조성 정보도 얻을 수 있다.49 X-선 반사법은 중성자 반사
법과 같은 영역에서 사용되며, 상호보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들과 연계하여 사용한다.
X-선 회절법은 모폴러지 연구를 위해 오래 전부터 사용하여
왔으며, 반결정질이나 액정 블록의 구조를 조사하고 TPE의
스트레칭 거동의 연구를 위해 유용한 분석법이다.50
원자힘현미경법(atomic force microscopy; AFM)은 TPE의 구
조적 분석을 위해 그 중요성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분석법과는 사뭇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열산화에
대한 안정성과 모폴러지, 나뭇가지 모양의 블록을 가진 공중
합체, 열가소성 가황체, 블렌드, 변형이 일어나는 동안의 모폴
러지와 배향과 같은 다양한 분석을 위해 AFM과 SAXS를 연계
하여 연구한다. 투과 전자 현미경법(transmittance electron microscopy; TEM)은 TPE의 구조와 모폴러지를 결정짓는데 가장
유용하다. SAXS, WAXS, SANS 및 AFM과 같은 다른 기술들
과 거의 대부분 연계 사용한다. TEM은 상호침투 고분자 망목
(interpenetrating network; IPN), 경질 블록의 모폴러지와 결정
성, 응력 하에서 분절된 공중합체의 구조적 평가, 블렌드의
연구를 위해 이용한다.51
정밀 조절 분해법(controlled degradation)도 TPE의 분석에 사
용할 수 있다. TPE의 구조에서 특정한 부분을 통제하면 구조
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로서 WCl6 촉매를
사용한 상호교환반응을 이용, poly(HB-b-butadiene-b-HB)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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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HB(hard block)는 폴리페닐렌아세틸렌과 같은 단
단한 블록이고, 이 블록은 텅스텐 원소에 결합되어 있다. 구조
는 1H NMR로 분석할 수 있으며, TPE가 벤즈알데하이드와
반응하면, 블록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텅스텐의 원소 분
석과 기초 분석이 가능해진다.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에 있는
프탈산 단위체는 효소 촉매를 사용해 가수분해 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슬구조에서 블록의 길이와 그 분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TPE의 분석을 위해 시차주사열량법(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을 위시한 여러 가지 열분석 방법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DSC는 미세상 구조의 정보를 얻는데 유용한 기
술이다. 예를 들어, 다중 블록 열가소성 블록 탄성체의 가역적
인 흡열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DSC와 열-기계분석법(thermal
mechanical analysis; TMA)은 주로 다른 기술(특히 분광분석)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추가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동적 가황공정에서 원재료의 혼합 순서가 기계적 성질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한 후 상세한 DSC 분석을 통해 니트릴 고무와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poly(styrene-co-acrylonitrile)]
는 열역학적으로 비상용성 불렌드임을 밝혀냈다.53

Ⅳ. TPE의 물성과 가공법
TPE의 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기 소
재의 분석에 사용하는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분석이던지 구조적 분석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져야 의미를
가지게 된다. TPE 가공 과정을 모폴러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TPE 용융 상태를 분석하
는데 있어서는 유변학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54
열가소성 고분자의 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가공 기술이
TPE의 가공에 사용할 수 있으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도 있다. TPE가 용융 상태에서 일반적 열가소성 고분자와는
상이한 유변학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즉, TPE는 온도보다도
응력에 더 민감한 비뉴턴 성질을 보인다.
사출 성형은 생산성이 매우 높고, 폐기물이 형성되지 않는
깨끗한 공정이므로 TPE를 가공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가공법은 튜브나 발포체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
지 많은 응용분야에서 사용한다. 이것은 공사출 또는 인서트
사출성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사출법의 한 종류인 핫러너(hot
runner) 방법의 이용도 보고되었고, 이는 기존의 방법을 다양
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방법에서는 용융물이 각
각의 캐비티 혹은 게이트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유지
하는 특성이 있다. 사출성형 과정에서 핫러너에서 별다른 문
제없이 다른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압축 성형은 사출 성형에 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
다. 압축 성형을 사출 성형, 압출, 이송 성형 등의 다른 방법들
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압출은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의 프로파일을 제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단축 스크류(single-screw) 압출기가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지만, three-section이나 barrier screws와 액세서
리를 갖춘 압출기 또한 일부 사용하고 있다. 압출은 발포체,
튜브, 시트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TPE의 압출과 사출 취입 성형(injection blow molding)은 병,
부츠 등의 성형에에 특히 중요하다. 취입 성형 과정를 조절하
기 위해 필요한 매개 변수는 압출 성형과 사출 성형을 통제하
는 매개 변수와 유사하다. 또한 취입 성형법으로 저밀도 발포
성 열가소성 수지 가황물을 생산할 수도 있다.
