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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신발 밑창용 CIIR에 BR, SBR 및 NBR을 다양한 조성으로 혼합하여 블렌드물의 내마모성과 마찰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CIIR이 BR에 블렌딩됨에 따라 CIIR이 BR의 결정 형성을 방해하며, 이것이 BR/CIIR 블렌드물의

내마모성을 급격히 감소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BR/CIIR 블렌드물에서 BR의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tanδ 피크 면적이 저하하였으며, 블렌드물의 마찰계수도 유사하게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IIR에 

BR을 첨가함에 따라 블렌드물의 응력완화율 및 반발탄성이 감소하였으며, 블렌드물의 반발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ABSTRACT：Blends were prepared by mixing BR, SBR and NBR to CIIR, which is used for outsole, at various mixing
ratio, and effect of the mixing ratio on abrasion  resistance and coefficient of friction was analyzed. CIIR interferes the
crystalline formation of BR in BR/CIIR blends and this could be one of the factors that rapidly decreases abrasion resistance
of BR/CIIR blends. Tanδ peak area of CIIR/BR blends decreased as the amount of BR present in the blends increased, 
and similarly, the coefficient of friction tended to decrease. Stress relaxation rate and rebound resilience of CIIR/BR blends
decreased with increasing BR content, and it was presumed that their rebound resilience was affected by stress relax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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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사람이 걷거나 달리는 등의 운동을 하는 경우,  
먼저 발 뒷부분이 지면에 착지되고 그 다음에 발의 뒷부분이 

들려지면서 발의 앞부분으로 지면에 반발력을 부여하여 추진

력을 얻게 된다.1 발바닥 뒷부분이 지면에 착지하는 과정과 

발의 앞부분으로 추진력을 부여하는 과정에서는 신발과 지면

과의 마찰력과 신발의 반발특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신발의 마찰력이 적은 경우에는 발 뒷부분이 지면에 착

지하는 과정에서 운동자세를 제어하기 힘들어 미끄러지기 쉬

운 문제점이 야기된다. 또한 발 뒷부분이 들려지면서 추진력

을 부여하는 과정에서도 신발과 지면과의 마찰력에 의해 추진

력이 발생하며, 마찰력이 적은 경우 추진력이 낮아져 걷거나 

달리는 동작이 힘들어지게 된다.2,3 신발에서 지면과 직접 접촉

하는 부분은 밑창이며, 밑창은 지면과의 높은 마찰력과 내마

모성이 요구되고 있다.
  신발용 밑창 소재 중 추진력이나 마찰력이 중요한 경우 상

대적으로 마찰계수가 높은 클로로부틸고무(chlorobutyl rub-
ber, CIIR)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마찰력보다는 내마모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내마모 특성이 우수한 부타디엔고무(butadi-
ene rubber, BR)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간 정도의 내마

모성과 마찰계수로 충분한 경우에는 스티렌부타디엔고무

(styrene-butadiene rubber, SBR)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우수한 마찰계수와 내마모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만족하는 소재가 아직까지 개발되어있지 않고 있다. 이
와 같이 단일 고무 소재로 요구하는 물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점을 지니는 고무들을 물리적으로 혼합하

여 필요로 하는 특성을 만족하는 소재로 제조하는 블렌딩 방

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실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4～7 
김8 등은 천연고무를 플라즈마 처리한 경우 처리시간에 따라 

천연고무의 마찰계수가 현저히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최9,10 
등은 SBR의 응력풀림현상 및 회복거동에 대한 연구결과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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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ubber Composition of CIIR Blends and Their Properties

Code
Rubber composition Friction coefficient

(μ)
Abrasion resist-

ance (%)
Rebound

resilience (%)CIIR BR SBR NBR
CIIR 100 - - - 3.73 14.15 14
CIIR/BR(75/25) 75 25 - - 3.08 29.07 25
CIIR/BR(50/50) 50 50 - - 2.75 51.22 32
CIIR/BR(25/75) 25 75 - - 2.36 125.97 44
BR - 100 - - 1.35 600.72 51
CIIR/SBR(75/25) 75 - 25 - 3.17 11.18 18
CIIR/SBR(50/50) 50 - 50 - 2.82 30.89 24
CIIR/SBR(25/75) 25 - 75 - 2.61 44.87 28
SBR(100) - - 100 - 2.41 331.46 32
CIIR/NBR(75/25) 75 - - 25 3.17 25.94 16
CIIR/NBR(50/50) 50 - - 50 3.08 38.90 19
CIIR/NBR(25/75) 25 - - 75 2.75 37.81 25
NBR - - - 100 2.54 189.42 29

