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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처리기가 die에 장착된 일축 스크류식 압출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폐타이어 분말을 탈황시켰고, 치

합형 이축 스크류식 압출기를 이용하여 재생 폴리프로필렌/탈황된 폐타이어 분말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40, 80, 140 mesh 크기의

탈황되지 않은 폐타이어 분말과 탈황된 폐타이어 분말의 가교밀도와 탈황도를 계산하였고 각각의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재

생 폴리프로필렌과 탈황 전과 탈황 후의 폐타이어 분말 복합체에 대한 상용화제 SEBS-g-MA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가교밀도는 폐

타이어 분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감소하였다. 반면에 탈황도는 작은 크기의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될수록 증가하였다. 탈황된 폐타

이어 분말이 첨가된 복합체의 인장강도, 충격강도, 신장률은 탈황되지 않은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된 복합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첨

가된 폐타이어 분말의 크기가 작을수록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재생 폴리프로필렌과 탈황 전과 탈황 후의 폐타

이어 분말 복합체에 SEBS-g-MA를 첨가하였을 때 충격강도와 신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주제어 : 초음파 처리, 탈황, 재생 폴리프로필렌, 폐타이어 분말, 상용화제

Abstract

In this study, various sizes of waste ground rubber tire (WGRT) were devulcanized by a single screw extruder equipped with

a sonicator in front of the die, and waste PP and devulcanized waste ground rubber tire (DWGRT) composites wer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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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 The crosslink density and percent devulcanization of WGRT and DWGRT

for 40, 80 and 140 meshes were calculate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The

effect of SEBS-g-MA as a compatibilizer was investigated on mechanical properties of both waste PP/WGRT and waste PP/

DWGRT composites. The crosslink density was decreased with decreasing the WGRT size.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 devul-

canization was increased by adding the smaller size of WGRT. Also, tensile strength, impact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of the composite with DWGRT were higher than those with WGRT. Especially,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adding the smaller size of WGRT and DWGRT. Addition of SEBS-g-MA into both waste PP/

(D)WGRT composites exhibited better impact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than the composites themselves. 

Key words : ultrasonic treatment, devulcanization, waste PP, waste ground rubber tire (WGRT), compatibilizer

1. 서  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는 매년 2,000만

개 이상의 폐타이어가 발생하고 있다. 수명이 다한 폐

타이어는 분자들이 서로 가교결합을 이루고 있어 열에

의해 다시 녹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어려운 재료이

다. 이전에는 폐타이어를 소각 및 매립하여 처리하였지

만 유해가스, 침출수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여 폐타

이어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1-4)

폐타이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폐

타이어를 1 mm 이하의 크기로 미분쇄하는 방법이 있다.

폐타이어 미분쇄법은 타이어 제조 시 지지체가 되는 비

드와이어를 제거한 후 파쇄공정을 거쳐 분말로 제조하

는 방법이며5), 이 때 섬유, 철심 등의 불순물은 집진기

또는 마그네틱 매트를 이용하여 제거된다. 이러한 공정

을 통해 얻어진 폐타이어 분말을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첨가하여 복합체를 만드는 것이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

고 있는데, 이는 폐타이어 분말이 플라스틱에 첨가됨에

따라 사회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의 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이점으로는 공정상의 장점을 들 수 있는데,

폐타이어 분말이 고분자 매트릭스에 다량 첨가되어도

압출, 사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PP 또는

PE와 같은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폐타이어 분말 간 계

면결합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

은 폐타이어 분말의 함량, 분산성에 크게 의존한다.4-7)

일반적으로, 고분자 매트릭스와 폐타이어 분말 사이의

계면결합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

고 있다.8-9)

고분자 매트릭스와 폐타이어 분말 간 계면결합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Maleic anhydride

group을 복합체의 매트릭스로 사용되는 재료에 그래프

트 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는 그래프트된 MA group이

압출기 내에서 열에 의해 개환반응을 거치게 되고 말단

기가 폐타이어 분말의 -OH기와 결합하여 계면결합력을

향상 시켜준다. 천연고무 또한 상용화제로 사용할 수 있

는데 천연고무의 점착성에 의해 고분자 매트릭스와 폐

타이어 분말의 상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10-11)

또한, 기계적, 열적, 화학적, 초음파, 마이크로웨이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폐타이어 분말을 탈황 시키는 방법

이 있다. 이 중, 이상적인 탈황방법으로 초음파 처리가

많이 사용되며, 일정한 열과 압력 하에서 진동에 의해

생성된 초음파 에너지를 폐타이어 분말에 조사하게 되

면 황에 의해 가교된 고무의 3차원적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이렇게 탈황된 고무는 재성형이 가능하며 고무를

