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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근래 고성능 친환경 타이어의 개발요구에 의하여 경제성(낮은 회전 저항)과 안전성(wet traction) 및 내마모성
면에서 균형있는 특성을 가지는 타이어 트레드 고무의 합성 제조 기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성 용액중합 SBR의 개발과 함께 고무/충전제 간의 상호작용 증진 기술이 학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카본블랙 고무와 함께 최근 green tire로서 각광 받는 실리카 충전 고무에서 충전제와
상호반응이 가능한 화학적 변성 SBR과 커플링제를 이용한 고성능 타이어 트레드 고무의 합성 제조 기술에 대하여
최근 연구 방향과 함께 작용 메카니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The specialized and diversified synthetic and compounding technologies are used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advanced high performance tire tread materials with better balance of fuel economy(rolling resistance), safety(wet
traction) and wear resistance. These techniques involve the methodology for the improvement of chemical and physical
interaction between filler and the rubber matrix using coupling agents as well as a variety of chemically-modified solution
SBRs. The research trends about the high performance functional SBRs and coupling agents which can interact with the
surface of fillers and their working mechanism were investigated in the conventional carbon black-filled rubber and silica-filled
SBR systems developed recently as "green tire".
Keywords：tire, rubber, elastomer, SBR, living polymerization, coupling agent

