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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 crosslinking agent and a compatibilizer on the mechanical and rhe-

ological properties of waste PP and waste ground rubber tire (WGRT) composites. In order to simulate a commercial TPV,

the component of waste PP and WGRT was fixed at 30 and 70 wt%, respectively. With the simple addition of SEBS-g-

MA into the waste PP/WGRT composites, the tensile strength of the composite was decreased, whereas both the elongation

at break and impact strength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ecause of rubbery characteristics of SEBS-g-MA. In order to fur-

ther improve the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the waste PP/WGRT/SEBS-g-MA composites was revulcanized with dicumyl

peroxide (DCP). As expecte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revulcanized composites was generally improved. Especially,

with 15 and 1 phr of SEBS-g-MA and DCP, elongation at break was highest value of about 183% because of the recross-

linking of WGRT without chain scission of the main chain. It was found that complex viscosity of the revulcanized com-

posite increased which might verify further vulcanization of the WG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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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

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하여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 판매량의 일

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남미지역에서도 EPR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재

활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폐기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타이어는 국내에서

매년 30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회수된 폐타이어 중 70%

정도는 폐타이어 연료(TDF)로 가공되거나 시멘트 킬른의 연

료로 소각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각된 폐타이어는 대기오

염, 수질오염 등 환경적인 문제를 크게 야기 시키고 있으며 이

는 자원을 재활용시키려는 글로벌 추세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

다. 따라서 현재 폐타이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폐타이어를 분말로 제조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응용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폐타이어분말을 이용한 최근 연구 동향은 폐타이어분말을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적용하여 기존의 상용화된 TPV (thermo-

plastic vulcanizate)와 유사한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며 자동차

내장재, 전기 기기,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TPV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TPV는 폴리올레

핀 수지에 EPDM 고무를 혼합하고 있으므로 EPDM을 폐타

이어분말로 대체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폐타이

어 재활용 효과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폐타이어분말을 이용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PP 및 PE 등의

수지에 폐타이어분말을 첨가할 경우 복합체는 TPV와 유사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1,2 또한 PP/폐타이어분말

또는 PE/폐타이어분말 복합체에 SEBS-g-MA, PP-g-MA,

bitumen 등의 상용화제를 첨가하여 TPV의 기계적 특성을 증

가시키는 연구,3-6 초음파 및 전자빔을 조사하여 폐타이어 내

에 존재하는 가교결합의 절단,7-9 peroxide 계열의 가교제를 첨

가하여 재가교 공정을 거치는 연구10,11 등 폐타이어분말을 이

용한 복합체의 특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폐타이어분말을 재활용하

는 것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고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TPV 복

합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타이어분말(waste ground rubber tire,

WGRT)과 폐플라스틱을 동시에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미세 분말화된 폐타이어와 재생 PP를 동방향 치†Corresponding author E-mail: dsbang@kumo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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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형 이축스크류식 압출기를 이용하여 TPV 특성을 갖는 재

생 PP/WGRT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특히 가공이 어려운 범

위인 폐타이어 함량을 70 wt% 까지 첨가하여 복합체를 제조

하였다. 또한 복합체의 특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용

화제 SEBS-g-MA 및 가교제 dicumyl peroxide를 첨가하였고

제조된 복합체의 기계적, 동역학적, 유변학적 특성을 조사하

였다. 

Experimental

1. 재료

재생 PP/폐타이어분말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재생 플

라스틱은 유화실업에서 생산중인 재생 PP(MFI = 3.9 g/10

min at 230oC, Tg = −20oC, Tm = 151.1oC) 흰색 펠렛을 제공받

았으며 폐타이어분말은 (주)다성에서 생산중인 40 mesh (381

µm)를 사용하였다. 상용화제로 사용된 SEBS-g-MA는 Kraton

사의 FG-1901 grade를 사용하였고, 재가교를 위해 사용된

dicumyl peroxide(DCP)는 Sigma Aldrich사에서 구입하였다.

