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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수지를 개질 한 변성 아크릴레이트를 합성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유리
섬유 복합소재에 사용하는 SMC 조성물에 5 phr – 15 phr을 첨가하여 SMC 소재를 제조하였다. SMC 
프리프레그를 고온고압 (150 oC, 10 bar)에서 컴프레션 몰딩방법으로 성형하여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복합소재를 가공하여 인장강도, 충격강도 등의 기계적 물성을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합성된 변성 아크릴레이트를 5 phr을 포함하는 복합소재가 합성 아크릴레이트를 포함하지 않는 
binder 샘플보다 인장강도는 약 20%, 충격강도는 약 12% 향상함을 보였으며, 이는 합성 아크릴레이트
가 폴리에스터와 반응할 수 있는 4개의 아크릴 기를 가짐으로써 가교반응을 강하게 하면서 기계적 강
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epoxy-modified acrylate was synthesized. The synthesized acrylate was added to the 
composition for sheet molding compound (SMC) in the range of 5 phr to 15 phr. The prepared SMC prepreg 
was molded at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to produce a glass fiber reinforced composit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and impact strength of the composite were measured, respectively. Experimental data show that 
the composite with 5 phr of synthesized acrylate has 20% improved tensile strength and 12% improved impact 
strength than that of the reference sample.

Keywords: glass fiber reinforced composite, Sheet Molding Compound (SMC), acrylate, epoxy resin, 

compression m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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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heet molding compound (SMC)는 유리섬유/탄소섬

유를 포함하는 수지가 고온에서 가교 결합에 의해 단

단한 고분자를 생성토록 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유리섬

유/탄소섬유 복합소재의 컴프레션 몰딩 전에 미리 만들

어 보관하는 프리프레그의 형태를 일컫는다 [1-5]. 보통

의 SMC는 2.5 cm이상의 유리섬유 또는 탄소 섬유를 포

함하며,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 upr), 비닐에스터 수지, 또는 에폭시 수지에 함침

시키고 숙성과정(약한 정도의 고분자 또는 올리고머 

형성 반응)을 통해 점도가 증가한 프리프레그 형태로 

제조한다 [6]. 저가의 유리섬유 복합소재 제조용 고분

자 수지는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를 사용하며, 스타

이렌과 가교시켜 고온, 고압에서 경화반응을 유도하여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전환시키며 그 안에 포함된 유리

섬유, 충진재 등이 기계적인 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

을 하고 있다. 

SMC 소재는 고온에서 압축몰딩 공법으로 성형되며 

높은 강도 대 중량 비율, 침식 저항성, 성형 디자인의 

높은 자유도, 외관의 기포가 없는 금속 재질 느낌의 표

면 상태로 인해 자동차의 도어, 범퍼, 배터리 박스 등에 

사용되어 왔다 [7, 8].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가스 저감 및 자동차 연비 향상에 관한 규제로 자동차 

산업에서 경량 부품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무게가 10% 감소할 때 연비가 6-8%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

격이 저렴한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사용빈도가 증가하

고 있다 [9]. 미국은 기업평균 연비규제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를 통해 연

비가 2025년 54.5 mi/gal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으나 [10], 다소 완화하여 2018년 2026년까지 37.5 

mi/gal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연비기준

인 SAFE (Safer Affordable Fuel Efficient Standards) 규

제를 발표하였다 [11]. 