Ⅰ. 서

론

엘라스토마(고무)는 타이어, 컨베이어 벨트, 건축재료, 자동
차 부품, 가전제품, 신발, 코팅, 의료용 및 위생관련 제품 등에
중요하게 쓰여지는 고분자 재료이며, 이외에도 특수용도, 예
로서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작동장치, 종이접기 기술을 활용한
오리가미(origami), 탄성체 미세 렌즈 등 최신 연구 분야에도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1 고무는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인 고무 생산량 중에서 65%를 차지하는 합
성고무 중에서는 대략 60% 정도가 타이어 제조에 쓰여진다.
합성고무에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부타디엔 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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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R), 니트릴 고무(NBR), 폴리클
로로프렌(CR), 실리콘 고무, 아크릴레이트 고무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SBR이 합성고무 소비량의 40% 정도를 차지하여
규모가 가장 크다. SBR은 주로 타이어 트레드에 많이 사용되
는데, 이는 내마모성을 유지하면서 젖은 노면과 일반 노면에
서 우수한 제동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BR은 독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천연고무 또는 합성 고무와 블렌드되어 사용되
는데, 타이어 트레드, 사이드 월 등에 이용되며 우수한 반발탄
성, 마모 저항특성과 내균열성을 나타낸다.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자동차의 바퀴로 쓰이는 타이
어는 여러 가지 특성을 만족해야 하는데, 치수 안정성, 우수한
운전감, 최소 중량과 함께 동시에 안락함 및 오랜 수명을 가져
야한다. 근래에는 고성능화와 함께 환경적인 면에서도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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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량을 낮추어 CO2 분출량을 줄이고,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방출되는 카본블랙, 실리카 등 미세 고체입자를 줄이는 면도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타이어 재
료로 쓰이는 고무 물질도 더욱더 특수 고성능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젖은 노면에서 제동성이 우수한 특성(wet grip)을 유
지함과 동시에 연료가 적게 소모되며 저발열성을 가지는 낮은
회전 저항성(rolling resistance)을 가지면서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성 등을 균형있게 가지는 것이 중요한 개발 목표 사항이다.
타이어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새로운 고무 합성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도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
다. 이 중에서 카본블랙 충전 타이어고무용으로 1980년 초에
Nippon Zeon사에서 발표한 높은 비닐 함량을 가지는 음이온
용액 중합-SBR(medium to high vinyl S-SBR, 1979)2과 화학적
아민-말단변성 SBR(Nipol NS 110's, 1985)3은 전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술 향상에 문을 연 기술 개발 사례이다.
분자량이 200,000 g/mol이 넘는 고분자의 한쪽 말단에 방향족
아민을 변성시킨 것으로 알려진 아민 변성 SBR에는 상당히
낮은 농도로 관능기가 존재하지만 카본블랙 입자 표면과 고무
간에 상호작용력을 가지어 타이어 성능면에서 낮은 회전 저
항성과 함께 동시에 우수한 젖은 노면 미끄럼성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변성 효과에 대하여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지만4
근래에는 많은 타이어 제조 회사가 이러한 기술을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고무 생산회사가 각자
고유의 화학적 말단 변성 고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타이어 고무 산업에서 또 다른 한가지 큰 변화를 가져온
기술로는 1992년 Michelin사의 Rauline 등에 의하여 발표한 실
리카 충전 고무로 만들어진 "green tire" 제조 기술이 있다.5
중간 정도나 높은 비닐 함량을 가지는 S-SBR과 실리카 충전제
및 실란계 커플링제를 근간으로 배합하는 타이어 제조 기술로
서 타이어의 성능 향상면에서 균형잡힌 회전 저항성과 젖은
노면 제동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연료 소모율이 기존의 카본
블랙 타이어 보다 3~5% 감소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실리카
충전 타이어는 ABS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제동거리가 감소되
는 유리한 점도 알려져 있고,6 겨울 계절용 타이어로 쓰이기에
적합한 용도로 밝혀 지기도 하였다.7 근래 고성능 승용차용
타이어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약간 불리한 마모특성과 고가임
에도 불구하고 카본블랙 충전제를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실리카로 대체한 실리카 충전 고무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
시장에서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리카로 충
전된 타이어 트레드 고무가 카본블랙 충전 고무보다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 성능면에서 우수한 이유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위와 같은 고성능 에너지 절약 환경 친화형
타이어 고무의 합성 제조기술에 대하여 최근의 학술적 및 산
업적인 개발추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화학적 말단 변성 S-SBR을 중심으로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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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용 고무의 합성에 관한 최근 연구 방향과 함께 실리카
및 카본블랙 충전제와 고무 매트릭스간의 상호 인력을 증진시
키는 작용 메카니즘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타이어 트레드용 기능성 SBR
타이어 트레드용으로 사용되는 SBR은 유화 중합에 의하여
합성된 유화중합 SBR(E-SBR)과 음이온 리빙중합에 의하여
합성되는 용액중합 SBR(S-SBR)이 있다. 타이어성능은 고분
자 물질의 거시구조(분자량, 분자량 분포, 고분자 곁가지 사슬,
결정도 등)와 미세구조(단량체의 배열, 폴리디엔의 비닐 함량
등) 및 화학적 관능기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S-SBR은
E-SBR에 비하여 큰 분자량, 좁은 분자량 분포와 함께 가지가
적은 고분자 연쇄 구조를 가지며, 부타디엔의 미세구조(1,4-시
스, 1,4-트랜스 및1,2-비닐 함량)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무엇
보다도 충전제와 말단 고분자 연쇄간의 상호인력을 부여할
수 있는 말단 변성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S-SBR
은 E-SBR 보다 제조 원가가 높아진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E-SBR과 S-SBR 및 BR을 중심으로
합성고무 생산회사와 생산 능력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국내
에서도 금호석유화학(Kumho petrochemical)과 LG 화학(LG
chemical)에서 모든 종류의 SBR과 BR을 생산하고 있다.
E-SBR은 38 ℃ 이상의 온도에서 유화중합에 의하여 제조된
hot E-SBR(SBR 1000 series)과 10 ℃이하에서 유화중합한 cold
S-SBR(SBR 1500 series)과 같은 두가지 종류가 쓰이고 있다.
제 2차대전 이후에 5 ℃ 정도에서 중합한 cold E-SBR이 합성되
기 시작하였는데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타디엔의 미세
구조에는 큰 변화 없이 겔의 형성이 없이 더욱 고분자 사슬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겔 함량이 적은 고분
자량 cold E-SBR는 저렴한 석유계 오일로 고무를 가소화 시킬
수 있으며 높은 Mooney 점도(~100)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우수
한 기계적 특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9
S-SBR은 음이온 리빙중합(living polymerization)에 의해 제
조된다. 부틸리튬 화합물을 개시제로 스티렌과 부타디엔을 비
극성 용매에서 극성 첨가제(randomizer) 존재 하에서 랜덤 공
중합하여 합성된다. 이때 음이온 성장 사슬은 연쇄 정지반응
이나 연쇄이동 반응이 없이 진행되는 리빙 특성을 가지므로
고분자 사슬 말단에 관능기를 부착시킬 수 있다. S-SBR은
1964년 Phillips사에서 Solprene-1204R으로 상품화된 이후 1970
년대 중반에 S-SBR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노력으로 다양한
고분자 구조를 가지는 제품이 상업화 되고 있다. 특히 부타디
엔의 미세구조면에서 유화 중합에서 얻어지는 E-SBR의 1,2비닐 함량이 15~18%로 거의 일정한 것에 비하여 S-SBR은 부
타디엔의 미세구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중간정도의 1,2-비닐
함량(~50%)부터 더 높은 비닐 함량(80%)까지 합성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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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orld-wide Production of Synthetic Rubbers in 2008
Company

Country

ASRC
Asahi Kasei Chemical
BST Elastomer
Dow
Efremov
Firestone Polymers
Goodyear Tire & Rubber
ISP Elastomers
JSR Corporation
Kumho Petrochemical
Lanxess

