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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질 전분/SBR 생체복합재료

고체 블렌드 방법과 비교하여 라텍스 블렌드 방법

은 전분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전분/

SBR 생체복합재료의 제조에 좀 더 적절하다. 하지만

FE-SEM microphotos (Figure 1)를 관찰해 보면 비록

전분이 젤라틴화 되어 있더라도 전분의 강한 결정화

특성과 다시 뭉치려는 성질 때문에 전분(대략 10 μm)

의 입자의 크기는 여전히 크다. 입자의 크기가 1 μm에

서 10 μm까지의 충전제는 주로 희석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고무 매트릭스 상에서는 강화 능력이 없다.

10 μm보다 큰 크기의 입자는 일반적으로 강화시키기

보다는 물리적 특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SBR 매트릭스를 강화에 있어서 전분의 큰 입자 크기

는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중 하나이다. 게다가 FE-SEM

microphotos (Figure 1) 관찰결과 전분 입자 경계 근처

에 많은 수의 빈 공간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라텍스 블렌드 방법이 친수성의 전분과 소수성의 SBR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간의 결합을 향상시키지 못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큰 전분의 입자뿐만

아니라 안 좋은 계면 접착성도 생체복합재료 내 전분

의 강화능력을 상당히 제한시킨다. 예를 들면, 가장 높

은 인장강도는 겨우 4.9 MPa이다. 이는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크기이다. 그러므로 입자

크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계면 접착성을 효과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분/SBR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해

에멀젼 개질과 라텍스 블렌드라 불리는 새로운 방법

을 제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3가

지 형태의 개질 전분 (MST, Modified Starch) 라텍스

즉, starch-g-poly(butyl acrylate) (ST-g-PBA), starch-g-

poly(methylmethacrylate) (ST-g-PMMA), starch-g-

polystyrene (ST-g-PS)를 에멀젼 그래프트 중합을 통

해 합성하였다. 이 처리 과정을 에멀젼 개질이라 부른

다. 합성된 MST 라텍스들은 즉시 SBR 라텍스와 섞인

다. 그 뒤 MST/SBR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 오븐에서

건조시킨다. 이 처리과정을 라텍스 블렌드라 부른다.

개질 전분/SBR 생체복합재료의 제조와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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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E-SEM micrographs of starch (20 phr)/SBR

biocomposites prepared by two methods: solid blend

method, scale bar: (a) 100 μm and (b) 10 μm; latex

blend method, scale bar: (c) 100 μm and (d)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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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표면에 도입된 비닐 그래프트는 다음과 같이 설

계되었다. (1) 젤라틴화 된 전분의 다시 뭉치려는 특성

을 억제하고 전분의 입자 크기를 줄인다. (2) 전분 덩

어리 형성을 피하고 그 결과 SBR매트릭스 내에서 전

분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산된다. (3) 물리적으로 SBR

거대분자 사슬과 얽히게 하여 전분과 SBR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

또한 개질 전분/SBR 생체복합재료와 비 개질 전분/

SBR 생체복합재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다

른 종류의 그래프트 비닐 모노머들이 MST/SBR 생체

복합재료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마지

막으로 강화 메커니즘을 자세히 논하였다.

2. 개질 전분/SBR 생체복합재료의 제조

2.1 재료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1502 (스티렌 함량

23.5%)는 금호석유화학에서 제공받았다. 옥수수 전분

(branched amylopectin 75%, linear amylose 25%)은 삼

양제넥스에서 제공받았다. Methyl methacrylate (MMA),

butylacrylate (BA), styrene (S)와 같은 비닐모노머는

그래프팅에 쓰인다. 이들은 대정화금에서 구입하였다.

개시제인 potassium persulfate (KPS)는 덕산약품에서

구입하였다. 유화제인 dodecylbenzenesulfonic acid

sodium salt (DBS-Na)는 준세이 화학에서 구입하였다.

2.2 에멀젼 개질과 라텍스 블렌드 방법을 이용

한 MST/SBR 생체복합재료의 제조

2.2.1 젤라틴화

대략 20그램의 전분을 탈 이온수 250그램에 분산시

킨다. 전분 서스펜션을 물중탕으로 질소대기 하에

80oC에서 30 min 동안 강하게 저어준다.

2.2.2 에멀젼 공중합을 통한 MST의 합성

MST는 이미 언급한[1-3] DBS-Na를 유화제로 사용

한 일반적인 에멀젼 중합에 의해 합성된다. MMA(BA

or S) 모노머(10 g)를 처음에 1 wt% DBS-NA 용액

50 ml와 섞고 기계적으로 저어준다. 30분 동안 미리

유화를 시킨 뒤 비닐 모노머 에멀젼을 천천히 전분 반

죽에 넣어준다. 그래프트 공중합은 20 ml의 0.5 wt%

KPS용액을 넣어줌으로써 개시된다. 이는 질소대기

하에서 80oC로 3시간 동안 수행된다.

