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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ible Addition-
Fragmentation Chain 
Transfer (RAFT) 
중합에 의한 에멀젼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중합 연구 현황 및 타이어 
트레드 컴파운드 적용 전망

1. 서 론

천연, 또는 합성을 통해 수득되는 고무는 탄성력과 우수

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고분자로써 구성 성분과 분자량

을 조절하여 원하는 화학적 특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

에 건축, 신발, 섬유, 자동차 부품, 타이어, 가전제품 등 다

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재료이다.1 하지만 15세기 말 

Christopher Columbus에 의해서 처음 고무가 유럽에 반

입될 당시, 상온에서 고점도의 흐름성으로 인해 장시간 

동안 제품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18 세기

까지 적용 방안이 많지 않았다.2,3 그러나 1839년, Charles 

Goodyear의 발견에 의해 가황 공정이 수립된 이후 산업

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범용 재료로 입지를 다지게 되었

고, 현재 전체 고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4

트레드, 벨트, 카카스, 사이드월, 이너라이너 등 10여 종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

는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하중을 지탱하면서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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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력을 지면에 전달해야 하고,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량 탑승자의 안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품 중 하나이다.5 최근 타이어 제조 업체에서는 차량

의 성능 발전과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발맞추어 연비성능(회전저항), 제동성능, 

고속 주행 시 조종 안정성과 내마모성이 모두 우수한 초고성능 타이어(Ultra High 

Performance Tire, UHP tire)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tire용 rubber technology의 기틀이 되

는 다양한 보강제와 합성 고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6,7

타이어는 복잡한 성능 요구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natural rubber (NR), 

butadiene rubber (BR), styrene-butadiene rubber (SBR) 등 다양한 고무를 원

Figure 1. General mechanism of reversible addition-fragmentation chain transfer (RAFT) polymerization17

2. Styrene-butadiene rubber (SBR)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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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주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SBR이 높은 유리전이온도(Tg)를 가지고 우

수한 제동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passenger car radial (PCR) tire 용 트레드 원

료 고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8 SBR은 중합 방법에 따라 크게 에멀젼 (emulsion) 

중합에 의하여 합성된 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ESBR)와 용액 중합

에 의하여 합성되는 solution styrene-butadiene rubber (SSBR)로 나뉜다. 이 중 

SSBR의 경우 basic nucleophilic compound를 개시제로 사용하는 음이온 중합을 

통해 합성된다. 따라서, SSBR은 음이온 중합의 특성상 분자량 분포가 좁은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미세 구조 조절이나 말단에 기능성 그룹을 도입하기에 용

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9,10

이러한 SSBR을 사용할 경우 가류 과정에서의 실리카 재응집을 줄일 수 있으며, 

filler-rubber interaction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회전 저항성과 우수한 

젖은 노면 제동성을 동시에 가지는 균형 잡힌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중합 시 유

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높은 분자량 수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1

이에 비해 ESBR은 물을 용매로 사용하며 자유 라디칼 중합 방법 중 하나인 에

멀젼 중합을 통해 합성된다. 물을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SSBR에 비해 제법이 

친환경적이고, 라디칼 중합의 특성상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를 수득하기 용이해 

기계적 물성에서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라디칼 중합 특성상 사슬 분지가 많이 

형성되어 넓은 분자량 분포와 다량의 사슬 말단의 수를 가지고, 사슬 말단 변성이 

어려워 filler-rubber interaction이 낮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가 크고 동적 점탄 

특성에서 SSBR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나타낸다.12 고무 컴파운드의 동적 점탄 특

성은 타이어의 연비와 제동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ESBR의 넓은 분자량 분포 문제를 개선하여 타이어 트레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3,14

일반적으로 고분자의 넓은 분자량 분포를 효과적으로 좁히는 방법은 리빙 

라디칼 중합 (living radical polymerization technique; LRP)을 적용하는 것

이다. LRP는 메커니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at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 (ATRP)15와 nitroxide-mediate radical polymerization (NMP)16, 

3.  가역적 첨가-단편화 사슬 이동  

(Reversible addition-fragmentation chain transfer; RAFT) 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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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reversible addition-fragmentation chain transfer polymerization 

(RAFT)17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중 RAFT 중합의 경우 다양한 반응 조건에 적용

이 가능하고 기존의 자유 라디칼 중합 조건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금속 리간드나 유독한 용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다른 LRP에 비해 중합 조

