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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다양한 TV 제품은 기능과 디자인이 결합된 특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더욱 더 대형화되고, 얇아지고,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내구성 향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TV Housing 제품에는 

내충격성, 내열성, 치수 안정성이 뛰어난 폴리카보네이트(PC)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PC 블렌드용 소재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재는 

치수 안정성 향상 및 변형 방지를 위한 무기 필러(유리섬유, 탈크) 적용 

및 난연성 확보를 위한 난연제(BDP)와 블렌드를 하는 등 다양한 

재료와의 블렌딩을 통한 복합 재료를 제작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무기 필러(Glass fiber, Talc) 및 난연제(BDP)와의 

블렌딩은 하우징 제품의 내충격성을 하락 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PC 블렌딩 소재에서 충격 보강제(impact modifier)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olycarbonate 블랜드용 소재에서 코어/쉘 

구조의 충격보강제(impact modifier)인 MBS(methyl methacrylate 

butadiene styrene)를 적용했을 때 MBS Graft Density의 변화에 따른 

PC/MBS 소재의 충격 물성, 분산성, 유변학 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유화중합을 통하여 Graft density가 

차이가 나는 충격보강제(MBS)를 제작하였고, 치합형 동방향 회전 이축 

압출기를 사용하여 PC/MBS 블랜드물을 제조하였다. ASTM에 의거하여 

Graft Density 별 충격 보강제가 적용된 PC/MBS의 Izod 충격 물성을 

분석하였고, 투과 전자 현미경(TEM)을 활용하여 PC 매트릭스에서의 

충격보강제(MBS)의 분산 형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레오미터 

(Rheometer)를 이용하여 유변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PC/MBS 블렌드 소재에서 충격보강제 MBS의 G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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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가 낮을수록 PC계 내에서의 충격 보강제의 분산성은 좋아지며, 

반대로 충격 물성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변학 분석에서도 

MBS의 Graft Density가 작아질수록 장시간 완화시간 영역(낮은 

주파수)에서 저장 모듈러스(G')가 하락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MBS의 Graft Density에 따라 PC와 MBS간 계면간의 표면 

친밀도(Surface Affinity) 및 계면 접착력 차이에 따른 영향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PC 블렌드 소재에서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에 변경에 따른 충격 물성, 유변학, 모폴로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연구 방법론 정립 및 기초 연구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회사의 충격 보강제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어 : PC, MBS, Graft Density, 물성, 모폴로지, 분산성, 유변 특성  

 

학   번 : 2017-2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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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전기 전자 제품은 기능과 디자인이 결합된 특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더욱더 슬림화되고, 대형화되고,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전자제품 중에서도 TV나 디스플레이 장비는 

평면, 곡면 등 제품 모양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크기는 과거 대비 

더욱더 대형화되고, 디자인은 초슬림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한 내구성 향상이 중요해지고 있다.  

TV의 형태와 디자인의 변화로 인하여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 또한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조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대비 TV Front bezel, TV Rear cover [Figure1-

1 참조]용의 플라스틱 소재는 얇고 대형화된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강성과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야 하며, 제품의 내구성을 위한 높은 

강인성(toughness) 및 내충격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장식품으로써 

TV 기능을 위하여, 성형품의 뛰어난 외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최근 트렌드 변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TV 하우징 

제품에는 내충격성, 내열성, 치수 안정성이 뛰어난 열가소성 수지인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PC 블렌드용 

소재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특히 PC/ABS(acrylonitrile-butadiene-

styrene) 소재나, PC/IM(Impact modifier) 소재 등 PC에 충격 보강 

역할을 하는 다른 형태의 열가소성 수지나, 고무 계열 고분자를 

블렌드한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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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용 하우징 제품의 PC 블렌드 소재는 단순히 한 두 가지의 고분자 

물질만 블렌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수 안정성 확보 및 변형 

방지 그리고 강성 확보를 위해 유리 섬유(Glass fiber), 탈크(Talc)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 필러(Fillers)를 적용하여 블렌드 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 필러는 건축물에서의 콘크리트 내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플라스틱 사출 제품의 뒤틀림 방지, 고분자의 수축 정도를 하락시키며, 

높은 강성을 제공하여 전자 제품의 높은 치수 안정성과 변형 방지를 

제공하게 된다. TV용 플라스틱 소재에는 무기 필러 이외에도, 난연성 

확보를 위하여 PC와 포스페이트계 난연제를 블렌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폴리카보네이트(PC)와 무기 필러 및 포스페이트계 난연제와의 

블렌드는, PC 블렌드 소재의 내충격성을 하락시키고, 사출 제품에서 

크랙(Crack)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충격 보강제(impact modifie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편적으로 PC 소재에 코어/쉘 충격 보강제를 블렌드하여 사용하는데, 

코어 부분은 폴리부타디엔(Polybutadiene)과 같은 고무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쉘 부분은 코어보다 유리전이온도(Tg)가 높은 

고분자가 그라프트 되어 있으며, 쉘 부분은 코어를 감싸서 보호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충격 보강제는 [Figure 1-2]와 같이 

블렌드 소재의 베이스 고분자의 매트릭스에서 분산상을 이루면서, 코어 

부분인 가교된 고무가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여 블렌드 소재 전체의 

내충격성 및 강인성(toughness)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용 신규 충격 보강제 

개발의 방향성 설정을 위하여, PC 블렌드 소재의 코어/쉘 충격 보강제인  

MBS(methyl methacrylate-butadiene-styrene)의 중요 디자인 

요소인 Graft density 변화에 따른 충격 물성(Izod impact), 

형태학(Morphology), 유변학(Rheology) 분석을 진행하고, 각각의 

분석의 상관관계 분석 및 개발 방향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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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1] TV Front bezel and rear cover , made of PC Blends 

 

 

 

 

[Figure 1- 2] Schematic view of PC blend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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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1.2.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폴리카보네이트(PC) 블렌드용 소재에서 코어/쉘 구조의 

충격보강제(impact modifier)인 MBS(methyl methacrylate butadiene 

styrene)의 Graft Density의 변화에 따른 PC/MBS 블렌드 소재의 충격 

물성, 분산성, 유변학 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PC 

블렌드 소재에서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 변화에 따른 충격 

물성과 모폴로지 영향성을 파악하고, 향후 폴리카보네이트용 신규 MBS 

코어/쉘 충격보강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개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2 연구의 필요성 

