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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namically vulcanized PMMA/ACM (80 wt%/20 wt%) blend using DCP as a curing agent was prepared using

internal mixer. The morphology, mechanical properties, optical properties, melt viscosity and die swell were characterized

by using FE-SEM, tensile test, Izod impact test, dynamic mechanical analysis, ARES and capillary rheometer, respectively.

The blends show a phase-separated morphology in which ACM are dispersed in PMMA matrix. Dynamically vulcanized

blend exhibits higher mechanical properties, higher melt viscosity, and die swell as compared to simple blend. And, the

dynamically vulcanized blend showed total transmittance of more than 75% and haze of higher than 90%, which enable

it to find potential applications to fabricate an optical diffuser by extru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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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수지는 가시광선 투과율

과 내후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다른 광학용 수지에 비해 낮은

장점이 있어 유리대용 윈도우, 광고판넬, 온실용 하우스, 전자

전기용 하우징, 자동차 부품소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응용되

고 있다.1,2 이와 같은 PMMA의 광학적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단점인 내충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도로써 PMMA 합성 시 유리전이온도가 낮은

아크릴계 단량체와의 공중합체 형태로 제조하는 방법 또는 매

트릭스 PMMA 수지와 동일한 굴절율을 갖는 고무상의 내충

격개질제를 합성하고 이를 PMMA 매트릭스에 균일 분산시

키는 방법 등이 보고되고 있다.3-8 

한편, 최근 LED가 조명용으로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LED 조명 외부 커버로 사출 및 압출, 압축성형 등의 성형 방

식에 의해 조명등, 자동차의 실내외등, 건축 내장 등의 커버

로 용이하게 성형될 수 있는 광확산 플라스틱 수지에 대한 관

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광확산 플라스틱은 후면의

조명등 또는 내용물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으면서 LED 칩

광원이 갖는 광선의 직진성을 보완하고 균일한 밝기를 구현

하기 위하여 우수한 전광선 투과도(total transmittance)와 흐

림성(haze)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LED 광확산용

커버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압출가공에 의해 여러 가지 단

면의 성형품을 제조하는데 적합한 소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확산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PMMA

또는 폴리카보네이트계(PC)와 같은 투명한 열가소성 수지에

광확산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아크릴계 비드 또는 실리카와 같

은 무기입자를 분산시킨 형태, 또는 이들 투명플라스틱 표면

에 일정 면적과 모양을 가진 패턴을 증착시킴으로써 패널 전

영역에 걸쳐 빛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이 사용되어지고 있다.9-12 

본 연구에서는 PMMA에 소량의 고무를 용융혼합에 의해

첨가한 블렌드의 미세상분리구조를 제어함으로써 충분한 내

충격성을 가지며 전광선투과율과 haze가 광확산판으로의 응

용에 적합할 수 있는 광학적특성을 가지며 또한 압출가공에

적합한 블렌드 소재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분자 블

렌드 방법에 의한 광확산판용 수지 제조 기술은 상기한 바와

같이 별도의 확산제를 제조하거나 또는 표면에 패턴을 발현

하기 위한 후가공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경제성 면에서 유

리할 뿐 아니라 내충격성 부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

서는 PMMA과 ACM을 용융 혼합 중 과산화물을 소량 첨가

하여 ACM상을 동적가교 시킨 PMMA/ACM(80 wt%/20 wt%)

블렌드를 제조하였으며, 동적가교에 따른 블렌드의 미세모폴

로지, 기계적물성, 광학특성, 유변특성 및 압출 시 다이팽창특

성 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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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1. 시료 제조

PMMA 수지로는 LG MMA 사의 EG 920을 사용하였으며, 아

크릴고무 (ACM)로는 Unimatec사의 Noxtite A-5098을 사용

하였다. PMMA/ACM 블렌드는 무게비로 80 wt%/20 wt%이

되도록 cam rotor가 장착된 내부혼합기(Haake internal mixer)

를 사용하여 200oC, 60 rpm에서 10분간 혼합하여 제조하였

다. 이때, 용융혼합 중 고무상인 ACM의 가교를 유도하기 위

하여 dicumyl peroxide(DCP)를 0.1~1.0 phr 첨가하였다. 제조

된 블렌드를 Carver hot press를 이용하여 200oC에서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압축 성형하여 제반 물성을 측정하였다.

1.1 전광선투과율과 헤이즈 측정

전광선투과율 (total transmittance, TT)과 헤이즈는 haze

meter (Nippon Denshoku, NDH 500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전광선투과율은 빛이 시편을 통과할 때 물체에 의해 확산

된 확산 투과광과 입사된 방향으로 직진하는 평행투과광을 합

친 값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전광선 투과율(%) = (시편 투과광/시편 조사광) × 100

헤이즈 (haze)는 투명재료의 흐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써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헤이즈(%) = (확산광/전광선 투과율) × 100

2. 모폴로지 분석

제조된 블렌드의 모폴로지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JEOL JSM-630F)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시편을 액

체질소에서 충분히 냉각시킨 후 파단하고, 메탄올을 이용하

여 ACM 상을 선택적으로 에칭시킨 후 백금 코팅하여 15 kV

에서 표면을 관찰하였다. 

