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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e in the footwear usually modified with foaming agent on the polymer resin to improve the lightweightness
and crush-cushion effe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rheological properties for polymer resin filled with the different type
and concentration of foaming agent, capsule type foaming agent and organo-chemical foaming agent, under the time sweep
test. Curing times of each polymer resin with different kind of foaming agent are delayed than reference material (epoxy
resin with curing agent). In case of adding capsule type foaming agent, however, there is appropriate concentration to reduce
the curing time, relatively. When foaming agent is activated, foaming force inflates the sample in contrast to condensation
force of curing and then axial normal force develop to the (+) direction. Interestingly, by increase concentration of foaming
agent, there is a specific point to break down the axial normal force development.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at
coalescence of foams induce the blocking of axial normal force development.
Keywords: MIF (Molded-In Foaming), capsule type foaming agent, organo-chemical foaming agent, rheological properties, time sweep test, axial normal force

Introduction
신발은 잘 알려진 것처럼 밑창(outsole), 중창(midsole), 안
창(insole) 등의 창(sole)과 갑피(upper)로 구성되어 있다. 갑피
의 경우 발 전체를 감싸 보호하고 신발이 발을 적당히 조여
줘 벗겨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달리 창의 경우 밑

고무기재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발포창(foaming sole)은 팽창
발포공법(expansion foaming)을 이용한 압축(compression
molding) 또는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을 통해 제조된다.
하지만, 위 방법들은 생산효율성이 낮거나 치수안정성이 떨
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한 불량률이 큰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이렉트 몰딩 기반의 MIF (Molding-In

창의 역할인 미끄럼 방지기능과 중창의 충격 흡수 기능, 안창
의 역할인 발의 편안함과 부수적인 충격 흡수 기능 및 반복

foaming) 공법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금형 내에서 발포반응의
모든 공정이 완료되며, 금형 캐비티(cavity)와 같은 규격의 제

압축에 대한 내구성이 중요하며 이들을 접착제를 이용해 이
어 붙여 하나의 창으로 사용된다.

품이 생산되므로 공정의 단순화와 높은 치수안정성을 나타내
므로 앞서 소개된 공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창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신발은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

제조 기술이다.2
일반적으로 기포 형성에 사용되는 발포제로는 유기화학 발

리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첨단화와 패션화가 되어가는 경향
이 강해지고 있다. 과거 기능과 편리함에만 중심을 뒀던 신발

포제(organo-chemical foaming agent)로서 합성수지 또는 고

과는 달리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의 안정감, 경량성, 충격 완화
효과 등의 기능 개선과 함께 감각적이고 경향에 맞는 디자인

무 등과 같은 고분자 재료에 배합하여 열분해(thermal decomposition)에 의해 가스를 발생시켜 스폰지 등의 제품을 제조하

의 다양성이 추구되고 있다.1 여러 가지 기능개선의 방법 중

기 위해 첨가된다. 유기화학 발포제의 경우 발포하여 자유로
운 모양을 가지며 외부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공정 중

하나인 창(sole)을 이용한 방법으로 내부에 발포제를 첨가하
여 경량성 및 탄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발포체는 고분

에 발포된 기포가 고분자 기저(polymer matrix)에서 날아가버

자나 고무 기재에 수많은 기체로 충전된 단위 셀(cell)이 분산
되어 있으며, 고분자 소재가 주재를 이루고 있는 셀벽(cell

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다른 종류의 발포제로 캡슐 형 발
포제(capsulated foaming agent)가 요즘 각광받고 있다. Figure

wall)으로 둘러싸여있다. 발포제를 함유하고 있는 고분자나

1에서 볼 수 있듯이, 캡슐 형 발포제는 수에서 수십 마이크로
미터(µm) 크기의 미세한 구형으로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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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으며,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고분자 수지의 경화
및 발포제의 발포가 일어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변물
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특히 발포가 일어나는 순간을 찾기
위해서 축 수직 방향 힘을 이용하여 발포의 기계적 물성을 살
펴보았다.

Experimental
1. 재 료
Figure 1. Schematic view of capsule type foaming agent behavior.

