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ubber Technology Vol. 17, No. 1·2, 2016 1

1. 전분/고무 복합재료

최근에 고무 혼합물 내에서 보강 충전제로서 전분

의 응용이 많은 장점 때문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장

점으로 풍부함, 깨끗함, 싼 가격, 재생가능성, 생분해

성 등이 있다. 전분/고무 혼합물의 연구는 1970년대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Buchanan et al.1) 공침

처리에 의해 아연 전분 xanthate/SBR 합성물을 준비

하였고 전분이 고무 혼합물을 강화 할 수 있는 잠재능

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내었다. 하지만, SBR내 아연

전분 xanthate의 강화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 지난 10

년 사이 몇몇의 시도들이 고무 속에서 전분의 강화 능

력을 최대화 시켰다. 이러한 시도들은 일반적으로 3가

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1) 전분의 개질 (2) 고무 매

트릭스의 개질 (3) 커플링 에이전트의 첨가. 전분/고무

혼합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전략이 Table 1

에 요약되어있다.

전분의 개질은 전분/고무 혼합물을 만들 가장 유망

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다른 반응성 작용기나 고분자

들의 접목 표면을 통해, 접목된 전분의 원하는 특성들

을 다른 고분자 매트릭스와 호환되도록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다. Wu et al.2) 젤라틴화가 된 전분을 준비한

뒤 바로 고무 라텍스와 혼합한다. 전분 입자와 고무 유

액의 고체 혼합 방법과 비교해보면 젤라틴화 된 전분

과 고무 유액의 라텍스 조합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분/

고무 혼합물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우수한 특성은 SEM 마이크로 사진을 관찰해본

결과, 전분 입자들의 분산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

로 나타났다. Liu et al.3) 화학적으로 poly (butyl acrylate)

와 함께 전분을 개질시킨 뒤 분산 상태에서의 표면 개

질과 전분/천연고무 혼합물의 기계적 성능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개질된 전분의 중요한 강화 효과

를 볼 수 있었다. 조사 연구진은 poly(butyl acrylate)

접목들은 전분의 수소결합과 결정화 및 전분과 천연

고무 사이의 호환을 억제한다고 설명하였다. Wang et

al.4) 에스터화를 통해 carbon bisulfide와 함께 전분을

개질화 한 뒤 모폴로지 즉, 전분/천연고무 혼합물의 열

적 기계적 특성 대한 에스터화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에스터화 된 전분은 천연 고무 매트릭스 내에

균등하게 분산되었고, 열적 기계적 특성은 비 개질된

전분에 비해 향상되었다. 

충전제/고분자 합성물의 향상된 성능을 위한 가장 중

요한 요소가 입자의 크기로 여겨지면서 전분 나노입자

가 고무 매트릭스를 강화시키는데 사용되었다. 황산분

해를 통해 천연 고무 매트릭스 내에서 효과적인 강화

충전제로 작용하는 6 - 8 nm 두께, 40 - 60 nm 길이,

15 - 30 nm 너비의 전분 나노결정이 얻어 진다.5-8)

Bouthegound et al.9) 분산과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전

분 나노결정의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전분 나노결정

적재율이 15% w/w 보다 높을 경우 응집하는 경향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전기 저항을 감소시킨다.

Valodkar 와 Thakore10)는 왁스형태의 전분 나노입자,

이소시안화(isocyanated) 전분 나노입자, 아세틸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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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나노입자들을 준비한 뒤 그들의 강화 능력을 비교

하여 조사하였다. 이들 중 이소시안화 전분 나노입자/

천연 고무 생체복합재료가 가장 높은 인장강도를 나

타냈다. 이는 심지어 카본블랙/ 천연고무 합성물 보다

높은 수치이다. 

두 번째 전략은 고무 매트릭스의 개질이다. 비극성

고무(SBR, CR EPDM etc.)사슬에 극성기(acryloni-

trile, maleic anhydride, citraonic anhydride etc.)의 도

입은 친수성 충전제(silica, clay, starch etc.)와의 계면

접착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면, 아크로니트릴의 함량

이 7%인 아크로니트릴 개질 SBR은 한국의 금호석유

화학에 의해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 향상된 충전제-

고무 상호작용 때문에 아크릴로니트릴 개질 SBR/

silica 합성물이 높은 모듈러스(계수), 높은 마모저항,

좋은 구름저항을 나타낸다.11) 그러므로 이 방법을 사

용함으로써 전분/고무 합운 특성들이 예상되었다.