 

당사에서는 PC 블렌드 소재에서 코어/쉘 충격 보강제의 함량, 고무 

함량, 충격 보강제 종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하였으나 PC 블렌드 

소재에서 MBS의 Graft density 변화에 따른 충격 물성, 유변학 성질, 

분산성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는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코어/쉘 충격 보강제의 분산과 유변학, 충격 물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Aoki 연구 논문이 유명한데, Aoki 논문의 

경우 ABS 시스템에서 graft abs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Graft 

abs의 코어는 폴리부타디엔(Polybutadiene) 고무이지만, 쉘 부분은 

SAN(Styrene-Acrylonitrile) 공중합체가 그라프트 되어 있는 형태로 

블렌드 제품의 매트릭스인 SAN과 동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즉, 

블렌드물의 매트릭스와 충격 보강제 간의 계면 접착력 및 친밀도가 

우수한 상태로, 상용성이 뛰어난 시스템 상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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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본 연구는 MBS의 쉘 부분은 MMA/Styrene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폴리카보네이트(PC)와 충격 보강제의 쉘 부분은 

상용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화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코어의 단위 표면적 당 그라프 되어 붙어 

있는 고분자의 양)의 차이에 따른 PC 매트릭스에서의 분산 형태와 충격 

물성과의 상관관계 및 유변학적 성질을 규명하여, 회사의 연구 개발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1.2.2 연구의 결과물 

 

충격 보강제(MBS)의 Graft density 차이가 나는 샘플을 조건 변경을 

진행하여 유화중합으로 제작하였다. 제작한 각각의 MBS를 활용하여, 

PC 소재와 이축 압출기를 이용하여 용융 블렌드(melt blend)를 진행하

여 샘플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PC/MBS 블렌드 물을 활용하여, 서로 혼

화성이 떨어지는 PC와 MBS 간의 PC 매트릭스 내에서 MBS의 분산 형

태와 정도 차이를 TEM과 유변학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그리고 Izod 

충격 물성 측정을 통해, MBS의 분산과 충격 물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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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카보네이트는(Polycarbonate), PC는 5대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의 하나로, 폴리하이드록시(Polyhydroxy) 화합물과 

Carbonic acid 유도체(Carbonate esters)를 반응시켜 얻어지는 

폴리에스테르(Polyester)의 한 종류로서, 비스페놀A(BPA)와 

카보네이트 그룹(-O—CO-0-)의 연쇄 구조로 이루어진 열가소성 

플라스틱 고분자이다. PC는 비스페놀A(BPA)의 벌크 구조로 인하여, 약 

145~150℃ 수준의 높은 유리 전이 온도(Tg)를 가지고 있으며, 

분해시작 온도는 약 400℃ 수준으로 내열성이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PC는 탄산 에스테르로 구성되어 있어 가공이 비교적 

쉬우며, 사출 성형 및 열 성형이 가능하므로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사용되고 있다. 

유리 전이 온도가 존재하는 PC는 결정화 되지 않는 무정형 

고분자이며, 내열성, 난연성, 내 충격성, 투명성, 기계적 물성, 치수 

안정성, 전기 절연성이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충격 

내충격성의 경우 유리의 250배 이상으로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므로, 

유리 대용 플라스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약품성,2 

내화학성이 좋지 않아, 접착제나 화학처리가 어려우며 화학적 처리에 

의해 응력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UV에 의한 황화 현상 및 

성형품 두께가 두꺼워지면 취성이 떨어져 충격특성이 하락하며, 

에스테르 결합을 갖고 있어 가수분해가 일어나며 알칼리에 약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리고 다른 열가소성 수지 대비 높은 용융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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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가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폴리카보네이트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PC와 다른 

소재(ABS. PBT, PET 등)와의 블렌드를 통한 PC alloy를 제조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동성과 내충격성을 향상 

시켜 TV와 같은 대형 성형품의 가공이 용이하게 만드는 PC/ABS와 

내화학성과 내약품성을 대폭 향상시킨 PC/PET, PC/PBT 등이 있다. 

상기와 같은 다양한 블렌드 소재들은 전자제품의 하우징 및 자동자의 

내외장재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용도로 적용되고 있어, PC 블렌드 

소재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화학 공업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PC)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계면 중합법(Interfacial polycondensation)과 용융 중합법(Melt 

transesterification)이 있다. 계면 중합법은 비스페놀A(BPA)와 독성 

물질인 포스겐(Phosgen)의 반응을 통해 PC를 생산하는 방법이며, 용융 

중합법은 Non-phosgen 공법으로 탄산가스(CO2)를 원료로 하여, 

DPC를 생성하고 이를 비스페놀A(BPA)와 반응시켜 PC를 생산하는 

친환경 공법이다. [2] 현재 당사인 롯데 첨단소재에서는 용융 중합법을 

활용해 PC를 생산하고 있다. 

 

 

 

[Figure 2- 1] Chemical structure of Poly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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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스페이트계(Phosphate) 난연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할로겐계 난연제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인계 

비할로겐 난연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인계 난연제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조는 포스페이트계 구조이다.   

인계 난연제의 메커니즘은 기상과 고상에서 동시에 작용하며, 

열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인산에 의하여 탈수 및 탄화작용이 일어나며, 

인함유 라디칼 수소 및 하이드록시 라디칼 포획작용이 난연성을 

부여한다. 인계 난연제와 수지와의 탈수소반응, 탈수반응, 에스테르 

교환반응,   탈화반응에 의해 차(Char)형성이 촉진되고, 연소 시 수지의 

표면에 불연층을 형성해 수지내부로의 열전달과 연소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여 난연 효과를 발생시킨다. 인계 난연제는 고상에서의 난연 

효과가 중요하므로 연소시에 차(Char)를 형성하지 않는 스티렌계, 

올레핀계 고분자에는 난연성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로 

차(Char)를 형성하기 쉬운 PC, 페놀 수지 등과 블렌드하여 사용하고 

있다. [6] 

포스페이트계 난연제는 수지에 대하여 가소제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3가지로 TPP(Triphenyl-phosphate), RDP 

(resorcinol bis-(diphenyl phosphate), BDP(bisphenol A bis-

(Diphenyl phosphate)가 있다. 이중 TPP는 휘발성이 높아 탄화와 같은 

수지 외관 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며, RDP는 내가수 분해성이 좋지 않아, 

현재는 내가수 분해성이 양호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BDP[Figure 2-

2 참조]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BDP의 경우 단분자 및 

올리고머의 혼합물로서 상온에서 액상 형태로 존재하므로, 가공이 

어려우며, 별도의 투입 설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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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hemical structure of Bisphenol A bis-(diphenyl 

phosphate)(B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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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코어/쉘 충격보강제(Core/shell Impact Modifier) 

 

[Figure 2-3]은 일반적인 코어/쉘 충격 보강제의 모식도이다. 