3. 기계적물성 측정

인장실험은 ASTM D638 규격에 따라 제조하였으며, 인장

실험은 만능시험기 (Dong-il Shimadzu Co. Model AGS-X)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5 mm/min의 crosshead speed로 5회 실험

을 실시한 후 평균값을 취하였다. 내충격성은 ASTM D256에

따라 사출하여 제조하여 측정하였다. 

4. 동적기계적물성 측정

블렌드의 동적기계적물성은 DMA (Dynamic Mechanical

Analyzer, TA instrument, DMA Q800)를 이용하여 tension

mode에서 측정하였다. 시편의 변형 크기 (strain amplitude)

10%, 진동수 1 Hz, 승온속도 2oC/min의 조건으로 −100oC~

180oC까지의 구간에서 저장탄성율 (E') 및 tan δ의 변화를 측

정하였다.

5. 유변물성 측정

제조된 시료들의 유변물성은 Physica MCR rheometer

(Anton-Paar, MCR 10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하

여 지름 25 mm, 두께 1 mm의 원판형 시편을 이용하였으며,

strain sweep test를 100 rad/s의 조건으로 수행하여 선형점탄

성영역을 구하였으며, frequency sweep test는 구해진 선형점

탄성영역에서 0.1~100 rad/s의 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 측정

온도는 200oC이었다. 

6. 다이팽창 (Die swell) 측정

다이팽창특성을 capillary rheometer (LCR 7001, Alpha

technologies, US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한 다이의

직경 (Do)은 1.0 mm, 측정 시의 온도는 200oC, shear control

rate는 10 mm/min 의 조건에서 토출된 압출물의 직경 (D)을

측정하였으며, 다이팽창도는 사용한 다이직경 대비 증가 폭

(D/Do)으로 나타내었다. 

Results and Discussion

1. 모폴로지

Figure 1에는 제조된 블렌드의 모폴로지를 SEM으로 관찰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MMA/ACM 단순블렌드에서 ACM

은 약 0.1~3 미크론 범위의 분산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비해 동적가교시킨 PMMA/ACM 블렌드의 경우 분

산상의 크기가 단순블렌드에 비해 미세해지며 균일해짐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이는 DCP 첨가됨에 따라 용융혼합 시 ACM

이 가교됨으로써 분자량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용융혼합 중

의 높은 전단력 하에서 고무상이 더 작게 분산될 수 있기 때

문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유사한 모폴로지 변화가 용융

혼합 중 고무상을 동적가교시켜 제조한 여러 가지 열가소성

수지/고무 블렌드에서 관찰되었다.13-16 

2. 기계적 물성

제조된 블렌드 및 PMMA의 인장물성과 내충격성 측정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PMMA/ACM 블렌드는 순수한

PMMA에 비해 파단신율과 내충격성은 증가하며, 모듈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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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값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ACM 고무가

PMMA에 강인화제 역할을 하여 매트릭스 PMMA의 플라스

틱변형을 유도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고무로 강인화

된 열가소성플라스틱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동

적가교시킨 PMMA/ACM 블렌드는 단순블렌드에 비해 우수

한 파단신율, 내충격성, 모듈러스 및 인장강도를 나타냄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이는 동적가교에 따라 고무상인 ACM 분산

상의 크기가 미세해지며, 매트릭스 수지와의 계면접착력이 증

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14-16

3. 동적기계적물성

Table 2에는 DMA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30oC와 100oC에서

의 저장탄성율과 tan δ 피이크의 최대점에 해당되는 온도인 유

리전이온도를 나타내었다. 저장탄성율은 동적가교블렌드가

단순블렌드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동적가교 시 가교제

Figure 1. SEM micrographs of PMMA/ACM blends. (a) without DCP (b) DCP 0.1 phr, (c) DCP 0.3 phr, and (d) DCP 1.0 phr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PMMA/ACM Blends

Samples

PMMA/ACM/DCP

Young's Modulus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at-break

(%)

Izod impact strength

(kJ/m2)

80/20/0 16.6 52.4 6.5 1.3

80/20/0.1 17.5 45.8 18.5 1.9

80/20/0.3 18.1 48.5 19.1 2.3

80/20/1.0 18.2 55.1 12.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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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고무상의 가교됨에 따라 모폴로지가 미세화되고, 고무

상의 탄성율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또

한, ACM과 PMMA의 유리전이온도에 해당되는 tan δ 피이크

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PMMA/ACM 블렌드가 상분리구조

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동적가교시킴에 따라 블렌드에서

ACM의 Tg는 동적가교시키지 않은 단순블렌드에 비해 약 2oC

정도 높아지며 PMMA 상의 Tg는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용융혼합 중 첨가된 DCP가 PMMA 사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선택적으로 ACM의 가교를 유도하여 분

자사슬의 유동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4. 유변학적 특성 및 다이팽창도

Figure 2에는 제조된 블렌드의 주파수에 따른 복합용융점도

(complex viscosity)를 나타내었다. 제조된 모든 블렌드는 전

형적인 열가소성수지에서 나타나는 전단담화 (shear thinning)