내부에 낮은 끓는점을 가지는 액체탄화수소가 싸여있는 구조
를 가진다. 열이 가해지게 되면 껍질 물질(shell material)이
연화되며, 액체탄화수소가 캡슐 내부에서 기화되는 두 가지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이때 캡슐 내부의 압력이 높아
지며 기존의 크기보다 팽창해 수십 배 증가된 기포를 형성한
다. 이렇게 생성되는 캡슐 형 발포제는 어느 정도 높은 압력
도 견딜 수 있으며 고 탄력성, 보온, 방음 비중 저하 등의 효
과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응용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발포제의 경우 고분자 기재에서 발포를 진
행하게 되는데 고분자 기재는 에폭시 수지에 경화제를 첨가
하는 열경화성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 발포제가 첨가된 열경
화성 물질이 금형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화가

MIF 공정에 사용되는 열경화성 물질 내부에서 발포제가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선정된 재료로 상업용 에
폭시 수지인 비스페놀-A 종류의 에폭시 수지(YD-128, 국도화
학㈜, 한국)를 사용하였다. 이 물질을 경화시키기 위해 첨가
되는 경화제로는 개질 된 변성 지환족 아민 경화제(KH-818B,
국도화학㈜, 한국)를 사용하였다. YD-128은 액체타입의 에폭
시 수지로 높은 접착성, 내화성, 내열성 등의 성질을 가지며,
KH-818B는 지방족 고리형 아민(cycloaliphatic amine)이 개질
된 경화제로서 높은 광택성과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내화
성을 가지고 있다(Table 1).
위와 같은 열경화성 물질의 발포에 따른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발포제를 사용하였는데, 한 가지는 발포

일어나는 고분자와 발포제의 기포 발달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에 껍질(shell)이 존재하는 종류의 캡슐 형 발포제로서 발포
제가 활성조건에 다다르면 발포체 내부에 있는 탄화수소가 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물질이 섞인 혼합물의 기
계적 물성 및 유변학적 물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포되며 껍질은 둥근 형태를 유지하는 종류의 발포제 이다. 다
른 한 가지는 유기화학발포제로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형

고분자의 유변 물성인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 그리고 축
수직 방향 힘(axial normal force) 등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3-5

태인 발포제가 활성온도나 조건에 다다르면 그 자체가 발포

본 연구에서는 신발용 창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발포제의
종류에 따른 유변학적 물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측정하
기 위해 동적 진동 유동(dynamic oscillatory shear) 측정 방법

를 하여 특별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 종류의 발포제이다. 껍
질이 존재하는 캡슐 형 발포제로는 일본의 Matsumoto YushiSeiyaku사의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 껍질(acrylonitrile copolymer shell)을 가지는 캡슐 형 발포제(F-36 and FN-100s,

Table 1. Lists of the Resin and Curing Agent
Sample type

Viscosity at 25 oC, [cps]

YD-128

11,500~13,500

KH-818B

100~300

Characteristics

Provider

a

EEW : 184~190 g/eq

b

TAV : 250~320 mgKOH/g

Kokdo chemical CO., LTD.

a

. EEW (Epoxy Equivalent Weight)
. TAV (Total Amine Value)

b

Table 2. Lists of the Foaming Agents
Sample type

Expansion start
Temp [oC]

characteristics

F-36

70~80

AN copolymer shell
Low Solvent resistance

FN-100s

125~135

AN copolymer shell
High Solvent resistance

Cellcom F

120~126

Modified Azodicarbonamide
Gas volume : 170 mL/g

Provider

Matsumoto Yushi-Seiyaku
CO., LTD

Kumya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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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bbreviations of Thermosetting Polymer and Foaming
Agents
Components

Name

Reference

Foaming agent [wt%]

Reference
T –1

1

T –2

F-36D

T –3
T –4

3
5
10

T –5

Epoxy resin :
curing agent
(10:3)