렌의 함량 및  보강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등산화의 밑창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CIIR을 

기재로하여 BR, SBR 및 니트릴고무(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NBR)을 부가하여 고무 블렌드물을 제조하고,  각 고무

의 조성이 블렌드물의 기계적 특성 및 점탄성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고찰하였다.11,12 본 연구에서는 CIIR 기재의 고무 

블렌드물에서 BR, SBR 및 NBR의 조성이 블렌드물의 X-ray 
회절 패턴, 크리프 특성, 응력완화, tan δ, 마찰, 내마모 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Ⅱ. 실    험

1. 실험재료

  CIIR은 엑손모빌사의 1066을, BR 및 SBR은 금호석유화학

㈜의 KOSYN 01(KBR) 및 5270을 사용하였다. NBR은 제온사

의 NIPOL N1072을 사용하였다. 가교제 및 가교촉진조제로는 

한일화학공업㈜의 공업용 황과 ZnO, dibenzothiazyl disul-
fide(DM) 등을 사용하였다. 윤활제로는 KPX Chemical의 PEG 
4000과 미창석유공업의 W-1500를 사용하였으며, 산화방지제

는 Sumitomo Chemical의 BHT를, 충전제로는 Rhodia사의 

Zeosil175G를 사용하였다. CIIR/BR 블렌드물 제조를 위한 기

본 배합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CIIR/SBR 및 CIIR/NBR 
블렌드물 제조를 위해서는 BR대신 SBR 및 NBR을 각각 사용

하였다.

2. 시편제조

  CIIR, BR, SBR, NBR 및 블렌드물은 스코치를 방지하기 위

해서 1차 혼련 및 2차 혼련하여 혼련물을 제조하였다. 1차 혼

련 공정은 고무를 500 mL 용량의 밀폐형 혼련기에 넣고, 30 
rpm의 속도에서 혼련하였으며, 초기온도 및 최종온도는 각각 

60 ℃ 및 80 ℃로 유지하였다. 2분간 전단력에 의한 고무 소련

을 수행하고, 이어서 충전제 및 표면처리제인 Zeosil 30 phr 
와 Si69 2 phr을 3분 후에 투입하고, 고무 배합약품인 가공유 

10 phr 및 산화방지제인 BHT 1phr을 6분 후에 투입하여 1차 

혼련하였다. 1차 혼련물을 40 ℃의 15 cm 개방롤에서 가교제 

및 가교보조제인 황 3 phr, DM 1 phr, TS 1.5 phr 및 ZnO 5 
phr을 5분간 균일하게 혼련하여 2차 혼련물을 제조한 후 24시
간 방치하여 숙성시켰다. 숙성된 2차 혼련물을 Rheometer 
(Monsanto ODR 2000)를 이용하여 ASTM D 208416 규격에 

준하여 155 ℃에서 최적 가황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기준

으로 가압 프레스로 155 ℃에서 소정시간 압축 성형하여 고무

가황물을 제조하였다. 각 블렌드물의 조성 및 물리적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11,12

3. 특성 측정

  시편의 반발탄성은 DIN 53512에 준하여 측정하였고 시편의 

규격은 지름 29 mm, 두께 12.5 ± 0.5 mm의 실린더 형태로 

지침 눈금이 0 위치에서 철봉 지침 100자리 위치 이동 후 4회 

낙하하여 5회부터 읽고 3회 측정한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영
구압축줄음율은 시편의 두께 12.7 ± 0.13 mm, 지름 29 m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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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주형으로 만들고 압축비율은 25%, 시험조건은 70 ℃ 에

서 22시간 공기순환오븐에 방치한 후 시편을 빨리 압축장치에

서 꺼내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하여 최종 두께를 측정하여 계

산식에 의해 구하였다.

    = 

 
×

 : 압축영구줄음률(%)
 : 시험편의 원두께(mm)
 : 압축장치에서 꺼낸 30분 후 시험편의 두께(mm)
 : 스페이서의 두께(mm)

  마모 시험은 NBS식에 의하여 두께 6.3 mm, 한 변의 길이가 

25.4 mm인 정사각형 시편을 걸개에 걸어 연마지가 부착된 

드럼위에 위치시키고 45 ± 5 rpm의 속도로 회전시켜 마모가 

2.54 mm될 때의 마모용 기준물 회전수와 시험편의 회전수의 

비로 내마모율을 구하였다.