2.2.3 라텍스 블렌드 방법에 의한 MST/SBR 화

합물의 제조

MST/SBR 화합물은 MST 에멀젼과 SBR 라텍스를

즉시 혼합시켜서 제조한다. 속도 1000rpm으로 혼합물

을 30분 동안 강하게 저어 잘 분산된 MST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질량이 일정해 질 때까지 70oC 오븐에서

건조시킨다.

2.2.4 혼합

혼합은 이중 롤 혼합 밀에서 수행된다. 건조된 MST/

SBR 화합물은 산화아연, 스테아릭 산, antioxidant

2,2,4-trimethyl-1,2-dihydroquinoline polymer, sulfur,

accelerator n-cyclohexyl-2-benzothiazole sulfonamide,

accelerator dibenzothiazole disulfide (Table 1)와 같은 일

반적인 탄성 첨가제와 혼합된다. Sulfur와 accelerator는

미리 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단계에서 혼합

된다. 마지막으로 혼합물은 10 MPa, t90, 150oC으로 고

온 압축기에서 경화시킨다. 샘플의 두께는 약 2 mm이

다. 비교를 위해 우리는 순수 SBR과 비 개질 전분/

Table 1. Formulation of Neat SBR, ST/SBR and MST/SBR Compounds

 Compounds Neat ST/SBR ST-g-PBA/SBR ST-g-PMMA/SBR ST-g-PS/SBR

SBR 100 100 100 100 100

Starch 0 20 20 20 20

PBAb 0 0 10 0 0

PMMAb 0 0 0 10 0

PSb 0 0 0 0 10

a) Rubber additives: zinc oxide (3 phr), stearic acid (1 phr), antioxidant 2,2,4-trimethyl-1,2-dihydroquinoline polymer (1 phr),
sulfur (2 phr), accelerator n-cyclohexyl-2-benzothiazole sulfonamide (2 phr), accelerator dibenzothiazole disulfide (0.5 phr).
b) including grafts and homo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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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 (ST/SBR) 화합물을 준비하였다. 

Figure 2는 에멀젼 개질과 라텍스 블렌드 과정을 도

식적으로 나타내었다.

2.3 Characterization

그래프트 비율(GP), 그래프트 효율(GE)는 참고 문

헌을 통해 측정된다[4]. 첫 번째로 MST에멀젼을 과량

의 메탄올 용액에 붓는다. 침전물들은 필터로 걸러내

고 메탄올과 물로 씻은 뒤 50oC의 오븐에서 건조시킨

다. 호모폴리머를 제거하기 위해 침전물들은 soxhlet

추출기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24시간 동안 추출한

다. 비닐 그래프트는 전분부분을 산화시켜 MST 공중

합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산화과정은 아래에 나타

내었다. 특정 양의 추출된 MST는 맨 처음 삼구 플라

스크에 들어있는 100 ml의 빙초산에 첨가한다. 삼구

플라스크는 90oC 물중탕으로 가열한다. 1시간 뒤 약

2 ml 과염소산(60 wt%) 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삼구플

라스크에 넣는다. 그 뒤 2분 동안 기계로 저어준다. 혼

합물은 즉시 차가운 물에 붓고 필터플라스크를 이용

하여 여과시킨다. 마지막으로 비닐 그래프트는 세척

과 건조 뒤 얻어진다. 비닐 그래프트의 무게는 정확히

측정된다. GP와 GE는 아래 식을 통해 계산된다.

(1)

(2)

W1은 MST 공중합체 내의 비닐 그래프트의 무게이

고 W2는 MST 공중합체 내의 전분의 무게이다. W3는

비닐 모노머의 초기 무게이다.

비닐 그래프트 분자의 무게는 Refractive Index

Detector calibarated with polystyrene standards가 장착

된 Agilent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로 측정된다. 적은

양의 비닐 그래프트는 Tetrahydrofuran (THF)에 용해

되고 GPC 시험 셀에 주사된다.

