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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Poly(methyl methacrylate) (PMMA)는 전분 [1-4],

셀룰로오스 [5,6], nanoclay [7], mesoporous MCM-41

[8], silica [9-10], carbon nanotubes [11,12], halloysite

nanotubes [13], graphiteoxide [14], magnetite nano-

particles [15], nano antimony trioxide [16]과 같은 다

양한 유기 또는 무기 충전제의 표면 개질을 위해 광범

위하게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PMMA는 독성이 없고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Zhu et al. [9]

PMMA의 표면 그래프팅으로 실리카를 개질시켰다.

그리고 나서 PMMA-modified silica/PVC 나노복합소

재를 만들기 위해 poly(vinylchloride) (PVC)와 함께

섞었다. 그들은 PMMA 그래프트는 실리카의 분산을

상당히 향상시켰고 실리카와 PVC사이의 호환성을 주

었음을 알아내었다. 그 결과 기계적 성능들이 좋아졌

다. 유사하게, PVC 합성물들의 기계적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는 PMMA-modified cellulose fibers [6],

PMMA-modified hallow site nanotubes [13], PMMA-

modified nano antimony trioxide [16]의 첨가에 의해

이루어 졌다. Wang et al. [11]은 PMMA-modified

multi walled carbon nanotubes (MWNTs)을 poly

(styrene-co-acrylonitrile) 매트릭스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들은 PMMA-modified MWNTs 의 도

입이 전반적인 기계적 특성의 증가를 가져옴을 관찰

하였다. 이때 영률, 인장강도, 강도가 각각 90%, 51%,

61.4%로 증가하였다. 이는 PMMA그래프트가 효과적

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다리”

는 충전제와 그 주위를 둘러싼 고분자 매트릭스를 연

결해 준다.

전보[17]에서 Modified starch/SBR 화합물의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한 에멀젼 개질과 라텍스 혼합 방법을

제시하였다. 개질 전분의 첨가로 인장강도의 눈에 띄

는 향상이 관찰되었다. 강화 메커니즘은 입자크기의

축소, 향상된 분산 상태, 비닐 그래프트와 SBR 거대분

자 사슬사이의 물리적 얽힘의 형성을 위해 제안되었

다. 특히,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

는 PBA-modified starch/SBR과 PS-modified starch/

SBR 생체복합재료보다 훨씬 더 우수한 기계적 성능

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PMMA-modified starch는

SBR 화합물의 강화를 위한 최적의 개질 전분으로 결

정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몇몇의 서로 다른 그래

프트 비율의 PMMA-modified starches 뿐만 아니라 서

로 다른 분자량의 PMMA 그래프트들이 에멀젼 공중

합(MMA 농도가 0부터 12.5phr로 바꿔준다)반응으로

합성하였다. 이러한 PMMA-modified starch는 PMMA-

modified starch/SBR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해 SBR라

텍스와 함께 혼합된다. 우리는 MMA 농도가 PMMA-

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의 모폴로지와 기

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적

의 PMMA 농도를 결정하였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분

의 농도가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

의 다양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특성에

는 기계적 성능, 모폴로지, 톨루엔 팽윤 거동, 물 흡수

PMMA로 개질된 전분/SBR 바이오 복합체의 제조와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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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생분해성이 있다. SBR 화합물의 강화를 위한 최

적의 전분 농도 또한 확인하였다. 

2 실험적인 부분

2.1 재료

SBR 1502 (styrene 함량 23.5%)는 금호석유화학으

로부터 옥수수 전분(branched amylopectin 75%, linear

amylose 25%)는 삼양제넥스로부터 제공받았다. MMA

모노머는 대정화금에서 구입하였다. 개시제 potassium

persulfate (KPS)는 덕산약품, 유화제인 dodecyl

benzene sulfonic acid sodium salt (DBS-Na)는 준세이

화학에서 구입하였다. 모든 화학약품들은 다른 정제

없이 받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2.2 에멀젼 개질과 라텍스 블렌드 방법에 의한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

료의 조제

2.2.1 젤라틴화

 특정 양의 전분(10, 20, 30, 40, 50 phr)을 우선 과량

의 탈 이온수에 분산시킨다. 그 다음 전분 서스펜션을

80oC 물중탕으로 질소 대기 하에 계속 저어준다. 젤라

틴화 된 전분은 서스펜션이 투명해질 때 얻어진다. 