가교시킬 때와 같은 방법으로 재가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12-13)

본 연구는 초음파 처리 장치가 장착된 일축 압출기를

통해 40, 80, 140 mesh 크기의 폐타이어 분말을 탈황

시켜 가교밀도와 탈황도 변화를 비교하고, FE-SEM을

이용하여 초음파 처리에 의한 폐타이어 분말의 표면 변

화를 확인하였다. 폐타이어 분말을 70 wt% 포함한 재

생 PP/폐타이어 분말 복합체를 제조하여 폐타이어 분말

탈황 전과 탈황 후의 복합체의 물성 차이를 확인하였으

며 폐타이어 분말과 재생 PP 간 계면결합력을 증가시

키기 위하여 SEBS-g-MA를 첨가하여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2.1. 재료

본 실험에서 복합체 제조를 위해 사용된 고분자 매트

릭스는 유화실업에서 생산중인 재생 PP (melt flow

index = 3.9g/10 min at 230oC, Tg = −20oC, Tm = 151.1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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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트래드 부분의 폐타이어 분말은 40, 80,

140 mesh의 크기로 선정하여 미국의 Lehigh Techno-

logies에서 구매하였으며, 상용화제로 사용된 SEBS-g-MA

는 Kraton사의 FG-1901 grade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2.2. 샘플 제조

2.2.1 폐타이어 초음파 처리 및 복합체 제조

일축 압출기 die에 sonicator가 부착된 모식도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폐타이어 분말이 압출기의 die를 빠져나

오는 동안 초음파에 노출시켜 폐타이어 분말을 탈황시

켰으며, 복합체 제조를 위한 재생 PP와 폐타이어 분말

의 함량은 상용화에 경제적이며, 폐타이어의 재활용 효

율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에 따라 30 :

70 wt%로 고정시켰다.14) 상용화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Table 1과 같이 SEBS-g-MA를 15 phr로 첨가하

여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복합체 제조에 사용된 모든 재

료는 80oC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되었다. 복합체는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Φ30, L/

D = 42)를 이용하여 제조하였고, 매트릭스 상에 폐타이

어와 상용화제의 분산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Fig. 2에

나타낸 것처럼 3-kneading block screw configuration

을 채택하였다. 압출조건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

이 온도구간은 50 - 190oC로 설정했으며 스크류 속도는

150 rpm으로 고정하였다. Die를 통해 빠져나온 압출물

은 냉각 수조에 의해 급냉 된 후 펠렛타이저를 거쳐

pellet으로 제조되었다. 

2.2.2 시편제조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출성형기(Pro-WD80,

Dongshin Hydraulics Co., Korea)를 이용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성형온도는 호퍼에서 노즐까지 170-200oC

로 설정하였고, 금형의 온도는 상온, 냉각시간은 25초

로 설정하였다. 

Fig. 1. Schematic of single screw extruder equipped with

an ultrasonic device.

Fig. 2. 3-kneading block screw configuration used in this

study.

Table 1. Formulation of PP/(D)WGRT composites 

Ingredients
Untreated WGRT Devulcanized WGRT

40 mesh 80 mesh 140 mesh 40 mesh 80 mesh 140 mesh

Waste PP 30 30 30 30 30 30

WGRT 70 70 70 0 0 0

DWGRT 0 0 0 70 70 70

SEBS-g-MA(phr) 15 15 15 15 15 15

Table 2. Conditions of extrusion and injection molding

processes

Extrusion

Temperature (oC)

Screw speed 150 rpmCy1 50

Cy2 140

Cy3 150

Screw 

configuration

3-kneading 

block

Cy4 160

Cy5 170

Cy6 170

Cy7 180

Vacuum ventHead 180

Die 190

Injection molding

Temperature (oC)
Injection pressure 70 kgf/cm2

Cy1 170

Cy2 180 Holding pressure 30 kgf/cm2

Cy3 190
Cooling time 25 s

Cy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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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성분석 

2.3.1 팽윤 특성

초음파에 의해 탈황된 폐타이어 분말의 탈황도를 분

석하기 위해 ASTM D 6814-02 규격에 따라 팽윤실험

을 진행하였다. 팽윤실험은 용매로 cyclohexane (inter-

action parameter : 0.436)을 사용했으며 가교밀도는 식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Flory-Rehner 식에 따라 계산

되었다.15) 

Crosslink density (υ) = (1)

고무의 부피분율 V
r
은 식 (2)로 계산할 수 있으며

cyclohexane의 몰부피는 제조사에서 얻을 수 있었다.