  내마모율(%) = 


×

   :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편이 2.54 mm 마모되는데 필요한 

회전수

   : 기준물 시험편이 2.54 mm 마모되는데 필요한 평균 

회전수

  시료의 마찰계수는 표준상태에서 시편을 55 mm×100 mm 
의크기로 절단하여 수평상태의 측정기면에 시편을 올린 다음, 
시편이 미끄러지기 직전의 tanθ 값을 취하였다. 이 때 5회 

측정한 다음, 최대와 최소 값을 뺀 나머지를 평균값을 산출하

여 최종 값으로 택하였다.
  시료의  tanδ는 두께 1.2 ㎜, 폭 6.5 ㎜인 시트상의 시편을 

동적점탄성 측정기(DMA, TA Instrument의 2980)을 사용하여 

1 Hz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온도는 -60 ℃∼80 ℃까지로 하였

으며, 승온속도는 5 ℃/분으로 하였다. Creep 특성은 25 ℃에서 

두께 1.2 mm, 폭 6.5 mm인 시트상의 시편을 0.1 N으로 0.05 
분 동안 예비 응력을 가한 후 5 분간 회복시키고, 1 분간 1 
N의 응력을 부가할 때의 변형을 측정하였다. 응력완화율은 

DMA로 상온에서 10분간 7% 압축 한 뒤 10분 동안 회복되는 

응력으로부터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응력완화율(%) = (E1 - E2/)E1 × 100%
                      

E1 : 최대 탄성율

E2 : 최저탄성율

  한편 결정특성에 관한 자료로서 X-선 회절장치(D/max-Ⅲ-A 
type, Rigaku Co., Japan)를 이용하여 Ni filter로 여과한 CuKα

선을 사용하여 적도선 방향(2θ= 5 ~ 40°)으로 회절시켜 X-선 

회절강도 분포곡선을 얻었다.

Ⅲ. 결과 및 고찰

  운동화 겉창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특성 중 중요한 두가

지 항목으로 운동 시 자세제어나 우수한 추진력를 위한 높은 

마찰계수와 내구성 측면에서 높은 내마모성을 들 수 있다. 
Table 1 및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CIIR은 마찰계수는 

높지만 내마모성이 매우 낮은 단점을, BR은 내마모성은 우수

하지만 마찰계수가 낮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CIIR에 BR이 

블렌딩됨에 따라 블렌드물의 마찰계수는 대체로 산술평균에 

해당하는 정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CIIR에 

BR 등의 고무들이 블렌딩됨에 따라 마찰계수는 산술평균적

으로 변화하지만 내마모성은 마이너스 편차로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BR에 CIIR이 블렌딩됨에 따라 블렌드물의 내

마모성이 마이너스 편차로 감소하는 현상은 블렌드물에서 

CIIR이 BR의 결정 형성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결정 영역에서는 분자간 결합력이 크게 작용하는 반

면, 비결정 영역에서는 결정성 영역에서보다 적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정성이 높을수록 내마모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CIIR/BR 블렌드물에서 BR의 결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X-선 회절기로 측정한 X-선 회절패턴을 Figure 2에 나타내었

다. BR의 경우 2θ 20° 부근에서 뚜렷한 결정 피크를 나타내었

다. BR에 CIIR이 25% 부가된 경우에는  2θ 20° 부근에서의 

BR의 결정 피크가 50% 이하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CIIR이 

50% 부가된 경우에는 BR의 결정피크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Figure 1. The effect of CIIR content on abrasion resistance(closed 
symbol) and friction coefficient(open symbol) of CIIR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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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ay spectra of CIIR, BR and their blends.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CIIR이 BR에 블렌딩됨에 따

라 CIIR이 BR의 결정 형성에 방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IIR/BR 블렌드물에서 CIIR이 BR의 결정 형성을 방해하여 

블렌드물에서 BR의 결정이 적어지거나 불완전해지면 BR의 

특성인 내마모성이 저하되고, 따라서 불렌드물의 내마모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ure 1의 CIIR/BR 
블렌드물의 내마모성이 마이너스 편차로 감소하는 현상도 

CIIR/ BR 블렌드물에서 CIIR이 BR의 결정 형성을 방해한 것

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물질 간의 마찰력은 물리적 및 화학적 상태에 좌우하게 

