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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각종 산업제품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

무재료는 사용  온도변화에 의해 체  는 길이

변화를 수반할 수 있어 결과 으로 고무제품의 성능

이나 효율이 향을 받게 된다. 특히 고온에서 고무

제품의 치수변화를 제한하거나 일정치수를 강제할 

경우 열수축이나 열팽창에 의해 응력이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열응력의 측정은 고무

제품의 정 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요한 수단을 제

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무소재의 열응력 측정을 

한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하 고 이와 련 새로운 

시험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고무시편에 일정 변형

의 인장을  상태에서 가열하면 열응력이 발생한다. 
이 때의 열응력은 고무분자 사슬들의 운동성에 기인

하며 배향된 고무분자 사슬들이 열역학 으로 랜덤 

사슬형태로 돌아가려는 엔트로피  힘이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그 수축력은 증가하게 된다. 한 

고무분자 사슬의 사  변형이 증가하면 그 열응력은 

증가한다. 이때 열응력은 측정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

치에 도달한 후 완화되며 그 완화속도는 설정온도

에 의해 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고무시편의 열응력 측정결과를 소개하고, 고무분자 

사슬의 엔트로피 변화와 탄성  흐름, 그리고 가열

에 따른 고무 시편의 팽창 는 수축이 열응력에 미

치는 향 등을 논의하 다. 특히 천연고무와 SBR 
고무시편의 열응력 차이를 분자사슬의 운동과 연

하여 검토하 고, 가교 도와 가교시스템이 각각 다

른 고무시편에 해 열응력 발생과에 따른 상 계

를 고찰하 다. 한 시편의 형태와 두께가 열응력 

발생에 미치는 향도 검토하 다. 충  배합고무의 

경우 열응력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 고무분자 사슬

의 운동성과 가교 도 외에 고무재료와 충 제 사이

의 물리․화학  상호작용도 매우 요한 요소가 된

다. 배합고무에서 충 제의 향을 검토하기 해 실

리카와 카본블랙을 선택하 고 배합고무의 열응력을 

각각 측정하여 이들의 보강효과가 열응력에 미치는 

향에 해 논하 다. 

1. 서  론

  고무소재는 독특한 특성인 탄성거동으로 인하

여 자동차 부품, 우주산업, 의료용품 그리고 자

부품 등에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

무제품은 사용  온도변화나 화학 , 기계 인 

향에 의해 체  는 길이변화가 수반되어 성능

이나 효율이 하될 수 있다.1 이러한 성능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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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온도에서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 온도 변화

는 반복하 에 의한 내부 소산 는 외부환경에 

의해 래된다. 만일 온도변화 시 고무 시편의 변

형이나 치수변화를 제한할 경우 열수축이나 열팽

창으로 인해 내부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고무제

품의 수치안정성과 열응력은 고무재료의 이 같은 

열  거동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으며, 이에 

한 연구는 자부품의 연고무나 이  린

터용 고무롤러, 방진고무, 씰링고무, 자동차용 고

무호스 등의 정 성과 성능 향상 그리고 제품의 

최  디자인을 해 매우 요하다. 
  가교고무는 가역 인 높은 신장률과 비교  낮

은 탄성계수를 보이는데 이는 길고 유연한 고무분

자 사슬의 엔트로피  거동에 기인하며, 우수한 

변형에 지 장능력으로 이어지는 요한 물성

이다.2 고무 탄성체가 외부 힘을 받아 변형한 후 

그 힘을 제거하면 신속하게 원상으로 복귀하는 

상은 분자사슬이 랜덤 코일, 즉 낮은 열역학  에

지 상태로 복귀하려는 엔트로피  힘에 의한 것

이며, 가교공정은 고무사슬의 분자운동을 제한하

는 형태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물리  성질의 결

정에 요한 역할을 한다. 고분자 사슬에 외부응

력이 가해지면 망상사슬은 응력방향으로 늘어나

면서 배향하게 된다. 그 결과 망상사슬의 엔트로

피는 하게 감소하게 되고 여기에 열을 가하면 

사슬분자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무질서

한 사슬형태로 다시 복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러한 열역학  엔트로피 변화로 고무시편의 길