(2)

식 (1)에서 사용한 인자 V
r
, V

s
, χ는 각각 고무의

부피분율, 용매의 몰부피, 고무-용매 interaction para-

meter를 나타내며 식 (2)에서 사용한 인자 M
r
, M

s
, ρ

r
,

ρ
s
는 각각 고무의 질량, 팽윤 후 고무 내에 존재하는 용

매의 질량, 고무의 밀도, 용매의 밀도를 나타낸다. 인자들

의 정의는 Table 3에 나타내었고, 탈황도는 식 (3)에 의해

계산되었다. υ1, υ2는 각각 탈황 전 후 샘플의 가교밀도를

나타내며, 40, 80, 140 mesh 크기의 폐타이어 분말을 초

음파 처리 후 가교밀도를 구하고, 초음파 처리되지 않은

폐타이어 분말들의 가교밀도를 구하여 크기별로 식 (3)에

대입하면 탈황도를 구할 수 있다.

% Devulcanization = (3)

또한 초음파 처리에 의한 폐타이어 분말의 가교밀도

와 탈황도의 변화를 증명하기 위한 폐타이어 분말의

Sol-Gel fraction은 식 (4), (5)에 의해 계산되었다. 

Sol fraction (%) = (4)

Gel fraction (%) = 100-Sol fraction  (5)

W0, W1은 각각 팽윤 전 후 폐타이어 분말의 무게를

나타낸다.

2.3.2 형상학적 특성

초음파 처리가 다양한 크기(40, 80, 140 mesh)의 폐

타이어 분말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

사전자현미경(FE-SEM, JEOL, JSM-6500F)을 이용하여

폐타이어 분말 표면을 관찰하였다.

2.3.3 기계적 특성 

제조된 복합체의 sample code를 Table 4에 나타내었

다. 인장강도와 신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시편은 ASTM

D 638 규격에 따라 만들었으며 50kN의 load cell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만능재료시험기(JP/AG-50KNx,

Shimadzu)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충격시험기(Tinius

Olsen, Model 892)를 이용하여 ASTM D 256규격에

따라 시편 중앙부위의 두께가 10.16 ± 0.5 mm가 되도록

notch를 제작한 후에 notched Izod impact test를 실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폐타이어 분말의 가교밀도와 Gel fraction, 탈황도

초음파 처리에 의해 탈황된 폐타이어 분말의 가교밀

도와 Gel fraction, 탈황도의 변화를 Table 5와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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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for calculating crosslink density

Symbol Definition

V
r

Rubber volume fraction in the swollen sample

V
s

Molar volume of the solvent

χ Rubber-solvent interaction parameter

M
r

Mass of the rubber network

M
s

Mass of solvent in the sample

ρ
r

Density of the rubber

ρ
s

Density of the solvent

Table 4. Sample code

Code Definition

PP/WGRT Polypropylene/waste ground rubber tire composite

PP/DWGRT Polypropylene/devulcanized waste ground rubber tire composite

PP/(D)WGRT Polypropylene/waste ground rubber tire and Polypropylene/devulcanized waste ground rubber tire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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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식 (1)에 의해 계산된 초음파 처리되지

않은 폐타이어 분말은 파쇄공정 시 물리적으로 가교결

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가교밀도는 분말의 크기가 작아

질수록 감소하였으며 초음파 처리에 의해 탈황된 폐타

이어 분말의 경우 40, 80, 140 mesh 크기별로 C-S,

S-S bond의 사슬절단에 의해 가교밀도가 더욱 감소했

다고 사료된다. 팽윤실험을 통해 폐타이어 분말의 크기

가 작아질수록 Gel fraction이 감소하였으며, 가교밀도

를 통해 크기별 폐타이어 분말의 탈황도를 계산했을 때

각각 15.1%, 23.0%, 28.1%의 탈황도가 얻어졌다. 또

한 탈황도는 폐타이어 분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폐타이어 분말의 표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초음파에 노출되는 부분이 커져

폐타이어 분말의 가교결합이 끊어짐과 동시에 Gel

fraction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2. Morphology

초음파 처리에 의한 40, 80, 140 mesh 크기별 폐타

이어 분말의 표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초음파 처리

전후 폐타이어 분말의 표면을 관찰한 SEM 이미지를

Table 5. Results of the swelling test

40 mesh 80 mesh 140 mesh

WGRT DWGRT WGRT DWGRT WGRT DWGRT

Crosslink density (mol/g) 1.44 × 10-3 1.22 × 10-3 5.22 × 10-4 4.02 × 10-4 4.72 × 10-4 3.39 × 10-4