U.S.A.
Japan
Thailand
Germany
Russia
U.S.A.
U.S.A.
U.S.A.
Japan
Korea
Germany
France
U.S.A.
Brazil
Total
Korea
U.S.A.
France
China
Italia
U.K.
Total
China
Russia
China
Czech
Poland
Total
Taiwan
Japan
Japan

LG Chemical
Lion Copolymer
Michelin
Petrochina
Polimeri Europa

Shen Hua Chemical Co.
Sibur Hoiding
SINOPEC
Synthos

TSRC
UBE Industries
Zeon Corporation

ESBR
72
115
300
270
134
381
80
256
336
125
135
215
120
75
195
170
236
230
87
112
199
100
190

Production (2008)
SSBR
BR
90
90
62
45
50
46
81
120
135
175
125
260
45
72
10
212
55
20
100
70
110
25
90
115
355
75
75
75
162
40
30
80
30
120
20
141
82
348
54
95
30
58

Total
180
107
122
242
120
310
685
270
251
603
55
200
180
371
806
200
135
150
377
160
185
345
170
397
660
87
112
199
154
95
278

Table 2. Typical Characteristics of Emulsion E-SBR and Solution
S-SBR11
Properties
-4

Mn × 10

(g/mol)

MW distribution (PDI)
Styrene (wt %)

1)

Branching degree
Viscosity (ML1+4 at 100°C)
Time to optimum cure
(min at 150 °C)

cold E-SBR
(1500’s)

S-SBR

9 ~ 17.5

~ 25

broad (4.0~6.0) narrow (1.1~1.5)
23.5

25

branched

linear

50

57

40

25

Tensile strength (MPa)

26

21

Ultimate elongation (%)

400

300

Rebound (%)

48

61

note:

1)

determined by styrene monomer feed ratio

(1) linear chain
(2) branched chain
Figure 1. Polymer chain structures.

(3) tethered network

다만 1,2-비닐 함량이 증가할수록 약간 높은 Tg(50% medium-vinyl S-SBR의 경우 Tg ~ -30℃)를 가지게 된다.9 근래에
는 보다 큰 분자량과 실리카에 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성
제 또는 커플링제를 도입한 화학적 변성 S-SBR이 개발되고
있다. 높은 비닐 함량 S-SBR과 화학적 말단 변성 S-SBR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고무 특성을 제공하므로
현재 승용차용 타이어 트레드 고무로서 중요하게 쓰인다.
중간 또는 높은 비닐 함량의 S-SBR은 최근 관심을 끄는 실
리카 충전 고무에 중요하게 쓰이는데, G. Heinrich는 선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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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 선형 고분자 연쇄 구조(Figure 1-(1))를 가진 S-SBR이
실리카 충전제 표면의 미세 구멍에 잘 스며들어 충전제와 고
무간의 상호 침투 작용이 커져서 고무 성능면에서 히스테리시
스도 줄어들고 낮은 회전 저항성과 우수한 젖은 노면 미끄럼
성을 동시에 가지는 균형 잡힌 특성을 보인다고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비하여 E-SBR에서는 고분자 연쇄에 가지가
많다는 점과 유화 중합 중에 잔류된 유화제 등이 히스테리시
스가 커지는데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0
Table 2에 E-SBR과 S-SBR의 분자특성과 이들을 사용한 타
이어 트레드 배합고무에 대한 대표적인 제반 고무특성을 비교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SBR의 경우 유화 중합 cold
E-SBR에 비하여 음이온 용액중합 S-SBR이 일반적으로 겔화
없이 큰 분자량과 좁은 분자량 분포를 가지며, 경화속도가 빠
르고 특히 가교 고무의 반발탄성력이 큰 것을 보이고 있다.
타이어의 성능이 SBR이나 BR의 거시구조(분자량, 분자량
분포, 고분자 곁가지 사슬, 겔정도 등)와 미세구조(스티렌 함
량, 폴리디엔의 비닐 함량 등)에 의하여 크게 의존하므로 타이
어에서 요구되는 일련의 성능인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무
의 분자특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Nordsiek 등은 타이어 성능 목표를 만족시키는데 유용하도록
여러 가지 BR과 SBR을 블렌딩하여 일련의 컴파운드에 대한
-100 ~ +100 ℃까지의 tanδ(=G''/G' or E''/E') vs. 온도 곡선에
대한 실험 결과로부터 동적 기계적 실험에 의한 실험적 지침
을 제시하였는데 Table 3과 같이 고무 성능을 유추할 수 있다
고 제안하였다.11 이러한 실험적 지침은 트레드 고무 분야에서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타이어 트레드 고무의 특
성 중에서 주된 관심사항인 회전 저항성(rolling resistance), 젖

