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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G          : 기하평균(geometric mean) 

N          : 피로수명(fatigue life) 

n          : 실험횟수(total number of specimens) 

ε=(Lf-L0)/L0 : 변형률(strain) 

λ=Lf/L0    : 신장률(extension ratio) 

1. 서 론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하는 하중과 지열, 마찰

에 의해 발생하는 열과 마모는 타이어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특히 고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의 승차감의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구성 평가가 필수적이다.(1,2) 이를 위해서는 타이

어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초탄성 재료인 고무의 피

로특성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고무가 일반적인 

금속과는 다른 응력연화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금속에 적용되는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고무재료는 금속과는 달리 큰 변형

에서도 탄성을 유지하며, 하중과 변형이 비선형 

관계를 보이는 초탄성(hyperelastic) 특성과 더불어 

감쇄 거동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동을 제어하는 곳

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3) 고무 부품의 설계를 위

한 정밀한 유한요소해석을 위하여서는 고무 부품

과 동일한 배합조건을 갖는 시편에 의한 정확한 

Key Words: Rubber(고무), Strain Energy Density Function(변형률에너지밀도함수), Fatigue(피로) 

초록: 초탄성 재료인 고무는 타이어의 주 원료인데, 주행 중 다양한 형태의 하중을 받는다. 그와 같은 

하중에 의하여 타이어에 변형률에너지가 축적되어 파손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초탄성재료인 고무

는 금속과 다른 응력연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속의 시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조성비가 다른 2 종의 타이어용 고무에 대한 피로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STM D4482 규격에서 

요구하는 변형률 범위를 확장하여 인장 및 피로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피로수명식

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ubber, a hyperelastic material, is the main material used in tires. During the operation of a car, the tire 

receives various types of loads. The accumulation of strain energy due to such loads induces tire failure. Generally, 

because rubber materials used for tires have stress softening characteristics, unlike metals, test methods used for metals 

cannot be applied to rubber. Therefore, in this study, for the evaluation of the fatigue properties of two types of 

specimens that have different material components, a tensile test and a fatigue test according to the extended strain 

range dissimilar to ASTM D4482 are performed, and fatigue life equations are proposed based on th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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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 시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무의 응력-변

형률 관계를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변형률

에너지밀도함수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고무

재료의 비선형 대변형 거동을 표현하는 변형률에

너지밀도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수학적 이론들이 

제안되어 있는데, 이 제안된 이론들은 유한요소해

석에도 적용되고 있다. 

고무는 배합성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카본블랙과 같은 보강

제를 사용하게 되면 응력 연화 현상(stress 

softening), 영구변형(permanent set), 히스테리시스

(hysteresis) 주파수의존 응답현상이 나타나는 비탄

성(inelastic) 특징을 보이게 된다. 특히 하중을 가

하고 제거하는 과정이 반복될 때 응력이 초기 하

중을 가한 것에 비해 작아지게 되는 응력 연화현

상인 Mullins 효과(4)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인장

시험이라 할지라도 ASTM D4482(5)에서는 30 회 반

복 후 시험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타이어의 주재료인 고무제품의 피로

특성 평가는 소재와 부품의 피로시험과 실차 내구

주행시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품의 피로시험과 

실차 내구시험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사용하여 피로수명을   

평가하고 있다.(6) 또한 고무부품들은 환경적인 영

향에 의한 노화나 반복적인 하중에 의한 피로 파

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조건을 고려한 피로시

험이 필요하다.(7) 

이와 같은 고무의 피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최

대 주 변형률과 변형률에너지밀도(SED)를 활용한 기

준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8) 그 중 최대 주변형률 기

준은 다축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으며, 

변형률에너지밀도는 균열의 진전방향을 결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나, 적용의 편리성 때문에 일반적인 

다축 하중이 작용하는 혼합모드문제에 많이 적용되

고 있는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9,10)  

또한 ASTM D4482 에 따르면 1.6~2.4 범위의 최

대신장률(extension ratio), 즉 최대변형률인 0.6~1.4

범위에서 피로시험을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타이어는 해당 범위 이외의 다양한 범위에서 

운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이어와 같이 복잡한 하중

이 작용하는 다축 하중문제에 적용이 용이한 변형률

에너지밀도를 적용하여 카본블랙을 보강제로 사용한 

고무의 인장과 피로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 타이어에 사용되는 화학적 조성비가 

다른 고무재료인 스틸벨트화합물(steel belt compound)

과 캡플라이화합물(capply compound)을 가지고 ASTM 

D4482 의 피로시험법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대 신장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장실험을 수행하

였다. 또한 피로시험을 실시한 후 변형률에너지밀도

를 이용한 피로 수명 식을 제안하였다. 