일반적으로 코어/쉘 충격 보강제에서 코어 부분은 부드러운 고무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쉘은 코어 부분을 감싸고 있는 부분으로서, 

단단한 고분자가 코어에 그라프트 되어있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코어 부분은 Cross-linking 되어 있는 고무를 베이스로 

하는 폴리부틸아크릴레이트(PBA) 또는 폴리부타디엔(PB)과 스티렌 

(SM)과 공중합을 통해 제작한다. 충격 보강제 코어의 고무 부분은 

강인성(toughness)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쉘 부분은 코어보다 유리 

전이 온도(Tg)가 높은 고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상업적으로 

PMMA 또는 SAN 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충격 보강제 쉘 부분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 번째로, 중합 

공정에서 건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고무 코어 입자들이 서로 

달라 붙는 것을 막는 하드 코팅을 제공함으로써, 에멀전으로부터 

입자들을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다른 고분자와 블렌딩을 

할때 쉘은 충격 보강제 입자가 분산된 고분자 매트릭스를 고무 코어에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레이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쉘 레이어는 

충격 보강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고분자 매트릭스에서 

분산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매트릭스와의 부착력이 낮고 높은지가 

충격 보강제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3] 

코어/쉘 충격 보강제로는 대표적으로, PBA-poly(methyl 

methacrylate)를 기반으로 하는 아크릴계 코어/쉘 충격 보강제인 AIMS, 

poly(butadiene-styrene)-poly(methyl methacrylate)를 결합한 MBS 

공중합체 등이 있다. 코어/쉘 충격 보강제가 형태가 뚜렷한 입자를 

가지며, 유화중합 시 각 콜로이드 입자가 중합 과정에서 각각의 입자가 

개별적으로 중합되고 Cross-linking 되어 얻어지기 때문에 좁은 입자의 

분포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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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Diagram of a typical core-shell modifier particle. 

 

 

 

 

 

[Figure 2-4] Chemical structure of methyl methacrylate butadiene 

styrene(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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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유화 중합(Emulsion polymerization) 

 

코어/쉘 충격 보강제는 유화중합 방법의 자유 라디칼 개시반응 

시스템을 통해 합성된다. 유화중합은 열전달 매체로 물을 사용하는 

중합법으로, 유화중합 반응계에는 모노머(monomer), 분산매(물), 

유화제, 수용성 개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자량 조절제 및 반응 

촉진제 등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유화제는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물 속에 유화제를 투입하면 물 표면의 

표면장력이 감소하다가 유화제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될 때 

표면장력이 거의 일정해지는데, 이를 임계 미셀 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라고 한다. 임계 미셀 농도 이상에서는 잔여 유화제 

분자들이 미셀(막대상)을 형성하게 된다.  

소수성 모노머(monomer)들은 소구체(monomer droplets)를 

형성하고, 유화제에 의해 안정화되는데 [Figure 2-5]와 같이 유화제의 

친수기가 바깥쪽으로 향하고, 소수기가 모노머 소수체와 결합하게 된다. 

부가된 모노머 중 약 95% 이상은 이러한 소구체로 존재하며, 소구체 

크기는 중합 온도와 교반 속도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1~10 ㎛ 

크기의 직경을 가진다.  

유화 중합이 진행되는 동안 모노머는 물에 녹는 성질이 작지만 이러한 

성질 때문에 모노머 방울로부터 물을 통해 미셀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합 개시는 수용성 개시제가 모노머가 포함된 미셀에 

들어간 뒤 시작된다. 모노머 소구체의 농도(ml 개)에 비해 

미셀의 농도(ml당 개)가 월등히 높으므로, 이러한 농도 차이로 인해 

개시제는 확률적으로 모노머 소구체보다는 미셀로 들어가게 된다. 

중합이 진행되는 동안 모노머 소구체에서 성장 미셀로 지속적으로 

모노머가 공급되며, 모노머 전환율 50~80% 정도에서 모노머 소구체는 

거의 소모되고. 미셀은 팽윤 되게 되는데 비교적 큰 고분자 입자로 

전환된다. 이처럼 고분자 입자가 물에 현탁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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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latex)라고 한다 라텍스 자체로도 안정하여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산이나 염을 사용해서 응집시켜 고분자로 회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폴리부타디엔 라텍스(PBL) 등이 있다. [1] 

 

 

 

[Figure 2-5] Schematic view of the emulsion polymerization 

Process. 

 



 

 

 

 

14 

2.3.2 Graft density 

 

하기의 식 (2.3-1)은 Graft density, 식 (2.3-2)는 Grafting 

degree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다. 식 (2.3-1)의 Graft density는 

코어의 단위 면적 당, 쉘에 그라프트 되어 있는 고분자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즉, 코어의 표면적에 얼마나 많은 양의 고분자가 그라프트 

중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식 (2.3-2)의 Grafting degree는 

코어의 무게당 쉘에 그라프트 되어 있는 고분자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3] 

 

K = Graft density =     (2.3-1) 

 

    = Grafting Degree =    (2.3-2) 

 

Aoki는 논문에서는 위의 Graft density와 Graft degree에 따라 

고분자 블렌드에서 충격 보강제의 분산이 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였다. Aoki 연구는 ABS 시스템상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코어는 부타디엔 고무로 이루어져있으며, 쉘 부분은 고분자 매트릭스와 

동일하게 SAN이 그라프트 되어 있는 형태의 Graft ABS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Aoki 논문에서는 유변학 분석과 TEM 분석을 통해 SAN 