전분과 비닐 모노머 사이의 그래프트 반응은

Attenuated total reflection-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TR-FTIR)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순수 전분, 추출된 MST, 그들과 상응하는 호모폴리머

의 FTIR 스펙트럼들은 Universal Diamond Crystal

ATR accessory가 장착된 PerkinElmer FTIR spectrum

100S에 기록된다. 이때 반사율 모드는 650-4000 cm-1

범위이며 해상도는 4.0 cm-1이다. 분석하기에 앞서 샘

플은 여분의 플래이트에서 원뿔형태의 송곳으로 아무

런 전처리 없이 가루상태로 부숴야한다. MST/SBR 생

체복합재료는 moving die rheometer (MDR),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dynamic mechanical anclysis (DMA), mechanical test

machines, swelling test를 사용하여 특징지을 수 있다. GP
W1

W2

------- 100%×=

GP
W1

W1

------- 100%×=

Figure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preparation of MST/SBR biocomposites by emulsion modification and latex

blen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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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ch time (ts2), 최적 경화 시간(t90), 최소 토크

(ML), 최대 토크(MH)를 포함한 경화 특성은 MDR

2020 reometer (Myungji Tech Co., Ltd)를 사용하여

150oC에서 확인할 수 있다. Curing rate index (CRI)는

고무 화합물의 경화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

(3)

화합물의 인장 파괴 표면을 얇은 층의 금으로 코팅

한 뒤 JSM-7500 FE-SEM (JEOL)으로 관찰한다. 

경화의 동적 기계적 특성들은 -80oC에서 0oC까지

진동수 1 Hz, 3oC/min 의 온도 상승속도에서 질소대기

하에서 DMA 8000 (Perkin Elmer Instruments)를 통해

조사한다. 

인장 테스트는 Tinius Oisen H5KT-0401 테스트 기

계에 의해 수행된다. 이때 속도는 ASTMD 412에 따른

500 mm/min으로 한다. 인열 강도 또한 Tinius Oisen

H5KT-0401 테스트 기계에 의해 측정되며 이 때 속도

는 ASTMD 412에 따른 50 mm/min이다. 

경도 값은 shore Durometer type A machine을 사용

한 ASTM D2240에 따라 측정된다. 5가지 다른 샘플

들은 평균값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흡수 팽윤 시험은 톨루엔 속에서 1, 3, 6, 12, 24시간

동안 ASTM D471-79에 의해 평가한다. 팽창 비율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Swelling Ratio = (4)

W1이 샘플의 원래 무게이고 W2는 팽창이후의 샘플

무게이다. ρr은 고무의 밀도(ρSBR=0.933 g/cm3)를 나타

내고, ρs는 용제의 밀도(톨루엔의 밀도 ρ=0.867 g/cm3)

이다.

3. 결과 및 논의

3.1 개질 전분의 합성과 정의

3.1.1 전분과 비닐 모노머 사이의 제안된 그래프

팅 공중합 메커니즘

그래프팅 메커니즘을 Figure 3에 제안하였다. KPS

는 열해리 개시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에멀젼 중합에

CRI
100

t90 ts2–
-----------------=

W2 W1 ρs⁄–

W1 ρr⁄
---------------------------

Figure 3. The proposed reaction mechanism of graft copolymerization and homopolym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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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된다[5-8]. KPS 수용액에 열을 가할 때 2개

의 황산염 라디칼이 과황산염의 해리로 인해 발생된

다. 또한, 동시에 부분적으로 황산염 라디칼이 물과 반

응하여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생산할 수 있다. 비닐 모

노머와 전분의 존재로 황산염 또는 하이드록실 라디

칼이 비닐모노머와 전분 모두와 반응하여 비닐모노머

라디칼과 전분 마이크로 라디칼들을 발생시킨다고 여

겨진다. 그 결과 그래프트 공중합과 단독중합이 동시

에 발생된다. 전분입자들이 비닐모노머보다 황산염

라디칼들과 훨씬 더 가까울 때 전분 라디칼들이 맨 처

음 생성된다. Butyl acrylate, methyl methacrylate,

styrene과 같은 비닐모노머가 존재할 때 발생된 전분

라디칼을 비닐모노머 이중결합에 첨가하면 starch-

graft-vinyl 모노머 라디칼이 생성된다. 증식과 종결단

계이후 ST-g-PBA, ST-g-PMMA, ST-g-PS와 같은

MST 공중합체들이 얻어진다. 비닐모노머의 극성은

심지어 유화제가 있는 상태에서 전분 라디칼과 비닐

모노머 사이의 반응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주

목할 만한 점이다. 높은 극성의 비닐 모노머는 전분 라

디칼 표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결과 GP와 GE가

높아진다. 하지만, 전분 입자들보다 비닐모노머들이

발생된 라디칼에 훨씬 가까워지면 비닐모노머 라디칼

들이 생성된다. 비닐모노머 라디칼들이 전분 라디칼

대신에 비닐모노머 라디칼들과 함께 증식과 종결을

할 때 단독중합이 일어난다.

