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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에폭시(DGEBA)/폴리아미드/DDS/2E4MZ-CNS 반응성 블렌드의 폴리아미드 함량에 따른 블렌드계의 열적, 

형태학적 특징 및 기계적 물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블렌드계의 경화거동은 DSC, 기계적 강도는 UTM, 형태학적 특징 

변화는 SEM, 동적열기계특성은 DMTA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폴리아미드의 함량은 각각 10, 20, 30 phr, 경화촉진제인 

2E4MZ-CNS의 함량은 2 phr이었으며 반응온도는 180 ℃에서 30 min간 유지하였다. 에폭시/폴리아미드/DDS/2E4MZ-CNS 

블렌드계는 경화촉진제의 첨가에 의해서 반응 시작 온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폴리아미드 분산상의 경계면 구분이 어려워

지고 co-continuous한 분산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경화촉진제가 없을 경우에는 분산상의 경계면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에폭

시/폴리아미드/DDS/2E4MZ-CNS 블렌드계는 경화촉진제의 도입에 의해서 반응 온도와 형태학적 특징의 조절이 가능하여 

경화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약 20% 높은 기계적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화촉진제 도입에 의해서 

에폭시와 폴리아미드 분산상 계면에서의 강한 결합력을 기대할 수 있었다.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nd morphology of epoxy/polyamide/DDS/2E4MZ-CNS reactive blends with various 

amounts of polyamide were investigated. The amount of polyamide was 10, 20, and 30 phr and 2 phr of catalyst was added 

to the blend to cure at 180 ℃ for 30 min. By adding the catalyst, 2E4MZ-CNS, to the blend, the cure reaction occurred 

at a lower temperature. From the SEM images, it was found that the boundary of separated-phase was unclear and the phase 

was co-continuous. Without the catalyst, however, the boundary of separated-phase was clear. The control of cure temperature 

and morphology could be achieved by using a proper catalyst and consequently the mechanical strength increased by 20% 

compared to the blend without the catalyst due to the strong interaction between epoxy matrix and phase-separated polyamide 

at the interface.

Keywords: epoxy, polyamide, blend, adhesive, morphology

1. 서    론
1)

  에폭시 수지는 경화제나 경화촉진제의 존재 하에서 경화 반응 과정

을 통해 선상구조가 3차원 망상구조로 변하는 대표적인 열경화성 수

지이며, 에폭시 수지의 관능성기 개수에 따라 가교 정도가 결정되며 

대체적으로 높은 가교도로 인한 강직한 기계적 물성을 가진다. 최근 

들어 에폭시 수지를 매트릭스로 하여 고강도 탄소 섬유와 같은 강화

제로 강화시킨 구조용 복합재료에 적용되어 기존의 알루미늄 합금 재

료를 대체하는 초경량의 구조재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5]. 또한, 에폭시 수지는 금속 재료와

의 접착성이 우수하여 구조물용 접착제로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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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용 접착제 또는 구조용 대체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에폭시 

수지의 강직한 성질을 개선하여 강인성(toughness)을 부여하게 된다

[6-8]. 

  일반적인 에폭시 수지는 2관능성 수지인 diglycidyl ether of bi-

sphenol-A (DGEBA)이며, 이 DGEBA는 가교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기계적 및 열적 성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2관능성 수지에 비해서 비교

적 높은 가교밀도를 가지는 4관능성 에폭시 수지인 tetraglycidyl dia-

mine diphenyl methane (TGDDM)을 사용하기도 한다. TGDDM계는 

높은 가교밀도로 인해서 순간적인 충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DGEBA계와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재료

의 강직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인화제(toughening agent)를 사용하게 

된다[2,3]. 강인화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강인화제를 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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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emical structure of diglycidyl ether of bisphenol-A 

(DGEBA) (a), 1-cyanoethyl -2-ethyl-4-methylimidazole trimellitate 

(2E4MZ-CNS) (b), 4,4-diamino diphenyl sulfone (DDS) (c).

시 수지와 블렌딩하여 사용하게 된다. 에폭시 수지 내에 첨가한 강인

화제가 에폭시 수지와 상용성이 없는 경우는 에폭시 수지 내에 미세

한 분산상을 형성하게 된다. 만약, 에폭시 수지 내에 첨가한 강인화제

가 에폭시 수지와 상용성이 있는 경우는 에폭시 수지와 완전히 혼합

하여 균일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에폭시 수지 내에 미세한 분산

상을 형성할 경우가 강직성과 강인성을 함께 가져 구조용 재료로 적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인성은 강인화제의 종류

와 분산상의 크기 등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구조용 접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접착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접착력을 높이면서 강인성을 부여하는 강인화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8]. 