은 노면 미끄럼성(wet skid traction), 발열성(heat build-up)이
각 세부 온도 구간에서의 tanδ 값과 연관시켜 예측될 수 있다.
Brantley와 Day는 E-SBR과 S-SBR을 사용한 타이어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S-SBR이 동일 수준의 스티렌
함량을 가질 때 E-SBR에 비하여 낮은 회전저항성, 우수한 제
동력, 우수한 트레드 마모특성을 가지는 것을 밝혔다. 반면에
E-SBR은 젖은 노면에서의 미끄럼 특성과 제동 안정성이 우수
하였다고 보고하였다.12
SBR에서 1,2-butadiene 미세구조와 스티렌 함량 변화에 따
른 트레드 컴파운드의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
혀져 있다.11
(1) Tg가 증가할수록 내마모성은 선형적으로 하락하며, 젖
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2) 스티렌 함량이 증가할수록 Tg는 증가하고 인장강도는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내마모성은 하락하나, 젖은 노면 제동
력은 증가한다.

Table 3. Idealized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Parameter of Tread Compound and tanδ-Temperatures11
Temperature
Zone (°C)
-60 to -40

Feature
Tg

-20
0 to +20

Performance Parameter
Abrasion
Low-temperature properties

-

Wet traction

+40 to +60

-

Rolling resistance

+80 to +100

-

Heat build-up

Table 4. Effect of Polymer Structure of SBR on the Performance Change of Rubber Compounds(from Asahi)
Direction of performance change

Improvement possibility of
performance trade-off

Fuel
Grip
Low
Fuel
Wear
General
Grip property/
economy
property
temperature processability
economy / Wear
resistance
resistance
(RR) (skid resistance)
performance
Grip property

Macrostructure

Microstructure

High MW

Possible

Possible

Sharp MWD

Possible

Possible

Branching

Impossible

Impossible

Increased
styrene
content

Impossible

Small
impossible

Possible

Possible

Possible

Small
impossible

Possible

Small
impossible

Increased
vinyl content
End group
fuctionalization
Chemical
functionalization
Tin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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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함량이 증가할수록 Tg는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내마
모성은 하락하고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은 증가한다.
(4) 스티렌 함량과 1,2-함량간에는 선형적인 비례 상관 관계
가 존재한다.
(5) 동일 Tg에서 1,2-부타디엔과 스티렌 함량은 히스테리시
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SBR의 미세구조, 거시구조 및 화학적 변성에 따른 배합 고
무의 물성 변화에 대한 경향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분자량
이 커질수록 물성은 향상되나 가공성이 저하되며, 분자량 분
포가 넓어질수록 가공성은 향상되나 물성면에서는 불리해 진
다. 고분자 연쇄에 가지화가 많을수록 가공성은 좋아지지만
물성(특히 회전저항성)은 저하되었다. SBR의 고분자 구조에
따라 고무 특성(회전 저항성, 미끄럼 특성, 마모성, 저온특성
및 가공성)은 큰 영향을 받는다.