2.2.2 에멀젼 공중합을 통한 PMMA-modified

starch의 합성

PMMA-modified starch는 DBS-Na를 유화제로 사

용한 일반적인 에멀젼 중합을 통해 합성된다. 특정 양

의 MMA 모노머(2.5, 5, 7.5, 10, 12.5 phr)는 미리 준비

된 DBS-Na 용액에 넣고 기계로 강하게 저어준다. 30

분이 지난 뒤 미리 에멀젼화 된 MMA 모노머 에멀젼

을 천천히 전분 반죽에 넣어준다. 마지막으로 그래프

트 공중합이 KPS 용액의 첨가에 의해 시작된다. 그래

프트 공중합은 질소 대기 하에서 온도 80oC로 3시간

동안 수행한다. 그래프트 비율(grafting percentage,

GP)과 PMMA-modified starch 공중합체 내 PMMA그

래프트의 분자량 (Mw)은 전보[17]에서 소개한 방법대

로 측정한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는 GP와 PMMA-modified starch 공중합체 내 PMMA

그래프트 Mw는 MM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한다. 

2.2.3 라텍스 블렌드 방법에 의한 PMMA-

modified starch/SBR 화합물의 제조 

PMMA-modified starch 에멀젼과 SBR 라텍스는 큰

용기에서 즉시 혼합시킨다. 이때 PMMA-modified

starch 입자들이 SBR 매트릭스에 잘 분산될 수 있도록

30분 동안 실온에서 강하게 기계적으로 저어준다. 그

리고 나서 혼합물을 70oC의 오븐에서 무게가 일정해

질 때 까지 건조시킨다.

2.2.4 혼합

혼합은 이중 롤 혼합 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얻

어진 생체복합재료들은 Table 2의 산화아연, 스테아린

산, 산화방지제 2,2,4-trimethyl-1,2-dihydroquinoline,

SBR, 황, 촉진제 n-cyclohexyl-2-benzothiazole sulf-

enamide, 촉진제 dibenzothiazole disulfide와 같은 고

무 첨가제와 혼합된다. 마지막으로 생체복합재료들은

10 MPa 하에 t90 동안 150oC의 고온 압축기에서 경화

된다. 샘플의 두께는 약 2 mm이다. Figure 1에 PMMA-

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의 조제 과정을 개

략적으로 표현하였다.

Table 1. Grafting percentage (GP) and molecular weight (Mw) of PMMA

grafts in the PMMA-modified starch copolymers



96 고무기술 제18권 제3·4호, 2017

2.3 정의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는

moving die rheometer (MDR), 인장 시험,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관

찰, 톨루엔 흡수 팽윤시험, 물 흡수테스트, soil burial

test 를 이용하여 특징지을 수 있다. Scorch time (ts2),

최적 경화시간(t90), 최소 토크(ML), 최대 토크(MH)를

포함한 경화 특성은 150oC에서 MDR 2020 rheometer

(MyungJi Tech Co., Ltd)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Curing rate index (CRI)는 고무 화합물의 cure rate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

다.