이는 수축 는 팽창하게 된다. 연신 시편의 엔트

로피  탄성거동은 온도 상승 시 열수축 상에 

결정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변형을 제한할 경

우 열응력이 발생하게 된다.3,4

  부분 고무제품은 여러 가지 배합제와 함께 혼

합된 배합고무로부터 제조된다. 천연 는 합성 

고무를 먼  혼합하고, 여기에 첨가하는 배합제로 

카본블랙 는 실리카 등의 충 제와 가황 진

제, 가황 활성제, 그리고 노화 방지제 등 다양한 

화학약품들을 첨가하여 배합한다. 이러한 배합 첨

가제들 , 충 제인 카본블랙과 실리카는 물성 

보강효과와 원가 감을 해 매우 요하다. 충
제의 보강효과는 주로 배합고무의 인장강도와 내

마모성, 경도와 모듈러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5,6 카본블랙으로 충 된 고무재료의 물

성은 카본블랙의 특징이나 함유량에 의존한다. 그
리고 카본블랙의 특징은 입자 사이즈, 즉 비표면

이나 입자구조라 불리는 카본블랙 단 의 기하

학  배치에 의해 결정된다.7 실리카의 경우 분산

력을 높이기 하여 실란 커 링제를 사용하기도 

하며 이는 고무와 충 제 사이의 상호작용을 향상

시키고 고무 가황물의 분자사슬의 운동성에도 

향을 미친다.8 이들 충 제들은 배합과정에서 고

무재료 내 공소(cavity or voids)를 생성시킬 수 있

으며
9 시편이 가열될 경우 열팽창을 래하여 치

수변화 는 내부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무소재의 열응력 측정을 한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하 으며, 이를 측정하기 

한 새로운 시험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여기에

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고무시편의 열응력 측정결

과를 소개하고, 고무분자 사슬의 엔트로피 변화와 

탄성  흐름, 그리고 가열에 따른 시편의 팽창 

는 수축이 열응력에 미치는 향 등을 논하

다. 천연고무와 SBR 고무에서 나타나는 열응력 

차이를 분자사슬의 운동성과 연 하여 검토하

고, 가교 도와 가교시스템이 다른 고무시편을 이

용하여 열응력 발생과의 상 계에 해 고찰하

다. 한 시편의 형태와 두께가 열응력 발생에 

미치는 향도 검토하 다. 충  배합고무의 경우 

고무재료와 충 제 사이의 물리․화학  상호작용

으로 고무분자 사슬의 운동성을 크게 제한하기 때

문에 카본블랙과 실리카 충 제의 보강이 고무소

재의 열응력 발생에 미치는 향 한 분석하 다.

2. 실  험

2.1 시편 준비

  본 실험에서는 천연고무(NR, STR-CV60 AJ2)
와 합성고무인 SBR(SBR 1500H, LG Co. Ltd.)을 

사용하 으며, 충 제로는 카본블랙(N330)과 실

리카(Ultrasil 7000GR)를 사용하 다. NR은 A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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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st specimens for measuring thermal stress upon heating: (a) cylinder and (b) 

sheet-types for shrinkage measurements, and (c) cylinder-type for expansion measurement. 

Table 1. Formulations of NR and SBR Compounds

Materials   Coposition(phr)a

Rubber 100(NRb) 100(SBRc)

Stearic Acidd 0.50 1.50

ZnO 6.00 3.00

TBBSc 0.70 1.00

Sulfur 3.50 1.50

Carbon Blackf 0/30/50 0/30/50

Silicag 0/30/50 0/30/50

TESPTh 0/2.4/4.0 0/2.4/4.0

a Part per hundred parts of rubber, by weight
b STR CV60
c SBR 1500H (LG Co. Ltd.)
d Stearic acid
e N-tert-butyl-2-benzothiazoic sulfenamide
f N330
g Ultrasil 7000GR (Daegussa)
h Bis(triethoxysilylpropyl)tetrasulphide

D3184 그리고 SBR은 ASTM D3186에 맞추어 배

합하 으며 배합물의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

다. 가교시간은 Oscillatory Disk Rheometer(Benz, 
Model #674)를 이용하여 가교온도 160 ℃에서 결

정하 으며, 스(Dake, model #44-251)를 이용

하여 가황 하 다. 비된 시편은 열수축 실험에 

사용되는 덤벨 형태와 열 팽창 실험에 사용되는 

실린더 형태 시편들이 있으며, 이들 시편의 형태

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열수축 실험에 사용된 

시편의 측정길이는 100 mm 고, 열팽창 실험에 

사용된 길이는 15 mm 다.