TPE의 열성형법과 관련된 논문과 특허의 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는 TPE를 열성형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
음을 반증하는 예이며,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열성
형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응 가공법(reactive processing)은 특히 동적 가황재료의 성
형에 중요하다. 반응 가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
과 부반응에 대한 통찰과 분석은 반응 가공법의 성패를 좌우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55 반응 성형하는 동안의 열가소성
가황재료의 모폴러지는 스크류 회전속도보다는 성형 온도와
전단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V. 유기 재료로서 TPE의 위치 및 응용
TPE는 부드럽고 유연한 탄성을 가진 고무와 단단한 열가소
성 수지 사이에 위치하는 특이한 유기 소재로서, 탄성체의 성
질과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27 Figure 17에 쇼어 경도 A와 D 수치를 기준으로 TPE,
열경화성 수지 고무, 열가소성 플라스틱 의 상대적 위치를 나
타냈다.
유기화학과 고분자화학에서 TPE의 제조가 종래의 고분자
합성과 비교하였을 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간의
비상용성이 존재하고, 고분자 전구체의 화학적 변성이 다양하
기 때문에 흥미로운 연구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TPE는 열가

Figure 17. Respective positions of thermoset rubbers, plastics, and
thermoplastic elastomers in Shore A and D hardness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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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고분자에 사용되는 동일한 기술과 도구를 사용해 가공할
수 있다.
열가소성 고분자, 가황 고무와 비교했을 때 TPE는 설계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뚜렷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며, 혁신적인
응용 분야가 속속 탄생하고 있다. 앞서 논의 하였듯이 TPE를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는 문헌의 수는 약 18,000편 이상이며,
대부분은 특허 문헌이다. 비록 TPE의 구조에 대한 용어는 명
명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열가소성 탄성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는 구조의 조절에 대한 내
용을 보고하는 극히 소수의 논문에서만 언급하였다. 비록 일
부 문헌이 특정 기술의 기초적 면까지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의 문헌은 특정 응용 분야와 관련된 TPE의 가공법을 연구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몇몇 특허에서 TPE 성질에 특별히 맞춰
설계된 가공 기계를 이용하여 탄성체 부품을 생산하는 법을
서술하였고,56 가공 조건이 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응용 분야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도 하였다.57
TPE를 다른 유기재료와 블렌드하는 연구는 최근 들어 각광
을 받고 있다. 다층 라미네이트와 같은 정돈된 모폴러지를 구
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모양은 동적 가황과 같은 서로
다른 성형법에 따라 달라진다. 블렌드를 제조하면 고분자의
상용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벌크 상태의
TPE나 계면의 화학적 개질에 대한 연구와 열역학적 연구 및
정밀 조절 등에 대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공중합체의 제
조를 위해서는 매크로 개시제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반응단계가 요구되며, 불렌딩은 공중합 전후에 혼합물
의 세심한 구조분석이 필요한 초기 조작에 해당한다. 블렌드
의 가공을 위해서는 공압출-몰딩, 캘린더성형, 진공 성형 등을
이용된다.