(1)

인장 시험은 ASTM D412에 의한 속도 500 mm/min

으로 Tinius Oisen H5KT-0401 testing machine을 사용

하여 수행되어진다. 인장 시험용 샘플은 치수가

25 mm×6 mm×2 mm인 덤벨 형태이다. 생체복합재료

의 인장파괴표면은 JSM-7500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JEOL)를 사용하여 조

CRI
100

t90 ts2–
-----------------=

Table 2. Formulationa of PMMA-modified starch/SBR compounds with different

MMA and starch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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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preparation of PMMA-modified starch/SBR bio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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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얇은 층의 금으로 샘플을 관찰 전에 코팅시킨

다. 톨루엔 흡수 팽윤시험은 ASTM D471-79에 따라

톨루엔 속에서 24시간 동안 수행된다. 톨루엔 흡수 팽

윤시험을 기반으로 팽창 비율(Q), 가교 사이의 분자량

(Mc), dgree of crosslinking density (vc)와 같은 몇몇의

유용한 파라미터들이 얻어질 수 있다. 팽창 비율은 다

음 식으로 계산된다. 

(2)

W는 팽창된 고무 화합물의 무게이고 W0는 고무화

합물의 원래 무게이다. ρr은 고무의 밀도(ρSBR=

0.933 g/cm3), ρs는 용제의 밀도(ρtoluene=0.867 g/cm3)

를 나타낸다.

평형 팽창은 dgree of crosslinking density(vc)를 확

인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Flory-Rehner [18]의 이

론에 따르면 가교사이의 분자량(Mc)은 팽창된 고무

화합물의 부피 팽창율(Vr)의 기능을 나타낸다. 이는 다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3)

V1은 용제의 몰 부피(Vtoluene=106.35 cm3/mol)이고 x

는 Flory-Huggins 고분자 용제 상호작용 파라미터이

다. SBR/톨루엔 시스템에 대해서 x=0.446이다.

팽창된 고무 화합물 속의 SBR 고무의 부피율(Vr)은

다음 식으로 계산 된다.

(4)

F는 고무 화합물 속의 용해되지 않는 성분의 무게

분율을 나타내며 A0는 흡수된 용제의 무게를 나타낸

다.

마지막으로 dgree of crosslinking density (vc)는 다

음 식에 의해 주어진다.

(5)

ASTMD-570에 따라 물 흡수 테스트는 물속에서 진

행된다. 담그기 전에 샘플은 80oC 오븐에서 2시간 동

안 건조시킨다. 실온으로 식힌 뒤 샘플의 무게를 조심

스럽게 측정한다. 그리고 나서 샘플을 실온의 탈 이온

수에 담근다. 무게의 증가를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담

금 시간 t의 함수로서 물 흡수 비율(Mt)은 다음 식에 의

해 계산된다. 

(6)

wt는 담금 시간 t에서의 샘플의 무게이고 w0는 샘플

의 초기 무게이다.

생체복합재료의 생분해성은 Chandra et al. [19]에

의해 발표된 soil burial method를 사용하여 조사하였

다. 샘플의 크기는 10 mm×6 mm×2 mm로 천안에 위

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근 농지에서 10 cm깊이의

땅 속에 바로 묻는다. 수분은 날씨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Soil burial test는 3개월 동안 수행하였다.

무게 감소는 땅 속에 묻힌 시간 t의 함수로 계산된다.

식은 다음과 같다. 

Weight Loss = (7)

wt는 묻힌 시간 t에서의 샘플의 무게이고 w0는 샘플

의 초기 무게이다.

3 결과 및 논의

3.1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

료의 특성에 미치는 MMA 농도의 영향

3.1.1 기계적 특성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의 기계

적 특성에 미치는 MMA 농도의 영향은 Figure 2에 나

타내었다. 인장강도, 300% 탄성율, 신장율을 포함한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의 전반적

인 기계적 특성들은 비개질 starch/SBR 생체복합재료

보다 훨씬 높다. 예를 들면, 단지 2.5 phr의 MMA의 도

입으로 인장강도가 54% 증가하고 연신율이 57% 증

가한다. 향상된 연신율은 PMMA 그래프트와 SBR 거

대 분자사슬 사이에서 일어나는 얽힘의 감소에 기인

한다[20]. 특히, 샘플을 큰 변형에서 늘리면 slippage

processes (sliding-in, sliding-out을 포함한)가 얽혀있

는 망(network)에서 격렬히 일어난다. 이는 샘플이 상

대적으로 높은 힘으로 늘일 때 까지 견딜 수 있게 한다.