2.2 열응력 측정

  본 연구에서는 고무재료의 열  거동을 해석하

는데 지 까지 의존해 온 단순 치수변화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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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schematic diagram and the test machine for measuring thermal stress of rubbery 

materials upon heating: ①chamber, ②clamps, ③load cell, ④rod, ⑤LVDT, ⑥screw, ⑦crosshead 

and ⑧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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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thermal stress(σ) measurement at a given strain(ε) upon heating.

한 안으로 열응력 측정의 새로운 시험방법을 

개발하 으며 이 측정을 해 설계, 제작한 열응

력 측정장치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10,11 한 배

합고무의 열응력 측정시험 원리와 그 과정을 

Figure 3에 도식하 다. 먼  상온에서 고무시편을 

상하 클램 로 고정시키고 하측 클램 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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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process of thermal-stress measurement upon heating.

크로스 헤드를 이동시켜 사  설정된 지 까지 

비변형을 한다. 이때 비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과 응력이완 과정을 로드 셀을 이용하여 측정

한다. 응력이 평형에 도달하 을 때의 응력과 시

간을 으로 재설정한다. 이 때 순간가열을 통

해 설정온도까지 실험온도를 상승시키고 고무시

편에서 발생하는 응력변화를 시간에 따라 추 한

다. 인장 변형된 시편에 온도를 올리면 열수축이 

발생하며 이는 고무사슬들의 운동성으로부터 기

인한다. 이 열응력은 계속 증가하여 최 치에 도

달한 후 시간에 따라 완화되고 그 완화속도는 분

기 온도에 향을 받는다. 온도 변화에 따라 고

무시편에 발생하는 수축력은 로드 셀이 당겨지는 

힘으로 양의 값으로 표 되며 시편이 늘어나는 팽

창력은 음의 값으로 표 된다. 여기서는 비교를 

해 온도변화에 따른 고무시편의 길이변화도 동

시에 측정하 다. 하측 클램 를 가는 막 로 교

체한 후 무게 추와 결합하여 막  간에 연결된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이

용하여 시편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 다. 온도 변

화에 따라 LVDT의 상향이동 거리는 열수축과 비

례하고 하향이동은 열팽창과 비례한다. 일정 비

응력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시편의 길이변화를 다

음 식에 의해 결정하 다.

  
100

)(
(%) ×

−
=⋅

i

if

l
ll

ChangelDimensiona (1)

식 (1)에서 li는 기 시험편의 길이이며 lf는 열 변

화에 의해 수축(팽창)된 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고무분자 사슬

의 엔트로피 변화와 탄성 흐름, 그리고 열팽창 

등이 열응력 발생 는 완화에 미치는 향을 체

계 으로 해석하 다. 그리고 여기서 개발된 새로

운 시험방법을 표 화하 다. 표 화된 고무소재

의 열응력 측정 흐름도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고무시편의 길이변화에 대한 온도의 영향

  Figure 5에 충 제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 가황

천연고무에 해 수치변화에 한 온도의 향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가해진 

비응력은 0.49 MPa이 으며 이는 비변형 0.4
에 해당하는 값이다. 고무사슬에 일정한 비 인

장응력이 가해지면 고무사슬이 늘어나게 된다. 인
장된 사슬들은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엔트

로피 힘에 의해 온도가 증가하면 수축하게 된다. 
인장방향으로 배열된 고무사슬들은 낮은 엔트로

피 상태이며, 열역학 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여
기에 열이 가해지면 분자의 운동성이 증가하게 되

고 높은 엔트로피 상태 즉, 열역학 으로 안정한 

상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특성 때문에 열수축이 일

어난다. Figure 5에서 보는 것처럼 고무시편은 높

은 온도에서 처음에 엔트로피의 향으로 수축하

나 그 이후에는 사슬의 열팽창과 탄성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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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이완하게 된다. 표 화된 시험방법에서 이러

한 길이변화는 LVDT에 의해 측정된다. 고무시편

의 수치변화 정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 pre-stress 0.49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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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mensional changes of unfilled NR 

specimens with a pre-stress of 0.49 MPa as a 

function of time at various temperatures (ℓe : 

dimensional change with expansion, ℓs : di-

mensional change with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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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imensional changes of unfilled NR 

specimens as a function of time at 100℃ and 

various pre-stresses (ℓe : dimensional change 

with expansion, ℓs : dimensional change with 

shrinkage).