Rouilly et al.12) 양이온성 친수성 폴리머인 poly

(dimethylaminoethyl methacrylate) (PDMAEMA)와

천연 고무 라텍스를 접합시킨 PDMAEMA – 개질된

천연고무/전분/글리세롤 필름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

해보면 강한 수소결합이 전분과 PDMAEMA를 걸쳐

형성된다. 이것은 필름의 신장과 단단함을 크게 증가

시킨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복잡하고 비싸 실험실 수준

의 연구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마지막 전략은 커플링 에이전트의 첨가이다. 충전

제(graphite, carbon nanotubes, nanoclay, silica, halloy-

site nanotubes etc.)와 비상용 중합체 매트릭스 계면간

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커플링 에이

전트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maleic anhydride, styrene-maleic anhydride, Bis-[3-

(triethoxysilyl)propyl]-tertrasulfide, 3-aminopropyl-triethoxy

silane, 3-methylacryloxypropyl] trimethoxysilane, 3-

glycicloxypropyl-trymethoxy silane 등이 있다. 커플링

에이전트는 두 개의 비상용성 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며 결과로 채워진(filled) 고분자 합성물의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전분/고무 화합물에 대해

알아보면 resorcinol formaldehyde (RF)와 N-β-(amino-

ethyl)-γ-aminopropyl trimethoxy silane (KH792)을 결

합한 사용은 전분/SBR 화합물의 기계적 특성을 상당

히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3-15) 

친화적 장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tire tread

materials의 연료 효율도 향상시켰다. 

이번 챕터에서는 제조 방법과 전분의 농도가 경화

거동, 기계적 특성, 천연 옥수수 전분/SBR 생체복합재

Table 1. Strategies used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s of starch/rubber compounds : previous investigations

Strategies Matrix1 Fillers Coupling agent

Modification of starch

NR Starch-g-PBA4 -

NR, SBR, NBR Starch xanthate -

NR, SBR
Gelatinized

starch
-

NR SN5 -

NR
Isocynated SN

Acetylated SN
-

Modification of rubber

Maleated NR Starch -

NR-g-PMMA2 Starch -

NR-g-PDMAEMA3 Starch -

Addition of coupling agent
NR Starch Glycerol

SBR Starch RF and KH7926

1. NR: natural rubber; SBR: styrene-butadiene rubber; NBR: nitrile-butadiene rubber
2. PMMA: poly (methyl methacrylate)
3. PDMAEMA: poly (dimethylaminoethyl methacrylate)
4. PBA: poly(butyl acrylate)
5. SN: starch nanocrystals
6. RF: resicorol formamide 
KH-792: N-β-(aminoethyl)-γaminopropyl trimethoxy si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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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같은 다양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천연 옥수수 전분/SBR 생체복합재료는 (1)고체 블렌

드 방법 (2) 라텍스 블렌드 방법으로 제조된다. 고체

방법은 전분/SBR 화합물을 얻기 위해 고체상의 옥수

수 전분을 고체상의 SBR과 함께 투 롤에서 즉시 혼합

하는 것이다. 라텍스 블렌드 방법은 반응기에서 젤라

틴화 된 천연 옥수수 전분 반죽을 라텍스 상태의 SBR

과 함께 혼합시키는 것이다. 그 뒤 전분/SBR 화합물을

얻기 위해 오븐에서 건조 시킨다.

2. 전분/SBR 복합재료의 제조 

2.1 고체 블렌드 방법에 의한 전분/SBR 복합재

료의 제조

 전분의 특정 양 (10,20,30,40 phr)을 과량의 물에 용

해시켜 전분 서스펜션을 얻는다. 전분 서스펜션을

80oC에서 투명해질 때 까지 기계로 강하게 저어준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전분의 젤라틴화라 부른다. 얻어

진 전분 반죽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전분을 SBR매

트릭스 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SBR 라텍스

를 30분 동안 강하게 저어준다. 마지막으로 전분/SBR

화합물을 얻기 위해 혼합물을 무게가 일정해질 때 까

지 70oC의 오븐에서 건조시켜 준다.