Q
W W0–( ) ρs⁄
W 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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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ρrV1 Vr

1
3
--- Vr

2
-----–

⎝ ⎠
⎜ ⎟
⎛ ⎞

–

1 Vr–( ) Vr xVr+ +ln
----------------------------------------------=

Vr

W FW0–( ) ρr⁄
W FW0–( ) ρr A0 ρs⁄+⁄
---------------------------------------------------=

vc
1

Mc

-------=

Mt

wt w0–

w0

---------------- 100%×=

wt w0–

w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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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기계적 성능은 MMA 농도가 10 phr일 때 얻을

수 있다. 이 때 인장강도, 300% 탄성율, 연신율은

starch/ SBR 생체복합재료에 비해 194%, 28%, 67%로

각각 증가한다. 훨씬 더 높은 MMA 농도의 증가는 인

장강도와 연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계적

특성의 상당한 향상은 입자크기의 축소, 향상된 분산,

PMMA 그래프트와 SBR 거대분자 사슬 사이의 물리

적 얽힘의 형성에 의해 나타난다. 부가적으로 MMA

농도가 2.5에서 12.5 phr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PMMA

그래프트의 분자량이 0.23×105에서 1.4×105 g/mol로

증가, 300% 탄성율이 점진적으로 1.9에서 3.2 MPa로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PMMA 그

래프트와 SBR 거대분자 사슬 사이에 물리적 얽힘이

확실히 존재함을 증명해 준다. 낮은 분자량의 PMMA

그래프트는 고무 사슬과 얽힐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

결과 300%의 값이 낮게 나왔다. 높은 분자량의

PMMA 그래프트는 고무 사슬과 얽히기 쉬워 그 결과

300%값이 높게 나왔다. 

3.1.2 모폴로지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의 모폴

로지에 미치는 MMA 농도의 영향을 FE-SEM을 사용

하여 조사하였다. Figure 3의 starch/SBR 생체복합재

료(M0)의 경우 Figure 3(a)에 나타난 것처럼 전분의

분산이 좋지 않고 SBR 매트릭스 내에 많은 덩어리들

을 관찰할 수 있다. 비록 전분이 젤라틴화, 혼합, 고온

압축으로 처리되었지만 여전히 전분 입자의 크기는

1-15 µm로 크다. 이는 전분이 다시 서로 뭉치려하기

때문이다. Figure 3(b), 3(c), 3(d)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M5, M10, M12.5와 같은 PMMA-modified starch/

SBR 생체복합재료의 경우 SBR 매트릭스 상에

PMMA-modified starch가 균일하게 분산됨을 관찰할

수 있다. A high multiple electron micrographs들은

Figure 4처럼 관찰되었다. PMMA-modified starch의

입자크기가 1 µm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MMA 농도

Figure 2. Effect of MMA concentration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MMA-modified starch/SBR

biocomposites.

Figure 3. FE-SEM microphotos of PMMA-modified

starch/SBR biocomposites with different MMA

concentration: (a) M0, (b) M5, (c) M10, and (d)

M12.5; scale bar: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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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함에 따라 전분의 입자크기는 점차 줄어들었

다. 예를 들면, MMA 농도가 5 phr일 때 PMMA-

modified starch의 입자 크기는 SBR 매트릭스 상에서

대략 500에서 1000 nm 범위로 분산되어 있다(Figure

4(a)). MMA 농도가 10phr로 증가할 경우 PMMA-

modified starch의 입자크기는 SBR 매트릭스 상에서

대략 200에서 400 nm 범위로 분산 된다(Figure 4(b)).