으며, 그 변화속도는 온도의 향을 받았다. 
  Figure 6에 천연고무 시편의 수치변화에 미치는 

비응력의 향을 나타내었다. 비응력이 증가

함에 따라 시편의 수치변화 정도는 증가하 다. 
열수축 정도는 사슬 배향(orientation)에 향을 주

는 비응력에 의존한다. 사슬은 높은 비응력에

서 더 많이 늘어나고 배향된다. 배향이 클수록 온

도변화에 의한 고무사슬의 수치변화 정도는 커지

게 된다.12

3.2 미충전고무시편의 열응력

  비 인장된 고무시편을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

록 일정길이로 제한한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면 열

수축력이 발생하며, 이 수축력은 열에 의한 고무

사슬들의 운동성에 기인한다. 본 실험에서는 열수

축력 는 열팽창력 측정 시, 비 인장된 시편의 

길이를 고정하고 온도를 변화시켜 그때 발생하는 

응력을 시간의 함수로 해석하 다. Figure 7에 천

연고무의 열수축력과 응력완화에 미치는 온도의 

향을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짧은 시간 내에 수축력이 발생하 고 계속 증가하

여 최 치에 도달하 다. 이 같은 수축력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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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rmal stress of unfilled NR speci-

mens with pre-strain of 0.4 as a function of 

time at various temperatures (σe : thermal 

stress with expansion, σs : thermal stress with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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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고무사슬의 엔트로피  변화에 의해 발생

하는 힘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하는 수축력도 

증가하게 된다.13 열수축력이 최 치에 도달한 후 

수축력은 시간에 따라 완화되며 그 완화 속도는 

설정온도에 향을 받는다. 즉, 높은 온도에서 더 

빠른 응력완화 속도를 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응력 감소는 보통 탄성  응력완화와 열팽창에 

기인한다. 탄성  응력완화는 가교 는 사슬

단보다는 얽 있는 사슬들의 풀림이나 미끄러짐

에 의해 발생한다. 즉, 고무시편에 가해진 외부 힘

이 제거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원상으로 복

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높은 온도

에서 응력 감소는 사슬 단에 의해 일어날 수 있

다고 보고된 바 있다.14 그리고 고무재료의 열팽창

은 주로 배합과정에서 생성된 공소들의 팽창에 의

해 발생된다. Figure 8에 천연고무의 열수축력 발

생에 미치는 비변형의 향을 나타내었다. 이때 

발생하는 열응력은 그 온도에서 고무사슬 분 들

의 운동성을 반 하며, 열응력의 주요인자는 열수

축이다. 사슬배향과 엔트로피 향 때문에 비변

형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에 발생하는 수축력이 증

가함을 보이고 있다.
  미 충 된 NR에 해 다양한 온도에서 발생하

는 열팽창력 결과를 시간의 함수로 Figure 9에 나

타내었다. 이 실험은 비 압축변형 -0.13 에서 측

정되었다. 본 실험에서 비변형이 양의 값인 경

우는 인장변형을 의미하고 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압축변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로드 셀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수축의 경우와는 반 이기 때문에 열 

팽창력이 클수록 로드 셀이 음의 값을 갖게 되며, 
값이 클수록 열팽창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Figure 9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할수

록 고무시편에 발생되는 열 팽창력과 팽창속도가 

증가한다. 고무시편이 가열되었을 때 곧바로 열팽

창력이 발생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일정시간 이후

에 응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엔트로피  거동과 열팽창에 

의해 팽창력이 증가하며, 일정시간 이후에는 사슬

의 탄성  흐름에 의한 응력완화에 의해 감소함

@ 1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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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rmal stress of unfilled NR speci-

mens as a function of time at 100℃ and 

various pre-strains (σe : thermal stress with 

expansion, σs : thermal stress with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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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rmal stress of unfilled NR speci-

mens with pre-strain of -0.3 as a function of 

time at various temperatures (σe : thermal 

stress with expansion, σs : thermal stress with 

shrinkage).