Ⅲ. 충전제와 고무간의 상호작용 증진 방법
타이어 배합 고무는 고분자 물질, 충전제, 안정제, 가교시스
템 및 기타 특수재료 등의 구성 성분들이 컴파운딩되어 있는
복합재료이다. 그러므로 고무의 성능은 주된 성분인 고분자물
질과 충전제 각각에 관하여 또는 두 물질간의 상호인력에 관
하여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카본블랙은 일차적 입자 크기가 대략 직경 5~100 nm이며,
보통 일차 입자 크기는 단위 무게당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wt., [m2/g])으로 표시한다. 일차적 입자들은 화학적이나
물리적 인력으로 응집(aggregate)되어 100~500 nm 크기를 이
룬다. 몇 개의 일차적 입자들은 응집상태에서 기하학적인 배
열상태를 가지는데 보통 “structure"로 표현한다. 응집된 입자
들은 또다시 van der Waals 등에 의하여 응집체(agglomerate)를
이루어 1-40 μm 정도로 뭉쳐있다. 카본 블랙 agglomerate는
고무 혼합 중에 aggregate 크기로 분리 분산된다. 이때 카본블
랙 표면에는 다양한 관능기가 존재하는데 수소를 포함하여
산소를 포함하는 관능기(phenol, carbonyl, quinine, lactone, ketone, lactol, pyrone 등)가 분포되어 있다.
타이어 트레용 실리카 고무에는 주로 침강 실리카(precipitated silica)가 사용된다. 침강 실리카는 제조공정 중의 침강
과정 중에 입자크기나 입자 크기 분포, 기공도, 비표면 및 순도
가 변화되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략 silanol기가 2~9
OH/nm2 정도 표면에 존재하며, 수십nm 정도 크기의 일차적
입자 크기 및 비표면적 150~180 m2/g 정도를 가진다. 실리카
표면에 대한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의 흡착열에 대한 자료로부
터 특히 aniline, glycol, amine, guanidine, pyridine 등이 실리카
표면에 흡착이 용이하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14 이는 전자
밀도가 높은 관능기를 보유하는 유기물질이 수소결합(예 alcohol), 정전기적 결합(예 aniline), dipole 상호작용(예 nitrobenzene) 및 착물형성(예 pridine) 등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리카는 표면에 silanol 또는 siloxane 등의 극성기들이 카본
블랙보다 더 많이 존재하므로 더욱 응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차적 구조를 형성하여 aggregate 또는 agglomerate 등이 형성
된다. 그리고 실리카 충전 고무에서 실리카 자체의 수소결합
등에 의한 강한 응집력이 실리카-고무와의 친화력 보다 크므
로 분산이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큰 전단응력으로
혼합하는 고무 혼련과정에서도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13,14
가교 고무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충전제의 보강력은 입자의
이차적 구조와 고무/충전제 간의 상호작용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높은 신율
(>100%)에서의 인장 강도는 고무/충전제 간의 상호인력에 긴
밀한 연관을 가진다. 그리하여 고무와 충전제의 인력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충전제 입자 표면과 고무간의 강한 물리화학적
결합을 가지게 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1) 커플링제(coupling agent)를 사용하여 충전제 표면과 고
무의 상용성을 증진시키는 방법
(2) Solution-SBR의 고분자 연쇄 말단에 관능기를 도입하여
화학적으로 개질하는 방법 (III절에서 기술)
(3) 고분산성 실리카 개발 또는 충전제(주로 실리카)의 표면
개질 방법
커플링제를 사용하여 가교고무의 성능을 증진시킬 때 카본
블랙과 실리카는 입자표면에 존재하는 관능기가 다르기 때문
에 고무/충전제 간의 인력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하는 커플링제
의 종류는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카본블랙과 실리카 충전고
무에서 커플링제나 화학적 변성 SBR의 상호 작용 효과의 차
이는 각 충전제들이 가지는 관능기 종류와 표면에서의 관능기
분포도 등의 입자 미세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카본블랙의 경우에는 고무/충전제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
는 노력으로 산화 또는 흑연화 시키는 시도가 있었으며,15 실
리카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입자의 기공성을 조절하여 고구
조적(high structured) 실리카를 만들거나 커플링제를 사용하는
화학적인 방법이 쓰여지고 있다.17 특이한 사항은 카본 블랙이
충전된 고무에서는 커플링제의 사용이 성능향상에 크게 기여
하지 않았으나 실리카에서는 커플링제를 사용함에 따라 기계
적 특성이나 동적 기계적 특성이 크게 증진된다는 점이다.14,16
실리카는 카본블랙에 비하여 고무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리카 고무
배합 기술에 대하여 많은 문헌들이 발표되고 있다.6,14 이때
silane계 커플링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alkoxysilyl기와 함께
mercapto(-SH) group이나 sulfide(-Sn-)이 포함된 화합물이 주로
쓰인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실리카 충전제 시스템용 커플링제
로는 Figure 2에서 나타낸 Bis(triethoxysilyl-propyl)tetrasulfide
(TESPT)18이 많이 쓰이며, 또한 3-Octanoylthio-1-propyl triethoxy silane (NXTTM)도 개발되어 실리카 입자 표면을 개질
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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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ypical silane coupling agents.

침강 실리카에 silane계 커플링제를 첨가하면 고무 혼련 과
정에서 첫 번째 단계로 실리카 표면의 silanol기(isolated, vicinal 또는 geminal)와 반응하여 표면을 소수성으로 개질 시키게
된다. 이때 실리카-실리카 간의 인력을 파괴하게 되며 컴파운
드의 점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 후 두 번째 단계로
서 개질된 실리카 표면과 고분자 매트릭스 간의 화학결합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정을 Figure 3에 나타내었
다.10
그러므로 silane 커플링제를 사용함으로써 실리카의 친수성
표면을 소수성으로 변화시켜 고무 매트릭스와 상호인력의 증
진이 가능하게 되며 이차적인 입자 응집 형성을 감소시켜 분
산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때 아직 반응하지
않은 silanol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완전한 표면 변성을 방해
하므로 PEG나 triethanolamine을 silane 커플링제와 함께 넣어
극복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20 또한 지방산 양이온
계면활성제(예로 oleyl amine등)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예도 있다.20,21 실리카 충전 SBR 조성물에서 silane계
커플링제를 사용한 경우 300% 탄성율이 3배정도 증가하고
발열량이 현저히 감소하며 내마모성 등에서 큰 성능향상을
보인다고 보고 되었다. 실리카 충전 시스템에서 커플링제의
사용에 관하여는 많은 문헌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리카 보강 고무에 대한 보강 메카니즘은 카본블랙만큼 아직
까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14,16,22 그리고 실리카
/S-SBR 고무에서 단순히 silane 커플링제만을 쓸 경우에는 내
마모성 면에서 카본블랙 충전 고무보다 열등하므로 다른 실리
카/고무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