T –6
T –7

1
Cellcom F

3
5

T –8

10

T –9

1

T – 10

FN-100s

T – 11
T – 12

3
5
10

물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time sweep test의 방법을 이용
하여 고정된 변형 진폭(strain amplitude)과 각 진동수(angular
frequency) 상태에서 점탄성 물질의 탄성을 나타내는 저장탄
성률(storage modulus) G'과 점성을 나타내는 손실탄성률
(loss modulus) G'', 그리고 복소 점도(complex viscosity)와 축
수직 방향 힘(axial normal force)을 측정하였다. 실제 제조된
에폭시 수지(epoxy resin)와 경화제(curing agent)를 섞은 혼합
물은 상온에서 7일동안 보관하여도 경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열을 가해주면 그 속도가 가속이 되는데 Figure 2와 같이 온
도변화에 따른 열 경화 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80 oC부터 저
장탄성률 및 손실탄성률이 증가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80 oC에서 열 경화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80 oC에
서 time sweep test를 진행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선형 물성을 통한 경화시간의 결정

Matumoto Yushi-Seiyaku CO., LTD, 일본)를 사용하였다. F36 과 FN-100s 두 물질 모두 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 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에 존재하는 탄화수소의 분해온도가 각각
o

o

일반적인 고분자 수지의 경우 시간에 따른 유변물성을 측
정해보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잘 알려

80 C, 125 C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용 될 수 있
다. 껍질이 존재하지 않는 유기화학 발포제로는 개질 된 Azo-

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분자 수지에 경화제가 첨가된다면, 경
화제와 고분자간의 가교결합이 일어나 유변물성이 큰 폭으로

dicarbonamide (Cellcom F, 금양㈜, 한국)을 사용하였으며, 발
포제의 분해온도가 120 oC 정도이다(Table 2 참조). 본 연구에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유변물성을 통해 경화시간
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서 사용된 물질들의 혼합 비는 Table 3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로 저장탄성률과 손실탄성률의 교차지점(crossover point)을
이용하는 방법과 complex modulus (G*)의 변곡점을 이용한

2. 유변물성 측정

방법이 있다. G*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저장탄성률과 손실탄성

발포제가 포함된 열경화성 물질의 유변물성 측정은 상업
용 회전형 레오미터(rotational rheometer)인 ARES-G2 (TA
instrument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간 변화에 따른 유변

률을 이용한 수식의 계산을 통해 계산되는 값인 선형 점탄성
계수를 의미한다.6
*

2

G = (G′) + (G″)

2

저장탄성률과 손실탄성률의 교차지점을 이용한 방법은 저
장탄성률이 손실탄성률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액체와 같은 거
동을 보이다가(liquid like behavior), 저장탄성률이 손실탄성
률보다 커지는 지점부터 유체가 고체와 같은 거동(solid like
behavior)을 하기 때문에 고안된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화학양론적으로 균형 있는 물질에 대해서만 가능할 뿐만 아
니라 저장탄성률과 손실탄성률의 교차지점이 존재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G*의 변곡점을 이
용한 방법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7-9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G*의 변곡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경화시간을

Figure 2. Storage and loss modulus of reference from the
temperature sweep test at a fixed frequency 1 rad/s and strain
amplitude 0.2. Dashed line point out gelation point which is
calculated through the differential method.

결정하고자 하였다.
Figure 3 (a)에 표본에 농도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발포제
인 F-36D (T-1 ~ T-4), Cellcom F (T-5 ~ T-8)가 첨가된 물질
을 이용해 시간에 따른 G*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하
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G*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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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termination of curing time through the differential
method with two extrapolation line. τ indicates curing time for the
thermosetting polymer.

5와 같이 발포제가 첨가된 경우가 첨가되지 않은 표본물질 보
다 경화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발
포가 되는 경우와 발포가 되지 않는 경우, 농도에 따른 경화
시간의 발달경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포가
되는 발포제(F-36D)의 경우 3 wt%에서 최소 경화시간을 나
Figure 3. (a) Complex modulus and (b) data from the differential
method through the time sweep test as function of time.

타내고, 이와 반대로 발포가 일어나지 않는 발포제(cellcom F)
의 경우 3 wt%에서 최대 경화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발포제의 농도뿐만 아니라 발포제 종류에 따른 발포 여

프를 통해서 변곡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한 단

부도 경화시간의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 더 나아가 미분방법을 통해서 변곡점을 확인하고자 미분
방법을 통하여 Figure 3 (b)와 같이 나타내어 보았다. Figure

2. 경화진행에 따른 축 방향 힘의 발달

3 (b)에서 볼 수 있듯이 경화가 진행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G*
값이 일정하게 나타나다가 경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형으로 급
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G* 영
역에서의 값과 일정하게 증가하는 부분의 값을 외삽법 (extrapolation)을 통해서 겹쳐지는 부분을 경화시간으로 설정하고