매트릭스에서 코어/쉘 충격 보강제의 Graft Density와 Grafting 

degree의 최적 수준이 존재하며, 이 최적 수준에서 가장 우수한 

분산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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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분자 블렌드 

  

최근 여러 분야에서 단일 고분자의 사용은 줄어들고, 금속과 같은 타 

소재를 대체할 수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고분자 블렌드 

소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 생활 가전, 의료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두 가지 이상의 

고분자를 블렌드한 소재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고분자 블렌드 소재는 

고분자 재료의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 개발을 통한 물성 확보 

방법보다는 비용이 적게 발생하며 취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고분자 블렌드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화학적, 물성 성질이 다른 

고분자를 혼합하여 단일 소재 대비 물성을 개선한다. 다른 성질의 두 

가지 이상의 고분자를 블렌드하게 되면, 고가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수지의 유동성, 가공성, 내충격성 등 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고분자 블렌드 제조법은 크게 용융 블렌드(melt 

blend)와 용액 블렌드(solution blend)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3], [4] 

용융 블렌드법은 고분자 물질들에 용융 온도 이상의 온도를 가하여 

용융시키고, 압출기 등과 같은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여 새로운 물성을 

가지는 고분자를 만드는 것이다. 용액 블렌드법은 혼합 하고자 하는 

고분자들을 용매에 녹여 교반 시킨 후 용매를 제거하여 새로운 물질을 

얻는 것이다. 용액 법은 교반 후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용매 

휘발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 산업 전반에서는 용융 블렌드 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분자의 블렌드는 두 가지 이상의 고분자가 분자 수준으로 혼합하여 

완전히 균일화된 상태인 상용성계(miscible blend system), 그렇지 

못한 비상용성계(immiscible blend system), 중간 형태인 

부분상용성계(partially miscible blend system)로 나눌 수 있다. 고분자 

블렌드에서 일반적으로 상용성계는 쉽게 얻을 수 없고, 비상용성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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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상용성계를 보인다. 이는 분자 사슬끼리의 상호 작용이 전체 분자에 

걸쳐 같은 형태의 공간적 배치가 어려워, 길이가 긴 고분자 사슬끼리의 

입체적 장애 또는 화학적 구조 차이로 인한 표면 장력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어떤 고분자 블렌드가 균일한가 또는 상분리가 일어나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열역학 항목이다. 고분자-용매 혼합물에서 설명된 

자유에너지(△Gm)와 엔탈피(△Hm), 엔트로피(△Sm) 사이에는 아래의 

식 (2.4-1)의 관계가 성립한다. 

 

△Gm = △Hm - T△Sm                 (2.4-1) 

 

만약 △Gm이 주어진 온도와 모든 영역의 조성에 거쳐 양의 값을 가지면 

블렌드에서 두 고분자는 각 성분 안에서는 순수한 상으로 분리되며 이 

상태는 열역학적으로 평형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완전한 혼합을 

위해서는 △Gm은 반드시 음의 값을 가져야 하며, △Gm에 대한  

△Sm의 기여는 거의 무시되어지므로, 혼합 엔탈피 △Hm가 상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Gm이 음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 

혼합 엔탈피 △Hm이 0이거나 음이거나 또는 아주 작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블렌드의 상용성이 두 블렌드 고분자 사이의 

친화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친화적인 상호 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분산 상호작용, 쌍극자 상호작용, 수소 결합, 전하 이동 

착물 형성 등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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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3.1 충격보강제(MBS) 제조 

 

유화 중합 방법을 이용하여 중합한 코어/쉘 형태의 충격 보강제인 

MBS(Methyl methacrylate-butadiene-styrene)는 고분자 블렌드의 

강인성(Toughness)을 향상시킨다. 고분자 블렌드의 매트릭스에서 충격 

보강제 MBS의 고무 코어 부분은 충격 물성에 대한 내성을 발현하며, 

그라프트 되어 있는 쉘 부분은 강성 및 혼화성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충격 보강제는 고분자와 용융 블렌딩 된 후 고분자 매트릭스에서 

분산상을 유지하게 된다.     

하기의 [Table 3-1]은 유화 중합을 통해 제작한 충격 보강제 MBS의 

샘플별 Graft ratio, 분자량, Graft density 등 각각의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충격 보강제(MBS) 샘플 제작은 1차 적으로 Gas Phase 상태의 

부타디엔 모노머(Butadiene monomer)와 개시제, 유화제, 물과 함께 

유화 중합을 통해 폴리부타디엔(Polybutadiene) 라텍스를 제작한다. 

2차로 폴리부타디엔 라텍스에 개시제, 유화제, 촉매, 환원제 등과 

Styrene 모노머, MMA(Methyl methacrylate) 모노머를 교합 

반응시킨다. 마지막으로 Styrene 모노머와 MMA 모노머를 첨가하여, 

코어/쉘에 그라프팅 중합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 변경을 위하여, 여러 첨가제 등의 함량과 투입 

비율을 변경하였으며 당사의 내부 사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도록 하겠다.   

 

 



 

 

 

 

18 

 

[Table 3-1] Characteristics of the Grafted MBS Polymers. 

Sample 
PBD 

(%) 

P/Size 

( ) 

Graft 

G/Gum(%) G/Ratio 
Mw / 

 

G/Density 

(  

MBS-3 70 130 95.36 0.556 77.8 0.06 

MBS-4 70 130 93.83 0.564 66.9 0.07 

MBS-5 70 130 95.36 0.589 66.3 0.08 

MBS-6 70 130 93.27 0.555 53.0 0.09 

MBS-7 70 130 97.32 0.622 41.0 0.14 

 

[Table 3-1]에 나타낸 G/Gum(%)은 Free polymer를 용매에 녹인 후 

무게 측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Grafting degree(Ratio)는 하기와 같이 

식 (3.1-1)로 계산 진행하였다. 

 

  Grafting degree(Ratio)=[ G/Gum(%)-PBD(%)]/PBD(%)  (3.1-1) 

 

G/Gum(%) = Free polymer를 용매에 녹인 후 무게 측량 

PBD(%) = 고무 함량 

 

Aoki 논문의 Graft density 계산 식 (3.1-2)는 입자의 단위 표면적 

당 그라프드 되어 있는 고분자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 

(3.1-2)를 활용하여 MBS의 Graft density 계산을 진행하면, 부타디엔 

(butadiene) 고무 코어에 단위 표면적 당 그라프트 되어 붙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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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Graft density =  / 6            (3.1-2) 

 

식 (3.1-2)에서 각각의 인자는 하기와 같이 정의한다.  