GP와 GE같은 MST의 그래프팅 파라미터들의 측정

치는 Table 2에 나타나있다. 보는바와 같이 ST-g-PBA

는 GP와 GE값 모두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에 ST-g-

PS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관찰 결과들

은 모노머의 극성과 단독중합의 경향성의 결합된 효

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스티렌은 부틸아크릴

레이트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에 비해 극성이 낮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starch-macroradical들의 표면

에 스티렌이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ST-g-PS

는 낮은 GP와 GE값을 갖는다. 두 번째로 메틸메타그

릴레이트와 스티렌과 비교해 부틸아크릴레이트는 더

긴 분지 사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틸아크릴레이트

모노머 라디칼들은 넓게 분산시킬 수 있고 단독중합

을 억제할 수 있다. 그 결과 GP와 GE값이 높다. PBA,

PMMA, PS 그래프트의 분자량 Mw은 각각 2.31×105,

0.46×105, 0.53×105이다.

3.1.2 그래프트 공중합의 증거 – ATR-FTIR 분석

순수 전분, 추출된 MST와 이들과 상응하는 호모폴

리머들의 ATR-FTIR 스펙트럼을 Figure 4에 나타내었

다. 그리고 이들의 자세한 피크들은 Table 3, 4, 5에 요

약해 두었다. 전분의 스펙트럼을 보면 특징적인 흡수

Figure 4. ATR-FTIR spectra of natural corn starch,

modified starch and homopolymers.

Table 2. Grafting Parameters and Molecular Weight

of Vinyl Grafts

MST ST-g-PBA ST-g-PMMA ST-g-PS

GP/% 38.5 30.8 20.1

GE/% 62.4 52.8 43.6

Mw
a/g*mol-1 2.31×105 0.45×105 0.53×105

a) Molecular weight of vinyl gra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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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들이 2882, 2932, 3313 cm-1에 나타나있다. 이 피

크들은 각각 C-H와 O-H 신축으로부터 기인한다. 일

반적으로 C-O와 C-O-C 흡수 피크들은 1000-

1300 cm-1의 범위에 나타난다[9]. 옥수수 전분의 경우

C-O 흡수 피크들은 998과 1077 cm-1에서 발견되며 C-

O-C 흡수 피크는 1149 cm-1에서 발견된다. ST-g-

PMMA, ST-g-PBA, ST-g-PS의 스펙트럼에서 C-O-C

흡수 피크가 1147, 1144, 1148 cm-1로 각각 이동되었

다. 이는 전분과 비닐모노머 사이의 그래프트 반응에

의한 새로운 C-O-C 구조의 형성을 시사하고 있다. 게

다가, homo-PMMA와 homo-PBA의 C=O 흡수 피크

들 또한 각각 1725.2, 1729.7 cm-1로 나타났다. 그래프

트 반응 이후 C=O 흡수 피크들은 1726.3, 1732.0 cm-1

로 각각 이동하였다. ST-g-PBA가 ST-g-PMMA에 비

해 높은 빈도수의 카보닐그룹 흡수피크가 나타난 점

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메틸 그룹과 비교하여 카보닐

그룹 상의 부틸그룹의 귀납적인 영향 때문이다. ST-g-

PS는 폴리스티렌 그래프들의 특징적인 피크를 보여주

고 있다: aromatic ring의 C-H 신축의 697-750, 1450-

1600, 3027 cm-1, aromatic ring의 C=C 그룹의 1600-

2000 cm-1[10]. 그러므로 새로운 피크와 C-O-C와 C=O

피크들의 위치변화가 나타남으로써 비닐모노머들이

전분 골격에 화학적으로 그래프트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3.2 MST/SBR 생체복합재료의 정의

3.2.1 모폴로지

MST/SBR 생체복합재료의 인장 파괴 표면의 FE-

SEM 현미경사진들은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5(b)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분의 입자 크기는 1에서

15μm의 범위를 가진다. 이는 순수 전분의 것과 거의

같다. Liu et al. [11] 강한 전분의 재결정성과 수소결합

때문에 고무매트릭스 내 전분의 균등한 분산을 얻기

힘들다. 전분 입자 크기의 범위(1-15 µm)는 SBR 거대

분자 사슬의 거리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그 결과 신축

Table 3. The Position Changes of Characteristic

Absorption Peaks among ST, Extracted ST-g-PMMA

and Homo PMMA

Samples/Position of 

absorption peaks/cm-1 O-H C=O C-O-C

ST 3297 - 1149

ST-g-PMMA 3313 1726.3 1147

Homo PMMA - 1725.2 1145

Table 4. The Position Changes of Characteristic

Absorption Peaks among ST, Extracted ST-g-PBA and

Homo PBA

Samples/Position of 

absorption peaks/cm-1 O-H C=O C-O-C

ST 3297 - 1149

ST-g-PBA 3331 1732.0 1144

Homo PBA - 1729.7 11145

Table 5. The Position Changes of Characteristic

Absorption Peaks among ST, Extracted ST-g-PS and

Homo PS

Samples/Position of 

absorption peaks/cm-1 O-H C=C C-O-C

ST 3297 - 1149

ST-g-PS 3352 1450-1600 1148

Homo PS - 1450-1600 -

Figure 5. FE-SEM micrographs of composites: (a)

