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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atural rubber latex foam was prepared in order to replace commercialized polyurethane foams as
a car seat material. Physical properties of the latex foam were investigated and the light stability was improved. The latex
foam was mixed in an aqueous solution state, and the degree of foaming and the accelerator ratios were appropriately controlled. Tensile properties, hysteresis and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latex foam were measured to compare with
those of polyurethane foams. UV light absorbers and radical scavengers were added for improving light stability of the latex
foam. Xenon lamp tes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eagents on light stability. Our results revealed that
the prepared latex foam including a light absorber with an antioxidant showed excellent light stable performances.
Keywords: nature rubber latex, latex foam, foaming, light stability, Xenon lamp test

Introduction

을 잃고 물성이 저하되게 된다. 고분자 사슬이 열이나 빛에 의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폼은 우수한 쿠션성, 경량성, 양

해 에너지를 받아 라디칼이 형성되고 이 라디칼이 개시제로
작용하여 연속적인 분해가 일어나게 된다. 빛의 조사에 의해

산성, 그리고 경제성 등에 의해, 침구, 의자뿐만 아니라 자동
차용 시트 부품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레탄 폼은 폴리

라텍스 폼 고분자가 분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라
텍스 폼 제조 시 광 내구성 보강제를 복합적으로 첨가하고 첨

우레탄 수지를 발포시킨 상태에서 경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가량과 방법을 최적화하여 고분자 사슬에 형성되는 라디칼을
제거하거나 산화에 의해 분해되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3,4

우레탄 폼은 단독으로 사용하여 시트를 제작했을 때 안락감
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우레탄 폼의 사용 및 연소 시 아민

본 연구에서는 라텍스 폼의 제조에 대한 공정 요소와 제조

계열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천연 소재인 천연고무 라텍스

된 라텍스 폼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고 광 내구성을 개선하
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천연고무 라텍스는 이소프렌

를 이용하여 친환경 라텍스 탄성체를 개발하고 광 내구성 개

(isoprene)으로 구성되어 사슬의 불포화도가 높아 빛에 의해
분해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흡수제(UV

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무 라텍스를 이용한 탄성체 폼은 우레탄 폼과 비교했을

light absorber), 라디컬제거제(radical scavenger), 산화방지제

때 우수한 내구성 및 탄성, 비독성 및 친환경성 등의 이점이
있다. 고무 라텍스의 발포과정에서 폼 내부에 많은 공기 셀들

등 다양한 화학첨가물을 배합하여 광 내구성을 개선하는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 생성되어 탄력성과 복원력이 뛰어나며, 생성된 오픈 셀
(open cell) 형태의 공기 방들 사이로 공기가 순환되어 통풍 효
과가 우수하고 체중분산 효과를 높여 시트의 안락감을 향상

Experimental

시킬 수 있다. 특히 항 박테리아성 및 위생성이 우수하며, 라
텍스 폼에 은 나노입자, 피톤치드 및 토르마린 원석 등의 배

1. 재 료

합물을 첨가하여 여러 가지 특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연구들
도 진행되고 있다.1,2
일반적으로 고분자 재료는 매우 안정한 물질이나 열, 빛, 산

천연고무 라텍스(Srijaroen Latex Co.)와 합성고무인 스티렌
-부타디엔 라텍스(SB latex, KSL 341, Kumho Co.)를 혼합하
여 사용하였다. 액상 라텍스에서 고무입자의 안정도를 높이

소 등의 물리 화학적인 외부 영향으로 분해되어 원래의 성질

기 위하여 pH를 조절하여 사용하였으며, 액상 폼 형성 후 점
도를 증가시켜 생성된 폼의 안정성을 높였다.5 산화방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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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으며, UV 흡수제로 UV-351(Need Fill), Songsorb
1000 PW (Songwon Co.), 그리고 라디칼 제거제로 Songlight
6220 LD (Songwon Co.), Cyasorb UV-3529 (Cytec Co.),

을 교반기를 사용하여 액상 발포시키고 발포된 라텍스 배합
물의 밀도가 0.5 g/ml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발포된 라텍스

DGEBA-HALS (Hikorea Co.) 등을 첨가하여 광 내구성에 미

배합물에 ZnO 분산액을 첨가한 후 1000 rpm으로 2분간 추가
로 분산시킨다. 폼 형성 후 라텍스 폼을 가교시켜 탄성력을 높

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라텍스와 다양한 배
합제의 원활한 혼합을 위하여 증류수를 사용하여 분산시킨 후

이기 위하여, 오븐(Jeotech Co., OF-22GW)을 사용하여 110oC
의 온도에서 가교반응을 진행하고 오픈 셀 형태의 라텍스 탄

수분산 상태로 배합하였다.