 

grafting degree(Ratio) 

 = particle size 

 = (Avogadro’s number) 

 = density of the particles 

 = Mw /  

 

앞에서 계산한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ing degree(  값과 측정 

분자량 값인 를 활용하여 식 (3.1-2)를 이용해서 Graft 각 MBS 

샘플 별 density를 계산하였다. 총 5종의 MBS 샘플의 Graft density는 

0.06, 0.07, 0.08, 0.09, 0.14로, Graft density가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종의 충격 보강제(MBS) 샘플을 이용하여 압출 

공정을 통해 PC 및 BDP 난연제와 용융 블렌딩을 진행하였다.  

 

3.2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재료 PC는 롯데 첨단소재의 분자량이 

23,000인 SC-1190을 사용했으며, BDP 난연제는 Adek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충격 보강제 MBS는 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사인 롯데 첨단 

소재에서 직접 중합한 샘플 5종을 사용하였다. 코어는 부타디엔 

(butadiene) 고무로 사이즈는 130nm이며, 고무 함량은 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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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쉘 성분은 MMA/SM(methyl 

methacrylate styrene)이다. 중합 조건 조정을 통해 Graft density는 

0.06 ~ 0.14인 충격 보강제를 제작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상기 재료 중 

PC는 Pellet 형태이며, 충격 보강제 MBS는 분말 형태, BDP 난연제는 

점도가 있는 액상 형태이다.  

압출 진행 시 PC 블렌드 소재의 열 안정성과 원활한 가공을 위하여 

소량의 올레핀계 왁스와 산화방지제를 각각의 블렌드물에 동일한 

조상으로 첨가하였다. [Table 3-2]에는 사용한 각 재료의 특성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Table 3- 2] Material used in Study. 

Material Grade Maker Mw Characteristic 

PC SC-1190P 롯데 첨단소재 23,000 
MI=19 

(300℃, 1.2kg) 

MBS - 롯데 첨단소재  G/d=0.06~0.14 

BDP FP Series Adeka   

 

 

3.3 PC/MBS 블렌드물 제조  

 

본 연구에서는 PC 블렌딩 소재에서 충격 보강제(MBS)의 Graft 

density에 따른 물성 변화, 몰폴로지, 유변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블렌드 조성비로, Graft density 차이가 있는 MBS를 각각 

적용하여 압출 공정을 통해 용융 블렌딩을 진행하였다.  

블렌드 조성비는 [Table 3-3]에 나타내었다. A-1의 경우 PC 단독으로 

압출 진행하였으며, A-2는 PC에 BDP 난연제만 블렌딩 하였으며, A-

3~7은 각각의 Graft density 차이가 나는 충격보강제 MBS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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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딩 진행하였다. A-1과 A-2 비교를 통하여, BDP 난연제 적용시 

기존 PC 소재의 충격 물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하였으며, A-

3~7에서는 PC와 BDP 난연제가 블렌딩 되어 있는 소재에서 MBS의 

Graft density 차이에 따른 물성 및 몰폴로지 영향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블렌딩을 진행하였다. 

 

가공 진행에 앞서 Graft Density가 다른 각 충격 보강제(MBS)를 

적용하여 PC와 동일 조성비별로 Tumbler Mixing을 진행한 후 이축 

압출기의 호퍼를 통하여 투입을 진행하였다. BDP 난연제는 점도가 있는 

액상 형태의 물질이므로, 압출 진행 시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Screw의 

1차 Kneading zone 이후 5번 베럴의 별도 사이드 피더를 통해 투입을 

진행하였다.  

압출은 SM 플라텍사의 TEK45, ø45mm, L/D가 36인 modular 

동방향 치합형 (intermeshing Corotating) 이축 압출기(Twin 

Exturder)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 때 사용한 Screw 조합은 [Figure 

3-1]에 나타내었다. 압출 온도 조건은 Hopper 배럴 부분은 170℃, 

중간 배럴 부분은 250℃, 다이 부분은 260℃로 유지하면서 

진행하였으며, 압출 가공 조건 중 스크류 회전 속도는 250rpm, 

토출량은 시간당 80kg로 동일한 조건으로 가공 진행하였다. 

압출기의 다이를 통해 나오는 블랜딩 제품은 온도 40℃의 냉각 수조를 

통과하여 냉각되며, Pelletizer로 이송되어 컷팅한 후 Pellet 형태로 

성형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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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Blending Ratio of Study (phr). 

     Material 

Sample 

PC 

(Base) 

MBS 

(충격 보강제) 

BDP 

(난연제) 

A-1 100 - - 

A-2 100 - 10 

A-3~6 90 10 10 

 

 

(1D=40mm, KB=Kneading disk block, SME = Screw mixing 

element) 

 

[Figure 3-1] Screw Configuration used in this study. 

Element 

0.5D×1EA 

1.5D×6EA 

1D×2EA 

KB 45/1D/5×2EA 

KB 90/1D/5×1EA 

KB(Left)45/1D/5×1EA 

1.5D×6EA 

1D×3EA 

SME 1D×1EA 

KB(Left)45/1D/5×1EA 

0.5D×1EA 

1.5D×4EA 

1D×3EA 

0.5D×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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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출 시편의 제조  

 

Pellet을 대류식 오븐에 100℃, 4hr 이상 건조한 후 사출기(동신, 

PRO-170MC, 220톤)에서 사출 온도 270℃, 사출 속도 30, 금형 온도 

60℃, 냉각 시간 75sec 동일 조건으로 시편 제작을 진행하였다.   

 

3. 5 Izod 충격 시험 

 

IZOD 충격 시험은 ASTM D256를 따라서 Standard notch 시험으로 

진행하였다. 시편(두께 3.2mm)을 가지고 Ceast 사의 Resil Impacto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개 시편을 측정한 후 평균을 내어 결과를 

도출하였다.  