neat SBR, (b) starch/SBR, (c) ST-g-PBA/SBR, (d) ST-

g-PMMA/SBR, and (e) ST-g-PS/SBR; scale bar: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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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날 때 SBR 사슬에서 파열이 쉽게 일어난다. 또

한, 많은 수의 빈 공간들이 관찰되거나 또는 전분입자

의 경계 근처, 이는 전분과 SBR 매트릭스 사이의 낮은

호환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전분을 그래프트 비닐 모

노머에 의해 개질시키면 전분입자들의 대부분이 사라

지고 아주 깨끗한 인장파괴 표면들이 관찰된다. 이는

Figure 5(c), (d), (e)에 제시하였다. High multiple

electron micrograph들을 Figure 6에 나타내었다. 놀랍

게도, MST의 입자 크기가 대략 200~400 nm로 감소하

였음이 발견되었다.

FE-SEM micrographs의 비교 연구를 통해 에멀젼

개질과 라텍스 혼합방법이 전분입자의 크기를 줄이는

데 크게 작용하였고 SBR 매트릭스 상에 전분의 분산

을 향상시켰다. 비닐 그래프트들은 전분의 뭉침을 막

았을 뿐만 아니라 SBR 거대 분자 사슬과 물리적으로

얽혔다. 물리적 얽힘의 발생은 전분의 분산에 의해 더

욱 향상된다. 

3.2.2 경화특성

Figure 7은 MST/SBR 화합물의 경화곡선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경화 특성들은 Table 6에 요약

했다. 전분의 혼합은 SBR 화합물의 토크 값의 증가를

일으키고 전분의 강화 효과도 나타내었다. 이는 충전

제-매트릭스 상호작용의 형성 때문이다. 또한 전분의

혼합은 전분입자들 사이의 수소결합으로 충전제-충전

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토크 값 또한 증가

한다. ST/SBR 화합물과 비교해 MST/SBR 화합물은

낮은 토크 값을 나타낸다. 이는 충전제-충전제 상호작

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향상된 분산효과로부터 기인한

다. MST에 대해 살펴보면, 하이드록실 그룹들은 부분

적으로 비닐 그래프트에 의해 치환된다. 이는 하이드

록실 그룹들을 크게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소결합

을 감소시킨다. 게다가, 비닐 그래프트 사술들은 MST

의 뭉침을 막아준다. 이러한 관찰들은 에멀젼 개질과

라텍스 블렌드 방법이 SBR 매트릭스 내 전분의 분산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는

Figure 5에 나타내었다. MST/SBR 화합물, ST-g-PS/

SBR, ST-g-PMMA/SBR 화합물들 중 ST-g-PBA/SBR

Figure 6. FE-SEM micrographs of composites: (a) ST-

g-PBA/SBR, (b) ST-g-PMMA/SBR, and (c) ST-g-PS/

SBR; scale bar: 1 µm. Figure 7. Vulcanization curves of MST/SBR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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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과 비교해 높은 토크 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으

로 PS(Tg=100oC)와 PMMA(Tg=105oC)의 분자 사슬들

은 PBA(Tg=-56oC)보다 훨씬 단단하다. 이것은 MST/

SBR 화합물의 토크 값이 비닐그래프트의 강도에 달

려 있음을 나타낸다.

충전제의 혼합 또한 고무 화합물의 경화속도에 영

향을 미친다. 하지만, filled rubber compound의 경화

속도는 충전제의 타입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실리카

는 실키카 표면의 고무촉매제를 흡수하기 때문에 고

무화합물의 경화속도를 늦춘다. 반면에 점토와 유기-

개질 점토는 고무 화합물의 경화속도를 촉진시킨다.

이는 점토와 유기-개질 점토의 접시모양의 형태와 아

민그룹 때문이다[12-14]. Table 6에 보는 바와 같이

SBR매트릭스에서 전분 또는 MST의 혼합은 경화속

도를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ST/SBR, ST-g-PBA/

SBR, ST-g-PMMA/SBR, ST-g-PS/SBR 화합물들의

CRI값은 각각 47.8, 55.6, 52.6, 52.1 min-1이다. 이는

순수 SBR과 CB/SBR 화합물보다 훨씬 높은 값이다.