성체 폼을 제조하였다. 가교제의 최적 함량과 가교시간은

2. 배합 및 시험편 제조

Oscillatory Disk Rheometer (ODR, Benz, Model #674)를 이용
하여 110oC 가교온도에서 얻은 가교 그래프로부터 결정하였다.

먼저 천연고무 라텍스에 안정제로 첨가되어 있는 암모니아
를 제거하기 위하여, 라텍스 무게를 측정하여 기계적 교반기

3. 물리적 특성 평가

(mechanical stirrer, Poong Lim Co., PL-ss20D)에 투여하고
40oC에서 100 rpm의 속도로 2시간 교반하였다. 만일 천연고

제조된 라텍스 폼과 상용화된 폴리우레탄 폼의 기계적 특
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인장시험기(Shimadzu Co., AGS-

무 라텍스에 암모니아 함량이 너무 높을 경우, 물리적 발포 시

500D)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00 mm/min의 조건에서를 측정
하였다. 또한 제조된 시편의 반복 거동에서 히스테리시스를

공기 셀의 안정성을 낮추게 되고 또한 가교반응 시 라텍스와
황의 가교결합에 scavenger로 작용하여 가교결합을 저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100% 인장, 100 mm/min의 시험조건에서 3

된다. 탈 암모니아 공정 후, 잔류되어 있는 소량의 암모니아
는 배합 및 숙성과정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 암모니아를 제

회 반복실험을 통해 측정을 진행하였다.
Dynamic mechanical analyzer (TA instruments, 2980 DMA)

거 한 후, Table 1의 배합 함량에 따라 SB 라텍스, KOH, sulfur,
zinc diethyldithiocarbamate (ZDEC) 그리고 2-mercaptobenzo-

를 사용하여 제조된 폼 시험편의 온도에 따른 모듈러스 및
tanδ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조건은 1 Hz frequency와 승온속

thiazole (MBT)를 첨가하여 탈 암모니아 공정과 동일한 조건

도는 5 oC/min이었다.

에서 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교반 후, 혼합된 라텍스 배합물
을 24시간 동안 숙성 시켰으며, 숙성과정을 통해 물리적 물성

4. 광 내구성 테스트

및 가공도가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6 숙성된 라텍스 배합물
라텍스 폼의 광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2종류의 산화방지
제와 5종류의 광 안정제를 Table 2에 나타낸 비율로 배합하

Table 1. Formulations of Optimized Latex Foams
Ingredients
61%
68%
10%
50%
50%
50%
50%

Natural rubber latex
SB latexa)
KOH solution
Sulfur dispersion
ZDECb) dispersion
MBTc) dispersion
ZnO dispersion

여 발포 시킨 후 시편을 제조하여 Xenon lamp 시험을 진행
하였다. 시험 방법은 Atlas(Ci4000)를 사용하여 Table 3에 명

Composition of dry parts (phr)
C1

C2

C3

C4

C5

80
20
0.4
1.6
0.0
1.6
2.4

80
20
0.4
1.6
0.4
1.2
2.4

80
20
0.4
1.6
0.8
0.8
2.4

80
20
0.4
1.6
1.2
0.4
2.4

80
20
0.4
1.6
1.6
0.0
2.4

Table 3. Test Conditions for Accelerated Xenon Lamp Test
Contents

Condition
65 W/m2(300 nm~400 nm)
84 MJ/m2
89±3oC
50±5%
22 days

Irradiance
Test duration
Black panel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Experimental period

a) Styrene-butadiene latex
b) Zinc diethyldithiocarbamate
c) 2-Mercaptobenzothiazole

Table 2. Formulations for Improving Light Stability of Latex Foams
Ingredients
Sonox 1010
Kumanox 5010L
DGEBA-HALS
Cyabsorb UV-3529
Songlight 6220 LD
Songsorb 1000 PW
UV-351

Composition of dry parts (phr)
T1

T2

T3

T4

T5

T6

T7

T8

-

1.0
2.0
-

1.0
2.0
-

1.0
2.0
-

1.0
2.0
-

1.0
2.0

1.0
1.0
1.0
1.0
-

1.0
1.0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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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촉진 내광성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테스트 후 시편의 외

결정된 가교촉진제의 함량을 이후 모든 실험에 적용하였으며,

관을 CIELAB 표색계를 이용한 색차 및 scanning electron

가교시간은 C4 시험편의 최대토크로부터 결정하였다.

microscope (SEM, Jeol Co.)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제조된 라텍스 폼과 상용화된 폴리우레탄 폼 시험편의 물
리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인장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Results and Discussion