2. 고무 모델의 구성방정식 

고무는 화학적 구성성분에 따라 비선형, 비압축

성, 대변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무의 

거동을 특성화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변형률에너

지밀도함수가 보고 되는데 주불변량(principal 

invariant) 또는 주신장률(principal stretch ratio)을 이

용한 변형률에너지밀도는 다음과 같다. (11) 

 

W=W(I1,I2,I3)=W(λ1,λ2,λ3)           (1) 

I1= λ1
2+ λ2

2+ λ3
2                   (2) 

I2= λ1
2 λ2

2+ λ2
2 λ3

2+ λ3
2 λ1

2                 (3) 

I3= λ1
2 λ2

2 λ3
2                      (4) 

 

여기에서 W 는 변형률에너지밀도함수(strain energy 

density function)이며, I1, I2, I3는 주신장률로 λ1, λ2, λ3

에 대한 불변량들이다. 고무재료의 경우 비압축성

으로 볼 때, λ1λ2λ3=1 이므로 I3=1, I2= 1/λ1
2 +1/λ2

2+ 

1/λ3
2 이 되고, 단일 인장시 λ2=λ3 이기 때문에 식 

(3)과 (4)에 의해 I1=λ1
2 +2/λ1 이 된다.(12) 고무재료

에 있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변형률에너지밀도

함수에는 Mooney-Rivlin 모델(13)과 Ogden 모델(14)이 

있다. Mooney-Rivlin 모델은 변형률 2 이하에서 정

확한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Ogden 모델은 변형률 

2 이상에서 정확한 모델로 알려져 있으나 실험 및 

해석 시 보다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모델로 식 

(5)와 같은 Yeoh 모델(11, 12, 15~17)이 있다. 
 

W= 3
33

2
2211 )3()3()3( −+−+− ICICIC    (5) 

 

Yeoh 모델의 계수들은 단축인장인 경우에 실험

에 의한 응력-변형률 선도에서 식 (6)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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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s compositions 

Type 
 

Component 

Steel belt 

compound 

Capply 

compound 

NR(천연고무) 100% 70% 

Filler(카본블랙) 60Phr 50Phr 

 
 

 
Fig. 1 Standard test specimen 

 

3. 고무시편 및 인장시험 

3.1 고무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편의 재질은 타이어에 사

용되는 고무재질의 스틸벨트화합물과 캡플라이화

합물이며, 사용된 고무 재질의 조성비는 Table 1 과 

같다. 시험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몰드를 제작 후 

두께가 1.4mm 인 평판 가류 고무를 우선 제작 하

였으며 ASTM D4482 에 따라 Fig. 1 와 같은 형상

으로 다이커터(die cutter)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제

작하였다. 

 

3.2인장시험 

본 연구에서는 변형률에너지밀도를 얻기 위하여 

시마즈사의 전기모터식 시험기를 사용하여 ASTM 

D4482 의 시험법에 따라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속도는 50mm/min 으로 하였으며, ASTM 의 

최대신장률 범위내인 최대변형률이 1.36, 0.96 인 

경우와 이 범위 밖인 2.29, 1.74, 0.54, 0.45 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험 수행에 앞서 각각의 변형률에 대해서 

시험편을 30 회씩 늘린 후 시험을 수행하였다. 

