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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reclaimed polypropylene (RPP) and waste ground rubber tire (WGRT) were used to simulate

the thermoplastic vulcanizate (TPV) for cost reduction and resources recycling. Also, we examined the effects of dicumyl

peroxide (DCP) and 2,5-dimethyl-2,5-di-(tert-butylperoxy)-hexane (DTBPH) as peroxide type cross-linking agents to

enhance the properties of TPV’s. The components of RPP and WGRT were fixed at 30 and 70 wt%, and DCP and DTBPH

were added in the concentrations from 0.5 to 1.5 phr, respectively. RPP/WGRT composites with different contents of DCP

and DTBPH were prepared by a modular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 The Young’s modulus of composites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peroxides contents. On the other hand, tensile strength, elongation at break, and impact

strength of the composites were increased with peroxide contents. We also confirmed that interfacial adhesion between RPP

and WGRT was considerably improved by adding the peroxides. Taken together, DTBPH added RPP/WGRT composites

exhibited better mechanical properties rather than those of DCP added composites.

Keywords: reclaimed polypropylene, waste ground rubber tire, modular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 per-

oxide

Introduction

산업의 발전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도 가져온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산업발전을 이루었으

나, 이에 따라 매년 많은 양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

이다. 이러한 폐기물이 가져오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

여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대표적인 폐기물 중 하나인 폐타이어의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방법은 파쇄를 통한 인조잔디용 고

무 칩, 건축용 방음재 등의 가공이용, 소각 또는 파생연료 등

의 열 이용, 매립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방법은 이용

분야의 한계문제와 더불어 토양, 수질, 대기오염 및 매립지 부

족 등과 같은 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경제적, 환경적인 문제해

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여러 방법 중에 대두되고 있는 방

법으로 미분쇄를 통하여 섬유, 철심 등을 제거한 폐타이어 고

무 분말(Waste Ground Rubber Tire, WGRT)을 제조한 뒤 이를

열가소성 고분자와 혼합한 복합체를 제조하는 것이 있다.1-4

이러한 고분자/폐타이어 복합체 제조는 기존의 TPV(Thermo-

plastic vulcanizate)에 고무상으로 첨가되는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대신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사용

하는 것으로 환경문제와 재료의 원가 절감에 따른 경제적 문

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TPV 제조 시 EPDM이나 폐타이어 고무 분

말의 사용은 이미 생산단계에서 황 등의 가교제에 의해 분자

구조가 가교되어 있어 가공이 쉽지 않으며, 구성 성분간의 상

용성이 없어 고무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 특성 등의 물리

적 특성이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

분자에 말레산 무수물이 그라프트 된 PP-g-MA, SEBS-g-MA,

EPDM-g-MA와 같은 상용화제5-9를 이용하거나 탈황제, 초음

파, 미생물, 전자빔을 이용한 고무 분말의 탈황,10-15 그리고

peroxide나 sulfur 등의 첨가를 통한 동적 가교16-18에 관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폐타이어를 활용한 TPV

복합소재 연구의 대부분은 폐타이어 고무 분말의 함량이 낮

거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연구가 부족하여 폐타이어 고무 분

말의 고함량화와 더불어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자원의 재활용 증대를 목적으로 모듈

라 치합형 동방향회전 이축 스크류식 압출기를 사용하여 연

속적으로 재생 폴리프로필렌(Reclaimed polypropylene, RPP)/
†Corresponding author E-mail: dsbang@kumo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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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고무 분말 복합체를 제조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복합체를 제조함에 있어 폐타이어 고무 분말을

70 wt%로 첨가하여 폐자원 활용률을 높이며, 현실적 제조공

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이러한 TPV 제조에 있어 peroxide

계 가교제를 첨가하여 동적 가교의 형성이 TPV의 기계적, 동

역학적, 열적, 형상학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Experimental

1. 재료

복합체 제조를 위해 사용된 고분자 매트릭스는 재생 폴리

프로필렌(melt flow index = 3.9 g/10 min at 230 oC/2.16 kg)