시험편의 측정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인장강도와 모
듈러스의 경우 경질 폴리우레탄 폼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고무에 첨가되는 가교제나 가교촉진제의 함량은 가교형태

내었고 연질 폴리우레탄 폼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본

와 물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교촉진제 함량을 변화시켜
첨가한 라텍스 배합물들의 가교 그래프를 Figure 1에 나타내

실험에서 제조된 라텍스 폼의 경우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이
고 있으며, 인장강도는 경질 폴리우레탄 폼보다 약간 낮은 값

었다. 주 촉진제로 주로 사용되는 thiazol계 MBT와 조 촉진

을 보였다. 라텍스 폼의 경우, 발포공정에서 질소가스 주입속
도를 조절하여 발포도와 밀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시험편의

제로 사용되는 dithiocarbamates계 ZDEC의 병용효과에 따른
가교곡선을 측정하였으며, ZDEC 1.2 phr과 MBT 0.4 phr을

모듈러스 값을 조절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가교제 첨가량에

배합(C4 시험편)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최대 토크 값을 보였
다. 이는 MBT와 ZDEC의 배합비를 최적화하여 사용함으로

의해 가교도를 조절하여 인장강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최
종 응용제품에 요구되는 물성에 의해 라텍스 폼의 기계적 물

써 가교속도가 촉진되고 가교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은 조절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폴리우레탄 폼과 제조된 라텍스 폼의 반복신장에 의한

배합비가 최적화되지 않은 시험편의 경우 미가교로 인해 최
대 토크값이 낮았으며, 가교속도도 낮았다. 이 실험을 통하여

hysteresis loss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보통의 고무소
재는 반복신장에 의해 hysteresis loss가 나타나며 이는 고무
사슬의 점탄성 효과에 의한 비가역적인 응력연화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3회의 100% 반복신장 실험 결과 경질 폴리우레
탄 폼이 가장 높은 hysteresis loss 수치를 보였으며 라텍스 폼
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제조된 라텍스 폼이 폴리
우레탄 폼에 비해 반복 변형에서 더 적은 에너지가 손실된다
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라텍스 폼의 탄성특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7 또한 hysteresis loss 시험의 cycle
이 증가함에 따라 측정 값이 감소되는 것은 고무사슬의 크리
프와 응력이완 현상에 의한 점성 성분이 계속되는 반복신장
에 따라 감쇠하기 때문이다.

Figure 1. ODR results of effect on accelerator contents in latex
compounds.

Figure 2. Stress-strain curves of polyurethane and latex foam
samples.

제조된 라텍스 폼과 연질과 경질 폴리우레탄 폼의 온도에
따른 저장 모듈러스와 tanδ 값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DMA
시험을 진행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다. 라텍스 폼의 저장 모

Figure 3. Hysteresis losses of PU and latex fo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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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lor differences of samples after Xenon lamp test.

엔 영역에서 광분해 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나 단파장인 254
nm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스티렌 그룹의 benzene ring도 분
해가 되므로 전체적인 광 분해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천연
고무 라텍스에 합성 SB 라텍스를 혼합하면 광분해 반응을 지
연하고 가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제조된 라텍스 폼이 빛
에 의해 과산화 라디칼이 형성되어 고분자 사슬이 광분해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Table 2에 나타낸 광 내구성 첨가제
배합표에 따라 산화방지제와 광 안정제를 사용하여 Xenon
Figure 4. DMA test results; (a) soft PU, (b) hard PU and (c) latex
foam.

lamp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후 시험편의 광 내구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색차에 대한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내

듈러스는 시험편의 실제 사용온도로 유추할 수 있는 −20 ~ 90

광성 배합제를 단일 사용한 T6 (UV 흡수제 UV-351 2 phr)의
시험편이 시험 전후의 표면 색차 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수치

o

C에서 rubbery plateau를 형성하였고 폴리우레탄 폼에 비해

를 나타내었다. 광 안정화 메카니즘에서 보았을 때 라디칼 스

높은 저장 모듈러스를 보였다. 또한, 경질 우레탄 폼의 저장
모듈러스 값이 연질 우레탄 폼의 값보다 더 높았으며, 폴리우

케빈저의 경우 고분자 내에 이미 생성된 라디칼을 포획하여
연쇄반응을 차단시키지만 UV 흡수제의 경우 UV 에너지를

레탄 폼 시험편에서는 온도에 따라 일정한 값을 보이는
rubbery plateau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프에서 보여지지는

흡수하여 열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T6의 경우 광
흡수제를 사용한 시험편으로써 내광성 시험 후 색차의 변화