비슷한 결과가 rice husk/ENR [15,16], sisal/oil palm,

hybrid fiber/NR [17], wood flour/ENR [18], cellulose/

NR [19], chitosan/rubber [20] 화합물에서도 관찰된다.

유기 충전제들의 도입이 고무의 경화과정을 촉진시킨

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져 왔

다. Bulter와 Freakley [21]은 고무화합물의 습기와 수

분함량이 경화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다.

Jacob et al. [17]는 증가된 경화속도는 mill에서 혼합하

는 동안 고무 화합물의 남아있는 시간이 높은데서 기

인한다고 제안하였다. H. Ismail et al. [20]는 유기 충

전제 그룹(-OH)과 고무 첨가제사이의 상호작용은 경

화 향상의 원인이라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결과의 적절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화 연구결과로부터 우리는 전분이나 MST가 SBR

을 위한 보강충전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경화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3.2.3 기계적 특성

Table 7에 준비한 모든 샘플들의 기계적 특성을 요

약해 두었다. 그리고 그들과 상응하는 stress-strain 곡

선도 Figure 8에 제시하였다.

전분의 혼합은 SBR의 전반적인 기계적 특성을 약

간 증가시켰다. 예를 들면, 인장강도와 인열강도는 각

각 3.3 MPa, 21.3 KN/m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은 의미가 크지 않다. 

MST/SBR 생체복합제료의 경우 MST의 혼합은

SBR의 기계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시켰다.

예를 들면 ST-g-PBA/SBR, ST-g-PMMA/SBR, ST-g-

PS/SBR 생체복합재료들의 인장강도는 각각 6.5, 9.7,

5.7MPa로 증가하였다. ST-g-PBA/SBR, ST-g-PMMA/

Table 6. Vulcanization Characteristics of MST/SBR Compounds

Compounds Neat ST/SBR ST-g-PBA/SBR ST-g-PMMA/SBR ST-g-PS/SBR

ML/lb-in 0.9 2.0 1.4 1.8 1.9

MH/lb-in 9.3 16.4 11.0 12.5 13.4

ΔM/lb-in  8.4 14.4 9.6 10.3 11.5

tS2/min 0.92 1.33 1.33 1.33 1.35

t90/min 7.72 3.42 3.13 3.23 3.27

 CRI/min-1 14.7 47.8 55.6 52.6 52.1

Table 7. Mechanical Properties of MST/SBR Biocomposites

Compounds Neat ST/SBR ST-g-PBA/SBR ST-g-PMMA/SBR ST-g-PS/SBR

100% Modulus (MPa)  0.7 1.1 1.0 1.4 1.5

300% Modulus (MPa)  1.2 2.1 1.8 2.7 3.2

Tensile Strength (MPa)  2.9 3.3 6.5 9.7 5.7

Elongation (%)  636 564 1101 940 544

Tear Strength (KN/m)  10.2 21.3 30.8 43.7 24.9

Hardness (Shore A)  57.3 65.3 63 67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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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 ST-g-PS/SBR 생체복합재료들의 인열강도 또한

각각 30.8, 43.7, 24.9 KN/m로 증가하였다. 흥미롭게

도 ST-g-PBA/SBR, ST-g-PMMA/SBR의 신장이 각각

1,101%, 940%로 증가하였음이 발견되었다. 대게 보

강충전제의 혼합은 인장강도와 modulus를 향상시킨

다. 반면에 신장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a different behavior ST-g-PBA와 ST-g-PMMA의 혼합

이 일으키는 인열강도와 신장의 동시적 증가가 관찰

되었다. Vinyl grafts-starch-SBR 복합체 경화가 형성

되고 PBA와 PMMA 그래프트들은 인장강도와 신장

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3가지 MST/SBR 생체복합재료들 중 ST-g-PBA/SBR

생체복합재료가 신장에 높은 영향을 준다. 이는 순수

전분의 1.7배이다. 반면에 300% modulus는 ST/SBR

생체복합재료보다 낮다. 이러한 관찰결과는 Liu et al.