연비절감 및 유해가스 배출 억제 외에도 친환경 

SMC 소재를 만들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12, 

13], SMC 소재의 재활용을 위해 경화된 SMC 소재에 

용매를 가하여 고분자를 단 분자화 시키는 가용매 분

해 반응에 의해 유리섬유를 회수하는 연구 또한 진행

되고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충격저항 강도가 향상된 SMC 소재

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를 위해 에폭시 수지를 개질

하여 가교 반응을 할 수 있는 에폭시 개질된 아크릴 

수지를 합성하여 UPR 수지에 첨가하여 SMC를 제조하

였으며, 경화 시킨 후 물성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 험

Materials (wt.%) 바인더 5 phr 10 phr 15 phr

Unsaturated 

Polyester (UPR)
37.7 35.8 33.9 32.0

styrene monomer 1.3 1.3 1.3 1.3

TPBP 0.5 0.5 0.5 0.5

무기필러 60.5 60.5 60.5 60.5

M-TGDDM 0 1.9 3.8 5.7

Table 1. Materials for preparation of sheet molding compound

2.1. 시약 및 재료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만들기 위해 기본수지로 불포

화 폴리에스터 수지 (B303)를 세원화성에서 구입하였

으며, 충격보강재로 사용하는 core/shell (paraloid 

EXL-2600)은 다우에서, 유리섬유는 ㈜한국ACM에서 

제공하는 유리섬유 (Owens Corning, 2.5 cm)를 사용하

였다. 스타이렌과 tert-butyl peroxybenzoate (TBPB, 반

응개시제), 탄산칼슘, styrene, Zinc stearate, 산화마그네

슘은 Sigma-Aldrich 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조성은 Table 1에 적었다. Zinc stearate는 내부 이형제

의 역할을 하며, 산화 마그네슘은 점도를 조절하는 역

할을 하며, Table 1에서는 두 성분과 탄산칼슘의 합을 

무기필러로 총칭하였다. 가지 달린 아크릴 첨가제 합

성을 위해 N,N′-tetraglycidyldiamino diphenyl methane 

(TGDDM)을 제일화성에서, 이량체 지방산 (dimeric 

fatty acid)을 Croda 사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아

크릴산 (acrylic acid)과, 반응 촉매인 triphenylphosphine 

(TPP)은 Sigma-Aldrich 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Modified tetraglycidyl 4,4’-diaminodiphenyl methane 

(M-TGDDM) 합성

합성방법으로는 TGDDM (50g, 0.12mol) 과 아크릴

산 (17g, 0.24mol) 을 워터 배스에 설치된 반응기에 넣

은 후 15 분간 60 oC에서 교반 후 0.2 g의 TPP를 첨가 

후 60 oC에서 40분간 가열하였다. 이량체 지방산 (132 g, 

0.24mol)을 위의 용액에 첨가한 후 100 oC에서 1시간 가

열하여 반응을 완료하였다 (Fig. 1). 합성한 M-TGDDM

의 구조 확인을 위하여 FT-IR spectrometer (Nicolet 

6700 w/Continuum)를 사용하여 파수 4000∼800 cm-1 

범위에서 시료의 적외선 스펙트럼 분석을 하였다.

2.3. 복합재료 및 SMC 제조

불포화 폴리에스터 기반 복합재료 제조는 먼저 불포

화 폴리에스터와 스티렌모노머, 경화제, 이형제, 충진

제 및 증점제 등을 배합하고 M-TGDDM, Core-shell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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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달리한 수지 혼합액을 비이커에 넣은 후 상온에

서 20 min, 400 rpm으로 기계 교반(mechanical overhead 

stirrer)하였다. Film에 Table 1에 표시된 성분으로 제조

된 조성액을 도포하고 유리섬유를 랜덤하게 뿌린 후 조

성액이 도포된 또 하나의 film을 덮어 sheet를 제조하였

다. 만들어진 sheet는 숙성 후 ㈜한국ACM의 hot press를 

이용하여 3 mm의 두께로 경화시켰다.

SMC는 상하의 금형 사이에 넣어 압력과 열로 성형

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3 min 30 sec의 경화 시간으로 

상판 165 oC, 하판 14 5oC의 온도, 10 bar의 압력 조건에

서 성형하였다. 복합재료의 두께는 3 mm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2.4. 복합재료의 열적 특성 연구

프리프레그 resin의 상온보관 (35oC) 시간경과에 따

른 경화거동 관찰을 위해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

성물의 경화거동은 시차주사열량계 (DSC Q2000, TA 

instrument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승온 시험은 25∼

250 oC의 온도 범위에서 10 oC/min의 승온 속도로 분석

하였다.