않았지만 손실 모듈러스의 경우도 라텍스 폼이 가장 낮은 값
을 보였다. 제조된 라텍스 폼은 폴리우레탄 폼에 비해 더 높

가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한 것은 광 흡수제에 의한 UV 에너

은 저장 모듈러스 값과 더 낮은 손실 모듈러스 값을 보였으

지의 효과적인 차단으로 인해 고분자 내의 라디칼 생성을 억
제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라디칼 스케빈저를 사용한 T2, T3

며, 이러한 결과는 라텍스 폼의 탄성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110oC 이후의 온도에서 라텍스 폼 시험편의 저장

시험편의 경우 고분자 내에 이미 생성된 라디칼의 연쇄반응
을 차단한다. 내광성 시험 후 시험편 외관 색차의 수치에 따

모듈러스 값의 저하는 온도에 의해 사슬 운동성의 상승으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된다.8 Tanδ 실험 결과 약 −50oC 근처에

라 광 안정성을 확인한 결과 광 흡수제를 사용하여 고분자 내
에 라디칼 생성을 억제 시키는 것이 이미 생성된 라디칼의 연

서 유리전이온도(Tg)가 관찰되었다.

쇄반응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욱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고 추

천연고무 라텍스 폼은 주로 1,4-polyisoprene으로 구성되어
있다. 1,4-Polyisoperene은 hydrogen abstraction을 포함하는 메

측된다. 광 안정제 병용 사용 영향과 두 가지 산화방지제를 비
교하기 위하여 T7과 T8 시험편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광 안

커니즘에 의해 라디칼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라디칼은
대기중의 산소의 존재 하에서 과산화(peroxy) 라디칼을 형성

정제를 병용 사용한 경우, 광 안정제 및 산화방지제를 사용하
지 않은 T1 시험편과 거의 비슷한 색차 변화를 보였으며, 광

하여 고분자 사슬의 광분해를 야기한다.9 또한 SB 라텍스는

안정제의 병용 사용 보다는 한가지를 단일 사용하는 것이 더

공기 중에서 장파장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스티렌 그룹은 300
nm 이상의 자외선에서는 거의 안정하기 때문에 주로 부타디

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T7과 T8 샘플의 각
각의 산화방지제에 대한 효과를 색차 수치로 비교 시 T7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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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hotographs of samples before and after Xenon lamp test; (a) T1 and (b) T6 samples.

Figure 7. SEM images of T6 sample; (a) before and (b) after Xenon lamp test.

용된 Songonox 1010이 내광성 시험 후 색차 변화를 낮추는

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천연고무 라텍스 탄성체 개발하고 물

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내구성 평가 후 시험편의 표면을 관측한 사진을 Figure 6

리적 특성 및 광 내구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라텍
스 폼을 제작하기 위하여 천연고무 라텍스와 SB 라텍스를 혼

에 나타내었다. 산화방지제 및 광 안정제를 첨가하지 않은 T1
시험편의 경우, Xenon lamp 시험 후 시험편 표면에서 Figure

합하여 라텍스 폼을 제조하였으며 가교제의 함량에 따른 영
향을 평가하였다. 액상 발포된 라텍스 배합물은 가교 후 open

6(a)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라텍스 폼의 고분자 사슬들이 분

cell 형태의 기공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라텍스

해되어 가루처럼 부서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산화
방지제와 광 안정제를 첨가한 T6 시험편의 경우, 고분자 사

폼의 인장특성, Hysteresis, DMA 측정을 통해 상용화된 폴리
우레탄 폼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탄성특성을 확인하였다. 제

슬이 분해되어 가루화 되는 현상을 방지 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가루화 현상은 T2~T7 모든 시험편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조된 라텍스 탄성체 폼에 광 안정제와 산화방지제를 배합하
여 빛에 의해 고분자 사슬이 분해되는 현상을 개선하였으며,

Figure 7에 Xenon lamp 시험 전후 T6 시험편의 표면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최적화된 가교 온도 및 가교 시스템에 따

산화방지제를 첨가하고 UV 흡수제인 UV-351를 단독으로 사
용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내광성 특성을 나타내었다.

라 물리적 힘과 질소의 주입으로 적정 발포 후 제조된 T6 시
험편의 단면은 open cell 형태로 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Figure 7(a)). Xenon lamp test 후 T6 시험편의 표면을 관측
했을 때, 광 안정제 첨가에 의해 고분자가 광 분해되어 가루
화 되는 현상은 방지 할 수 있었지만 약간의 간헐적인 단락
현상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실
제 제품에 라텍스 폼을 적용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 내
구성의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광 내구성 저하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내광성 배합제를 최적화하고, 충전제를 첨
가하여 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시트로 사용중인 우레탄 폼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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