[11]의 발표 즉, ST-g-PBA/NR 생체복합재료의 300%

modulus가 ST/NR 생체복합재료의 값보다 높다는 것

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NR와 SBR사이의 서로

다른 강화 메커니즘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NR을

살펴보면 분산 충전제들의 안정한 상태와 strain-

induced crystallization은 NR 화합물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SBR은 자

기 강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산 충전제들의 안

정한 상태와 강한 계면 상호작용은 SBR의 기계적 특

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2가지 요인이다[22]. ST-g-

PBA/NR 생체복합재료의 300% modulus 증가는 ST-

g-PBA의 존재 하에 NR의 향상된 능력의 strain-induced

crystallization에 기인한다[11]. 하지만 SBR 시스템에

대해서 PBA 그래프트들의 존재는 strain-induced

crystallization 의 능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이는 SBR이 자기 강화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

면에, 유연한 PBA 그래프트들은 SBR 거대분자 사슬

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 결과 ST-g-PBA/SBR

의 300% modulus값이 감소하였다. ST-g-PS/SBR 생

체복합재료는 100%, 300% modulus와 강도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순수 SBR의 2.1, 2.7,

1.2배이다. PS 그래프트들은 벤젠그룹을 가지고 있어

서 PS 그래프트와 SBR 거대분자 사슬간의 비편재화

된 강한 π−π 결합이 존재한다[23,24]. 강한 π−π 결합

은 ST-g-PS/SBR 생체복합재료에 대한 높은 값의

100%, 300% modulus를 나타내게 한다. ST-g-PMMA/

SBR 생체복합재료는 인장강도와 인열강도의 증가에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순수 SBR의 3.3, 4.3

배이다. 

3.2.4 동적 기계적 특성

SBR 내 MST의 강화는 동적 기계적 분석(dynamic

mechanical analysis, DMA)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9, 10은 온도에 따른 저장탄성율의 로그 값(log E')과

손실계수(tan σ)를 각각 보여준다. 

MST/SBR 생체복합재료는 SBR매트릭스에서 MST

의 강화작용을 나타내어 순수 SBR에 비해 더 높은 E'

값을 가진다. 3가지 MST/SBR 생체복합재료 중에서

결정성지역과 유동성지역 모두에서 ST-g-PS/SBR 생

체복합재료가 가장 높은 E'값을 나타내고 ST-g-PBA/

SBR 생체복합재료가 가장 낮은 E'값을 나타내었다. 

Figure 8. Stress-strain curves of MST/SBR biocom-

posites.

Figure 9. Storage modulus curves of MST/SBR biocom-

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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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전이온도(Tg)는 Figure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tan σ 피크 값의 온도로부터 얻을 수 있다. ST-g-PMMA

와 ST-g-PS의 혼합은 SBR거대분자 사슬에서 PMMA

와 PS 그래프트의 구속효과를 나타내면서 SBR 화합

물의 Tg값을 살짝 올린다. 접목된 PMMA와 PS는 물

리적으로 SBR거대분자 사슬과 얽혀있다. 이로 인해

전분과 SBR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 간 접착능력을 향

상시키게 된다. 하지만, ST-g-PBA의 혼합은 상대적으

로 SBR 화합물의 Tg를 -32.7oC에서 -33.8oC으로 낮춘

다. PBA가 가소제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며 이는

SBR 거대분자 사슬의 움직임을 나타내게 한다. PBA

가 긴 부틸사슬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Tg값이 약 -56oC

로 낮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동적인 부틸사슬

은 SBR 거대분자 사슬 사이에 자기 자신을 쉽게 끼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SBR 화합물의 자유부피가 증가

하게 된다. 그 결과, SBR 거대분자 사슬의 유동성은

ST-g-PBA의 첨가와 함께 뚜렷이 증가되었고 Tg는 감

소하였다. 

이러한 추측을 확인해보고자 상호작용 파라미터 B

가 2가지 상의 계면 접합 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

되었다. 고분자 매트릭스와 충전제사이의 상호작용

파라미터 B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25].

(5)

tan σfilled와 tan σunfilled들은 각각 filled 와 unfilled 고

분자 매트릭스 사이의 손실률이다. Vf는 충전제의 부

피율이다. B의 값이 크다는 것은 계면 접합 강도가 강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의 식으로 ST-g-PBA/SB,

ST-g-PMMA/SBR, ST-g-PS/SBR 생체복합재료들의

B값을 계산하면 각각 -0.92, 1.55, 1.40이다. 이는

PMMA와 PS 그래프트의 혼합이 전분과 SBR 매트릭

스 사이의 계면 간 결합을 강화시켜주고 반면에 PBA

그래프트의 혼합은 SBR 거대분자 사슬의 움직임에

도움을 준다는 우리의 가정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ST-g-PMMA와 ST-g-

PS가 SBR 매트릭스 내에서 효과적인 보강충전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ST-g-PBA는 부틸사슬의 유동

성 때문에 주로 SBR 매트릭스 내에서 가소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3.2.5 톨루엔의 팽윤거동

팽창비율은 고무복합체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이다. 왜냐하면 고무복합체의 가교 밀도와 관련이 있