 

3. 6 투과 전자 현미경(TEM) 분석 

 

PC/MBS 블랜드물에서 PC Matrix에서 충격 보강제(MBS)의 분산 

정도는 투과 전자 현미경(TEM, JEOL, JEM-1400)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상기 사출 조건으로 인장 시편MBS 측정을 위해, 1차로 

Glass Knife를 이용하여 표면 처리 후 Osmium tetroxide를 이용하여 

MBS의 부타디엔 고무 염색 처리를 진행하였다. 2차로 박편 작업 및 

0.5% RuO4로 염색 후 이미지 관찰을 진행하였다.  

 

3. 7 유변학 분석 

 

블랜드물의 유변학적 특성을 Rotational Strain controlled 

Rheometer인 TA사의 ARES G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름 25mm 

시편을 Parallel Plate를 사용하여, 0.2 ~ 100 rad/s의 프리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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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0.05% ~ 6%의 변형을 주고, 온도 140℃, 170℃, 200℃, 

240℃, 280℃ 조건에서, Dynamic Frequency Sweep 테스트를 

진행하여 Time Temperature Superposition(TTS)를 통해 Master 

Curve를 도식하여 저장 탄성률(Storage modulus, G')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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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형태학(Morphology) 분석 

  

PC/MBS 블렌드에서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에 따른 PC 

매트릭스 상에서의 MBS의 분산 정도, 분산형태를 T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ure 4-1], [Figure 4-2]는 PC/MBS의 블렌드 조성을 

90/10으로 일정하게 하고, Graft density가 0.06, 0.07, 0.09, 0.14인 

MBS를 적용하여, 250℃, 250rpm, 토출량은 시간당 80kg 조건으로 

블렌딩한 후에, Osmium tetroxide를 이용하여 MBS의 부타디엔 고무 

염색 처리를 하고, 0.5% RuO4로 염색처리를 진행하여 관찰한 TEM 

사진이다.  

TEM 사진에서 PC 계는 RuO4로 염색되어 회색으로 보이고, 충격 

보강제 MBS는 코어의 부타디엔 고무가 OsO4로 염색되어 검게 

관찰되었다. PC/MBS의 TEM 사진을 보면 PC가 전체 연속상을 이루고 

있고, 충격 보강제 MBS가 분산상을 이루고 있다.  

[Figure 4-2]를 통해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의 차이에 

따른 분산상을 비교해 보면, MBS의 Graft density가 상대적으로 낮은 

샘플 (a) G/d = 0.06, (b) G/d = 0.07에서는 입자의 뭉침 구조 

(agglomeration structure)가 더 많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MBS의 Graft Density가 증가할수록 PC 매트릭스 상에서 분산이 더 

잘되어 있는 것을 TEM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은 MBS의 Graft 

density가 낮아질수록 코어의 단위 면적 당 붙어 있는 고분자의 수가 

적어지므로, 부타디엔 코어의 고무 부분을 그라프트 되어 있는 

MMAS(methyl methacrylate styrene)가 코어의 고무 부분을 완벽하게 

감싸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무 입자는 안정한 콜로이드 형태를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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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지 못하게 되어, 서로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MBS의 Graft density가 높아질수록 PC 매트릭스상에서 쉘 

부분의 MMA/SM의 그라프트 된 고분자 사슬의 양이 많아지게 되므로, 

각 입자 간의 입체 구조적(Steric) 반발력이 높아져서, 근처 간의 

입자가 멀어지면서 분산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TEM 분석만으로는 PC 매트릭스에서 MBS의 Graft density에 

차이에 따른 분산 정도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분산 수준을 수치로 정량화하기 위해, 전체 입자 사이즈를 Image 

J(NI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각 TEM 사진의 MBS 

입자 사이즈를 측정하고, 평균 입자 사이즈를 계산하여 수치화하였다. 

입자 사이즈 평균은 하기의 식 (4.1-1)을 활용하여 계산 진행하였다. 

 

입자 Size 평균 (nm) =                      (4.1-1) 

입자 Size 가중치 평균 (nm) =   

 = Particle size) 

 

[Table 4-1]에 MBS Graft density 차이에 따른 PC 매트릭스 

상에서 각 입자의 평균 사이즈를 수치화하여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a) 

Graft density = 0.06 에서 MBS 입자 사이즈 평균은 31,796nm 이고, 

(d) Graft density = 0.14 에서 18,179nm 로 나타났다. Graft 

density 가 2 배 증가함에 따라 PC 매트릭스에서 MBS 의 집합체 평균 

사이즈는 42% 수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Graft 

density 가 증가할수록 MBS 의 뭉침 현상은 감소하며, PC 매트릭스에서 

분산이 더 잘되어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Surface Area(%)도 TEM 사진에서 MBS 입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나타내는 값으로, 입자 Size 평균과 마찬가지 경향으로, G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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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가 증가함에 따라 MBS 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매트릭스 내에서 MBS 분산성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a) Graft density = 0.06 (b) Graft density = 0.07 

  

(c) Graft density = 0.09 (d) Graft density = 0.14 

 

[Figure 4-1] TEM micrographs (6K) of PC/MBS blends with 

different Graft density of MBS : (a) G/d = 0.06, (b) G/d =0.07, (c) 

G/d = 0.09, (d) G/d =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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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ft density = 0.06 (b) Graft density = 0.07 

  

(c) Graft density = 0.09 (d) Graft density = 0.14 

 

[Figure 4-2] TEM micrographs (15K) of PC/MBS blends with 

different Graft density of MBS : (a) G/d = 0.06, (b) G/d =0.07, (c) 

G/d = 0.09, (d) G/d =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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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Average particle size of MBS with different Graft 

density. 