Gel fraction (%) 93.04 91.68 90.68 88.38 87.46 85.39

% devulcanization - 15.1 - 23.0 - 28.1

Fig. 3. The (a) crosslink density, (b) gel fraction and (c) percent devulcanization of WGRT and DWG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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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 나타내었다. 폐타이어 분말은 압출기 내에서

열과 압력을 받은 후 die를 통해 빠져나오면서 초음파

에 조사되었다. 초음파 처리 전후 폐타이어 분말의 표

면을 크기별로 비교할 때, 초음파 처리된 폐타이어 분

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이 더욱 거칠어졌는데 이

는 초음파 처리에 의한 폐타이어 분말의 가교결합이 감

소함에 따라 압출기 내에서 열과 압력에 의해 미가교

영역이 녹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분자 수지가

폐타이어 분말 표면에 더욱 깊숙이 함침 되어 계면결합

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복합체의 인장강도, 신장률,

충격강도가 증가하는 근거가 된다. 

3.3. 기계적 물성

Fig. 5는 초음파 탈황 전과 후의 40, 80, 140 mesh

폐타이어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재생 PP/

(D)WGRT(30:70 wt%) 복합체의 인장강도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초음파 처리를 하지 않은 폐타이어 분말을 이

용한 복합체의 경우 40, 80, 140 mesh 크기별로 각각

7.4, 7.2, 8.3 MPa의 인장강도를 나타냈으며 초음파 처

리된 폐타이어 분말을 이용한 복합체의 인장강도는 7.6,

7.9, 9.3 MPa로 초음파 처리되지 않은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된 복합체보다 전체적으로 인장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초음파 처리된 재생 PP/DWGRT 복합체는 폐타이

어 분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재생 PP/(D)WGRT 복합체의 신장률(Elongation at

break)은 Fig. 6에 나타내었다. 신장률의 경우 초음파

처리되지 않은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된 복합체는 80

mesh가 첨가되었을 때 39.4%로 가장 낮은 신장률을

보였고 140 mesh가 첨가되었을 때 130.9%로 가장 높

은 신장률을 보였다.4) 40, 80, 140 mesh 크기의 초음

파 처리된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된 경우 신장률은 각각

51.2, 62.1, 143.5%로 폐타이어 분말의 크기가 작아질

Fig. 4. SEM images of (a), (c), (e) WGRT and (b), (d), (f)

DWGRT.

Fig. 5. Tensile strength of waste PP/WGRT and waste PP/

DWGRT composites with various size of WGRT.

Fig. 6. Elongation at break of waste PP/WGRT and waste

PP/DWGRT composites with various size of

WG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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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신장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음파 처리된

폐타이어 분말을 복합체에 첨가했을 때 인장강도와 신

장률 모두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폐타이어 분말이 압출

기 die를 빠져나올 때 초음파 처리에 의해 폐타이어 분

말의 가교밀도가 감소함과 동시에 열과 압력의 영향으

로 표면을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폐타이

어 분말과 재생 PP간의 계면결합력을 향상시키는 역할

을 하며 결과적으로 인장강도와 신장률의 증가 원인이

된다.16)

Fig. 7은 초음파 처리 전 후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된

복합체의 충격강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초음파 처리되

지 않은 140 mesh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된 복합체의

경우 42.6 kJ/m2으로 가장 높았고, 초음파 처리된 폐타

이어 분말이 첨가된 복합체 또한 140 mesh 크기가 첨

가되었을 때 46.4 kJ/m2으로 가장 높은 충격강도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폐타이어 분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축 압출기 내에서 재생 PP와의 분산성 개선과 계면

결합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3.4. SEBS-g-MA 첨가에 따른 기계적 물성

재생 PP와 폐타이어 분말 간 계면결합력 향상을 위

해 SEBS-g-MA를 15 phr 첨가하여 기계적 특성을 측

정하였다. Fig. 8과 9는 SEBS-g-MA 첨가에 따른 재

생 PP/(D)WGRT 복합체의 인장강도와 신장률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재생 PP/WGRT 복합체의 경우 폐타이