을 의미한다. 낮은 온도에서는 열 팽창력이 느리

게 발생하고 측정시간 범  내에서 응력완화 상

이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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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무시편의 길이변화와 열응력과의 상관

관계10

  충 제를 포함하지 않은 NR시편에 해 열응력

과 수치변화를 시간의 함수로 비교하여 Figure 10
에 나타내었다. 고무시편의 수치변화는 열응력에 

반비례하 다. 비응력(pre-stress)은 그 비응력

에 의해 변화된 시편 길이를 측정하여 비변형

@ T=100oC, pre-stress 0.49MPa (i.e. pre-strain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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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arison of thermal stress with 

dimensional change plotted against time for an 

unfilled NR specimen with a pre-strain of 0.4 

at 100 ℃.

T=100oC, pre-stress 0.49MPa (i.e. pre-strain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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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lationship between dimensional 

change and thermal stress for an unfilled NR 

specimen with a pre-strain of 0.4 at 100 ℃.

(pre-strain)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반 로 비변

형 한 비응력으로 변환될 수 있다. 를 들어, 
2.0 phr의 황을 함유한 NR 시편의 경우 비변형 

0.4는 비응력 0.49 MPa로 변환될 수 있다. 미 충

 NR시편에 한 응력변화와 길이변화의 상

계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열수축과 열팽창의 

경우 히스테리시스 (hysteresis) 상을 보 으며 이

는 탄성  흐름이나 사슬의 creep 상 등에 기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무제품의 열 변화에 의

한 수치변화 는 수치안정성은 엔트로피  열수

축과 시편의 열 팽창에 의해 결정된다. 한 낮은 

온도에서는 고무사슬의 낮은 운동성으로 인해 수

축력이 감소하며, 수치변화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4 천연고무와 SBR 고무의 열응력 비교11

  일정 비변형에서 SBR 시편에 해 다양한 온

도에서의 열응력 변화를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한 NR과 SBR 시편의 최  열응력 값에 미치는 

온도의 향을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최  열응

력이란 온도변화에 의한 고무시편의 수축이 가장 

높았을 때 발생하는 응력을 의미하며, 열응력 그

림의 최 값으로부터 구하 다. NR 시편의 최  

Figure 12. Thermal stress of SBR specimens 

with a pre-strain of 0.2 as a function of time 

at various temperatures (σe : thermal stress with 

expansion, σs : thermal stress with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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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Peak thermal stresses of NR and 

SBR specimen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t 

a pre-strain of 0.2.

열응력 값이 SBR 시편보다 높았다. 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무사슬의 운동성이 증가하여 최

 열응력 값이 증가하 다. 엔트로피  거동에 

의해 최  수축력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

지만, 상 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고무 사슬의 

약한 운동성으로 인하여 낮은 수축력을 나타낸다. 
NR 시편이 SBR 시편보다 높은 최  열응력을 보

인 이유는 온도 상승에 따라 NR 분자사슬들의 복

원력 는 탄성력이 SBR 분자사슬보다 크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NR은 cis-1,4-polyisoprene 구조의 

긴 사슬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입체 규칙성으로 

인해 인장변형 시 결정화 될 수 있으며, 결과 으

로 높은 인장강도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styrene
과 butadiene으로 구성된 SBR은 불규칙 인 미세

구조와 사슬에 phenyl이나 vinyl그룹이 존재하여 

결정화가 불가능하고 충 되지 않은 경우 낮은 인

장강도를 나타내며,15 온도증가에 의한 분자사슬

의 운동성이 상 으로 낮다. 한 SBR 경우 

styrene의 향으로 styrene 유리 이온도 (Tg = 
100℃) 근처에서 비선형  수축거동이 발생할 수 

있다. Figure 12에서 보이는 100 ℃와 140 ℃의 

기 열응력에서 약간의 비 이상거동은 styrene 분자

사슬의 유리 이온도 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Figure 14. Thermal stress of SBR specimens as 

a function of time at 100 ℃ and various pre- 

strains (σe : thermal stress with expansion, σs : 

thermal stress with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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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Peak thermal stresses for NR and 

SBR specimens as a function of pre-strains at 

100 ℃.

  일정온도에서 SBR 시편의 열응력 발생에 미치

는 비변형의 향을 Figure 14에 나타내었으며, 
NR과 SBR 시편에 발생된 최  열응력 값에 미치

는 비변형의 향을 Figure 15에 나타내었다. 최
 열응력은 엔트로피  특성으로 인해 비변형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비변형이 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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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train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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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Peak thermal stresses for NR and 

SBR specimen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s 

at a pre-strain of -0.13.