Sample (a) G/d= 0.06 (b) G/d= 0.07 (c) G/d= 0.09 (d) G/d= 0.14 

Size 평균

(nm) 
31796 21100 20144 18179 

Size 가중치 

평균(nm) 
88465 62561 51951 44238 

% Area 11.8% 12.3% 13.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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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충격 물성 분석 

 

[Figure 4-3]은 BDP 난연제 투입 여부에 따른 PC의 충격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순수 PC의 Izod 충격 값은 81.0kg·cm/cm이며, 

BDP 난연제 적용 시 Izod 충격 값은 6.1kg·cm/cm로 92.5% 

감소하였다. BDP 난연제 투입에 따라 PC의 충격 물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PC 블렌드물에서 충격 보강제의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위의 결과와 같이 PC에 BDP 난연제를 적용한 시스템에서 Graft 

Density 0.06 ~ 0.14의 범위 값을 가지는 충격 보강제(MBS)를 

적용하여 제작한 PC/MBS 블렌드물의 Izod 충격 물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성비는 동일하게 PC/MBS = 90/10에 BDP 난연제 

10phr를 적용하여 제작한 샘플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4-4]는 MBS의 Graft Density 변경에 따른 Izod 충격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PC/MBS 블렌드물에서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가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충격 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C/MBS 6개의 샘플 중 (a) G/D = 0.06와 (e) G/D = 0.14를 

비교해보면, MBS의 G/D=0.06에서 Izod 충격 값은 70.9kg·cm/cm, 

G/D = 0.14에서 62.5kg·cm/cm로 11.8%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MBS의 Graft Density가 2배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PC/MBS의 Izod 

충격 값은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PC 계면에서의 [Figure 4-1], [Figure 4-

2]의 투과 전자 현미경 (TEM) 분석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PC 

매트릭스에서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가 낮을수록 각 MBS 

입자간의 뭉침 현상 (Particle agglomeration)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PC 매트릭스 내에서 충격 보강제 MBS의 

입자 응집(agglomeration)이 많이 일어날수록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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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단일 고무상의 사이즈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충격 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4-3] The effect of BDP flame retardant on notched impact 

strength of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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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The notched impact strength of PC/MBS blends with 

different Graft density of MBS (a) G/d=0.06, (b)G/d=0.07, (c) 

G/d=0.08, (d) G/d=0.09, (e) G/D=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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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변학 분석  
 

Graft Density 0.06 ~ 0.14의 범위 값을 가진 충격 보강제(MBS)를 

PC와 블렌딩하여 제작한 PC/MBS 블렌드물의 유변학 성질을 ARES 

G2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ure 4-4]는 충격 보강제 MBS 샘플은 Graft density 가 0.06, 

0.09, 0.14 3개의 샘플을 적용한 PC/MBS와 PC 단독 소재의 유변 분석 

결과로, 저장 모듈러스(G')를 주파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ure 4-

4를 보면 MBS Graft density에 따른 저장 모듈러스(G')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가 낮은 주파수 영역의 

고무 영역을 나타내는 Second plateau에서 저장 모듈러스(G')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5]의 MBS의 Graft density 차이에 따른 PC/MBS의 

주파수 0.02 에서 저장 모듈러스(G')을 비교해보면, (a) G/d = 

0.06에서 G'은 22.1Pa, (b) G/d = 0.09에서 G'은 36.9Pa, (c) G/d = 

0.14에서 G'은 39.4로 소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변 분석 결과를 분석해보면 TEM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미 TEM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충격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가 증가할수록 고무 코어를 감싸고 있는 쉘의 

그라프트 고분자인 MMA/SM의 사슬의 양이 많아지게 되며 이는 PC 

매트릭스에서 MBS 각 입자 쉘 간의 입체 구조적(Steric) 반발력을 

높이게 되어 입자 간의 간격이 넓어지게 된다. 즉, PC 매트릭스에서 

MBS 입자의 분산성이 증대되며. 각 입자의 분산성 증대로 인한 충격 

보강제 입자의 전체 표면적이 증가하여 PC 매트릭스와의 계면간 

친밀도(Surface affinity) 및 접착력이 증가하여 저장 모듈러스 (G') 

값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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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Master curves of the storage shear modulus G' for 

PC & PC/MBS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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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Storage shear modulus G' at ω=0.02  of PC/MBS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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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graft ABS 적용 실험   

 

본 연구에서 PC/MBS 블렌드물에서 MBS의 Graft density에 따른 

PC 매트릭스 내에서의 MBS의 모폴로지 및 분산성을 TEM 분석 및 

유변학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ASTM에 의거하여 충격 물성 분석을 

진행하여 물성과 모폴로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위에 각각의 결과에서 확인된 바를 코어/쉘 충격 보강제인 MBS가 

아닌 graft ABS, g-abs 적용 시에는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결과는 본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기재하였다.  

먼저 충격 보강제 MBS 적용 실험과 동일하게, 유화 중합을 통해 

Graft density 차이(0.17 ~ 0.42)가 나는 graft ABS를 제작하였다. 

상기 MBS 실험과 동일하게, 동일 조성비로 이축 압출기를 이용하여 

PC와 각각의 g-abs를 용융 블렌딩을 진행하였다. 제작한 PC/ABS 

샘플을 이용하여 Izod 충격 물성 분석 및 투과 전자 현미경(TEM)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4-7]은 PC/ABS의 블렌드 조성을 90/10으로 일정하게 하고, 

Graft density가 0.22, 0.30, 0.42인 g-ABS를 적용하여, 250℃, 

250rpm 조건으로 블렌딩한 후에, Osmium tetroxide를 이용하여 g-

abs의 부타디엔 고무 염색 처리를 하고, 0.5% RuO4로 염색처리를 

진행하여 관찰한 TEM 사진이다. TEM 사진에서 PC계는 RuO4로 

염색되어 회색으로 보이고, g-abs는 부타디엔 고무가 OsO4로 염색되어 

검게 관찰되었다. PC/ABS의 TEM 사진을 보면 PC가 전체 연속상을 

이루고 있고, g-abs가 분산상을 이루고 있다. (a) G/d = 0.22와 (c) 

G/d = 0.42 TEM 사진을 분석해보면 Graft density가 증가함에 따라, 

PC 매트릭스에서 g-abs의 분산 정도는 좋아진 것으로 보이나, 

PC/MBS 결과 대비는 차별성이 작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BS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g-abs의 graft density가 증가할수록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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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코어에 그라프트 된 SAN 고분자 사슬의 양이 많아지게 되므로, 

g-abs 각 입자 간의 입체 구조적(Steric) 반발력이 높아져서, 근처 

간의 입자가 멀어지면서 분산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MBS 충격 보강제의 경우, 그라프트 되어 있는 쉘 고분자가 

MMA/SM으로 PC와 MMA의 상용성이, g-abs에 그라프트 되어 있는 

쉘 고분자인 SAN과 PC 보다 높으므로, 그 차이로 인하여 Graft 

density에 따른 분산성 차이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 고분자 블렌드에서 매트릭스 고분자와 코어/쉘 충격 보강제 사이의 