으로 유화실업(울산, 대한민국)에서 구매하였다. 폐타이어 고

무 분말은 다성(김천, 대한민국)에서 공급받았으며, 미분쇄 과

정을 통하여 평균입도 381 µm (40 mesh)로 제조되었다. 가교

제로 사용된 dicumyl peroxide (DCP)는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으며, 2,5-dimethyl-2,5-di-(tert-butylperoxy)-hexane

(DTBPH)는 평화약품(고양, 대한민국)에서 구매하였다. 사용

된 가교제의 구조 및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복합체 제조

복합체 제조에 앞서 재생 폴리프로필렌과 폐타이어 고무 분

말은 80 oC 오븐에서 12시간 이상 건조시켰다. 복합체를 구

성하는 재료의 함량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재생 폴리

프로필렌 30 wt%, 폐타이어 고무 분말 70 wt%로 고정하였으며

, peroxide 가교제의 함량은 0~1.5 phr로 변화시켰다. 복합체

는 Figur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3-kneading zone으로 구성된

스크류 조합을 가지는 modular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 (Φ30, L/D=42, LG Machinery Co., Ltd., Korea)

를 통해 제조되었으며, 시편은 injection molding machine(Pro-

WD80, Dongshin Hydraulics Co., Ltd., Korea)을 이용하여 제

조하였다. 압출된 복합체는 수냉 공정을 거쳐 펠렛타이저를

통해 펠렛으로 제조되었으며, 이를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하

였다. 압출 및 사출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3. 분석

가교제가 첨가된 재생 폴리프로필렌/폐타이어 고무 분말 복

합체의 인장 특성은 ASTM D638 규격에 따라 만능재료 시험

기(AG-50kNX Plus, Shimadzu, J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50 kN의 load cell로 50 mm/min의 crosshead speed 조건 하에

서 측정하였다. 복합체의 충격강도는 충격시험기(Tinius Olsen,

Model 892)를 이용하여 ASTM D256의 규격에 따라 시편의

두께가 10.16±0.5 mm가 되도록 노치를 제작한 후 측정하였

다. 동역학적 특성 조사에서는 Dynamic Mechanical Analyzer

(DMA-Q800, TA Instruments, US)를 이용하여 Dual cantilever

mode로 너비 12.56 mm, 폭 3 mm의 시편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측정 조건은 1 Hz의 frequency에서 2 oC/min의 승온 속

도로 −50~80 oC의 온도 범위에서 storage modulus와 Tan δ를

Table 1. Chemical Structures and Typical Crosslinking Temperatures of Peroxides Used in This Study.

Chemical name Chemical structure Typical crosslinking temperature (oC)

Dicumyl peroxide

(DCP)
160

2,5-Dimethyl-2,5-di-

(tert-butylperoxy)-hexane

(DTBPH)

175

Table 2. Formulations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No.
RPPa 

(wt%)

WGRTb

 (wt%)

DCPc

(phr)

DTBPHd 

(phr)

1 30 70

2 30 70 0.5

3 30 70 1.0

4 30 70 1.5

5 30 70 0.5

6 30 70 1.0

7 30 70 1.5

a : Reclaimed Polypropylene

b : Waste Ground Rubber Tire

c : Dicumyl Peroxide

d : 2,5-Dimethyl-2,5-di-(tert-butylperoxy)-hexane

Figure 1. 3-kneading-1-reverse block screw configuration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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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열적 특성은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500, TA Instruments, US)를 이용하여 상온부터 700 oC까지의