건이 친환경적이고, 에멀젼 중합에 적용되어도 효과적으로 리빙 특성을 나타낸다

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8-20.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CSIRO)

의 Chiefari, John에 의해 1998년 처음 보고된 RAFT 중합은 일반적으로 R-S-

(C=S)-Z의 구조를 가지는 thiocarbonylthio compound를 사슬 이동제 (RAFT

제)로 사용하여 가역적 라디칼 형성의 평형을 맞춰주는 메커니즘으로 진행된

다.17 RAFT 중합에서 라디칼 농도를 조절해주는 RAFT제는 고 활성 사슬 이동제

로써 fast degenerative chain transfer reaction에 의해 활성종 (active species, 

R∙와 Pn∙)과 비활성종 (dormant species) 사이의 동적 평형을 가능하게 한다.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라디칼 (Pn∙)이 thiocarbonylthio 

compound (RSC(Z)=S)과 만나 라디칼 중간체를 형성한다. 형성된 라디칼 중간

체는 polymeric thiocarbonylthio compound (Pn-S(Z)C=S)를 형성하며 새로운 

라디칼을 만들고 이 라디칼로부터 새로 성장하는 라디칼(Pm∙)이 형성된다. 이후 

성장하는 라디칼 (Pn∙와 Pm∙)과 라디칼 중간체 사이의 빠른 동적 평형은 고분자 사

슬이 균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합성된 고분자가 좁은 분자량 분포를 가

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21

Figure 2. Guidelines for selection of RAFT agents for various monomer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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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AFT 중합법은 다양한 반응 조건 (단량체, 용매, 온도 

등)에 적용이 가능하고, 에멀젼 중합과 같은 산업적 적용이 용이한 중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RAFT 중합과 에멀젼 중합의 조합은 고분자 산

업에 있어 상당한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접근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초기의 RAFT 에멀젼 중합은 괴상 중합이나 용액 중합에 RAFT 중합 기

술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반응 조절이 힘든 결과를 나타냈다. RAFT 에멀젼 중합

의 경우, 중합 특성 상, RAFT제가 마이셀 (micelle) 내부로 이동한 후 중합이 진

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RAFT제의 용해도와 구조에 따라, 분자량 감소, coagulum 

형성, 그리고 상 분리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2-24 또한 많은 연구에서 느

린 중합 속도 문제 역시 나타났기 때문에25,26, 중합 시 사용되는 RAFT제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RAFT제의 화학 구조를 설계할 때

는 크게 RAFT제의 용해도와 구조 디자인을 조절한다.

RAFT제의 용해도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마이셀 내부로의 확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다. RAFT제가 monomer soluble

한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RAFT제가 단량체와 친화성이 더 좋아 마이셀 내부로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 RAFT제가 마이셀 내부로 확산되기 전에 중합 반응이 일어

난다면 일반적인 에멀젼 중합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중합이 진행되어 분자량 분포

Table 1. RAFT polymerization using conjugated diene monomers

Number RAFT agent Product Method Temp. (℃) PDI Mw Ref

1 PEDC SBR Emulsion 50 1.47 11 k 34

2 PEPDTA PBD Bulk 120 1.35 10 k 35

3 PEPDTA SBR Emulsion 70 2.84 179 k 35

4 BDTC SBR Emulsion 65 1.23 13 k 36

5 DBTC SBR Emulsion 13 2.82 516 k 37

6 DBTC NBR Solution 100 1.75 32 k 38

8 DOPAT NBR Solution 100 1.98 119 k 38

9 DOPAT NBR Emulsion 50 1.30 35 k 39

10 DOPAT PBD Solution 70 <1.70 < 3 k 40

11 CUDTPA NBR Solution 100 1.77 42 k 38

12 DDMAT PBD Solution 95 1.23 < 10 k 41

11 PCPAT PBD Solution 100 1.60 11 k 42

12 PCPAT NBR Solution 100 1.80 53 k 42

4.  가역적 첨가-단편화 사슬 이동 에멀젼 중합 (RAFT emulsion polym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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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좁은 고분자를 획득하기 어렵다. 한편 RAFT제가 water soluble 한 구조를 갖

는 경우에는 물 층에서 RAFT제의 사슬 이동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반응은 마

이셀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올리고머 라디칼을 형성하는 데에 긴 시간이 요구하기 