2.5. 복합재료의 물성 측정

불포화 폴리에스터 기반 수지와 강화재인 유리섬유

의 함침과 분산은 주사형 전자현미경(SEM, MIRA3, 

TESCAN사)으로 분석하였다.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 평가를 위해 인장강도는 각

각 ASTM D 638 규격에 따라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5982, INSTRON사)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충

격시험은 ASTM D 256 방법에 준하여 Izod type의 충

격시험기 (JJHBT-6501, JJ-tes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또한 충격시험 결과 얻은 샘플의 파단면을 FE-SEM 

(Mira 3, TESCAN, Czech Republic)으로 분석하여 조성

물과 유리섬유 사이의 함침성을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경화열과 전환율 분석

DSC 실험의 △H (경화열: 일반적으로 exothermic 

curing peak의 면적, J/g) 및 전환율 변화는 Table 2와 

Fig. 2에 보이고 있으며, 전환율은 다음 식 (1)으로 구하

였다.

 (1)

여기서 α는 전환율이며, ΔHo는 0 day의 경화열, Δ

Ht는 t day에서의 경화열이다.

상온보관 (35oC) 7 일 이후부터 급격한 반응 진행이 

관찰되고 있다. 분석 결과 성형전의 프리프레그의 적

당한 숙성 및 보관 기간은 40 %∼60 %의 경화 전환율

을 보이는 3∼6 일로 판단된다. 각 시간별 경화열과 계

산된 전환율 데이터는 Table 2와 Fig. 3에 표시하였다.

3.2. M-TGDDM의 합성 및 구조 확인

합성된 M-TGDDM의 FT-IR spectra를 Fig. 4에 나타

내었다. FT-IR의 스펙트럼 중 지방산과 아크릴산의 

C=O 피크는 각 각 1,710 cm-1과 1,697 cm-1에서 관찰 

되지만 합성 후에는 1,708 cm-1에서 관찰되어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크릴산의 C=C 결합은 

1642 cm-1에서 관찰 되지만 합성 M-TGDDM에서는 약

하게 shoulder 만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아크릴 기능기가 라디

Figure 1. Synthetic scheme of M-TGDDM.

Figure 2. Appearance of prepreg and cured SMC, a), b) 10 

phr before curing, c) 15 phr before curing, d) 5 phr after

curing, e) 10 phr after curing, f) 15 phr after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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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반응에 의해 소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TGDDM의 스펙트럼에서 935 cm-1에서 에폭시기의 

C-O 피크가 관찰되지만 합성된 결과물에서는 보이지 

않음으로써 에폭시 기가 반응에 의해 사라졌음을 확인

하였다. 반응 후 ASTM D 1652 방법으로 에폭시 당량

가 (Epoxy equivalent weight, EEW)를 측정하였으며, 얻

어진 당량가는 1,400 EEW로 대부분의 에폭시가 반응

에 참여하여 잔류 에폭시 관능기가 거의 없는 것을 확

인하였다.

3.3. M-TGDDM함량에 따른 기계적 특성

유리 섬유 함량을 25 %로 고정하고 M-TGDDM 함

량을 5 phr에서 15 phr 범위에서 다양한 조성의 프리프

레그를 제조한 후 인장강도 및 충격강도의 물성을 측

정하였다 (Fig. 5). 인장강도의 경우 5 phr의 합성된 

M-TGDDM이 포함된 시험편의 경우 35.5 MPa에서 

44.8 MPa로 약 21 % 인장강도가 증가하였으며, 함량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충격

△H (J/g) 전환율 (%)

0day 76.5 0

1day 56.9 25.6

2day 54.5 28.8

3day 45.2 40.9

6day 35.9 53.1

8day 18 76.5

10day 16.8 78.0

14day 14.6 80.9

15day 14.2 81.4

16day 9.9 87.1

21day 8.3 89.2

Table 2. Conversion rate and △H of prepreg

Figure 3. Graph of conversion rate of SMC prepreg vs day.

Figure 4. FT-IR spectra of M-TGDDM.