온도범위에서 20 oC/min의 승온 속도로 측정하였다. 복합체

의 파단면 분석은 가교제 첨가에 따른 재생 폴리프로필렌/폐

타이어 고무 분말의 계면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 SEM(JSM-

6380F, JEOL, JP)을 이용하였다. 파단 표면의 관찰을 위하여

시편은 백금 코팅하여 측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기계적 특성

각기 다른 구조의 peroxide가 0.5, 1.0, 1.5 phr로 첨가된 폐

타이어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복합

체의 Young’s modulus의 경우 Figure 2와 같이 peroxide의 첨

가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DTBPH를 첨

가한 경우 DCP 보다 Young’s modulus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

다. Figure 3은 복합체의 tensile strength를 나타내는데, peroxide

첨가 전 6.9 MPa에서 1.5 phr의 peroxide 첨가 시 DCP의 경

우 8.9 MPa, DTBPH의 경우 9.4 MPa로 각각 29, 36% 더 증

가하였으며, DCP 보다 DTBPH가 인장강도 향상에 더 효과

적임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에 나타낸 파단까지의 신장률

의 경우 역시 DTBPH가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첨가 전

Table 3. Conditions of Extrusion and Injection Molding Processes.

Extrusion

Temperature (oC)

Screw speed 100 rpmCy 1 50

Cy 2 140

Cy 3 150

Feed rate 30 kg/hrCy 4 160

Cy 5 170

Cy 6 170

Screw configuration
3-kneading-1-

reverse block
Cy 7 180

Head 180

Die 190 Vacuum vent

Injection molding

Temperature (oC)
Injection pressure 70 kgf/cm2

Cy 1 160

Cy 2 170 Holding pressure 30 kgf/cm2

Cy 3 180
Cooling time 30 s

Cy 4 190

Cy n : Cylinder number of twin screw extruder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Peroxide contents

(phr)

Young’s modulus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at break

(%)

Impact strength

(J/m)

− 229.0 6.9 19.1 81.8

DCP 0.5 219.7 7.8 28.0 84.3

DCP 1.0 216.8 8.5 33.6 94.8

DCP 1.5 212.7 8.9 47.5 104.2

DTBPH 0.5 210.3 7.8 32.0 96.6

DTBPH 1.0 209.9 8.4 41.8 98.7

DTBPH 1.5 198.3 9.4 74.8 112.9

Figure 2. Young’s modulus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Figure 3. Tensile strength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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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의 신장률에서 1.5 phr의 peroxide 첨가 시 DTBPH의 경

우 74.8%로 약 392%의 증가를 보였다. Figure 5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복합체의 충격강도 또한 peroxide의 함량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DTBPH가 가장 효과가 컸으며 1.5 phr 함량에서

첨가 전보다 약 38% 증가하였다. 

Peroxide는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라디칼을 생성하고, 이러

한 라디칼에 의해 TPV 복합체의 결합을 진행시킨다고 알려

져 있다. DCP의 경우 주로 methyl-radical 또는 2-phenyl-

propanoxy-radical에 의해 반응이 진행되며, DTBPH의 경우

tert-butanoxy-radical이나 acetoxy-radical에 의해 반응이 진행

된다.19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 변화는 peroxide 라디칼에 의하

여 RPP 사슬 및 폐타이어 고무 분말의 가교결합이 끊어진 후, 두

재료가 결합함으로써 계면 결합이 이루어지며, 또한 추가적

으로 고무 입자간의 가교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Peroxide 첨가로 인한 두 재료간의 결합의 형성은 복합체의 신

장률을 향상시키며, 이에 따라 인장강도도 증가한다. 또한 계

면 결합과 더불어 고무 성질의 증가로 인해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이 복합체 내부에 고르게 전달되어 충격에 대한 저항성