때문에 중합 지연제로 작용하여 고분자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27

또한 RAFT제에서 형성된 라디칼 중간체의 안정성이 중합 시 고분자의 분자량 

분포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RAFT제 구조

의 R group과 Z group 선정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R group의 경우 homolytic 

leaving group으로써 첨가-단편화 과정에서 라디칼을 형성하며 중합의 재개시 

효율 (reinitiating efficiency)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Z group의 경우 성장하

는 라디칼 (Pn∙)에 대한 반응성을 부여하고 형성된 라디칼 중간체의 단편화 속도

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준다.29,30   특히 Z group이 electron donating group일 경

우 중간체 라디칼을 불안정하게 해주어 첨가-단편화 반응을 촉진시켜줄 수 있

기 때문에 고분자의 분자량 분포 조절에 용이하다는 연구 결과 역시 보고되고 있

다.31,32 따라서 이러한 R group과 Z group 선정을 통해 첨가-단편화 속도를 조절

하고, RAFT제의 사슬 이동 효율과 지연과 억제 반응 역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RAFT 에멀젼 중합에서 RAFT제의 구조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RAFT 기술을 적용한 에멀젼 중합 중에서도 styrene과 butadiene을 단량체로 

사용하는 SBR의 합성 및 물성 평가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Moad는 리

뷰 논문33에서 RAFT제와 단량체의 조합에 따른 합성 결과를 정리하여 기술하였

는데, butadiene을 단량체로 사용하여 RAFT 중합을 할 경우 느린 고분자의 성장 

속도 (propagation rate)로 인하여 고분자의 성장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RAFT 기술을 적용한 SBR을 합성하고자 하는 연구가 계속

해서 이루어졌고, Le34의 경우 1-phenylethyl dithiocarbonate (PEDC)를 RAFT

제로, Wei35의 경우 1-phenylethyl phenyl dithioacetate (PEPDTA)를 RAFT

제로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SBR을 합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3). 또

한 benzyl-S′-(dodecyl) trithiocarbonate (BDTC)와 dibenzyl trithiocarbonate 

(DBTC)를 RAFT제로 사용할 경우도 역시 SBR 합성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Parker

에 의해 보고되었다.36,37 Butadiene을 단량체로 사용한 중합 결과를 Table 1에 정

5.  가역적 첨가-단편화 사슬 이동 중합을 적용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RAFT SBR)  

합성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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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나타내었다.

하지만 사용된 RAFT제의 emulsion particle로의 이동 속도 문제로 인하여 

monomer soluble한 RAFT제인 S,S-dibenzyl trithiocarbonate (DBTC) 이외의 

RAFT제는 고분자량 영역대에서 분자량 분포를 효과적으로 좁힐 수 없었고, 높은 

중합 전환율에서 gel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다.43 RAFT제에 따른 중합 결과 이

외에도 RAFT 중합에 대한 용매 및 개시제의 효과44, 구리 촉매의 사용에 따른 블

록 및 스타형 고분자 합성 관련 연구들 또한 보고되었다.45,46

최근에는 고분자량의 RAFT ESBR을 합성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보고

되고 있고, Yu et al. 의 경우 RAFT제의 마이셀 내로의 이동 속도 문제를 mini 

emulsion 중합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려 하였고46, Mun et al. 의 경우 DBTC를 

RAFT제로 사용하여 기존의 ESBR과 유사한 분자량을 가지면서 분자량 분포는 

더 좁은 RAFT ESBR을 합성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Mw 470k, PDI 2.6).48 특

히 Mun의 경우 합성한 RAFT ESBR을 이용하여 비충진 컴파운드를 제조하고 기

존의 ESBR과 물성 비교 평가를 진행한 결과, RAFT ESBR이 낮은 가교밀도임에

도 50 % 향상된 내마모 성능과 10 % 개선된 tan δ 60 ℃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Mun, et al.의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슬 이동제로 사용한 RAFT제

Figure 3 Available structure of RAFT agent

6. RAFT ESBR 적용 타이어 트레드 컴파운드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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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 라디칼과 반응하여 폴리 설파이드 구조를 형성하여 컴파운드의 가교밀도가 

낮아지거나, Figur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란 커플링제와 반응하여 SBR의 사슬 