고무 첨가제들은 같은 투 롤 밀에서 전분/SBR화합

물에 첨가된다. 고무 첨가제들의 혼합 공식은 다음과

같다. 산화아연(3 phr), 스테아린산 (1 phr), 황(2 phr),

촉진제 dibenzothiazole disulfuide (0.5 phr). 얻어진 화

합물은 고온 압축기에서 10MPa, 150oC조건으로 최적

경화 시간 t90 동안 경화시켜 전분/SBR 생체복합재료

를 얻는다. 생체복합재료의 시트를 2 mm두께로 압축

시킨 뒤 기계적 시험을 위한 샘플형태로 자른다.

Figure 1에서 라텍스 블렌드 과정을 개략적으로 표현

해 놓았다.

2.2 라텍스 블렌드 방법에 의한 전분/SBR 복합

재료의 제조

전분 서스펜션을 얻기 위해 특정 양의 (10, 20, 30,

40 phr) 전분을 과량의 물에 녹인다. 전분 서스펜션을

80oC에서 투명해질 때 까지 강하게 기계적 교반을 이

용하여 저어준다. 이러한 방법은 전분 젤라틴화라고

부른다. 얻어진 전분 반죽은 실온으로 식혀준 뒤 SBR

라텍스에 부어준다. 전분 반죽과 SBR 라텍스의 혼합

물을 SBR 내에서 전분의 균일 분산을 위해 30분 동안

강하게 저어준다. 마지막으로 starch/SBR 화합물을 얻

기 위해 혼합물을 70oC오븐에서 무게가 일정해질 때

까지 건조시켜준다. 

같은 투 롤 밀에서 고무 첨가제들을 starch/SBR화합

물에 넣어준다. 고무 첨가제들의 배합공식은 다음과

같다. 산화아연 (3 phr), 스테아린산 (1 phr), 산화 방지

제 2,2,4-trimethyl-1,2-dihydroquinoline polymer (1

phr), 황 (2 phr), 촉진제 n-cyclohexyl-2-benzothiazole

sulfonamide (2 phr), 촉진제 dibenzothiazole disulfide

(0.5 phr). 얻어진 화합물들은 최적 경화 시간 t90  동안

고온 압축기에서 10MPa, 150oC로 starch/SBR 화합물

을 얻기 위해 경화 된다. 생체복합재료를 두께가

2 mm가 되도록 압축시키고 기계적 테스트를 위해 잘

라준다. Figure 2는 라텍스 블렌드 방법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3 결과 및 논의

3.1 전분/SBR 복합재료의 토크 값에 미치는 준

비방법과 전분 함량의 영향

Table 2과 Figure 3은 두 가지 방법으로 조제된 전분

/SBR 생체복합재료의 가황특성을 나타낸다. 순수

SBR화합물의 최소 토크 (ML)와 최대 토크 (MH)는 각

각 0.9와 9.3lb이다. 고체 블렌드 방법으로 오직 10phr

전분을 SBR매트릭스와 합성시키면 ML과 MH값이 각

각 1.9와 13.8lb로 놀라울 정도로 증가한다. 이와 비슷

한 현상이 라텍스 블렌드 방법을 통해 10 phr 전분을

SBR 매트릭스와 합성시킬 때 관찰된다. 그러므로 고

무 매트릭스에 비해 전분이 훨씬 높은 모듈러스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고무 화합물 내에서 전분이 효과적

인 보강 충전제로 사용될 수 있다. 문헌에서 알려진 대

로 전분의 영률이 대략 15 GPa16)이다. 이는 가공되지

않은 SBR(< 10 MPa)의 값보다 훨씬 높은 값이다.17)

ML은 가공처리 되지 않은 화합물의 강도뿐만 아니

라 점도와 관련이 있다.18) 관찰결과 고체 블렌드 방법

으로 조제된 전분/SBR 화합물이 라텍스 블렌드 방법

에 의한 화합물보다 훨씬 높은 ML값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라텍스 블렌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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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비교하여 고체 블렌드 방법에 의해 조제된 화합

물의 전분 입자의 나쁜 확산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고

체 블렌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전분의 좋지 못한 확산

은 강한 전분-전분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그 결과 가공

처리 되지 않은 화합물의 점도와 강도가 증가한다. 또

한 이 현상은 수분함량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라

텍스 블렌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전분/SBR 화합물은

고체 블렌드 방법에 의해 조제된 화합물에 비해 수분

함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물은

일반적으로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서 효과적인 가소제

역할을 한다. 이는 고분자 사슬의 유동성을 증가시키

고 결과적으로 점도를 낮춰준다.