MMA 농도가 12.5 phr일 때 PMMA-modified starch의

입자 크기는 SBR 매트릭스 상에서 대략 100에서

300 nm 범위를 나타낸다(Figure 4(c)).

전보[17]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PMMA그래프트는

젤라틴화 된 전분이 다시 뭉치는 현상을 억제하여 입

자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전분 덩어리의 형성을 막아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한다. MMA의 농도가 낮을 경

우(Table 1) PMMA-modified starch의 그래프트 비율

이 낮을 뿐 만 아니라 PMMA 그래프트의 분자량 또한

낮아진다. 이러한 경우 입자의 크기를 줄이고 분산 상

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PMMA 그래프트의 기여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결과 입자의 크기는 크고 분산

상태도 좋지 않다. 하지만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MMA 농도가 높을 경우 그래프트 비율이 높은

PMMA-modified starch 뿐만 아니라 높은 분자량의

PMMA 그래프트가 생성된다. 이 경우 PMMA 그래프

트가 입자의 크기를 줄이고 분산 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 결과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

고 분산 상태 또한 좋다. 

3.2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

재료의 특성에 대한 전분 농도의 영향

3.2.1 경화 특성

전분의 농도가 다른 경우 PMMA-modified starch/

SBR 화합물의 경화 곡선은 Figure 5에 제시하였고,

Table 3에 화합물들의 경화 특성을 요약해 두었다.

Table 3과 같이 PMMA-modified starch의 첨가는 ML,

MH, ΔM을 포함하는 토크 값을 증가시키고 40 phr에

서 최대치에 도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SBR 매트릭스

내의 PMMA-modified starch의 효과적인 강화로 설명

될 수 있다. 보강 충전제의 첨가는 고무 거대분자 사슬

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토크 값은 증가하게 된다. 높은

PMMA-modified starch 농도에서 토크 값의 감소는

PMMA-modified starch의 좋지 않은 분산과 SBR 매

트릭스 내에서 형성되는 PMMA-modified starch 덩어

리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충전제와 고무 매트

릭스 간 상호작용을 약화시킨다. 또한, PMMA-modified

starch의 첨가는 고무 화합물의 cure rate에 상당한 영

향을 끼친다. Table 3에 나와 있듯이 t90은 전분의 첨가

로 0에서 50 phr로 점차 감소한다. CRI 값은 식 1에 의

해 계산된다. CRI 값은 PMMA-modified starch의 첨

가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찰 현상들은 PMMA-

modified starch가 SBR 화합물을 위한 효과적인 가교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SBR

화합물의 경화속도를 가속화 시킨다. 

Figure 4. FE-SEM microphotos of PMMA-modified

starch/SBR biocomposites with different MMA

concentration: (a) M5, (b) M10, and (c) M12.5;

scale bar: 1 ㎛.



100 고무기술 제18권 제3·4호, 2017

3.2.2 기계적 특성

PMMA-modified starch/SBR 화합물의 기계적 성능

에 대한 전분농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Figure 6).

PMMA-modified starch의 혼합은 SBR 화합물의 전반

적인 기계적 특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

였다. 이는 입자크기의 감소, 향상된 분산, 물리적 얽

힘에 의한 PMMA-modified starch 입자와 SBR 매트

릭스사이의 계면 간 강한 접착에 기인한다. 최적의 기

계적 특성은 전분농도가 30 phr일 때 얻어진다. 이 때

인장강도, 300% 탄성율, 연신율은 순수 SBR에 비해

272%, 217%, 34%로 각각 증가한다. 40, 50 phr 같이

과량의 전분을 추가할 경우 인장강도와 연신율 모두

감소하게 된다. 2 가지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최적의 기계적 성능은 입자크기와 분산상태 그

리고 계면 간 상호작용의 시너지 효과에 의한 결과물

이다. 전분의 농도가 30 phr을 초과할 경우 비록 물리

적 얽힘은 강해지나 분상상태는 전분 덩어리들로 인

해 나빠진다. 분산상태가 더욱 나빠질 경우 기계적 특

성은 감소할 것이다. 두 번째, 전분의 농도가 30 phr을

초과할 경우 충전제-충전제 사이의 상호작용은 생체

복합재료 내의 충전제-고분자 계면 간 상호작용보다

더욱 뚜렷해진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계적 성능은

나빠지게 된다. 기계적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30 phr

은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의 기계

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농도라 결론지을

수 있다. 