 
(a) Load-displacement curve 

  
(b) Stress-strain curve 

Fig. 2 Tensile test results 

 

 

고무재질의 스틸벨트화합물과 캡플라이화합물의 

경우 반복 하중을 받으면 고무 구조의 변형과 

파손이 발생하여 강성이 감소하는 Mullins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Woo 등(18)은 고무 컴파운드에 

대해 각각 4 회씩 늘린 후 다양한 변형률 구간에 

대해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4 회와 30 회씩 

늘린 후 인장시험을 실시하는 까닭은 고무의 

분자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3.3인장시험결과 

Fig. 2(a)는 최대 신장률 범위 내인 최대변형률이 

1.36, 0.96인 경우와 이 범위 밖인 2.29, 1.74, 0.54, 

0.45 인 경우에 각 시험편을 ASTM 시험법에 

따라 30 회씩 늘린 후 각각의 변형률 구간에서 

인장시험을 통하여 얻은 그래프이다. 또한 각각의 

변형률 구간에서 얻은 하중 변위선도를 이용하여 

Fig. 2(b)와 같이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획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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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조성비를 갖는 스틸벨트화합물과 

캡플라이화합물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 캡플라이 

화합물이 스틸벨트화합물 보다 인장응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최대변형률의 증가에 따라 응력이 

증가하는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대변형률이 0.45 인 경우 두 시편에 작용하는 

응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최대변형

률이 2.29 인 경우 캡플라이 화합물 시험편이 스틸

벨트화합물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응력연화 현

상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형률이 

커질수록 두 재료에서 발생하는 응력의 차이가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틸벨트부

에 피로가 많이 가해지므로 피로에 대한 특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결과로 판단된다. 

 

Table 2 Yeoh coefficients from tensile test 

Type Strain 
Properties 

C1(×10-3) C2(×10-3) C3(×10-3) 

Steel belt 

compound 

0.45 735.4 -317.3 599.7 

0.54 746.8 -286.0 361.7 

0.96 639.2 -127.6 80.2 

1.36 566.5 -73.2 29.1 

1.74 530.7 -50.9 14.6 

2.29 542.4 -44.7 7.7 

Capply 

compound 

0.45 853.6 -208.1 420.3 

0.54 802.3 -197.7 292.0 

0.96 643.2 -69.5 62.2 

1.36 629.2 -51.8 26.8 

1.74 622.3 -42.9 14.1 

2.29 627.0 -46.1 8.7 
 

 

 
Fig. 3 Maximum strain energy density-strain curve 

4. 변형률에너지밀도(Strain energy density ) 

도출 

초탄성 재료인 고무는 반복적인 부하를 통해서 

소성변형이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변형률에너

지가 축적되어 파손이 일어나는 양상을 가지게 된

다. 인장시험으로부터 얻은 응력-변형률 선도에 

면적을 구하는 수치해석법의 적분공식중의 하나인 

사다리꼴 공식을 적용하여 변형률에너지밀도 값을 

구하였다. 또한 Yeoh 모델을 같은 인장시험결과에 

적용하여 식 (6)의 계수 값을 회귀분석에 의하여 

Table 2 와 같이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변형률에

너지밀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들을 Fig. 3 과 같이 

변형률에 따른 변형률에너지밀도값을 나타내는 선

도로 나타내었다. 사다리꼴 공식과 Yeoh 의 모델

에 따른 변형률에너지밀도 값이 각 변형률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인 변형률 선

도의 경향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보강제가 적은 캡플라이화합물 시험편이 스틸벨트

화합물 시험편보다 변형률에너지밀도 값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 피로시험 및 피로수명 

5.1 피로시험 

피로 시험은 인장시험과 같은 시편을 사용하였

다. ASTM D4482 에서는 1.7±0.17Hz 의 주파수를, 

Fig. 4 와 같은 파형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Mars(19)등의 연구에 의하면 주파수와 파형

에 따른 큰 영향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주파수는 1.93Hz 로 하였으며, 정현파형

으로 피로시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저 변형률을 

0 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위 제어 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하나의 시험장치에 10 개의 시험편을 설

치하여 피로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시편의 파단 시까지의 반복횟수를 근접센서

(proximity sensor)와 카운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고무의 특성상 내구성시험 중 원래대로 되돌아

가지 않고 남는 영구변형(permanent set)이 발생하

게 되는데 ASTM D4482 시험법의 절차에 따라

1000 사이클 일 때 시험기를 정지한 후 시험편의 

영구변형이 발생한 길이만큼 보정하였으며, 다시 

10,000 사이클을 반복한 후 재 보정하였다. 그 후

로는 매 24 시간마다 시험편의 늘어난 길이를 보

정하면서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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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veform type 
 

 

5.2피로시험결과 

ASTM D4482 의 데이터처리 방법에 따라 식 (7)