토크의 차 (ΔM)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1)

Table 2와 Figure 3에 나타낸바와 같이, ΔM값은 전

분의 점도가 0에서 40phr로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

로 증가한다. 반면에 두 가지 방법으로 제조된 전분/

SBR 생체복합재료사이의 ΔM값의 차이점은 중요하

지 않다. ΔM는 경화된 배합물의 가교결합 밀도와 관

련 있다. 그 결과 전분의 혼합은 SBR화합물의 훨씬 좋

은 가교 결합 밀도를 나타나게 한다. 하지만, 조제방법

은 전분/SBR 생체복합재료의 가교 결합 밀도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2 전분/SBR 복합재료의 경화 속도에 미치는

조제방법과 전분 함량의 영향

SBR화합물의 Scorch time (ts2), 경화시간 (t90),

curing rate index (CRI) 값들은 전분의 혼합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CRI는 경화 속도 측정치이다. CRI값

이 높을수록 고무 화합물의 경화속도가 빨라진다.

CRI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2)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SBR화합물의 ts2, t90,

CRI 값들은 각각 0.92 min, 7.72 min, 14.7 min−1이다.

40 phr전분과 SBR매트릭스를 고체 블렌드 방법으로

혼합하면 ts2, CRI 값들이 각각 1.93 min, 23.92 min−1

까지 증가한다. 반면에 t90값은 6.03 min으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유사하게 라텍스 블렌드 방법으로 40phr

MΔ M
H

M1–=

CRI
100

t90 t
s2–

-----------------=

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preparation of

starch/SBR biocomposites by solid blend method.

Figure 2. Schematic illustration of preparation of

starch/SBR biocomposites by latex blend method.

Table 2. Vulcanization characteristics of natural corn starch/SBR biocomposites : effect of preparation method

and starch concentration

Preparation Methods Starch/phr 0
Solid blend method Latex blend method

10 20 30 40 10 20 30 40

MI/lb-in 0.9 1.9 2.3 2.8 2.5 1.0 1.4 1.9 2.9

MH/lb-in 9.3 13.8 16.5 18.4 20.5 14.7 15.0 17.9 23.8

△M/lb-in 8.4 11.9 14.2 15.6 18.0 13.7 13.6 16.0 20.9

ts2/min 0.92 2.02 1.95 1.93 1.85 1.18 1.20 1.18 1.25

t90/min 7.72 8.03 6.08 6.43 6.03 4.33 3.20 3.08 3.18

CRI/min-1 14.7 16.6 24.2 22.2 23.9 31.8 50.0 47.6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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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을 SBR매트릭스와 혼합하면 ts2, CRI 값이 각각

1.25 min, 48.31 min−1까지 올라간다. 반면에 t90값은

3.18 min으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분

의 혼합이 SBR화합물의 경화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

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전분은 생체복합재료 내에서

효과적인 경화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분/SBR 생체복합재료의 경화 속도에 조제 방법

또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고체 블렌드 방법으로 만

들어진 생체복합재료와 비교하여 라텍스 블렌드 방법

에 의한 생체복합재료는 훨씬 높은 CRI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고체 블렌드 방법으로 조제된 10, 20, 30,

40phr 생체복합재료의 CRI값은 각각 16.64, 24.21,

22.22, 23.92 min−1이다. 반면에 라텍스 블렌드 방법으

로 제조된 10, 20, 30, 40phr 생체복합재료의 CRI값은

각각 31.75, 50.00, 47.62, 48.31 min−1까지 증가하였다.

고체 블렌드 방법으로 만들어진 생체복합재료보다 라

텍스 블렌드 방법으로 만들어진 생체복합재료의 CRI

값이 훨씬 높다. 이는 젤라틴화 된 전분의 높은 수분함

량 때문이다. 젤라틴화된 전분 입자들은 젤라틴화 되

지 않은 전분입자에 비해 훨씬 많은 하이드록시 그룹

(-OH)을 가지고 있다. 왕 겨/ENR,19,20) sisal/oil palm,

hybrid fibre/NR,21) wood flour/ENR,22) 셀룰로오스/

NR,23) chitosan/rubber,24) 화합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관찰 할 수 있다. 

3.3 기계적 특성 - 제조방법과 전분 함량의 영

향 

Table 3과 Figure 4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전분/SBR 생체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순수 SBR의 인장강도, 신장, 300% modulus는 각각

2.9MPa, 636%, 1.2MPa로 나타나 있다. 