TPE는 몇 가지 중요한 합성 섬유와 탄성체를 제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중축합과 중첨가반응을 이용해 제조한 열가
소성 탄성체의 응용을 간단히 다루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범용의 예보다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의 예를 들어보
겠다. 층 구조와 샌드위치 구조 TPE를 다룬 문헌이 종종 보고
되고 있다. 서로 다른 층이 조합되어 특정 기능, 특히 기계적
성능을 발휘하거나, 각 층이 접착성, 전도성, 특정 밀도, 잡음
감소 등 특정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TPE는 기계적 성능이 우수한 저밀도 발포체를 생
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TPE는 가공성이 우수하며, 가황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초임계유체 CO2에서 포화/감압 방법을 사용
하면 자기 이력 현상이 거의 없이 TPE 발포체의 구조를 정밀
조절할 수 있다. TPE를 필름과 테이프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테이프의 경우는 혼합물의 레시피 형태로 보고
되어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감압 접착제, 의학적
응용, 차단용, 다공성 필름 등의 기술 분야에 응용된 예가 보고
되었고, 폴리우레탄과 같은 TPE 필름의 반대 표면에 전도성
고분자(polypyrrole, polyaniline, polythiophene)를 적층시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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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electrostrictive system과 같은 잘 정의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예도 보고된 예가 있다.58 전선과 같은 금속이나 합
금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 TPE가 코팅제나 페인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광섬유나 직물섬유, 및 여러 가지 직물을 보호하
는 역할 외에도 추가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새로운 TPE가
흥미로운 물성을 가질 수 있다는 특허 문헌이 다수 있으나,
상업화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TPE는 뚜껑, 병, 필름, 분리기 등과 같은 많은 응용 분야에서
가스나 액체의 차단제로 사용해 왔다. 여기에서 TPE는 차단이
나 분리 능력을 발휘한다. 종종 그들은 기계적 물성이나 활성
갖는 코팅된 기판만을 대신하기도 한다. TPE 구조가 막의 거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예도 있으며, 열가소성 폴리
우레탄 탄성체의 경질 및 연질 도메인이 서로 다른 가스 이송
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59
TPE는 종종 금속, 유리, 및 다른 충전제와 무기 물질과 복합
체화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TPE 필름을 무기 재료에 접착시키
기 위해서 커플링제가 필요하고, 금속의 경우 표면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표면을 변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를 생각할 수 있으나, 무기 재료와 관련해서는 무
엇보다도 고분자 복합체의 예가 가장 많다. TPE를 함유하는
폴리실록산 탄성 복합체의 거동은 순수한 TPE가 보이는 거동
과 다른 거동을 보인다.
의약, 수술, 조제학 분야에 TPE를 이용하려는 연구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TPE는 항균 물질 또는 피부과
와 화장품학에서 사용하는 유제와 같이 서로 다른 용도로 사
용할 수 있다.60 약리학, 화장품, 농업용으로도 TPE를 사용할
수 있다. 몇몇 문헌은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락타이드 블록 함
유 공중합체나 poly(3-hydroxybutyric)을 합성하여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연구도 보고되었다.61
TPE의 모든 다른 상업적 응용 분야를 분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에서 TPE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27,62 poly(ether-b-polyester)와
같은 TPE가 자동차의 특정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에어백 도어와 차량계기판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Ⅵ. 전망과 과제
TPE 소재는 이미 자동차를 비롯하여 일반 산업용, IT 산업
용, 섬유, 레저용 등 소비재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소재이다 (Figure 18). Figure 18에 보여주고 있는 응용 분야
외에도 상업화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최근 들어 종래 TPE의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구조의 TPE 소재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TPE 소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예로서 착물 기능
기로 말단이 캡핑된 올리고머로에 서로 다른 금속 유도체를
킬레이트시켜 제조한 금속-초분자 블록 공중합체,63 금속 함유
매크로사이클로부터 제조한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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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Major application areas of the TPE materials.

Figure 19. Effect of the substituent on the polycondensation of an A-B monomer where B becomes reactive after A has reacted
64
with the chain.

수 있다.