다음으로 같은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축 방향 힘의 발
달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다. 일반적으로 가교를 통한 경화가
진행되면 고분자 사슬간의 연결을 통해 전체적인 고분자물질
이 응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열경화성 물질을 이용

값을 나타내어 보았다(Figure 4).
따라서 발포제 함량에 따른 경화시간을 나타내 보면 Figure

Figure 5. Curing time for the thermoset polymer resin with
capsule type foaming agent, F-36D (blue, medium dashed
square) and organo-chemical foaming agent, cellcom F (red, fine
dashed square).

Figure 6. (a) Axial normal force development for thermoset
polymer with different type of foaming agent. (Opened symbol:
activated capsule type foaming agent, closed symbol: inactivated
capsule type foaming agent) (b) Indication of axial normal forc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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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tructure development of thermoset polymer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F-36D. (a) ref + 1 wt.% F-36D, (b) ref + 3 wt.%
F-36D, (c) ref + 5 wt.% F-36D, (d) ref + 10 wt.% F-36D.

한 time sweep test를 진행할 경우에 실험이 진행되며 경화가

서 오히려 고분자 수지가 가라앉아버리는 현상을 의미하므

이루어지므로 축 방향으로의 힘은 고분자 수지가 응축되면서
샘플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이 발생하게 된다(Figure 6 (b)에서

로, Figure 6에서 볼 수 있는 축 수직 방향 힘의 발달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방향). 하지만 발포가 진행되는 물질의 경우 응축되는 힘

이어서 활성온도에 도달하지 못해 발포하지 않는 두 종류

에 반대 방향으로 발포되는 힘이 발생하기(Figure 6 (b)에서
(+) 방향) 때문에 이 둘의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

의 발포제의 축 수직 방향 힘의 발달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Figure 8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경우 모두 발포가 일어나지 않

요하다.
표본물질에 같은 구조를 가지지만 내부에 포함되는 탄화수

으므로 축 수직 방향 힘이 (−) 방향으로 발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유기화학 발포제의 경우 농도가 변

소의 활성온도가 다른 발포제인 F-36D (T-1 ~ T-4)와 FN-100s

함에 따라 축 수직 방향 힘의 발달의 경향이 달라지지만, 캡

(T-9 ~ T-12)의 농도를 달리하여 time sweep test를 진행하였
을 때 얻을 수 있는 축 수직 방향 힘에 대해 비교하였다 (Figure

슐 형 발포제의 경우 농도가 변하더라도 축 수직 방향 힘의
발달 경향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6). Figure 6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경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축 수직 방향 힘이 변하지 않다가 경화가 두드러지자 급격히

다. 이는 발포되지 않는 유기화학 발포제가 발포되지 않고도
경화제의 경화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활성온도에 도달하지 않아 발포
가 진행되지 않는 FN-100s 발포제가 첨가되었을 때, 일반적

말해 캡슐 형 발포제의 외부에 존재하는 Acrylonitrile은 고분
자 수지의 가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기화학 발포제인

인 열경화성 고분자의 거동과 같이 응축이 일어나 축 수직 방

Azodicarbonamide의 경우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

향 힘이 (−)방향으로 발달한다. 하지만 발포가 진행되는 F36D 발포제의 경우, 경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축 수직 방

분자 수지의 열 경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 힘이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경화제로 인한 응축력 보다 발포로 인한 발포제 내부압력의

3. 발포제 종류에 따른 기포 함량 비교

발달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농도에

마지막으로 고분자 기재 내에 다른 종류(유기화학 발포제,

따른 경화시간의 변화에서 나타났듯이 농도를 조절해 경화시
간을 조절하는 것과는 달리, 발포가 진행될 때, 농도가 증가
할수록 축 수직 방향 힘이 빠르게 발달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F-36D 10 wt.%의 농도에서 축 수직 방
향 힘이 발달되다가 잠시 지연 된 후 다시 발달하기 시작했
다. 이는 기포들이 한 번에 발생되며 잠깐 축 수직 방향 힘이
발달하다가, 발생된 기포들이 서로 뭉쳐지면서 발달된 축 수
직 방향 힘이 지연되는 현상을 나타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같은 양의 물질 T-1 ~ T-4를 같
은 용기에 두고 경화를 시켜보았다. Figure 7에서 볼 수 있듯
이, T-3은 T-2의 경우와 같이 일정하게 부풀어 오르진 않았지
만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르다가 일정 부분만 더 부풀어 오른
것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었고, T-4의 경우 T-2, T-3 에 비해 현
저히 낮은 높이와 거친 표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발생된 기포의 양이 너무 많아 기포들이 서로 뭉쳐