2. 복합체 및 시편제조

재생 PP와 폐타이어분말, SEBS-g-MA를 70oC 오븐에서 12

시간 동안 건조한 후 Figur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3개의

kneading zone을 가진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LG Machinery, MT-30-S2-42C, Φ30, L/D = 42)를 사

용하여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압출 및 시편제조 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압출된 복합체는 수냉 공정을 거쳐 펠렛타

이져를 통해 펠렛으로 제조되었다. 제조된 펠렛은 충분한 건

조 후 사출성형기를 통해 특성 분석용 시편으로 성형되었다.

복합체의 조성은 재생 PP와 폐타이어분말의 함량을 상업적으

로 사용되는 TPV의 조성과 같게 30:70 wt%로 고정하였으며

Table 2에 나타내었다. 

3. 특성분석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측정은 만능재료시험기(UTM,

Instron 4467)를 이용하여 ASTM D638 규격에 따라 50 kN의

load cell과 50 mm/min의 crosshead speed로 시편 당 5회 실

시하였다.

복합체의 충격강도는 충격시험기(Tinius Olsen, Model 892)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ASTM D256에 따라 시편 중앙의

노치 부분 두께를 10.16±0.5 mm로 제작하여 시편 당 10회씩

측정한 후, 최대값 및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구하였다.

동역학적 특성은 DMA(TA Instruments, Q800)를 이용하여

질소분위기에서 −70oC부터 40oC까지 1 frequency, 2oC/min의

승온속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유변학적 특성은 rheometer(TA Instruments, ARES)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시험온도는 180oC로 고정하였으며 0~20 Hz

의 frequency하에서 측정하였다.

형상학적 특성은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이용하여 복

합체의 인장 시험 후 파단된 단면을 백금 코팅하여 관찰하

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기계적 특성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하여4 재생 PP 및 폐타이어분말

Figure 1. 3-kneading block screw configuration used in this study.

Table 1. Conditions of Extrusion and Injection Molding Processes

Extrusion

Temperature (oC)

Screw speed 150 rpmCy1 50

Cy2 120

Cy3 130

Feed rate 21 kg/hCy4 140

Cy5 150

Cy6 160
Screw 

configuration
3-kneading blockCy7 170

Head 170

Die 180 Vacuum vent

Injection molding

Temperature (oC)
Injection pressure 70 kgf/cm2

Cy1 150

Cy2 160 Holding pressure 30 kgf/cm2

Cy3 170
Cooling time 25s

Cy4 180

Table 2. Formulations of WPP/WGRT/SEBS-g-MA Composites

NO.
WPP 

(wt%)

WGRT 

(wt%)

SEBS-g-MA

(phr)

DCP

(phr)

1 30 70 5 0, 1, 3, 5

2 30 70 10 0, 1, 3, 5

3 30 70 15 0,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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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량을 변화시켜 복합체를 제조하였고 기계적 물성 결과

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폐타이어분말을 50

wt% 이상 첨가하게 되면 압출 및 사출 공정에서 가공이 어려

운 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폐타이어분말을 70 wt%까

지 첨가하여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또한 상용화된 TPV는 최

대 70 wt%까지 고무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복합체의 함량을 재생 PP 30 wt%, 폐타이어분말 70 wt%

로 고정하였다.

재생 PP/폐타이어분말 복합체에 SEBS-g-MA를 5, 10, 15

phr로 첨가했을 때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을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인장강도는 SEBS-g-MA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소폭 감

소하였으나 신장률의 경우 SEBS-g-MA 함량이 15 phr일 때

134.6%로 상용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재생 PP/폐타이어분말

복합체 대비 393% 증가한 가장 큰 값을 보였으며, SEBS-g-

MA 함량이 증가할수록 신장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2는 재생 PP/폐타이어분말 복합체에 SEBS-g-MA 및

DCP가 함량별로 첨가되었을 때의 stress-strain curve이다. 인

장강도는 SEBS-g-MA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TPV의 주요 특성인 신장률의 경우 DCP

와 SEBS-g-MA가 1, 15 phr 첨가되었을 때 가장 높은 신장률

183%를 보였으며 재생 PP/폐타이어분말(30:70 wt%) 복합체

및 재생 PP/폐타이어분말/SEBS-g-MA (30:70 wt%/15 phr) 복

합체의 신장률 대비 각각 535%,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폐자원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DCP 함량을