고 있다.
타이어 트레드용 고성능 실리카 고무는 medium-비닐 용액
중합 SBR이 실리카 충전제와 함께 쓰여 지면서 "green tire"로
서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전래의 유화중합 SBR/카본블랙
고무에 비하여 같은 충전량과 유사한 경도를 가질때 경제성면
(낮은 회전 저항성)과 전체적인 성능면(특히 젖은 노면 마찰
성)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5,6 이러한 현상은 동력학적
기계적 실험에서 온도에 따른 tanδ(= G''/G' 또는 E''/E') 값을
분석한 결과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SBR/실리카 고무
는 40~70 ℃에서 tanδ의 값이 E-SBR/카본블랙 보다 낮은 값
을 보여 상대적으로 탄성 부분이 컸으며, 0 ℃ 부근에서는 높
은 tanδ 값을 가져 상대적으로 점성 부분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
시간-온도 중첩이론에 따라 낮은 온도(0 ℃ 부근)에서의 환
경은 높은 진동주기의 동력학적 환경 즉 자동차가 정지할 때
의 환경과 동일하므로 이때 점성부분이 크게 작용하여 높은
히스테리시스를 보이며 노면과 미끄러짐이 적고 제동이 잘되

Figure 4. Comparison of typical tanδ vs. temperature curves of
carbon black/E-SBR rubber and silica/S-SBR rubber (at frequency
10Hz, deformation amplitude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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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ossible reaction of TESPT on the surface of precipitated silic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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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anδ as a function of the dynamic strain amplitude
for silica/S-SBR rubber and silica/E-SBR rubber (at 30℃ and 1
Hz in the shear mode).10

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온도(60
℃ 부근)에서의 환경은 주행 중과 같은 환경으로서 상대적으
로 탄성부분이 크므로 연료소모성(회전 저항성)이 적게 되는
균형잡힌 고무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카본블랙은 충전제-충전제 결합력이 실리카에 비하여 약하
여 반복되는 동적 변형에 의하여 쉽게 분리분산되어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어 손실 탄성율, G''이 커지므로 tanδ 값도 커지게
된다. 1~10%의 적은 변형에서의 동적 실험이 타이어의 회전
저항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이러한 실험 결과로
부터 실리카/S-SBR 고무가 카본블랙/E-SBR 고무에 비하여 회
전저항이 낮은 이유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동적 변형율(0~50%)에 따른 tanδ 곡선(Figure 5)에서
S-SBR/실리카 고무는 E-SBR/실리카 고무에 비해 낮은 tanδ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Table 3에
보인 바와 같은 동적 기계적 실험으로부터 고무 성능과의 관
계를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G Heinrich는 이러한 현상을
S-SBR이 선형적 고분자 구조를 가져 나노크기의 실리카 미세
구멍이나 구조사이에 잘 침투하여 고분자/충전제 간에 나노크
기의 고분자 층이 더욱 잘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10 그러나 아직까지 S-SBR/실리카 고무에서 아직까지
는 실리카의 보강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야 될 사항이다.

Ⅳ. 화학적 말단 변성 용액중합-SBR
타이어 트레드 고무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균형적으
로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고분자 말단에 화학적 관능기로 말단
변성된 용액 S-SBR을 활용하는 방법이 근래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Nippon Zeon사에서 카본블랙 충전고무에서 S-SBR 고분
자 말단에 EAB[4,4'-bis-(diethyl amino) benzophenone]으로 변
성시킨 화학적 말단 변성 고무를 배합함으로서 회전 저항성,