길이를 짧게 만들기 때문에, 실리카 충진 컴파운드에서는 비충진 컴파운드와 달

리 기존의 ESBR 대비 불리한 내마모 성능과 tan δ 60 ℃ 값을 나타내었다.49

이는 실란 커플링제를 사용하지 않는 카본 블랙 충진 컴파운드에 DBTC RAFT 

ESBR을 적용할 경우 해결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Hwang et al.은 DBTC RAFT 

ESBR가 적용된 카본 블랙 컴파운드가 폴리 설파이드 구조 형성에 따른 낮은 가

교 밀도에도 불구하고 분자량 분포가 좁아 ESBR과 유사한 마모 성능과 14 % 개

선된 tan δ 60 ℃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50 또한 가교 촉진제 조정을 통해 

DBTC RAFT ESBR과 ESBR 컴파운드가 동일한 가교밀도를 가지도록 조정한 결

과, DBTC RAFT ESBR의 좁은 분자량 분포로 9 % 향상된 마모 성능과 29 % 개선

된 tan δ 60 ℃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Hwang의 후속 연구에서는 실리카 충진 컴파운드에 적합한 구조의 RAFT 

ESBR을 비대칭 형태의 RAFT제인 benzyl (4-methoxyphenyl) trithiocarbonate 

(BMPTC)를 이용하여 합성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51 합성된 BMPTC RAFT 

ESBR (Mw 635k, PDI 2.9)을 이용하여 실리카 충진 컴파운드를 제조하고 물성 평

가를 진행한 결과, 비대칭 형태의 RAFT ESBR 구조로 인하여 실란 커플링제와 반

응하여도 고분자의 분자량 감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BMPTC 

RAFT ESBR은 좁은 분자량 분포와 더불어 말단의 관능기로 인하여 우수한 filler-

rubber interaction을 가지기 때문에, 실리카 충진 컴파운드에서 마모, 연비, 제동 

Figure 4. Reaction mechanism of the RAFT ESBR with sulfide silane coupl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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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동시에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세한 결과는 Figure 5에 index 지표

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RAFT 중합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중합을 조절해줄 수 있다

는 점이다. 비가역적 사슬 이동제로 합성되는 기존의 ESBR의 경우 65~70 % 정

도의 전환율을 가질 시에 gel이 형성되어 중합을 종료해야 하고, 반응하지 않은 

단량체 회수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RAFT 중합의 경우, 가역적으로 분자량

과 분자량 분포를 조절해 줄 수 있다. 본 실험실의 연구에 따르면, BMPTC RAFT 

ESBR 합성의 경우, 90 %의 전환율에서도 낮은 gel 함량을 나타내었다. 높은 중합 

전환율로 인하여 분자량이 향상된 BMPTC RAFT ESBR을 이용하여 실리카 충진 

컴파운드를 제조하고 상용화된 SSBR 5220M (Mw 440k, PDI 2.2)과 비교 평가를 

진행한 결과, 높은 분자량과 사슬 말단 변성 효과로 마모, 연비, 제동 성능이 동시

에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세한 결과는 Figure 6에 index 지표로 기재하였

다. (BMPTC-SM : Mw 440k, BMPTC-HM : Mw 100만 이상 추정) 

RAFT 중합과 에멀젼 중합을 결합시킨 RAFT 에멀젼 중합은 고분자의 특성(분

자량, 분자량 분포, 관능기, 사슬 구조 등)이 잘 조절된 고분자 (well-controlled 

Figure 5. Results of silica filled compound manufactured 

using BMPTC RAFT ESBR (ESBR 1502 대응 grade)

Figure 6. Results of silica filled compound manufactured 

using BMPTC RAFT ESBR (ESBR 1723 대응 grade)

7. 결론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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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를 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적용도 가능케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RAFT 에멀젼 중합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문과 특허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RAFT 에멀젼 중

합을 통해 합성된 RAFT ESBR은 SSBR과 같이 타이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시 구조 (macrostructure)를 조절할 수 있으며, ESBR과 같이 물을 용매로 사용해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를 손쉽게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타이어 

성능의 중요 지표인 마모 성능과 연비 성능, 그리고 제동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RAFT ESBR의 thiocarbonylthio group의 경우 황이나 실란 커플링

제와 반응하는 성질을 가져 고무 제품에 형성되는 가교 구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황 가교 시스템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Ciesielski, A. “An introduction to rubber technology” iSmithers Rapra 

Publishing, 1999.

[2]  Brydson, J. A. (Ed.). “Rubbery materials and their compounds” springer. 