3.2.3 생체복합재료의 탄성율에 관한 모델링 

연구

충전제/고분자 합성물의 탄성율은 고분자의 고유한

Figure 5. Vulcanization curves of PMMA-modified starch/SBR biocomposites with different starch

concentration.

Table 3. Effect of starch concentration on the vulcanization characteristics of PMMA-

modified starch/SBR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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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결정형 또는 무정형), 충전제의 고유한 특성(입

자 크기, 표면 특성, 형상비), 충전제 함량, 충전제-고

분자 계면 간 상호작용과 같은 몇 가지 파라미터들에

의해 좌우된다. 고분자에 비해 더 높은 탄성율의 충전

제로 인해 견고한 충전제의 혼합은 충전제/고분자 화

합물의 탄성율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충전제/고분자

화합물의 탄성율은 Guth-Gold 모델, modified Guth-

Gold 모델, Halpin-Tsai 모델에 의해 예측할 수 있다. 

Guth-Gold 모델 [21]관해 살펴보면, 충전제-고분자

화합물의 탄성율 E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Eq.(8).

(8)

E0는 충전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무의 탄성율을 나

타내고 φ는 화합물 내에 있는 충전제의 부피율을 나타

낸다.

Modified Guth-Gold 모델 [22]에서 충전제-고분자

화합물의 탄성율 E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Eq.(9)

(9)

E0는 충전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무의 탄성율이고 φ

는 화합물 내에 있는 충전제의 부피율, f는 입자나 덩

어리들의 형상계수이다.

Halpin-Tsai 모델 [23]에서는 충전제-고분자 화합물

의 탄성율 E를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Eq.(10),

(11)

(10)

(11)

E0는 충전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무의 탄성율이고 φ

는 화합물 내의 충전제의 부피율, f는 입자와 덩어리들

의 형상인자, Ef는 충전제의 탄성율을 나타낸다. 옥수

수 전분의 경우 Ef는 대략 15 GPa로 알려져 있다[24].

Figure 7은 실험적으로 측정된 300% 탄성율과

Guth-Gold 모델, modified Guth-Gold 모델, Halpin-

Tsai 모델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예측한 탄성율을 비

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Guth-Gold 모델에 대해

살펴보면,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이 훨씬 높게 관찰되

었다. Guth-Gold 모델은 단지 적은 양의 구형태의 충

전제로 구성된 탄성중합체와 충전제-충전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없을 경우 적용 가능하다[21].

E E0 1 2.5φ 14.1φ
2

+ +( )=

E E0 1 0.67fφ 1.62f
2
φ

2
+ +( )=

E E0
1 2fεφ+

1 εφ–
------------------⎝ ⎠
⎛ ⎞

=

ε

Ef

E0

------ 1–

Ef

E0

------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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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Effect of starch concentration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MMA-modified starch/SBR

bio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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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전분 입자들 사이의 강한 수소결합으

로 인해 충전제-충전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탄성율들은 Guth-Gold 모델을 사용하

여 예측된 탄성율들 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한다.

modified Guth-Gold 모델에서는 f가 5로 적용될 경우

이론적으로 예측된 값과 실험적으로 측정된 값이 서

로 가깝다. Halpin-Tsai 모델의 경우 이론적으로 예측

된 값들은 f값이 4로 적용될 경우 실험적 측정치와 가

깝게 나온다. Guth-Gold 모델, modified Guth-Gold 모

델과 비교해서 Halpin-Tsai 모델의 경우 실험 측정치

와 더 잘 맞았다.