증가시켜 3, 5 phr로 첨가했을 때는 신장률이 감소하게 되는

데 이는 복합체의 가교결합이 생성되고 남은 cumylox 및

methyl radical들이 재생 PP의 주사슬을 분해하여 결정화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12 

Figure 3은 DCP의 함량에 따른 재생 PP/폐타이어분말/

SEBS-g-MA 복합체의 충격강도를 보여준다. DCP가 첨가되

지 않은 복합체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충격강도가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DCP에 의해 폐타이어 분

쇄 시 물리적으로 끊어진 가교결합이나 미가교된 영역에서 가

교결합이 재생성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Table 3. Formulations and Results of WPP/WGRT Composites with Various Ratios of Waste Ground Rubber Tire in Our Earlier Works [4]

WPP

(wt%)

WGRT

(wt%)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at break

(%)

Young's modulus

(MPa)

Impact strength

(kJ/m2)

100 0 30.5 51.0 1545.5 10.8

90 10 25.0 8.7 927.5 16.6

70 30 17.7 12.7 591.7 21.0

50 50 14.9 27.2 381.3 27.0

30 70 9.4 34.2 202.7 41.4

Table 4. Formulations and Results of WPP/WGRT Composites with Various Ratios of SEBS-g-MA

WPP

(wt%)

WGRT 

(wt%)

SEBS-g-MA

(phr)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at break

(%)

Young's modulus

(MPa)

Impact strength

(kJ/m2)

30 70 5 9.7 69.1 126.4 45.6

30 70 10 8.9 115.0 112.5 47.2

30 70 15 8.7 134.6 102.8 50.6

Figure 2. Stress-strain curves of WPP/WGRT/SEBS-g-MA com-

posites revulcanized by DCP.

Figure 3. Impact strength of WPP/WGRT/SEBS-g-MA com-

posites with various contents of 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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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역학적 특성

Figure 4는 재생 PP와 폐타이어분말로만 제조된 복합체,

SEBS-g-MA가 15 phr 첨가된 복합체 및 DCP가 함량별로 첨

가된 복합체들의 저장 탄성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재생 PP/폐

타이어분말 복합체에 SEBS-g-MA가 15 phr 첨가되었을 때 저

장 탄성률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SEBS-g-MA의 첨가로

인해 molecular relaxation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며 DCP가 첨

가되었을 때는 반대로 DCP에 의해 가교결합이 증가함에 따

라 저장 탄성률의 증가를 보인다.13 Figure 5에 나타낸 것과 같

이 복합체의 Tan delta는 DCP 첨가로 인한 가교결합의 생성

으로 인해 chain mobility가 감소하여 Tg가 상승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14

3. 유변학적 특성

Figure 6은 frequency에 따른 복합체의 complex viscosity 변

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Complex viscosity는 낮은 frequency에

서 SEBS-g-MA 및 DCP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상승하고

frequency가 증가할수록 complex viscosity는 감소하며 shear

thinning 거동을 보인다. 즉, SEBS-g-MA는 재생 PP/폐타이어

분말 복합체에서 충진제 역할을 하며 폐타이어분말과의 물리

적 결합으로 인해 복합체의 점도를 높여주게 된다.15 DCP는

복합체의 가교결합 수를 증가시켜16 외부 응력에 대한 저항성

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complex viscosity가 재생 PP/폐타이어

분말 복합체 또는 SEBS-g-MA가 첨가된 복합체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이로 인해 복합체 내에 가교밀도의 상승을 간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형상학적 특성