  에폭시의 강인화제로는 크게 반응성 고무계와 열가소성 수지로 나

누어지는데, 고무계로는 carboxyl terminated butadiene acrylonitrile 

(CTBN)과 amine terminated butadiene acrylonitrile (ATBN)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기계적 물성 및 열적 안정성이 떨어지며, 특히 접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열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유리전이 온도가 높은 열가소성 수지가 유리하며 이러한 열가소성 

수지를 강인화제로 사용할 경우 기계적 물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열적 안정성과 강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열가소

성 강인화제로는 polyethersulfone, polyetherimide, polycarbonate, 

polyimide 등을 들 수 있다[9-23]. 또한, 이들 강인화제의 말단에 반응

성기를 도입하여 에폭시와 강인화제 사이에 반응을 유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에폭시와 강인화제 분산상과의 계면에서 반응을 기대할 수 

있어 에폭시와 분산상과의 결합력을 강화 시켜 궁극적으로 기계적 물

성을 향상 시키게 된다. 에폭시 강인화제로 폴리아미드 계열인 기존의 

나일론 6, 12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용성이 미흡하지만 기계

적 및 열적 특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에폭시와의 상용

성이 미흡할 경우 경화 반응 시에 상이 분리되면서 분산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 분산상의 경계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에폭시 수지로는 2관능성 수지인 DGEBA를 사용하고, 

강인성과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알코올에 용해성을 가지는 상용 폴리

아미드를 사용하여 블렌드를 제조하였으며 폴리아미드의 함량에 따

른 형태학적 특징 및 기계적 물성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복합재료용으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의 강인화 방법에 대한 발표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블렌드를 구조용 접착제로 사용되어

지기 위하여 접착력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므로 기계적 물성인 lap 

shear 강도가 고려되었으며, 에폭시/폴리아미드/4,4-diamino diphenyl 

sulfone (DDS) 블렌드계에서 경화촉진제의 사용 유무로 형태학적 특

징의 변화를 얻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에폭시 블렌드계에 사용된 에폭시 수지는 2관능성 에폭시 수지인 di-

glycidyl ether of bisphenol-A로서 Kukdo Chemical의 YD-128 (DGEBA, 

E.E.W = 184∼190 g/eq.)이며, 강인화제로는 열가소성 수지인 폴리아

미드를 사용하였다. 폴리아미드는 카프로락탐과 adipate salt로 공중합

하여 알코올에 용해성을 가지는 폴리아미드를 주성분으로 하여 상용

제품인 Henkel사의 MACROMELT
Ⓡ 

(연화점 133∼143 ℃, 비중 0.98, 

점도 5500∼8500 cp at 225 ℃)를 사용하였다. 에폭시의 경화제로는 

Aldrich사의 특급시약인 4,4-diamino diphenyl sulfone (DDS) 30 phr, 

경화촉진을 위한 경화촉진제는 Ildong Chemical의 1-cyanoethyl-2-eth-

yl-4-methylimidazole trimellitate (2E4MZ-CNS) 2 phr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경화촉진제는 에폭시의 가교제로서의 역할보다는 가교반응

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20,21]. 에폭시 수지, 경화촉진제와 경화제의 

화학구조식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2.2. 시편의 제조 

  본 실험에서 폴리아미드 수지의 함량을 DGEBA에 대하여 각각 10, 

20 그리고 30 phr로 변화시켜 약 180 ℃에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폴리아미드는 액체 상태에서 DGEBA와 상용성이 우

수하여 별도의 용매를 이용한 혼합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전체 

공정에서 용매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볼밀을 사용하여 DDS를 

1∼2 µm의 고운 입자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경화촉진제는 액

상 경화촉진제를 사용하였다. 당량비로 준비한 DDS를 예열된 에폭시

와 혼합하여 오븐에서 180 ℃로 30 min간 반응시켰다. 또한, 에폭시/

폴리아미드/DDS 블렌드계에 경화촉진제인 2E4MZ-CNS를 추가로 첨

가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경화 반응을 시켰다.

  2.3. 경화 반응 관찰 

  경화 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에폭시/폴리아미드/DDS 블렌드를 제

작하고 ASTM D 1002에 준하여 시편을 제작하였으며[19], 경화 반응 

온도 범위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Perkin-Elmer Phsis-1)를 사용하였으며 질소 분위기

에서 승온 속도는 10 ℃/min으로, 측정은 30∼250 ℃의 온도 범위에

서 실행하였다.