젖은 노면 마찰성 및 내마모성이 크게 상승된 효과를 보인
결과를 발표한 이후3 지금도 고성능 승용차용 타이어 트레드
고무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으며, 근래에는 실리카 충전고무에
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적 변성 고무가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다. 화학적 변성 고무는 음이온 리빙 중합에 의하여
합성되는 높은 비닐 함량-BR과 용액중합-SBR 모두에게 적용
될 수 있다.
EAB-말단 변성 S-SBR/카본블랙 트레드 고무는 기존의 미
변성 고무에 비하여 젖은 노면 마찰성면에서는 큰 변화 없이
반발 탄성(즉 회전 저항성)이 향상되는 이상적인 성능을 보였
다. 화학적 말단 변성 고무는 고분자/충전제 간의 화학적 변성
고무가 나타내는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3
(1) 낮은 변형율에서 동력학적 전단탄성율 G'의 급격한 감소
(2) 높은 반발 탄성(rebound resilience)
(3) 낮은 열발생량(heat build-up)
(4) 높은 전기저항성(electrical volume resistivity)
(5) 100% 또는 그 이상의 신율에서의 높은 탄성율(modulus)
(6) 높은 컴파운드 점도
(7) 충전제에 부착된 고무량(bound rubber) 증가
위와 같은 결과는 고무/충전제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시킨
효과와 충전제의 분산성이 증대된 효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
에도 가교 반응된 탄성체에서 고분자 말단이 충전제 표면에
반응하여 부착됨으로서 Figure 1의 (3) 구조와 같은 자유 말단
사슬이 없는 완전한 망상구조(perfect network)가 형성되는데
도 기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다른 고성능 탄성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A. Shioka 등3이 카본블랙 충전고무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말단 변성 관능기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른 실리카 충전
시스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카본블랙에 작동하는 관능기는
종류에 따라 성능 증진 효과면에서 차이가 많았다. 즉, 방향족
3차 아민인 aminobenzophenone이나 lactam 등은 큰 효과가 있
었으나 방향족 2차 아민이나 지방족 아민은 변성 효과를 보이
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카본블랙의 표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관능기들(phenol, carbonyl, quinine, lactone, ketone,
lactol, pyrone 등)과 고무 혼련과 가류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관능기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상용화되고 있는 EAB와 카본블랙 표면과의 반응은 Figure 6
와 같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적 실험을 통하여 변성된 고무가 카본블랙에 흡착되고
충전제간의 인력을 감소시켜 이차적인 입자 형성을 억제하고
분산성이 증진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Figur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1~10% 내외의 신율 진폭에서 반발 탄성율, G'와 손실
탄성율, G''를 도시한 결과 미변성 카본블랙 고무에서는 신율
1%이내에서는 매우 높다가 신율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G'값
이 크게 감소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동을 보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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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lection of Chain-end Modifier for Carbon Black Filled Rubber3
Modifier(Aminobenzophe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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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e of the interaction between carbon black and
3
aromatic amine.

나 아민-변성고무의 경우에는 동적 변형 크기에 따른 G'의 변
동 폭이 적고 초기부터 낮은 G', G'' 값을 가졌다. 이는 Payne
효과23로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낮은 동적 변형에서 G' 값이 올라
가는 현상이 카본블랙-카본블랙 입자간의 일시적인 이차적
구조 형성이나 네트워크 형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로 부터 변성고무/카본 블랙 고무에서는 카본블랙 입자가
고무 배합과정에서 응집되는 현상이 적고 분산이 잘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화학적 말단 변성 S-SBR에서 분자량 200,000
g/mol 정도의 단 하나의 말단 관능기가 존재하여도 타이어
4
트레드 고무의 성능에 큰 향상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방향족
아민-말단변성 S-SBR/카본블랙 고무는 Figure 8에서와 같이

Figure 7. Change of G' and G" as a function of dynamic strain
amplitude of carbon black/S-SBR rubber; A: unmodified S-SBR
rubber, B: aromatic amine chain-end modified S-SBR rubber.3

미변성 S-SBR에 비하여 종합적인 고무 특성면에서 우수한 성
능을 보이고 있다.3
또한 다른 변성 방법으로서 용액중합-SBR의 리빙 연쇄 말
단을 Sn이나 Si 화합물로 coupling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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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BR를 오래 저장할 때 나타나는 cold flow 현상을 완화시키
면서 가공성 향상과 변성 효과를 일부 부여하는 기능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Figure 9에 보인 바와 같이 단순히
SnCl4로 말단 사슬을 커플링시킨 Tin-coupled S-SBR은 반발
탄성면에서 말단 화학 변성 방법보다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화학적 변성 S-SBR에서는 두가
지 방법을 병용하고 있다.
최근 흥미로운 연구로서 현재 상업화된 방향족 아민 변성
SBR(NS-116's)이 고분자 사슬의 한쪽 말단에만 변성된 것인데
반해 고분자 양말단에 다른 종류의 말단 변성 관능기를 도입
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25 Figure 10에서와 같이 방향족 아민
계 기능성 개시제를 사용하여 SBR을 중합하고 말단에 다양한
변성제(silyl alkoxy, alkyl tin, benzophenone 등)로 end-capping
반응을 시키는 합성법으로서 충전제 종류의 변화에 따라 대응
하기 용이하고 다양한 성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양말단 변성 SBR은 한쪽만 변성할 때 보다 우수한 동적
특성을 보여 높은 tanδ @0 ℃과 더욱 낮은 tanδ @60 ℃를
가져 우수한 회전 저항성을 나타내었으며 내마모성도 향상되
었다. 이외에도 많은 말단 변성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근래까지 연구 발표되어진 말단변성 화합물들을 Figure 11~
Figure 13에 보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화학적 말단 변성 S-SBR
의 종류와 화학적 변성 방식을 개략적으로 Table 6에 나타내었
다. 음이온 리빙 중합에서 화학적 말단 변성 공정은 중합 방법

Figure 8. Comparison of rubber performances for aromatic amine3
modified and unmodified S-SBR 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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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ynthetic scheme for α-Amino-ω-functional SBR.25

Table 6. Typical World-wide Production of Chemically Modified SBRs
Method

Company

Country

Production
(Kton)

Continuous

Batch

Lanxess

France, U.S.A.