이 높아져 충격강도가 향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복합체의

인장탄성률 감소 원인은 peroxide 라디칼에 의한 가교결합의

형성이 고분자 매트릭스의 강화와 두 재료 사이의 계면 결합

보다는 폐타이어 고무 분말간의 가교결합에 의한 고무 성질

증가20 및 일부 RPP 사슬의 절단으로 인하여 복합체가 soft해

진 결과로 보인다. Peroxide에 의한 기계적 특성의 변화는

peroxide의 종류 및 가공온도, peroxide의 효율 등의 변수에 의

해 달라지며, 본 연구조건에서 DCP 보다는 DTBPH의 사용

이 가교결합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2. 동역학적 특성

−70 oC에서 peroxide 종류 및 함량에 따른 RPP/WGRT 복

합소재의 저장탄성률을 Figure 6에 나타내었다. Peroxide를 첨

가하기 전의 복합체의 초기 저장탄성률은 2788.5 MPa이었으

나 peroxide의 첨가 함량이 증가할수록 초기 저장탄성률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DCP보다 DTBPH를 첨가하였을

Figure 4. Elongation at break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Figure 5. Impact strength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Figure 6. Storage modulus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Figure 7. Tan δ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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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저장탄성률이 높아졌다.

Figure 7은 복합체의 Tan δ를 나타낸다. 제조된 복합체는

−70~30 oC 사이의 온도 범위에서 뚜렷한 두 개의 유리전이온

도를 가진다. −40 oC 부근에서 나타나는 유리전이온도는 WGRT

이며, 10 oC 전후에서 나타나는 유리전이온도는 RPP와 일치

한다. Peroxide를 첨가할수록 WGRT의 유리전이온도는 더 높

은 온도로 이동하며, RPP의 유리전이온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리전이온도의 변화를 통하여 DTBPH를 첨가할 경

우 DCP 보다 계면 결합을 통한 상용성 개선에 더 효과적임

을 알 수 있다.

Peroxide 첨가를 통한 저장탄성률의 증가와 유리전이온도

의 이동 결과는 peroxide가 첨가되었을 때 RPP의 비결정질 부

분과 WGRT의 표면 사이에서의 결합으로 인한 상용성 증진20

및 폐타이어 고무 분말간의 추가적인 가교결합을 통한 가교

밀도 증가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저장탄성률의 경우 RPP 주

사슬 분해에 따라 저장탄성률이 감소할 수 있으나, RPP와

WGRT의 결합을 통한 WGRT 입자의 고분자 매트릭스에 균

일한 분산과 WGRT의 가교밀도 증가에 의한 고무 탄성 증가

의 결과로 해석된다. 낮은 온도에서의 유리전이온도 즉,

WGRT의 유리전이온도의 증가 역시 고분자 매트릭스와의 상

용성 향상 및 고무 분말간 가교결합을 통한 분자 사슬의 운

동성의 감소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3. 열적 특성

Figure 8에 100~650 oC의 온도 범위에서 RPP/WGRT 복합

체 및 peroxide가 첨가된 복합체의 열 중량 변화곡선을 나타

내었다. Peroxide를 첨가하지 않은 복합체의 경우 초기 2%의

중량감소가 일어나는 온도는 255.2 oC이었다. Peroxide를 첨

가한 경우 첨가하기 전보다 열에 대한 안정성이 증가하나,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분해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초기 중량감소에서 DCP의 첨가가 DTBPH의 경

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약간 더 높은 온도에서 초

기 중량감소를 보였다. 600 oC의 잔류량에서 peroxide를 첨가

하기 전에는 25.9%의 잔류량을 나타내었으나, peroxide의 함

량이 증가할수록 잔류량 감소를 보였다. DCP의 경우 0.5, 1.0,

1.5 phr의 peroxide 함량에서 DTBPH에 비해 각각 0.9, 1.2,

0.9% 더 높은 잔류량을 보였다.