면 고무분자 사슬이 배향되며 비변형이 높은 고

무시편에서 더 높은 열응력이 발생하 다. 비변

형이 0.1일 때 천연고무와 SBR에 발생된 열응력은 

비슷하 으나 높은 비변형에서는 천연고무 시편

이 SBR 시편보다 더 높은 열응력을 나타내었다.
  Figure 16은 비 압축변형이 가해진 천연고무

와 SBR 시편의 최  열팽창력을 보여주고 있다. 
음의 값을 갖는 비변형은 압축변형을 의미하며 

이 때의 열응력은 열 팽창력을 나타낸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팽창력이 증가하 다. 열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이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이유 역시 

엔트로피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고온에서는 사

슬의 높은 운동성으로 인해 비교  큰 열팽창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 NR의 최  열 팽창력 값은 

SBR의 최  열팽창력 값보다 큰 값을 보 다. 

3.5 열응력에 미치는 가교밀도의 영향11

  Figure 17에 천연고무 시편의 열응력에 미치는 

가교 도의 향을 나타내었다. 가교 도가 다른 

천연고무 시편은 1.5, 2.0, 3.0으로 황 함량을 달리 

하여 비하 으며, 시편의 가교 도는 팽윤실험

을 통한 Flory-Rehner16 식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최  열응력은 가교 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Figure 17. Peak thermal stresses of NR speci-

mens as a function of crosslink density at 100

℃ and a pre-strain of 0.4.

다. 가교는 고무사슬을 서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며 탄성률(elastic modulus)을 증가시킨다. 미 가

교된 시편의 경우 시편이 쉽게 변형되고 고분자 

사슬들이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 그러나 가교된 

고무 시편의 경우 외부 힘에 의해 변형되면 입력

된 에 지는 고무사슬에 탄성 으로 장되고 가

열 시 열응력의 주 원인이 된다. 고무시편의 가교

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변형 시 성 흐름은 

감소하고 엔트로피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탄

성률은 증가하게 되며,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열응력은 증가하게 된다. 고무시편의 기계  성질 

한 가교 도의 향을 크게 받는다.17

3.6 열응력 측정에 미치는 시편형태의 영향

  시편 형태가 열응력 발생에 미치는 향을 검토

하기 해 시트형 시편을 사용하여 열응력을 측정

하 고 실린더형 시편의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Figure 1에 나타낸 것처럼, 실린더 형 시편은 측정

부 의 지름이 10 mm인 원통형이고, 시트형 시편

은 두께가 2 mm 그리고 비가 4 mm인 직사각형 

모양이다. 이들 두 형태의 시편을 사용하여 NR 시
편에 해 측정한 열응력 실험결과를 Figure 18에 

나타내었다. 두 시편 모두 비슷한 열 거동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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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hermal stress of NR specimens 

with a pre-strain of 0.4 at various tempera-

tures for different types of specimen: (left) 

cylinder-type and (right) sheet-type.

내었다. 그러나 시트형태의 시편에서 더 높은 최

 열응력이 찰되었으며, 최  열응력에 도달하

는 시간이 더 빨랐다. 이는 시편 두께에 따른 열 

달 속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트

형 시편의 경우 실린더형 시편에 비해 두께가 얇

아 열 달 시간이 훨씬 빠를 수 있다. 열응력 측

정 시, 상온에서 고무시편에 비 인장변형을 주

고, 인장력이 평형에 도달하 을 때 응력과 시간

을 으로 설정한다. 그 후 온도를 신속하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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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hermal stress of NR specimens at 

100 ℃ with various pre-strains for different 

types of specimen: (left) cylinder-type and 

(right) sheet-type.

승시켜 시편에서 발생하는 열응력을 시간의 함수

로 측정한다. 따라서 시편의 두께가 얇으면 온도

달이 빠르고 고무분자의 운동성이 격히 증가

하여 더 높은 수축력이 발생될 수 있다. Figure 19
에는 두 형태의 시편에 해 동일 온도에서 비

변형을 다르게 하여 NR 시편에 발생하는 열응력

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앞의 시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시트형 시편에서 더 높은 열응력을 

찰할 수 있었으며, 더 빠른 시간에 최  열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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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러나 응력완화 속도는 실린더 형태의 

시편이 더 빨랐으며 높은 팽창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시편두께의 향으로 해석되며, 두꺼운 시편

의 경우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3.7 충전제가 고무시편의 열응력에 미치는 

영향18

  충  고무의 엔트로피  열응력에 향을  수 

있는 인자는 고무사슬과 충 제 사이의 물리  화

학  상호작용, 고무사슬의 운동성 그리고 가교  

@ 100oC, pre-strai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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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Peak thermal stress of NR and SBR 

specimens at 100℃ and a pre-strain of 0.2: 

(left) carbon black-filled and (right) silica- 

filled specimens.