  2.4. 동적열기계 분석 

  본 반응성 블렌드의 동적열기계 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동적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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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SC thermograms of epoxy/polyamide/DDS reactive blends 

with various contents of polyamide. 

Figure 3. DSC thermograms of epoxy/polyamide/DDS/2E4MZ-CNS 

reactive blends with various contents of polyamide. 

계분석기(dynamic mechanical thermal analysis, DMTA: Q800 V7.1)를 

사용하였으며, 승온 속도는 2 ℃/min로 측정은 30~250 ℃ 온도 범위에

서 실행하였다. 시편의 크기는 1.5 × 12.5 × 35 mm
-3
로 제조 되었다.

  2.5. 기계적 물성

  본 에폭시 블렌드계의 기계적 물성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접착제

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lap shear 강도를 우선적으로 측정하였다. 시편

의 표면을 아세톤으로 세정한 후 오븐에서 180 ℃로 30 min간 접착하

여 제조한 시편을 ASTM D 1002에 준하여 UTM (united test machine, 

Instro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9]. 

  2.6. 주사 전자 현미경 분석

  본 에폭시 블렌드계의 형태학적 특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화 

반응된 시편을 액체 질소에 급냉 시킨 후 파단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Phillips XL30)을 사용하여 관찰

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3.1. 경화 반응 관찰 

  일반적으로 나일론 계열은 에폭시를 함유하는 블렌드계를 만들기 

위해서 용제에 녹이는 공정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폴리아

미드는 에폭시와의 상용성이 고려되어 합성 제조된 상용 폴리아미드

로서 블렌드의 온도를 시편 제조 방법과 동일하게 180 ℃까지 상승시

키면 액상의 에폭시와 혼합하여 균일한 액상을 만든다. 무용제로 제

조된 에폭시/폴리아미드/DDS 블렌드계의 경화 반응을 DSC를 이용하

여 관찰한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DSC를 이용하여 에폭시 경

화 반응의 경향과 반응 시작 온도 및 종결 온도를 알 수 있다. 그림에

서 경화 반응은 발열하는 반응이며, 폴리아미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발열 반응의 시작 온도와 최대 발열 온도[22]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ure 3에서는 에폭시/폴리아미드/DDS/2E4MZ-CNS 블렌드계의 경

화 반응을 관찰한 DSC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에폭시/폴리아미

드/DDS 블렌드계에 경화촉진제의 첨가에 의해서 반응 시작 온도 및 

종결 온도가 현저히 낮아졌으며, 반응 시작 온도를 지나면서 급격하

게 경화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최대 발열 온도를 비교하여 보

면, 경화촉진제가 없는 경우는 약 205 ℃이며, 경화촉진제가 존재하는 

경우는 약 180 ℃로 차이가 난다. 또한, 폴리아미드 함량에 따른 최대 

발열 온도도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폭시/나일론 블렌드계에서의 경화 반응은 조성에 매우 

의존적이며 나일론 함량이 증가하면서 최대 발열 온도가 급격하게 감

소하게 된다[18]. 이러한 현상은 에폭시와의 상용성이 없는 나일론 분

산상이 에폭시의 발열 반응을 방해하여 발열 최고 온도 도달을 어렵

게 만든다. 그러나, 본 블렌드계에서는 폴리아미드 함량에 따른 최대 

발열 온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

마도 폴리아미드가 에폭시와의 상용성이 우수하여 액상 상태에서 수

월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대 발열 온도가 일정하

게 유지되는 에폭시 블렌드계를 실제 공정에서 사용하게 되면 폴리아

미드와 경화촉진제 함량을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에폭시/폴리아미드/DDS/2E4MZ-CNS 블렌드계에서 경화촉진제에 

의한 반응은 에폭시와 DDS의 반응을 촉진 시켜 최대 발열 온도를 낮

추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형태학적 특징 관찰

  SEM을 이용하여 형태학적 특징을 관찰하였으며, Figure 4에서는 

에폭시/폴리아미드/DDS 블렌드계의 형태학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폴리아미드의 함량이 10 phr일 경우를 보면 폴리아미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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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phr

(b) 20 phr

(c) 30 phr

Figure 4. SEM images of epoxy/polyamide/DDS reactive blends with 

various contents of polyamide.

(a) 10 phr

(b) 20 phr

(c) 30 phr

Figure 5. SEM images of epoxy/polyamide/DDS/2E4MZ-CNS reactive 

blends with various contents of polyamide.