(1988).

[3]  Mark, H. F. “Rubber Technology Handbook”, 1996.

[4]  Lee, B. J., Lim, K. W., Ji, S. C., Jung, K. Y., & Kim, T. J. “Advanced synthetic 

technology for high performance energy tire tread rubber” Elast. Compos., 

44, 3 (2009).

[5]  Hwang, K., Lee, J., Kim, W., Ahn, B., Mun, H., Yu, E., ... & Kim, W. 

“Comparison of SBR/BR blend compound and ESBR copolymer having 

same butadiene contents” Elast. Compos., 54, 1 (2019).

[6]  Park, J. H., Lee, C. S., & Park, H. H.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R/CR 

rubber blends by surface treatment with chlorine” J. Korean Chem. Soc., 54, 

6 (2010).

[7]  Jeong, K. U., Jin, K. Y., Nah, C. W., & Lee, M. H. “Emerging Technologies 

of Elastomers” Elast. Compos., 43, 2 (2008).

[8]  Roberts, A. D. “Lubrication studies of smooth rubber contacts” The Physics 

of Tire Traction. ed. by F. H. Donald and L. B. Alan, Springer, Boston, MA, 

1974.

8. References



11Rubber Technology Vol. 22, No. 1, 2021

[9]  Chern, C. S. “Emulsion polymerization mechanisms and kinetics” Prog. Polym. 

Sci., 31, 5 (2006).

[10]  Hwang, K., Kim, W., Ahn, B., Mun, H., Yu, E., Kim, D., ... & Kim, W. “Effect 

of surfactant on the physical properties and crosslink density of silica filled 

ESBR compounds and carbon black filled compounds” Elast. Compos., 53, 2 

(2018).

[11]  Heinrich, G., & Vilgis, T. A. “Why silica technology needs S-SBR in high 

performance tires?: The physics of confined polymers in filled rubbers” KGK. 

Kautsch. Gummi, Kunstst., 61, 7-8 (2008).

[12]  Lee, B. J., Lim, K. W., Ji, S. C., Jung, K. Y., & Kim, T. J. “Advanced synthetic 

technology for high performance energy tire tread rubber” Elast. Compos., 44, 

3 (2009).

[13]  O'toole, J. T. “Kinetics of emulsion polymerization” J. of Appl. Polym. Sci., 9, 

4 (1965). 

[14]  Gardon, J. L. “Emulsion polymerization. I. Recalculation and extension of the 

Smith-Ewart theory” J. of Polym. Sci. Part A-1: Polym. Chem., 6, 3 (1968).

[15]  Wang, J. S., & Matyjaszewski, K. “Controlled/" living" radical polymerization. 

at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 in the presence of transition-metal 

complexes” J. Am. Chem. Soc., 117, 20 (1995).

[16]  Solomon, D. H., Rizzardo, E., & Cacioli, P. “Free radical polymerization and 

the produced polymers”. European Patent Application, 63. (1985).

[17]  Chiefari, J., Chong, Y. K., Ercole, F., Krstina, J., Jeffery, J., Le, T. P., ... & 

Rizzardo, E. “Living free-radical polymerization by reversible addition− 

fragmentation chain transfer: the RAFT process” Macromol., 31, 16 (1998)

[18]  Stenzel-Rosenbaum, M., Davis, T. P., Chen, V., & Fane, A. G. “Star-polymer 

synthesis via radical reversible addition–fragmentation chain-transfer 

polymerization” J. of Polym. Sci. Part A-1: Polym. Chem., 39, 16 (2001).

[19]  Gregory, A., & Stenzel, M. H. “Complex polymer architectures via RAFT 

polymerization: From fundamental process to extending the scope using click 

chemistry and nature's building blocks” Prog. Polym. Sci., 37, 1 (2012).

[20]  Quinn, J. F., Rizzardo, E., & Davis, T. P. “Ambient temperature reversible 

addition–fragmentation chain transfer polymerisationElectronic supplementary 

information (ESI) available: data used for the graphs in Figs. 1 and 2. See http://



12 고무기술 제22권 제1호, 2021

www. rsc. org/suppdata/cc/b1/b101794m” Chem. Commun., 11 (2001).

[21]  Chong, Y., Le, T. P., Moad, G., Rizzardo, E., & Thang, S. H. “A more versatile 

route to block copolymers and other polymers of complex architecture by living 

radical polymerization: the RAFT process” Macromol., 32, 6 (1999).