사이의 분자량 등이 있을 수 있다. Figure 20의 왼

쪽 그래 는 비변형 0.2와 100 ℃에서 카본블랙

이 첨가된 NR과 SBR의 최  열수축력 값을 나타

낸 그래 이다. NR의 경우 카본블랙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최  열수축력이 감소하 으나, SBR의 

경우 30 phr 카본블랙 함량에서 미 충  고무보다 

상 으로 높은 열수축을 나타내었다. 카본블랙

을 고무와 혼합하면 충 제 입자들이 고무사슬 사

이에 분산되어 결합되게 된다. 이 같은 고무사슬

과 충 제 사이의 상호작용은 약한 van der Waals
힘으로부터 강한 공유결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

지 물리  는 화학  결합이 존재한다.19 이들 

상호작용과 결합들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

지만, NR의 경우 충 제의 보강효과가 고무사슬

의 운동성을 방해함으로써 카본블랙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최  열수축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

다. 그러나 미 충 상태에서 기계  물성이 낮은 

SBR의 경우 충 제의 보강효과에 의해 물성의 향

상과 더불어 사슬의 엔트로피  탄성도 증가되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충 제 함량이 50 phr
일 경우 최  열수축력이 거의 보이지 않은 것은 

고무사슬의 운동성이 충 제에 의해 크게 제한되

거나 충 제의 부피효과(volume effect) 등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미 충  고무의 경우, NR의 최

 열수축력이 SBR의 최  열수축력보다 큰 값을 

보 으며, 이는 NR과 SBR의 분자구조 차이에 따

른 사슬의 운동성 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Figure 
20의 오른쪽 그래 는 비변형 0.2와 100 ℃에서 

실리카 첨가가 NR과 SBR고무의 최  열수축력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다. 카본블랙이 충 되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NR에서는 실리카의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최  열수축력이 감소하 으나, SBR
고무에서는 30 phr 실리카 함량에서 미 충  고무

보다 높은 열수축력을 보 다. 시험결과에 한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지만, 
충 제를 배합하 을 때 천연고무보다는 합성고

무인 SBR경우에 사슬의 엔트로피  거동이 증가

하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30 phr 충 제가 배합

된 SBR의 경우 카본블랙 보다 실리카가 배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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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최  수축력 값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실
리카의 경우 실란 커 링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고

무 매트릭스에서 실리카의 분산을 돕고 고무와 실

리카 입자 사이의 화학  결합을 증가시키기 해 

사용된다.15

  Figure 21의 왼쪽 그래 는 카본블랙 첨가에 따

른 NR과 SBR의 최  열팽창력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데이터는 비 압축변형 

-0.13 에서 측정된 값이다. 비변형이 양의 값인 

@ 100oC, pre-stress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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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eak expansion stress of NR and 

SBR specimens at 100 ℃ and a pre-strain of 

-0.13: (left) carbon black-filled and (right) 

silica-filled specimens.

경우는 인장변형을 의미하고 음의 값인 경우는 압

축변형을 의미한다. 로드 셀에 작용하는 힘의 방

향이 수축의 경우와는 반 이기 때문에 열 팽창력

이 클수록 로드 셀이 보다 작은 음의 값을 갖게 되

며, 그 값이 클수록 열 팽창력이 커짐을 의미

한다. 고무시편이 가열되었을 때 즉각 열팽창력이 

발생하고, 일정시간 이후 그 응력이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낸다. 비변형 -0.13과 100 ℃에서 실험

한 결과, NR에서 카본블랙 함량에 따른 팽창력의 

변화는 30 phr에서 최  열 팽창력이 미 충 된 고

무의 열팽창력에 비해 약간 감소하 으나 50 phr
에서 다시 약간 증가하 다. 30 phr 경우 충 제의 

의한 사슬 운동성이 제한되었으나 50 phr 경우 충

제 사이의 공소 생성으로 이들 공소의 팽창이 

주요 매커니즘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SBR의 경우 

카본블랙 양의 증가와 더불어 열응력, 즉 최  팽

창력의 값이 증가하 다. 이는 SBR에 카본블

랙을 배합하 을 때 SBR의 탄성  특성의 향상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리카 함량이 NR
과 SBR고무시편의 최  열팽창력에 미치는 향