Peroxide의 첨가는 RPP와 WGRT의 결합을 형성시키기 때

문에 복합체의 초기 열 안정성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peroxide는 라디칼에 의해 RPP의 주

사슬의 분해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온에서는 오히

려 RPP와 WGRT 사이의 가교결합에 참여하고 남은 잔여 미

반응 라디칼에 의한 RPP 주 사슬의 분해가 활발히 이루어지

기 때문에 peroxide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열 안정

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DTBPH의 경우 DCP 보

다 기계적, 동역학적 특성을 증가시키나, 고온에서는 상대적

으로 RPP의 주 사슬 분해를 더욱 촉진하기 때문에 열 안정성

이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8. TGA thermograms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Table 5.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Peroxide contents

(phr)

E'a

 (MPa)

Tg
b

(oC)

Tg
c

(oC)

− 2788.5 −45.0 11.0

DCP 0.5 2787.5 −44.6 11.0

DCP 1.0 2819.2 −44.4 10.8

DCP 1.5 2876.3 −43.5 8.2

DTBPH 0.5 2794.4 −43.2 8.9

DTBPH 1.0 2797.8 −42.9 8.5

DTBPH 1.5 3046.0 −42.6 8.1

a : Storage modulus at −70 oC

b :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of WGRT

c :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of RPP

Table 6. Thermogravimetric Scans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Peroxide contents

(phr)

Td
i

(oC)

WtR
600

(%)

− 255.2 25.9

DCP 0.5 262.6 19.5

DCP 1.0 259.3 19.8

DCP 1.5 257.4 19.3

DTBPH 0.5 260.2 18.6

DTBPH 1.0 259.3 18.6

DTBPH 1.5 256.0 18.4

i : Initial decomposition temperature at 2 wt% weight loss

R : Weight residue %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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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상학적 특성

Peroxide의 첨가 함량에 따른 RPP/WGRT 복합체의 파단 표

면을 Figure 9에 나타내었다. 먼저, peroxide를 첨가하지 않은

복합체의 파단 표면은 폐타이어 입자와 고분자 매트릭스의 낮

은 계면결합으로 인하여 거친면과 두 재료 사이에서 빈 공간,

그리고 고무 입자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보인다. 반면 peroxide

가 함량별로 첨가된 복합체의 파단 표면은 두 성분 사이의 계

면에서의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고분자 매트릭스인

RPP가 binder로써 WGRT 표면을 잘 감싸 두 성분 사이의 공

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체의 파단면 형상

은 두 성분간의 결합을 통한 계면결합 향상의 결과로, 복합체

의 특성 증가에 기인 한다고 사료된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이축 스크류식 압출 공정을 통해 제조된

RPP/WGRT 복합체에서 peroxide의 종류 및 함량에 따른 복

Figure 9. SEM images of RPP/WGRT composites with peroxide contents. (a) RPP/WGRT (30/70 wt%), (b) RPP/WGRT/DCP (30/70

wt%/0.5 phr), (c) RPP/WGRT/DCP (30/70 wt%/1.0 phr), (d) RPP/WGRT/DCP (30/70 wt%/1.5 phr), (e) RPP/WGRT/DTBPH (30/70 wt%/

0.5 phr), (f) RPP/WGRT/DTBPH (30/70 wt%/1.0 phr), (g) RPP/WGRT/DTBPH (30/70 wt%/1.5 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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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의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Peroxide의 첨가에 따른 특

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peroxide의 첨가는 계면결합

을 통한 인장강도, 신장률 및 충격강도의 기계적 특성을 증가

시킨다. 둘째, 가교결합의 영향으로 복합체의 저장탄성률이

증가하며 분자사슬의 운동성 감소에 의한 WGRT의 유리전이

온도를 상승시킨다. 셋째, 초기 열 안정성을 증가시키나

peroxide함량이 증가할수록 미반응 라디칼에 의한 복합체의

열 안정성 감소를 나타낸다. 넷째, 형상학적인 면에서 두 성

분 사이의 결합을 통한 상용성의 개선과 기계적, 동역학적 특

성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 결과, 적절한 가공 조건에서

peroxide의 첨가 방법은 폐타이어 고무 분말을 TPV 소재로써

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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