[22]  Monteiro, M. J., & de Barbeyrac, J. “Free-radical polymerization of styrene in 

emulsion using a reversible addition− fragmentation chain transfer agent with 

a low transfer constant: Effect on rate, particle size, and molecular weight” 

Macromol., 34, 13 (2001).

[23]  Monteiro, M. J., & de Brouwer, H. “Intermediate radical termination as the 

mechanism for retardation in reversible addition− fragmentation chain transfer 

polymerization” Macromol., 34, 3 (2001).

[24]  Chiefari, J., Mayadunne, R. T., Moad, C. L., Moad, G., Rizzardo, E., Postma, 

A. & Thang, S. H. “Thiocarbonylthio compounds (SC (Z) S− R) in free radical 

polymerization with reversible addition-fragmentation chain transfer (RAFT 

polymerization). Effect of the activating group Z” Macromol., 36, 7 (2003).

[25]  Uzulina, I., Kanagasabapathy, S., & Claverie, J. “Reversible addition 

fragmentation transfer (RAFT) polymerization in emulsion” Macromol. 

Sympos. (Vol. 150, No. 1, pp. 33-38). Weinheim: WILEY-VCH Verlag. (2000).

[26]  Kanagasabapathy, S., Sudalai, A., & Benicewicz, B. C. “Reversible Addition-

Fragmentation Chain-Transfer Polymerization for the Synthesis of Poly 

(4-acetoxystyrene) and Poly (4-acetoxystyrene)-block-polystyrene by Bulk, 

Solution and Emulsion Techniques” Macromol. Rapid Commun., 22, 13 (2001).

[27]  Prescott, S. W., Ballard, M. J., Rizzardo, E., & Gilbert, R. G. “RAFT in 

emulsion polymerization: what makes it different?” Aust. J. Chem., 55, 7 (2002).

[28]  Moad, G., Rizzardo, E., & Thang, S. H. “Living radical polymerization by the 

RAFT process—a first update” Aust. J. Chem., 59, 10 (2006).

[29]  Destarac, M. “On the critical role of RAFT agent design in reversible addition-

fragmentation chain Transfer (RAFT) polymerization” Polym. Rev., 51, 2 

(2011).

[30]  Keddie, D. J., Moad, G., Rizzardo, E., & Thang, S. H. “RAFT agent design and 

synthesis” Macromol., 45, 13 (2012).

[31]  Destarac, M., Bzducha, W., Taton, D., Gauthier-Gillaizeau, I., & Zard, S. Z. 

“Xanthates as Chain-Transfer Agents in Controlled Radical Polymerization 



13Rubber Technology Vol. 22, No. 1, 2021

(MADIX): Structural Effect of the O-Alkyl Group” Macromol. Rapid 

Commun., 23, 17 (2002).

[32]  Chen, Q. B., Zeng, T. Y., Xia, L., Zhang, Z., Hong, C. Y., Zou, G., & You, Y. Z. “A 

RAFT/MADIX method finely regulating the copolymerization of ethylene and 

polar vinyl monomers under mild conditions” Chem. Commun., 53, 78 (2017).

[33]  Moad, G. “Reversible addition–fragmentation chain transfer (co) 

polymerization of conjugated diene monomers: Butadiene, isoprene and 

chloroprene” Polym. Int., 66, 1 (2017).

[34]  Le TP, Moad G, Rizzardo E and Thang SH, Patent W.O. No. 9,801,478 (1998).

[35]  Wei, R., Luo, Y., & Li, Z. “Synthesis of structured nanoparticles of styrene/

butadiene block copolymers via RAFT seeded emulsion polymerization” 

Polym., 51, 17 (2010).

[36]  Parker DK, Functional trithiocarbonate reversible addition fragmentation chain 

transfer agents. U.S. Patent No. 7,230,063 B2 (2007).

[37]  Parker DK and Kulig JJ, Surfactantless synthesis of amphiphilic cationic block 

copolymers and stable block copolymer latex. U.S. Patent No. 7,671,152 B2 

(2010).

[38]  Kaiser, A., Brandau, S., Klimpel, M., & Barner-Kowollik, C. “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NBR) Prepared via Living/Controlled Radical 

Polymerization (RAFT)” Macromol. Rapid Commun., 31,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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