어 분말 40, 80, 140 mesh 크기별로 각각 7.0, 7.5,

7.6 MPa의 인장강도와 126.1, 143.7, 211.6%의 신장률

을 보였다. 재생 PP/DWGRT 복합체의 경우 7.3, 7.6,

9.0 MPa의 인장강도와 127.8, 158.8, 227%의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SEBS-g-MA를 첨가하지 않은 복합체의 특

성을 보여주는 Fig. 5와 6에 비교했을 때 SEBS-g-MA

첨가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가공성

에 어려움을 보이는 70 wt.%의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7%로 신장률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SEBS-g-MA 첨가에 따른 재생 PP/(D)WGRT 복합

체의 충격강도는 Fig. 10에 나타내었다. SEBS-g-MA

첨가 후 충격강도는 40 mesh가 첨가된 복합체가 가장

낮은 충격강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폐타이어 분말의 크기

가 크기 때문에 압출기 내에서 분산이 용이하지 않고,

계면결합력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폐타이어 분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탈황된 폐

타이어 분말이 첨가된 복합체가 60.4 kJ/m2의 가장 높

은 충격강도를 보였다.

SEBS-g-MA는 고무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주 사슬에

Fig. 7. Impact strength of waste PP/WGRT and waste PP/

DWGRT composites with various size of WGRT.

Fig. 8. Tensile strength of waste PP/WGRT and waste PP/

DWGRT composites with 15 phr of SEBS-g-MA.

Fig. 9. Elongation at break of waste PP/WGRT and waste

PP/DWGRT composites with 15 phr of SEBS-g-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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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트된 maleic anhydride가 복합체 제조 시 압출기

내에서 열에 의해 개환반응을 거쳐 폐타이어 분말의

hydroxyl group과 결합하여 계면결합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복합체의 인장강도, 신장률, 충격강도를 향상시

키는 보강제 역할을 한다.10)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생 PP 및 폐타이어 분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초음파를 이용하여 40, 80, 140 mesh의

크기가 다른 폐타이어 분말을 탈황시킨 후 30 : 70 wt.%

함량으로 복합체를 제조하였으며 재생 PP와 폐타이어

분말의 상용성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SEBS-g-MA를

첨가하였다. 초음파 처리 및 폐타이어 분말의 크기가 복

합체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세

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음파 처리 전 후 폐타이어 분말의 가교밀도와

Gel fraction은 분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

탈황된 폐타이어 분말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

면, 가교밀도가 감소할수록 탈황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폐타이어 분말의 표면적이 커져 초음파

에 노출되는 부분이 넓어진 결과이다.

2. 40, 80, 140 mesh 크기의 폐타이어 분말을 초음

파 처리한 결과 초음파 처리하지 않은 폐타이어 분말과

표면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욱 거칠어진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초음파 처리에 의해 폐타이어

분말의 가교결합이 감소하고, 이축압출기 내에서 열과

압력에 의해 미가교 영역이 녹았기 때문이다. 폐타이어

분말의 거친 표면에 재생 PP가 함침이 잘 되어 계면결

합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초음파 처리한 폐타이어 분말

로 제조된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 초음파 처리된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된 복합체는

초음파 처리되지 않은 폐타이어가 첨가된 복합체보다

전체적으로 인장강도가 증가하였고, 초음파 처리된 폐

타이어 분말이 첨가된 재생 PP/DWGRT 복합체는 폐타

이어 분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인장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초음파 처리에 의해 폐타이어 분말의 표면이 거칠

어져 재생 PP와의 젖음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

4. 신장률의 경우 초음파 처리되지 않은 폐타이어 분

말이 첨가된 복합체는 80 mesh가 첨가되었을 때 가장

낮은 신장률을 보였고, 140 mesh가 첨가되었을 때 가

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폐타이어 분말의 크기가 작

아질수록 신장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5. 초음파 처리되지 않은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된 복

합체의 경우 140 mesh의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되었을

때 충격강도가 42.6 kJ/m2으로 가장 높았고, 초음파 처

리된 폐타이어 분말 또한 140 mesh가 첨가되었을 때

46.4 kJ/m2의 가장 높은 충격강도를 나타내었다.

6. 상용화제 SEBS-g-MA를 첨가한 재생 PP/DWGRT

복합체는 인장강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신장률은

227%로 70 wt%의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되어 가공성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폐타이어 분말의 초음파 처리에 의한 가교

결합의 감소와 SEBS에 그래프트된 MA그룹이 WGRT

내에 존재하는 carbon black의 -OH기와 결합하여 상용

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충격강도는 폐타이어 분

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탈황

된 폐타이어 분말이 첨가된 복합체가 가장 높은 충격강

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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