3.2.4 모폴로지

Figure 8은 서로 다른 전분농도를 가진 PMMA-

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의 FE-SEM

microphoto를 보여주고 있다. 전분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인장파괴 표면은 점점 더 거칠어진다. 이러한 현상

은 계면 간 상호작용이 PMMA-modified starch의 첨

가로 향상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전분의 농도가

30phr을 초과할 경우 입자크기가 약 1-10 µm인 덩어

리들이 광범위하게 관찰 된다(Figure 8(d)). 이렇게 발

생된 덩어리들은 MS40, MS50과 같은 PMMA-

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의 인장강도가 전

분 농도가 30 phr을 넘었을 때 더 나빠지는 현상을 일

으킨다.

3.2.5 톨루엔 팽윤거동

톨루엔 팽윤 시험은 충전제/고분자 화합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톨루엔

팽윤 시험을 통해 팽윤비(Q), 가교 사이의 분자량

(Mc), 가교 밀도(vc)와 같은 다양한 팽윤 특징을 Table

4에 제시한 것처럼 알 수 있다. 0에서 50 phr로 전분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팽윤비(Q)는 358.45%에서

179.55%로 상당히 줄어든다. PMMA-modified starch

와 SBR 매트릭스 사이의 물리적 얽힘을 통한 강한 계

면 간 상호작용은 대량의 SBR에 용제 분자들이 침투

하는 것을 방해한다. 전분 농도가 0에서 30 phr로 상승

함에 따라 degree of crosslinking density (vc)는

2.04×10-3에서 2.17×10-3 mol/g으로 약간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물리적 가교로 인해 가교 밀도의 증가는 중요

하지 않다. 30에서 50phr로 전분을 더 추가할 경우 가

교 밀도가 2.17×10-3에서 2.10×10-3 mol/g으로 줄어든

다. 이는 Figure 8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원인을 SBR

Figure 7.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ly

measured modulus and theoretically predicted

modulus using Guth-Gold model, modified Guth-

Gold model and Halpin-Tsai model.

Figure 8. FE-SEM microphotos of PMMA-modified

starch/SBR biocomposites with different starch

concentration: (a) MS0, (b) M10, (c) MS30, (d)

MS50; Scale Bar: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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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내에 있는 충전제의 좋지 못한 분산으로 돌

리게 된다.

3.2.6 물 흡수 거동

자연계에서 전분은 많은 수의 하이드록실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친수성을 가진 물질이다. 전

분을 기반으로 한 생산품의 응용에 한 가지 큰 문제점

이 있는데 바로 전분의 물 흡수 특성이다. 좀 더 구체

적으로 말하자면 전분의 물 흡수는 고분자 매트릭스

와의 접착을 방해하고 분해로 인한 조로와 힘의 상실

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의 물 흡수 특성의 조사는 아주 중요하

다. Figure 9는 담금 시간 t와 전분 농도가 PMMA-

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의 물 흡수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물 흡수는 다양한

인자에 크게 의존한다. 예를 들면 담금 시간, 충전제

농도, 계면 접착성, 계면에서 형성되는 빈 공간의 수

[25-27]가 있다. 예측한대로, PMMA-modified starch

에 의한 SBR 화합물의 물 흡수가 굉장히 증가하였다.