중축합 TPE를 제조하는데 특히 유용한 새로운 중축합법도
최근 발표되었다.64 이들은 이러한 중축합이 리빙 중합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Figure 19에 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냈
다.27,64 열거된 서로 다른 단량체는 중축합방법으로 중합하였
다. Phenyl p-aminobenzoate의 중축합체는 4-nitrobenzoate/염기
로 개시하여,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고분자의 다분산 지수는
1.07에서 1.34의 범위의 값을 갖는다. 이는 일반적인 중축합법
으로 얻을 수 있는 값보다 훨씬 작은 값이다. 몇몇 다른 블록
공중합체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새로운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되는 TPE 소재는 합성의 한계
로 인하여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의학 분야, 화장품, 그리
고 몇 특수한 표면 처리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용도로 개발하
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새로운 구조의 TPE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합성 공정
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 유도체를 촉매로 사용한 탄소탄소 중축합법, 유기 용매에서 효소 촉매를 사용하는 방법65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박테리아 기초 고분자는 유기 소재로서
특히 큰 관심의 대상인데, poly(3-hydroxyalkanoate)와 같은 소
재는 열가소성 탄성체로 충분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66
TPE 제조에 사용되는 일련의 반응은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
특히 블록 공중합체인 TPE 합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부가중합 및 중축합의 발전과 함께 그라프팅에 사용하는
화학적 개질의 발전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
의 경우 TPE 합성은 특정 기능성 올리고머의 특성과 존재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올리고머의 화학적 및 구조적
순도가 TPE의 기능뿐만 아니라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액정단위 함유 고분자도 TPE영역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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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주사슬 혹은 곁사슬 단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들
고분자는 부가중합이나 중축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일부는
블렌드로 제조하기도 하며, 상품화된 Rodrun LC3000의 모폴
러지와 물성은 상세히 조사 되었다. 블록 공중합체를 초거대
분지형이나 덴드리머형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되었
다.68
유기화학과 고분자화학의 연구뿐만 아니라 구조 분석의 급
격한 발전을 통해 합성법이 크게 발전하였고, 시장에 출현한
새로운 제품들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논문과 특허들은 합성이나 가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
해 등과 같은 부반응과 같은 부가적인 현상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장점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석기술은 합성
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여러 분석 기술을 통해
정확한 분자량 값이나 블록과 말단기의 성질에 대한 믿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분석의 중요성은 복잡하고 더욱 정교한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점차로 커질 것이며, 분해에 의
해 제조된 천연 재료로 유도된 구조의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
하다. 사슬의 정확한 분석은 아직도 논란 거리 중의 하나이며,
사슬간 상호 작용, 자기 조립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분석법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분석
법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 TPE의 모폴러지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의 분석은 이론과 실험을
조합하여 행할 필요가 있다.
화학, 물리학, 가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종래의 TPE를 개선
함은 물론 새로운 구조의 재료를 탄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구조가 기초 및 응용
연구와 결과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 시킨다. 나노기술이 여기
에 해당한다. 나노기술을 TPE와 연계시키는 기술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나노기술을 TPE와 연계, 블렌드, 다중층 구조,
미세유화체(microemulsion), 복합체, 자극 응답성 고분자, 나노
콜로이드 금속의 안정화와 같은 분야에 응용한 예가 보고되었
다.69

Ⅶ. 맺 음 말
TPE는 환경 친화적으로 재생이 가능하고, 고무가 가지는
탄성을 유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성질
을 지닌 야누스 재료라 할 수 있다. 본 보문에서는 이와 같은
TPE의 간단한 역사와 발전 과정, 다양한 TPE 소재의 제조법
및 응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제조된 TPE의 분석법, 가
공법을 살펴봄으로써 간단하지만 TPE 소재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향후 보다 응용 범위를 더욱 넓히기
위해서는 신개념 촉매활용 경성 및 연성부 중합 및 개질 기술,
기능성 올리고머 및 단량체 합성 기술, 미세 분산 및 동적 가교
응용 기술 등 신규 탄성체의 합성 기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내열성 및 내유성이 향상된 소재 합성 기술, 장기 내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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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수한 첨가제 개질 기술, 다양한 물성 업그레이드 응용
기술, 즉 최종 용도 맞춤형 응용 기술의 발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뒤따라야 경제의 블록화, 글로벌화
가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TPE 소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 ․ 학 ․
연이 공동으로 상호 보완적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환경친화형 탄성체 신소재 합성 및 응용 기
술”이 지식경제부 지원 소재원천기술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경쟁력 있는 팀을 구성, 연구를 개시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사업이 성공을 거두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저탄
소 녹색성장 실현이 가능하고, 기존 소재의 임계 성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친화형 탄성체 제조를 위한 원천소재
합성기술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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