되며, 접촉면에서 피착물간의 마이크로 부라운 운동에도 크게 

좌우된다.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 피착물 접

촉면에서의 접촉이 용이하고 마찰력이 증가하게 된다. 고분자

물질의  tanδ 피크의 면적은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의 용이성

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CIIR의 경

우 -30 ℃ 부근, SBR의 경우 0 ℃, NBR의 경우 5 ℃ 부근에서 

각각 뚜렷한 피크를 나타내었으나, BR의 경우 - 40 ℃ 부근에

서 미약한 피크를 나타내었다.13 CIIR, BR, SBR, NBR 및 블렌

드물의 tanδ 피크의 상대 면적과 마찰계수를 Figure 3에 나타

내었다. CIIR의 경우 tanδ 피크 면적이 가장 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BR의 경우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NBR과 SBR은 

중간 값을 나타내었다. 각 블렌드물의 tanδ 피크 면적은 CIIR
에 BR, SBR 및 NBR이 블렌딩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이는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CIIR에 BR, SBR 및 NBR이 첨가됨에 따라 블렌

드물의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블렌드물의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 저하가 블렌드물의 마찰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분자 물질의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척도로서 일정 응력을 시편에 가할 때 발생하는 변형

을 나타내는 크리프 특성 중의 하나인 치수변화로 나타낼 수

    

Figure 3. The effect of CIIR content on relative tanδ area of 
CIIR blends. 

 

Figure 4. The effect of CIIR content on dimension change of 
CIIR blends. 

있다. Figure 4에 1N의 응력으로 1분간 압축한 경우 발생하는 

블렌드물의 치수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치수변화

는 CIIR이 1100 μm 정도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SBR
이 중간 값을 그리고 BR과 NBR이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CIIR에 각 고무가 블렌딩 됨에 따라 블레드물의 치수 변화가 

감소하는 경향은 Figure 1의 마찰계수 감소 경향과 유사한 패

턴으로 나타났다.  
  신발 밑창의 경우 외부 응력을 제거하였을 때, 변형에 대한 

탄성회복 성능을 나타내는 반발탄성 값이 클수록 운동역학적 

측면에서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다.11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CIIR의 경우 가장 낮은 14 % 정도의 반발탄성률을 나타

내었다. NBR과 SBR은 29 및 32 %의 반발탄성률을 나타내었

으며, BR은 가장 높은 반발탄성률인 51 %로 나타났다. BR은 

가해진 응력의 절반 이상을 탄성으로 회복되지만, CIIR의 경

우 외부에서 가해지는 응력의 대부분을 소성변형으로 소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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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IIR에 NBR, SBR 및 BR이 첨가됨

에 따라 블렌드물의 반발탄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고분자 물질에 응력을 가하면 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변형은 탄성변형과 소성변형으로 구분되며, 소성변

형은 응력을 제거하더라도 영구변형으로 남게되며, 탄성변형 

부분은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된다. 소성변형은 일정한 변형

을 유지하기 위한 응력 감소로 나타나게 되며, 고분자물질에

서 발생하는 소성변형에 의한 에너지 소실의 정도는 응력완화 

특성으로 측정가능하다. 따라서 두가지 물체에 동일한 응력이 

외력으로 가해진 경우 응력완화가 적을수록 탄성회복율이 높

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고분자 재료에 외부에서 가해진 응력에 의해 발생한 변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응력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응력완화 현상을 나타낸다. 응력완화는 고분자 재료내에서 저

장에너지의 소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응력완화율이 높을수록 

재료의 반발탄성효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

서 응력완화 특성을 반발탄성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Figure 5에 CIIR 함량이 블렌드물의 응력완

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CIIR이 SBR, BR 및 NBR에 

비하여 응력완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CIIR에 각 

고무가 블렌딩 됨에 따라 응력완화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IIR 블렌드물에서 CIIR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고

무재료의 반발탄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응력

완화 값이 적을수록 고무재료의 반발탄성율이 높게 나타나며, 
응력완화가 고무재료의 반발탄성의 척도의 한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    론

  신발용 밑창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IIR에 BR, SBR 

Figure 5. The effect of CIIR content on relaxation percentage 
of CIIR blends.

및 NBR을 블렌딩하여 블렌드물의 내마모성과 마찰계수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IIR이 BR에 블렌딩됨에 따라 CIIR이 BR의 결정형성을 

방해하며, 이것이 BR/CIIR 블렌드물의 내마모성이 급격히 감

소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블렌드물의 tanδ 피크 면적 및 크리프실험에서의 치수변

화가 블렌드물의 마찰계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3) CIIR에 SBR, NBR 및 BR을 첨가함에 따라 블렌드물의 

반발탄성이 증가하는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블렌드물의 응

력완화 현상에 일부 기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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