고체 혼합 방법으로 단지 10phr전분을 SBR매트릭

스와 혼합시키면 인장강도와 신장이 각각 1.8MPa,

415%로 떨어진다. 반면에 300% modulus는 살짝 증가

한다. 라텍스 블렌드 방법으로 전분을 10에서 40phr로

Figure 3. Vulcanization characteristics of starch/SBR biocomposites prepared by two methods.



6 고무기술 제17권 제1·2호, 2016

SBR매트릭스와 더 혼합시키면 인장강도와 300%

modulus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장은 계속적으

로 감소된다.

반대로, 오직 10phr전분을 라텍스 블렌드 방법으로

SBR매트릭스와 혼합을 시키면 인장강도, 신장, 300%

modulus가 3.2 MPa, 836%, 1.5 MPa까지 각각 증가한

다. 전분의 혼합을 증가시키면 기계적 특성에 좋은 영

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전분의 농도가 10에서 40 phr

로 증가하면 300% modulus가 1.5 MPa에서 3.1 MPa

까지 연속적으로 증가한다. 최적인장강도 (4.9 MPa)은

30 phr 전분이 혼합될 때 얻어진다.

결과들은 제조방법이 전분/SBR 생체복합재료의 기

계적 특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체 블렌드 방법으로 제조한 생체복합재료와 비교해

보면 라텍스 블렌드 방법으로 제조한 것이 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개선은 라텍스 블렌

드 방법으로 만든 생체복합재료의 전분 입자크기의

축소 때문으로 여겨진다.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natural corn starch/SBR biocomposites : effect of preparation method and

starch concentration

Preparation Methods Starch/phr 0
Solid blend method Latex blend method

10 20 30 40 10 20 30 40

Tensile Strength/MPa 2.9 1.8 1.9 1.6 1.8 3.1 4.4 4.9 4.4

Elongation/% 636 415 394 324 413 836 852 688 532

Modulus 300%/MPa 1.2 1.6 1.7 1.6 1.6 1.5 2.0 2.6 3.1

Hardness/Shore A 57.3 55.4 61.3 63.4 66.3 56.1 65.3 66.3 68.2

Figure 4. Comparative studie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tarch/SBR biocomposites prepared by two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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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폴로지

생체복합재료에 분산된 전분의 입자크기에 미치는

제조방법의 영향을 시험해 보기위해 FE-SEM micro-

photos를 이용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고체 블렌드 방법에 의한 생체복합재료이기 때문에

Figure 5(c) 와 (d)에 나타나 있듯이 전분 입자의 형태

는 젤라틴화 이후 심하게 변형되었다. 전분입자의 대

부분은 크기가 상당히 10 μm보다 작은 크기로 줄어들

었다. 또한 비슷한 결과가 Wu et al,25) Liu et al,26)

Wang et al27)에 의해 관찰되었다.

FE-SEM에 의한 관찰은 생체복합재료가 라텍스 블

렌드 방법으로 만들어 졌을 때 전분 입자의 크기가 현

저히 줄어들었음을 확인 시켜 준다. 또한 전분 입자의

크기가 줄면 기계적 특성이 발달하게 된다.

4. 결  론

제조방법과 전분 농도가 전분/SBR 생체복합재료의

가황특성, 기계적 특성, 모폴로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이 조사는 이번 연구의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고체 블렌드 방법과 대비해 라텍스 블렌드 방법

에 의한 전분/SBR 생체복합재료는 낮은 토크값과 빠

른 경화속도를 보여준다. 이는 라텍스 블렌드 방법에

의한 생체복합재료의 높은 수분 함량에 기인한다.

2. 전분 농도가 0에서 40 phr로 증가할 때 생체복합

재료의 토크 값과 경화속도 모두 증가한다. 이는 전분

이 보강충전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화제로도 사

용된다.

3. 고체 블렌드 방법과 대비해 라텍스 블렌드 방법

에 의한 전분/SBR 생체복합재료는 우수한 기계적 특

성, 인장 강도, 신장, 300% modulus, 강도를 보여준다.

이는 전분 입자 크기의 상당한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

로 FE-SEM에 의해 확인 되었다.

4. 최적의 인장강도는 라텍스 블렌드 방법에 의한

생체복합재료가 30phr의 전분과 혼합될 때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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