을 조사하기 해 최  열팽창력을 측정하 고 그 

실험 결과를 Figure 21의 오른쪽 그림에 나타내었

다. NR과 SBR고무시편 모두 실리카 함량이 증가

할수록 열응력 값, 즉 최  열 팽창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카본블랙을 첨가했을 때와는 다른 

결과를 보 으며 이는 실리카의 분산을 돕고 고무

사슬과 실리카 사이의 화학결합을 증가시키기 

해 사용된 실란 커 링제의 향으로 단된다. 
실란 커 링제는 실리카 표면을 개질 시키고 실리

카와 고무분자 사이에 결합과 가교결합을 증가 시

킴으로써 고무사슬의 운동성을 제한시키는 등 큰 

향을 미친다.8 가교결합 한 고무분자 사슬의 

운동성을 크게 제한하고 소성변형을 억제하는 구

조  구성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무의 탄성력

을 높여 다. 따라서 가교된 고무의 높은 탄성은 

이들 가교망상의 엔트로피  변화에 의해 해석된

다.20 본 실험에서 실란 커 링제의 배합량은 실리

카 함량을 기 으로 정했으며, 실리카 양이 증가

하면 실란 양도 비례하여 증가시켰다. 실리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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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도 NR보다 SBR의 최  열팽창력이 더 

증가하 으며, 이는 합성고무의 보강효과에 기인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8 열응력 측정방법의 ISO국제규격 표준화

  본 연구를 통해 열역학  이론에 근거한 고무분

자 사슬의 입체 형태와 열  거동과의 상 계로

부터 배합고무의 열응력 발생과 완화에 미치는 온

도의 향을 체계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열응력 

측정 시험방법을 개발하 다. 개발된 열응력 측정

방법은 2007년 ISO/TC45 (Rubber and Rubber 
Products) 국제표 화 회의에서 "Test method for 
measuring thermal stress of rubbery materials upon 
heating" (ISO/TC45/SC2 N1371)의 제목으로 새로

운 국제표 안을 제안하 고, 동 회의에서는 

NWIP(New Work Item Proposal)를 제출하도록 의

결하 다. 그 후, "Rubber, vulcanized - Determination 
of thermal stress in tension upon heating" (Draft in 
N1424)의 제목으로 제안된 NW(New Work)는 

2008년 ISO/TC45/SC2 N1479(투표결과)를 통해 

NWIP 12493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2009년 제출

된 Committee Draft(CD)는 회원국의 요청사항

(ISO/TC45/SC2 N1655)을 반 하여 2010년 수정 

제출되었으며, DIS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ISO 국제규격으로 최종 등록 (FDIS)하기 해 세

계 회원국의 요구사항에 응하고 있으며, 이를 

한 추가 보완실험이 재 진행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무소재의 열응력 측정방

법은 다양한 온도범 에서 사용되는 고무제품의 

수치안정성 측과 성능향상을 해 유용한 단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비 변형된 고무시편에 

가열했을 때 고무분자 사슬은 엔트로피  거동으

로 응력이 발생하고, 그 응력은 최 치에 도달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된다. 이때 열응력과 

그 완화속도는 온도의 크기에 따라 큰 향을 받

았으며, 비변형의 증가로 분자사슬의 배향이 커

질수록 열응력은 증가하 다. 천연고무가 SBR고

무보다 높은 열응력을 보 으며, 이는 천연고무 

분자사슬의 운동성과 유연성이 SBR고무보다 높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카본블랙과 실리카가 각각 

충 된 NR의 경우 충 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  열응력이 감소하 으나, SBR의 경우는 30 
phr 함량에서 미 충  고무보다 높은 열응력을 나

타내었다. 개발된 열응력 측정방법은 2007년 ISO/ 
TC45 국제표 화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규격안으

로 제안되었다. NWIP, CD, 그리고 DIS를 거쳐 

ISO 국제규격(FDIS)으로 등록하기 해 세계 회

원국의 요구사항에 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열응력 측정 시험방법

이 최종 ISO 국제규격으로 확정 공포될 경우 련 

고무제품의 품질 향상에 정 으로 기여하는 계

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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