그 예로, 생체복합재료를 단지 1시간동안 물에 담가

두었을 때 물 흡수 비율은 전분농도가 각각 10, 20, 30,

40, 50 phr일 때 0.88%, 1.03%, 1.08%, 1.78%, 2.59%

까지 상당히 증가하였다. 추가적으로 물 흡수 비율이

담금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함을 볼 수 있었다. 이

러한 관찰은 전분을 기반으로 한 생체복합재료의 수

분흡수가 담금 시간과 전분농도와 함께 증가한다는

문헌[25-27]과 내용이 일치한다. Danjaji et al. [25]는

노출된 전분 입자들이 내부의 것 보다 전분의 물 흡수

를 촉진시킨다고 제안하였다. Bikiaris와 Panayiotou

[27]은 물 흡수의 상당한 증가는 고분자사슬 배치의

복잡성 증가와 나쁜 계면 접착성 때문이라고 추론하

였다. 이번 연구에서 생체복합재료를 1008시간 동안

물에 담가 두었을 때 가장 높은 물 흡수 비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생체복합재료에서 전분의 농도가 10, 20,

30, 40, 50 phr일 때 흡수 비율은 각각 14.2%, 22.9%,

24.7%, 26.9%, 28.4%, 31.1%로 관찰되었다. 이는

LDPE/starch [19], MA-g-LLDPE/starch [25], PCL/

starch blends [26]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러므로

Table 4. Effect of starch concentration on the swelling characteristics of PMMA-modified

starch/SBR biocomposites

Figure 9. Effect of starch concentration and immersion time on the water absorption ratio of PMMA-

modified starch/SBR bio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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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물 흡수 특성은 응용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

물이 될 수 있다. 

3.2.7 생분해성 테스트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합재료의 생분

해성을 soil burial test로 3개월 동안 조사하였다.

Figure 10은 생체복합재료의 무게손실에 미치는 전분

농도와 soil burial time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유사

하게, 전분 농도와 soil burial time이 증가함에 따라 무

게 손실 또한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생체복합재료의

생분해성은 자신이 땅속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26]. 관찰된 생분해성의 경향은 물

흡수의 증가로 인해 일어난다. 게다가 전분 농도가

Figure 10. Effect of starch concentration and burial time on the weight loss ratio of PMMA-modified starch/

SBR biocomposites.

Figure 11. FE-SEM microphotos of PMMA-modified starch/SBR biocomposites with different starch

concentration treated with different soil buri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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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hr을 넘을 때 무게 손실이 크게 증가한다. 이는 생

체복합재료의 가교 밀도의 감소에 기인한다. 생체복

합재료가 땅 속에 묻힐 경우 미생물이 수분함량이 더

높고 가교 밀도가 낮은 샘플을 공격하여 무게 손실을

더 일으킨다. 생체복합재료(전분농도 0, 10, 30, 50 phr)

의 표면 모폴로지들을 0, 28, 90일 동안 땅 속에 묻었

다(Figure 11). 그 뒤 땅 속 미생물들에 의해 전분 입자

들이 제거되어 많은 수의 구멍들이 생체복합재료의

표면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PMMA-modified starch/

SBR 생체복합재료의 생분해성을 나타낸다. 전분의

농도와 땅속에 묻혀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구멍

의 수도 확실히 증가하였다. 이는 그들의 무게감소 결

과와 일치한다. 

4 결론

PMMA-modified starch는 SBR 매트릭스에서 보강

충전제로 쓰인다. 입자크기의 축소, 향상된 분산,

PMMA 그래프트와 SBR 거대분자사슬 사이의 물리

적 얽힘의 발생으로 인해 PMMA-modified starch의

혼합은 전반적인 SBR 화합물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

시켰다. MMA와 전분의 농도가 각각 10과 30 phr일

때 최적의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가교 밀

도, 물 흡수 비율, PMMA-modified starch/SBR 생체복

합재료의 생분해성에 미치는 전분 농도의 영향에 대

해 조사하였다. 결과로 전분농도가 30 phr보다 작을

경우 생체복합재료는 높은 가교 밀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물 흡수 비율, 낮은 생분해성을 나타내었다. 전분

을 더 혼합할 경우(40 또는 50 phr) 덩어리를 쉽게 형

성하고 그 결과 생체복합재료의 가교밀도가 낮아진다.

반면에 물 흡수 비율과 생체복합재료의 생분해성은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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