거동을 나타내었다. 또한, DCP 첨가하여 고무상을 동적가교

시킨 PMMA/ACM 블렌드는 단순 블렌드에 비해 더 높은 용

융점도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용융혼합 중

고무상이 가교됨에 따라 분자량이 증가되어 고체특성 (탄성

특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15

제조된 시료들의 용융압출 시의 다이팽창거동특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capillary rheometer를 이용하여 10 mm/min의

crosshead 속도로 토출시킨 각 시료 압출물의 다이팽창도를

측정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동적가교시킨 블렌드는 단순

블렌드에 비해 더 큰 다이팽창도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고

분자 소재가 다이를 빠져 나오며 팽창 (die swell, 또는 extrudate

swell)을 하는 현상은 고분자 압출가공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인 현상으로써 다이 벽에 작용하는 수직응력, 재료의 탄성 복

원력, 메모리 효과, 고분자 용융물의 엔트로픽 탄성 (entropic

elasticity of polymer melt) 등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점탄성 소

재 (viscoelastic material)가 갖는 탄성 특성 (elastic property)

때문이다.17,18 동적가교시킨 블렌드가 단순블렌드에 비해 더

큰 다이팽창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플라스틱/고무 블렌

드에서 고무상의 가교에 따라 블렌드 용융물의 탄성이 증가

한다고 생각될 수 있으며, 이는 레오미터로 관찰된 용융점도

의 증가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5. 전광선투과율과 헤이즈

두께 0.5 mm 및 1.0 mm가 되도록 압축성형하여 제조한

PMMA 및 PMMA/ACM 블렌드 시료들의 전광선투과율 (TT)

과 헤이즈 측정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각 시료를 육

안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PMMA

는 두께에 관계없이 TT는 91.4%이며, haze는 10.4%로써 광

Table 2. Dynamic Storage Moduli (E') at Various Temperatures and Glass Transition Temperatures (Tg) of PMMA/ACM Blends

Samples

PMMA/ACM/DCP

E' at 30oC

(MPa)

E' at 100oC

(MPa)

Tg of ACM phase

(oC)

Tg of PMMA phase

 (oC)

80/20/0 2083 626 -12.1 119.4

80/20/0.1 2122 627 -11.2 119.2

80/20/0.3 2286 711 -10.2 119.0

80/20/1.0 2302 785 -10.0 119.0

Figure 2. Complex melt viscosity of PMMA/ACM blends.

Table 3. Die Swell Ratio of PMMA/ACM Blend (crosshead speed:

10 mm/min)

PMMA/ACM/DCP Die swell ratio (D/Do)

 80/20/0 1.07

 80/20/0.1 1.15

 80/20/0.3 1.21

 80/20/1.0 1.29

Table 4. Optical Properties of PMMA/ACM Blend 

Samples
Total transmittance (%) Haze (%)

0.5 mm 1.0 mm 0.5 mm 1.0 mm

pure PMMA 91.4 91.6 10.4 9.1

PMMA/ACM/DCP

80/20/0 83.2 72.3 45.2 77.5

80/20/0.1 78.1 70.9 97.5 98.6

80/20/0.3 81.2 78.1 97.4 97.7

80/20/1.0 81.5 70.9 92.5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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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투명성은 매우 높은 반면 헤이즈가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에 반해, 두께 0.5 mm인 PMMA/ACM 블렌드 시료의

TT는 83.2%로써 순수한 PMMA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순

수한 PMMA에 비해 더 큰 헤이즈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PMMA 매트릭스에 분산된 고무입자가 광확산입자로써의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동적가교블렌드에서는 TT

는 78~81% 수준으로 단순 PMMA/ACM 블렌드에 비해 다소

낮아지지만 haze는 92%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크게 증가되

었다. 두께 1.0 mm인 시료의 경우에는 두께 0.5 mm인 시료

에 비해 TT값은 다소 저하되고 haze는 증가됨을 볼 수 있었

으며, 동적가교효과는 두께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임

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광학적 특성의 변화는 SEM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동적가교에 따른 블렌드의 모폴로지의 미

세화와 균일성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와같은

블렌드의 미세모폴로지와 전광선투과율 및 헤이즈와의 상관

관련성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Conclusion

내부혼합기에서의 용융혼합에 의한 PMMA/ACM (80 wt%/

20 wt%) 블렌드 제조 시 소량의 DCP를 첨가하여 고무상의

동적가교를 유도하고, 동적가교에 따른 기계적물성, 용융압

출가공특성, 광학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적가교시킨

PMMA/ACM 블렌드는 단순 블렌드에 비해 우수한 기계적강

도와 내충격성 및 더 높은 용융점도와 다이팽창도를 나타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적가교시킨 PMMA/ACM 블렌드는

단순블렌드에 비해 total transmittance는 다소 저하되나 haze

는 크게 증가되어 total transmittance 75% 이상, haze 90% 이

상의 우수한 광투과도와 광확산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

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조된 동적가교된 PMMA/ACM 블렌드

는 압출가공에 의한 광확산판 제조에 적합한 소재라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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