115

○

○

Asahi

Japan

100

○

JSR

Japan

75

○

Dow Chemical

Germany

60

-

KKPC

Korea

30

Nippon Zeon

Japan

30

Coupling

Modified

Si

- COOH Backbone Modified

○

Si

Glycidylamino Alkoxysilane

○

Sn, Si

Amino + Alkoxylsilyl

○

Sn, Si

Thio계

○

○

Sn, Polysiloxane

Amine

-

○

Sn, Si

Aminobenzophenone Hydrox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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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속식 공정일 때 보다 배취식 공정에서 유리할 것이며,
대부분 Asahi, JSR, Nippon Zeon사 등 일본에서 많이 생산되어
시판되고 있다. Laxess사, Michelin, ASRC, Firestone, Goodyear
등 대부분의 북미나 유럽에서는 연속식 공정을 택하고 있으나
일부 생산업체에서는 변성 제품을 선보이며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나 근래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타이어 트
레드 고무의 개발이 필수적인 개발 요구이므로 각 회사가 고
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본블랙/E-SBR 고무에
서는 Nippon Zeon사의 유명한 히트상품인 tin-coupled 아민 변
성 고무(NS 116)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화학적 변성 S-SBR은 실리카 충전고무 용으로 개발
되고 있다. 상용화된 화학적 변성 S-SBR에는 -COOH(backbone modified), glycidyl amino, alkoxysilyl, thiol, amine, hydroxy
및 aminobenzophenone 등으로 변성된 제품이 상업화 되고 있
다. 대부분의 경우 화학적 말단 변성과 함께 Si-coupling 또는
Sn-coupling을 동시에 수행하여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
야는 각 합성고무 제조사의 기밀 사항으로서 수요자인 타이어
회사에도 변성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많은 경우 합성고무사와 타이어 회사간에 공동연구로
개발하고 독점 공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서도 금호석유화학에서 근래 주요 S-SBR의 개발이 일부 이루
어지고 있으며, polysiloxane coupling 방법 등을 이용하는 독자
기술29,35,37을 보유하여 화학적 변성 S-SBR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학적 변성 용액중합-SBR 또는 BR 개발을 위하
여 일부 문헌과 특허에 공개된 기능성 개시제와 말단 변성제
의 예를 Figure 11, Figure 12 및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음이
온 부타디엔 중합이나 스티렌-부타디엔 중합 반응에서 기능
성 개시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말단 변성제를 사용하여 변성하
는 방법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아민계 변성제(Figure 11)와
silane/siloxane계 변성제(Figure 12) 그리고 기타 에폭시계 변성
제(Figure 13) 등이 많이 연구되어 공개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실리카 고무의 성능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실리
카 표면에 존재하는 silanol기에 흡착이 잘 되는 amine과 alkoxy
silane계열 변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실리카 표면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현재 전 인
류가 바라고 있는 고성능 환경 친화형 타이어 트레드 고무의
개발이 더욱 빨리 이루어 지리라 본다.

Ⅳ. 결

론

고성능 에너지 절약형 타이어 트레드 고무의 요구사항인
낮은 회전 저항성과 젖은 노면에서의 미끄럼성 및 내마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수 기능화한 SBR과 커플링제를
활용한 충전제/고무 간의 상호 인력 증진 기술이 사용되고 있
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 실리카
트레드 고무에서는 높은 비닐 함량의 화학적 변성 S-SBR을

alkoxysilyl과 sulfide 또는 thiocarbonyl기 구조를 가지는 커플링
제와 함께 고분산성 실리카에 배합하는 기술이 중요하게 쓰인
다. 여기서 음이온 리빙 용액중합에 의하여 합성되는 S-SBR의
고분자 연쇄 말단을 실리카 표면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
한 관능기로 변성한 화학적 변성 SBR 합성 기술은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다. 효과적인 말단 관능기로는 amino-, alkoxysilyl-, epoxy-, thiol, hydroxyl 등이 연구되고 있고 일부는 상업
화되고 있다. 현재 많은 타이어 회사와 합성 고무 생산 회사가
이 분야의 고유기술을 확보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동적 기계적 실험이 위와 같은 일련의 성능인자를
만족하기 위해 고무와 충전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유추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다.
위와 같은 고성능 고무의 합성 제조 기술은 자동차 타이어
물질 이외에도 다른 내마모성과 강도를 요구하는 고무제품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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