Figure 5. Physical properties of composites with different 

amount of M-TGDDM, a) tensile strength, b) impact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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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M-TGDDM이 5 phr이 함유된 샘플이 894.9 J/m

로 바인더의 788.4 J/m 보다 향상됨을 보였으며, 10 phr

이 포함된 샘플부터는 값이 감소함을 보여 5 phr의 

M-TGDDM이 포함된 샘플이 가장 좋은 물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는 이중결합을 가

지고 있으며, 이 이중결합과 합성된 M-TGDDM의 4개

의 아크릴 이중결합이 고분자를 형성하며 가교 구조를 

형성하여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합성된 소재가 포함된 조성물과 유리섬유와의 함침 

용이성은 물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충격시험을 통해서 발생한 소재 조성물의 파단면을 

SEM으로 분석한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

과 M-TGDDM이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와 유리 섬유의 

함침 및 분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조성 별 시험편의 인장강도와 충격강도는 Table 

3에 기록하였다.

3.4. Core-shell 함량에 따른 기계적 특성

기계적 물성 시험결과 가장 좋은 값을 보인 5 phr의 

샘플에 충격강도 향상을 위해 코어/쉘을 2 phr에서 6 

phr 범위에서 혼합하여 새로운 조성물을 만들었으며, 

각 샘플의 이름은 5 phr 조성에 코어/쉘이 없는 조성을 

CS0, 2 phr의 코어/쉘이 포함된 샘플은 CS2, 6 phr의 

코어/쉘이 있는 샘플은 CS6로 각각 이름하였다. 인장

강도 실험 결과 CS0 보다 CS2가 44.8 MPa에서 50.0 

MPa로 증가하였으며 충격강도의 경우 코어/쉘이 없는 

CS0의 경우 894.9 MPa에서 2 phr의 코어/쉘이 포함된 

샘플 (CS2)에서 가장 높은 값인 917.7 MPa을 보였으

며, 그 보다 코어/쉘 함량이 증가할수록 충격강도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6, and Table 4).

Sample designation
Impact Strength

(J/m)

Tensile Strength

(MPa)

Binder 788.4 (±76.9) 35.5 (±4.3)

5 phr 894.9 (±117.7) 44.8 (±7.2)

10 phr 726 (±171.4) 46.1 (±9.0)

15 phr 508.2 (±162.5) 48.2 (±11.9)

Table 3. Result of impact, and tensile strength of composites 

with various amount of M-TGDDM

Figure 6. Fracture surface of composites with different 

contents of M-TGDDM, a) binder, b) 5 phr, c) 10 phr, d) 15 

phr.

Figure 7. Result of (a) tensile strength, (b) impact strength of 

M-TGDDM/Core-shell compositions.



장정범⋅김태희⋅김혜진⋅이원주⋅서봉국⋅김용성⋅김창윤⋅임충선

접착 및 계면 제21권 제3호, 2020년

106

Sample designation
Impact Strength

(J/m)

Tensile Strength

(MPa)

CS0 894.9 (±117.7) 44.8 (±7.2)

CS2 917.7 (±19.4) 50.0 (±3.5)

CS4 892.9 (±10.2) 31.4 (±7.5)

CS6 867.1 (±80.7) 29.6 (±8.3)

Table 4. Result of impact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of 

M-TGDDM/Core-shell composition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MC 소재의 충격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의 이중 결합과 가교 결합

을 할 수 있는 가지 달린 아크릴레이트를 합성하여 구

조분석을 진행하였다. SMC 조성물에 함량을 달리하여 

합성된 소재를 첨가하여 인장강도, 충격강도의 물성을 

비교하였다. 인장강도 실험에서는 합성 소재가 5 phr의 

함량이 조성물에 첨가될 때 약 21% 인장강도가 향상되

었으며, 소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값이 향상

되었다. 충격강도 실험에서는 소재의 함량이 5 phr일 

때 가장 높은 894.9 J/m의 값을 보였다. 이는 합성된 

M-TGDDM이 4개의 아크릴 관능기를 가지며, 이를 통

해 폴리에스터 수지의 이중결합과 가교 결합을 형성함

으로써 기계적 강도가 향상됨을 보였다. 충격강도의 

향상을 위해 충격 보강재의 일종인 코어/쉘의 함량을 

달리하여 SMC 조성물에 첨가하였으며, 2 phr의 함량

이 첨가될 때 충격강도가 가장 높은 917.7 J/m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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