과 같은 기하평균을 사용하여 구한 최대변형률과 

평균 피로 수명과의 관계를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G : geometric mean 

         Ni : fatigue life of the ith specimens 

         n : total number of specimens  

 

Fig. 5 는 고무 시편의 내구성 피로시험 결과로 

스틸벨트화합물과 캡플라이화합물인 경우에 대한 

최대변형률과 수명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응력연화현상이 발생한 스틸벨트화합물에 비해 

캡플라이화합물의 수명이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틸벨트화합물이 캡플라이화합물에 

비하여 피로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Fig. 6 은 기하평균값을 이용하여 ASTM D4482 에서 

제시하는 변형률 범위와 확장 범위에 대하여 추세선을 

얻었는데, 스틸벨트화합물의 경우 비슷한 추세의 

경향을 보이지만, 캡플라이 화합물의 경우, 서로 

다른 변화의 추세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에 의해 구한 변형률과 피로수명과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5.3 변형률에너지밀도(SED)에 의한 피로수명 

Fig. 7 은 변형률에너지밀도와 피로수명의 관계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고무 시편의 변형률에너지밀도에 대한 피로시험 

결과를 회귀분석을 통해서 Figs. 8 와 9 과 같이 곡

선접합을 하여 Table 3 과 같은 수명 예측식을 얻

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Fig. 8 은 ASTM 과 확장된 

최대신장률 범위에서의 변형률에너지밀도와 수명

과의 관계를 선도 통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Fig. 9

는 확장된 최대신장률 범위에서의 사다리꼴 공식

과 Yeoh 모델의 변형에너지 함수에 의해 얻어진 

변형률에너지밀도와 수명과의 관계를 비교한 선도

이다. 

 
Fig. 5 Maximum engineering strain-life curve 

 

 
Fig. 6 Predicted line of averaged strain-life results 

 

 
Fig. 7 Maximum strain energy density-life curve 

 
ASTM 에서 요구하는 최대 신장률범위에서 얻은 

실험식과 최대 신장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얻은 실

험식을 비교했을 때, 응력연화현상이 큰 스틸벨트

화합물의 경우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응력연화현상이 적은 캡플라이 화합물은 차이가  

)7(21
n

nNN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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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tigue life equations 

        Type 

Equations 

Steel belt 

compound 

Capply 

compound 

ASTM 

range 

Strain

-life 
N=18893(εmax)

-4.323 
N=3392(εmax)

-3.243 

SED-

life 
N=43845(W)

-2.694
 N=6723(W)

-1.753
 

Extension 

range 

Strain

-life 
N=20752(εmax)

-4.224
 N=4048(εmax)

-4.540
 

SED-

life 
N=45053(W)

-2.448
 N=12716(W)

-2.71
 

 

 

 

Fig. 8 Predicted line of averaged maximum strain energy 
density-life results (ASTM range vs Extension 
range) 

 

 

Fig. 9 Predicted line of averaged maximum strain energy 
density-life results (Trapezoidal rule vs Yeoh 
model)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Yeoh 모델을 적용하여 

피로수명을 예측해 본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주행 중 타이어에 작용하는 다양한 

하중이나 변형이 ASTM 에서의 범위에 비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확장된 최대신장률 범위에 의한 변형률에너지밀도

와 피로수명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타이어용 

고무 내구성 평가에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 판단

된다. 

6. 고찰 및 결론 

조성비 및 보강제의 함량비가 서로 다른 재료의 

시험편에 대해서 각각의 변형률 조건을 달리 하여 

피로시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스틸벨트화합물과 캡플라이화합물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 캡플라이화합물이 스틸벨트 화합물

보다 인장응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최대변형률의 

증가에 따라 최대인장응력이 증가하는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2) 인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다리꼴 공식과 

Yeoh 모델을 이용하여 변형률에너지밀도 값을 구

해 비교해본 결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캡플라이화

합물 시험편이 스틸벨트화합물 시험편보다 변형률

에너지밀도 값이 높게 나타났다. 

(3) 피로시험에 의한 결과로부터 ASTM 에서 요

구하는 최대 신장률범위에서 얻은 결과와 최대 신

장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였으

며, 또한 피로수명식을 제안하였다. 

(4) ASTM 에 제시된 범위보다는 본 연구의 확장

된 범위에서 얻은 수명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이어

용 고무 내구성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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