으며 고무 매트릭스와 충전제 사이의 물리적 또는 화

학적 계면간의 상호작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무복합체의 팽창비율을 조사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Figure 11은 톨루엔 용제 상에서 MST/

SBR 생체복합재료의 팽창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팽

창비율은 초기 6시간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하며 그

뒤로 6에서 24시간 까지는 조금씩 변하였다. 포화 흡

수율에서 나나난 것처럼 순수 SBR의 팽창비율은

352.9%이다. 전분이 혼합될 때, 팽창비율은 253.9%로

줄어든다. 이는 전분의 친수성에 기인한다. ST-g-PS/

SBR과 ST-g-PMMA/SBR 생체복합재료들은 ST/SBR

B
1

Vf

----- 1
tanσfilled

tanσunfilled

--------------------------–⎝ ⎠
⎛ ⎞

=

Figure 10. Loss factor curves of MST/SBR biocom-

posites.

Figure 11. Swelling ratio curves of MST/SBR biocom-

posites.



Rubber Technology Vol. 18, No. 1, 2017 11

생체복합재료에 비해 훨씬 낮은 팽창비율을 나타내었

다. 이때 ST-g-PS/SBR과 ST-g-PMMA/SBR 생체복합

재료들은 ST-g-PS/SBR과 ST-g-PMMA/SBR 생체복

합재료 존재 하에 높은 가교밀도뿐만 아니라 강한 계

면 간 접착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ST-g-PBA/SBR 생

체복합재료는 ST/SBR에 비해 높은 팽창비율을 보여

주었다. 이때 ST-g-PBA/SBR 생체복합재료는 ST-g-

PBA/SBR 생체복합재료의 존재 하에 낮은 가교밀도

뿐만 아니라 약한 계면 간 접착을 보여준다. 이는 ST-

g-PBA가 주로 SBR 매트릭스 내에서 가소제로 활동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팽창 비율의 결과들

은 기계적 시험과 동적 기계적 물성 분석결과와 거의

상응한다. 

3.3 강화 메커니즘

SBR 매트릭스 내에서 MST의 주요한 강화는 입자

크기의 축소, 크게 향상된 분산, 비닐 그래프트와 SBR

거대분자 사슬사이의 물리적 얽힘의 발생에 기인할

수 있다. SBR 매트릭스 내에서 MST의 제안된 강화

메커니즘은 Figure 12에 표현하였다. ST/SBR 생체복

합재료에 대해 살펴보면, 친수성의 전분 입자들과 소

수성의 SBR 매트릭스사이의 계면 간 결합은 약하다.

인장력이 고무 매트릭스에 적용되었을 때 전분 마이

크로 입자들에서 균열이 쉽게 발생되었다. 그 결과로

기계적 특성이 낮아졌다. 에멀젼 개질과 라텍스 블렌

드 방법은 전분의 입자를 뛰어나게 줄일 뿐만 아니라

전분의 분산을 향상시킨다. 이는 Figure 5, 6에서 관찰

된다. 게다가 비닐그래프트들은 MST 입자들의 표면

에서 많은 “손”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손”들은 물리

적으로 얽히거나 SBR 거대문자 사슬에 잡힌다. 그 뒤

많은 수 의 물리적 가교 위치를 형성한다. 인장력이 고

무 매트릭스에 적용될 때 이러한 위치들은 많은 마찰

과 소모된 변형 에너지를 가할 수 있다. 그 결과 MST/

SBR 생체복합재료의 균열은 더욱 힘들어지고 높은

기계적 특성을 같게 된다. 게다가 우리는 작용기, 강도,

구조와 같은 비닐 그래프트의 고유 특성들이 계면 접

합 강도뿐만 아니라 MST/SBR 생체복합재료의 성능

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PBA 그래프

트들은 SBR 거대분자 사슬의 지역적인 움직임을 제

한하기보다는 선호한다. 왜냐하면 가황특성, 팽창, 기

계적, 동적 기계적 시험 결과에 의한 유동적인 부틸 사

슬 때문이다. 

3.4 결론

에멀젼 개질과 라텍스 혼합 방법은 전분/SBR 화합

물의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발표되었다. SBR 매트릭

스 내의 ST-g-PMMA와 같은 MST의 혼합은 인장강도

와 인열강도 모두 각각 9.7MPa, 43.7 KN/m까지 상당

히 향상되었다. 이는 순수 SBR 가황물의 3.3, 4.3배이

다. 크게 향상된 기계적 특성은 입자크기의 축소, 분산

의 향상, 비닐그래프트와 SBR 거대분자 사슬간의 물

리적 얽힘의 발생에 기인한다. 게다가 MST/SBR 생체

복합재료의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프트 비

닐 모노머의 적절한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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