Figure 8. Axial normal force development for thermoset polymer
with different type of foaming agent. (Opened symbol : inactivated
capsule type foaming agent, closed symbol : inactivated capsule
type foam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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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oam distribution in the cured polymer matrix with different types of foaming agent. (a) Capsulated foaming agent (5 wt%),
T-3 (b) Organo-chemical type foaming agent (5 wt%), T-7.

캡슐 형 발포제)의 발포제가 첨가되어 활성화 되었을 때, 각

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고분자 수지 간의 가교가 원활이 일

발포제에 따른 기포함량을 전자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을 통해 비교하였다(Figure 9).

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화시간이 가장 작게 나타났고, 발포제
가 첨가된 경우 경화시간이 지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두 SEM image에 존재하는 기포들의 넓이를 비교해보면 같
은 면적에서 캡슐 형 발포제(Figure 9 (a))의 경우 97,388 µm2,

만 캡슐 형 발포제의 경우 경화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농도(3 wt%)가 있었다.

유기화학 발포제의 경우(Figure 9 (b)) 20,516 µm2으로 캡슐
형 발포제를 첨가한 경우가 4.75배 가량 더 많은 면적을 차지

축 수직 방향 힘에 대해서 살펴보면, 발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경화에 의해 (−) 방향으로 축 수직 방향 힘이 발달하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같은 함량을 첨가하더라도,

만 발포가 일어나는 경우 발포되는 힘에 의해 (+) 방향으로 발

캡슐 형 발포제가 유기화학 발포제 보다 발포 후에 고분자 기
재에 많이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기화학 발포제의 경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높은 농도(10 wt.%)의
발포제가 첨가된 경우 발포가 일어나면서 축 수직 방향 힘이

우 발포된 기체를 고정시켜줄 수 있는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발포가 되더라도 고분자 기재에서 기포가 빠져나갈 가

(+) 방향으로 발달하다가 순간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포들간의 뭉침 현상으로 인해 축 수직 방

능성이 높다. 더욱이 고분자 기재가 고체가 아니라, 경화가 진

향 힘의 발달이 저지되기 때문이다. 발포제 종류에 따라서도

행중인 액체이므로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캡슐 형
발포제의 경우 탄화수소 발포제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존재

축 수직 방향 힘의 발달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Azodicarbonamide의 경우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 경화속도에

하므로 탄화수소가 발포하더라도 기체를 유지할 수 있는 틀
이 있어 고분자 기재에서 기포가 빠져나가지 않고 잔류 할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포제 종류에 따라 내부에 잔류하는 기포의 함량이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르게 되는데 캡슐 형 발포제의 경우 유기화학발포제 보다

Conclusion

많은 양이 고분자 기재에 남게 된다. 유기화학발포제의 경우
발포 된 기체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쉽게 고분자 기재

본 연구에서는 발포제의 종류와 농도가 고분자 수지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발
포제로 캡슐 형 발포제(F-36D, FN-100s)와 유기화학 발포제
(Cellcom F)를 사용하였고, 고분자 수지 및 경화제로 YD-128,
KH-818B를 사용하였다.
액체상태의 열경화제가 나타내는 유변학적 특성으로는 경

에서 날아가지만, 캡슐 형 발포제의 경우 캡슐을 통해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분자 기재 내부에 발포체가 남아있을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MIF molding에 적용하기 위해서 캡슐 형 발포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약 3 wt% 정도 발포제 농도를 함유
하는 것이 발포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농도라고 할 수
있다.

화가 진행됨에 따라 액체거동을 보이던 (G' < G'') 물질이 고
체거동 (G' > G'')을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거동이 변
하는 지점을 미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기울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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