친화적인 상호작용이 있을수록, 충격 보강제의 분산성의 차이는 더 크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Figure 4-8]은 Graft density 차이가 나는 g-ABS를 이용하여 

제작한 PC/ABS 블렌드물의 Izod 충격 물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PC/MBS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g-abs Graft density가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충격 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Graft density가 낮아질수록 입자간의 뭉침 현상 (Particle 

agglomeration)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PC 매트릭스 

내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단일 고무상의 사이즈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충격 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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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ft density = 0.22 (b) Graft density = 0.30 

 

(c) Graft density = 0.42 

 

[Figure 4-7] TEM micrographs (6K) of PC/ABS blends with 

different Graft density of MBS : (a) G/d = 0.22, (b) G/d =0.30, (c) 

G/d =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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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The notched impact strength of PC/ABS blends with 

different Graft density of g-ABS (a) G/d=0.17, (b)G/d=0.22, (c) 

G/d=0.28, (d) G/d=0.30, (e) G/D=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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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폴리카보네이트(PC) 블렌드 소재에서 코어/쉘 구조의 충격 

보강제(impact modifier)인 MBS(methyl methacrylate butadiene 

styrene)의 Graft Density의 변화에 따른 PC/MBS 블렌드 소재의 충격 

물성, 분산성, 유변학 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여, 신규 MBS 

코어/쉘 충격 보강제의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실험 결과를 요약해보면 하기와 같다. 

 

1. PC/MBS 블렌드물의 PC 매트릭스상에서 MBS의 분산상과 

모폴로지 확인을 위한, TEM 분석을 진행한 결과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가 높아질수록 PC 매트릭스에서 MBS의 뭉침 현상은 

감소하며, 분산성은 더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PC/MBS 블렌드물의 충격 물성 분석 결과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가 증가할수록, 충격 물성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ARES G2를 활용하여 유변학 분석을 진행한 결과, MBS의 Graft 

density가 증가할수록 낮은 주파수 영역의 고무 영역을 나타내는 

Second plateau에서 저장 모듈러스(G')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3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가 증가할수록 고무 코어를 감싸고 있는 

PMMA/SM의 사슬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PC 매트릭스에서 

MBS 각 입자의 쉘 간의 입체 구조적(Steric) 반발력으로 인하여 입자 

간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어, 분산이 잘되게 되는 것이다. 충격 보강제 

MBS 각 입자의 분산성 증대로 인한 표면적 증가로, PC 매트릭스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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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간 친밀도(Surface affinity) 및 접착력이 증가하여 저장 모듈러스 

(G') 값은 증가하게 된다. PC 매트릭스에서 충격 보강제 MBS의 

분산상의 분포가 넓어지게 되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MBS 코어의 

고무 도메인은 작게 형성되게 된다. 이로 인해 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고무 도메인의 크기가 감소하여, Izod 충격 물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PC 고분자 블렌드물에서 코어/쉘 충격 보강제의 

투입으로 인한 충격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강제의 Graft density를 

낮춰 적정이상의 고무 집합체(agglomeration) 형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우선 PC 블렌드 소재에서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에 변경에 따른 충격 물성, 유변학, 

모폴로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연구 데이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PC용 신규 충격 보강제 

개발 관련하여 연구 방법론을 확립하고,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PC용 충격 보강제 개발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이번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PC 블렌드 

물의 고충격 제품에 초점을 맞춘다면, MBS의 Graft density를 낮춰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으며, PC 블렌드물에서 외관 확보에 

중점을 둔다면, 고무 상의 분산성이 뛰어나도록 MBS의 Graft density를 

증가시켜 설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 유화 

중합으로 제작한 충격 보강제 MBS의 Graft density의 분포가 크지 

않고, 확보한 결과 데이터 차이가 크지 않아서 특정 최적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다. 두 번째로, 충격 보강제의 코어 사이즈 및 

함량에 따른 영향성과 Graft Density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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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에 정립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향후 

회사에서 충격 보강제의 사이즈, 함량, Graft density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 및 분석을 진행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의 기술 축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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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eological, Mechanical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of Polycarbonate Blends with 

different properties and structure of 

impact modifier. 

Kim Taesoo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 variety of TV products have become increasingly 

larger, thinner, and more complicated depending on the needs of the 

consumers who require the combination of function and design, and 

it is becoming important to improve durability according to long-

term use. To meet these customer’s needs, PC blends based on 

polycarbonate (PC) with excellent shock, heat resistance, and 

dimensional stability are widely used for TV housing products. PC 

blends are produced by blending with various materials, such as 

inorganic filler (Glass fiber, Talc) for improving dimensional 

stability and prevention of deformation, flame retardant (BDP) for 

ensuring flame retardancy. However blending with various inorganic 

fillers (Glass fiber, talc) and flame retardant (BDP) causes a 

problem of lowering the impact resistance of the housing product, 

so the role of impact modifier in PC blending materials is becoming 



 

 

 

 

46 

more important.   

Therefore, this research has been explored about the correlation 

analysis of impact properties, dispersibility,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PC/MBS materials with changes of impact modifier 

(MBS) Graft Density, when the MBS has applied among the blend 

materials of Polycarbonate. 

First, impact modifier (MBS) with different graft density was 

prepared by emulsion polymerization. PC/MBS blends were 

produced by using twin screw extruder. And then, Izod impact 

properties of PC blends with impact modifier (MBS) were analyzed 

according to AST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was 

used to confirm the dispersion shape of impact modifier (MBS) in 

PC matrix and the rheolog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using a 

Rheometer.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act 

modifier MBS in PC/MBS blend material gets better dispersibility of 

impact modifier in PC system when the Graft Density has low level, 

while the impact property has decreased. Also in the rheolog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torage modulus (G ') tends to 

decrease at a long relaxation time (low frequency) as the graft 

density of MBS decreases. These results are ascribed to the 

influence of surface affinity and interfacial adhesion between PC 

and MBS depending on the graft density of MBS.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correlation of impact properties, 

rheology, and morphology of impact modifier(MBS) in PC blend 

material. Further, we established research methodology and 

secured basic research data for concreting the direction of 

company's impact modifier develop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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