Figure 7은 SEBS-g-MA가 재생 PP/폐타이어분말 복합체의

계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A) 재생 PP, (B) 재생

PP/폐타이어분말(30:70 wt%) 복합체, (C) 재생 PP/폐타이어

분말/SEBS-g-MA(30:70 wt%/15 phr) 복합체 및 재생 PP/폐타

이어분말/SEBS-g-MA(30:70 wt%/15 phr) 복합체에 DCP가

(D) 1 phr, (E) 3 phr, (F) 5 phr 첨가된 복합체의 인장 시험 후

파단면을 관찰한 그림이다. SEBS-g-MA가 첨가된 (C)와 폐타

이어분말만 첨가된 (B)를 비교할 때 (B) 복합체의 파단면에

서는 재생 PP와 폐타이어분말 간 상호작용이 약하여 두 물질

의 계면 간 분리나 인장 시험 시 폐타이어분말이 pull-out된 부

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C) 복합체의 파단면의 경우

SEBS-g-MA로 인해 재생 PP와 폐타이어분말 간 계면결합력

이 증가하여 계면에서의 분리를 관찰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

여 복합체의 신장률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DCP가

첨가되었을 경우 폐타이어분말의 가교결합과 재생 PP와 폐타

이어분말 간 계면결합력을 향상시켜 SEBS-g-MA만 첨가되었

을 때와 달리 인장강도와 신장률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Figure 4. Storage modulus of WPP/WGRT/SEBS-g-MA com-

posites with various contents of DCP.

Figure 5. Tan delta of WPP/WGRT/SEBS-g-MA composites with

various contents of DCP.

Figure 6. Viscosity as function of frequency for WPP/WGRT

composites with 15 phr of SEBS-g-MA and various contents of

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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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본 연구는 기존 TPV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P와 EPDM

을 재생 PP와 폐타이어분말로 대체하여 TPV의 특성을 갖는

복합체를 개발하였다. 또한 SEBS-g-MA 첨가를 통하여 재생

PP와 폐타이어분말과의 상용성을 증가시키고 DCP 첨가를 통

해 폐타이어 분쇄 시 물리적으로 끊어진 가교결합을 증가시

켜 복합체의 물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생 PP에 첨가되는 폐타이어분말의 함량은 본 연구진

의 선행연구에 따라 70 wt%가 첨가될 때 기존 TPV 특

성 중 주요하게 고려되는 신장률이 최고값을 나타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SEBS-g-MA를 15 phr 첨가했을 때

134.6%의 더욱 더 향상된 신장률을 나타냈다. DCP에 의

해 재가교 되었을 때 DCP 와 SEBS-g-MA 함량이 각각

1, 15 phr 일 때 신장률이 183%로 가장 높았다. DCP 함

량이 3, 5 phr로 높아질수록 인장강도와 신장률이 감소

함을 보이는데 이는 적정 함량 이상의 DCP가 첨가되었

Figure 7. SEM images of (A) WPP, (B) WPP/WGRT (30:70 wt%), (C) WPP/WGRT/SEBS-g-MA (30:70 wt%/15 phr) (D) WPP/WGRT/

SEBS-g-MA/DCP (30:70 wt%/15:1 phr), (E) WPP/WGRT/SEBS-g-MA/DCP (30:70 wt%/15:3 phr) and (F) WPP/WGRT/SEBS-g-MA/DCP

(30:70 wt%/15:5 phr).



Effects of a Crosslinking Agent and a Compatibilizer on the Mechanical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WPP and WGRT Composites 29

을 경우 과량의 cumyloxy와 methyl radical이 생성되어

PP 주사슬을 분해함과 동시에 복합체의 결정화도가 낮

아져 기계적 물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2. SEBS-g-MA 및 DCP 첨가에 따른 재생 PP/폐타이어분말

복합체의 저장 탄성률 및 Tan delta를 측정한 결과 SEBS-

g-MA와 DCP 첨가로 인해 복합체의 molecular relaxation

시간이 줄어들어 저장 탄성률이 감소하였으며 가교결합

의 생성으로 인해 chain mobility가 감소하여 Tan delta 측

정시 Tg가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재가교 공정에 따른 복합체의 특성 향상을 규명하기 위

해 레오미터를 사용해 frequency에 따른 점도 변화를 분

석한 결과 SEBS-g-MA가 첨가되었을 때 재생 PP/폐타이

어분말 (30:70 wt%) 복합체의 초기 점도보다 높았으며

마찬가지로 적정 함량의 DCP가 첨가될 때 가교결합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가교된 복합체의 초기 점도가

높아져 가교결합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

하였다.

4. FE-SEM을 통해 복합체들의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

SEBS-g-MA가 재생 PP와 폐타이어분말의 계면결합력을

증가시키며 신장률에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

고, SEBS-g-MA를 DCP와 함께 첨가 시 복합체를 구성

하는 물질 간 계면결합력 뿐만 아니라 인장강도도 증가

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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