산상의 분산된 정도가 균일하고 분산상의 크기 또한 1∼2 µm 범위를 

가지면서 균일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폴리아미드의 함량이 20 및 30 

phr 경우에는 폴리아미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폴리아미드 분산상

의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조밀하게 분산상이 분포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Figure 5에 나타난 에폭시/폴리아미드/DDS/2E4MZ-CNS 

블렌드계의 SEM 결과에 의하면, 폴리아미드의 함량이 10 phr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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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MA isochrones: tanδvs. temperature plots of epoxy/poly-

amide (20 phr)/DDS (a) and epoxy/polyamide (20 phr)/DDS/2E4MZ-CNS 

(b) reactive blends.

(a)

(b)

Figure 6. SEM images of epoxy/polyamide/DDS reactive blends with 

(a) and without (b) 2E4MZ-CNS.

에는 폴리아미드 분산상의 조밀도가 균일하지만 분산상의 크기는 경

화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폴

리아미드의 함량이 20 phr일 경우에는 폴리아미드 분산상의 크기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co-continuous한 분산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30 phr에서는 에폭시와 폴리아미드의 분산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에폭

시/폴리아미드/DDS 블렌드계에서는 분산상의 경계면이 선명하게 나

타나지만 이 블렌드계에 경화촉진제인 2E4MZ-CNS가 첨가되면 분산

상의 경계면 구분이 어려워지고 co-continuous한 분산상이 관찰된다. 

Figure 6에 경계면을 비교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DDS와의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경화촉진제에 의한 반응이 먼저 일어나[20,21], 반응에 

참여한 일부 폴리아미드가 폴리아미드 분산상으로 확산 이동되는 과

정이 제약을 받아 나타나는 결과로 결과적으로 경계면이 불분명하여 

진다. 이와 동일한 현상은 반응성 말단기로 치환된 열가소성 수지를 

에폭시 수지와 블렌드계를 만들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23].

  3.3. 동적열기계 거동 특성

  Figure 7에 에폭시/폴리아미드/DDS 블렌드계와 에폭시/폴리아미드

/DDS/2E4MZ-CNS 블렌드계의 동적열기계거동 특성인 온도에 따른 

tanδ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형태학적 특징 관찰에서 나타났듯

이 에폭시/폴리아미드/DDS 블렌드계에서는 에폭시와 폴리아미드 영

역의 구분이 분명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영역에서 tanδ 값의 분

포가 관찰된다. 에폭시/폴리아미드/DDS/2E4MZ-CNS 블렌드계에서는 

에폭시와 폴리아미드 영역의 경계면이 불분명하여 결과적으로 에폭

시 영역에 폴리아미드가 함유되는 co-continuous 분산상을 형성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영역에서 tanδ 값의 분포를 보인다. 또한, 

낮은 온도 영역에서도 tanδ 값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낮은 온도에

서의 강인성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3.4. 기계적 물성

  Figure 8에 에폭시/폴리아미드/DDS블렌드계와 에폭시/폴리아미드

/DDS/2E4MZ-CNS 블렌드계의 기계적 강도를 비교하여 보였다. 일반

적으로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한 에폭시 블렌드계는 에폭시 수지 단독 

보다 약 16% 낮은 값의 lap shear 강도를 보인다. 이는 분산상으로 분

포되어 있는 열가소성 수지가 전반적인 강도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에폭시 블렌드계에서 적절한 경화촉진제를 선택적

으로 도입하여 사용하면 블렌드계의 형태학적 특징을 조절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기계적인 물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

로 기대된다.

4. 결    론 

  에폭시/폴리아미드/DDS/2E4MZ-CNS 블렌드계는 경화촉진제의 첨

가에 의해서 반응 시작 온도 및 종결 온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급격



476 박소현⋅풩탄부⋅송현우⋅박경남⋅김병민⋅최영선

공업화학, 제 19 권 제 5 호, 2008

Figure 8. Lap shear strength of epoxy/polyamide (20 phr)/DDS (a) and

epoxy/polyamide (20 phr)/DDS/2E4MZ-CNS blend (b) specimen. 

하게 경화 반응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형태학적 특징 측면에서 

보면, 경화촉진제가 없을 경우에는 분산상의 경계면이 선명하게 나타

나지만 이 블렌드계에 경화촉진제인 2E4MZ-CNS가 도입되면서 분산

상의 경계면 구분이 어려워지고 co-continuous한 분산상이 관찰된다. 

결과적으로, 에폭시/폴리아미드/DDS/2E4MZ-CNS 블렌드계는 경화촉

진제의 도입에 의해서 반응 온도와 형태학적 특징의 조절이 가능하여 

경화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약 20% 높은 기계적 강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에폭시와 폴리아미드 분산상 계면에

서의 강한 결합력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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