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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e characteristics of non-oil-extended solution SBR (S-SBR_NO) and oil-extended solution SBR (SSBR_EO) compounds reinforced with silica/carbon black were investigated. Minimum and maximum torques of SSBR_EO compounds were much smaller than those of S-SBR_NO ones. Delta torques of S-SBR_NO compounds were greater than those of S-SBR_EO ones, and that of S-SBR_NO compound increased with increase in the 1,2-unit content. Optimum cure time (t90) of S-SBR compound decreased with increase in the 1,4-unit content, whereas it increased with increase
in the 1,2-unit content. Cure rate index of S-SBR compound increased with increase in the 1,4-unit content, whereas it
decreased with increase in the 1,2-unit content. Comparing cure characteristics of S-SBR_NO and S-SBR_EO compounds
with the same 1,2-unit content, t90s of S-SBR_EO compounds were longer than those of S-SBR_NO ones and cure rate indices of S-SBR_EO compounds were smaller than those of S-SBR_NO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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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tyrene-butadiene rubber, SBR)는 스
티렌과 부타디엔의 공중합체로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합성고
무이며, 스티렌과 부타디엔(1,2-unit와 1,4-unit) 함량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된다.1-3 SBR은 중합방법에 따라 유화중합

고무의 미세구조는 고무 배합물이나 가교물의 특성에 영향
을 준다. 고무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짐은 물론이고 공
중합체(copolymer)의 경우에는 조성비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
한다. SBR은 다양한 조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미세구조에
따라 충전제와의 상호작용이 달라져 결합고무(bound rubber)
함량이나 가교밀도 그리고 물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13-15 고

SBR (emulsion SBR, E-SBR)과 용액중합 SBR (solution SBR,
S-SBR)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S-SBR의 1,2-unit 함량이 더

무 종류에 따라 고무 배합물의 가교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 범용 고무인 NR, SBR, BR 배합물 중 NR의 스코치시간

높고 다양한 미세구조를 갖는다.2,3 S-SBR은 E-SBR보다 우수
한 내마모성(wear resistance), 굽힘저항(flex resistance), 구름

과 최적가황시간이 가장 짧고 SBR이 가장 길다고 알려져 있
다.16 가교속도는 allylic proton의 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

저항(rolling resistance)을 보이므로 타이어 제조에 많이 사용

려져 있으며, NR의 가교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BR이
고 SBR이 가장 느리다.16,17 SBR/BR 블렌드 배합물에서 스티

하고 있다.4-8 타이어 이외에 SBR은 호스, 신발, 벨트 등 다양
한 제품 제조에 사용된다.9

렌이나 1,2-unit 함량이 많아질수록 가황속도가 느려진다는 보

SBR 중 분자량이 매우 높은 것에는 신전유(extender oil)를
첨가하여 가공성을 개선한다. 신전유를 비롯한 공정 오일은

고도 있다.18
고무의 종류 이외에 가교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고무 배합물의 점도와 탄성을 줄이고 가공성을 향상시킨다.

고무 분자량, 충전제 종류와 함량 그리고 가교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19,20 실리카 배합물의 경우 실리카 함량이 가교 특성

아로마틱계 오일(aromatic oil)은 SBR이나 NR과 같은 고무 배
합물과 상용성이 좋기 때문에 타이어 제조에 많이 사용하였

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리카 함량이 50 phr 이상이면 강한

으나, 다핵성방향족 화합물(polycyclic aromatics, PCA)의 유
해성으로 인해 PCA의 함량이 3 wt% 이하인 것을 사용하고

filler-filler interaction으로 인하여 silica aggregate가 형성되고
최소토크(Tmin)와 델타토크(ΔT)가 증가한다.20 실리카/카본블

있다.10,11 오일은 가교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오일을 첨
가하면 가교속도가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다.12

랙 혼합 고무 배합물에서는 실리카 함량이 증가할수록 강한
filler-filler interaction으로 인해 ΔT와 Tmin 값이 증가한다.19 실

†

리카 표면에는 다량의 실란올기가 있어서 가황촉진제가 실리
카 표면에 흡착되어 가교시간이 길어진다.20,21 가교 특성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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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순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카본블랙을 나중에 첨가
22

별한 경향을 잘 나타내지 않았으나, t90, ΔT, CRI는 1,4-unit 함

할수록 최대 토크(Tmax) 값이 감소한다.

량과 1,2-unit 함량에 따라 특별한 경향을 보였다. S-SBR_NO

본 연구에서는 신전유를 포함하지 않은 S-SBR (S-SBR_NO)
과 신전유가 함유된 S-SBR (S-SBR_EO)을 각각 5종씩 사용

배합물의 t2는 1.15~1.54 초이고 S-SBR_EO 배합물의 t2는
1.28~1.36 초로 신전유에 따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

하여 실리카 SBR 배합물을 제조하였으며, 가교 특성을 조사
하였다. 사용한 S-SBR은 모두 미세구조가 다른 것을 사용하

만 S-SBR_NO 배합물과 S-SBR_EO 배합물의 Tmin과 Tmax에
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S-SBR_NO 배합물의 Tmin은

였으며, 5가지 S-SBR_EO의 신전유 함량은 모두 37.5 phr로

0.39~0.55 N·m이고 S-SBR_EO 배합물의 Tmin은 0.26~0.32

동일하다. 실험 결과를 단량체의 화학적 특성으로 비교하기
위해, 미세구조를 무게비(wt%)가 아닌 몰비(mol%)로 하여 가

N·m로 신전유가 포함된 S-SBR_EO 배합물의 Tmin이 SSBR_NO 배합물의 Tmin보다 크게 낮았다. 또한, S-SBR_NO

교 특성을 조사하였다.

배합물의 Tmax는 2.21~2.65 N·m이고 S-SBR_EO 배합물의
Tmax는 1.11~1.23 N·m로 신전유가 포함된 S-SBR_EO 배합물

Experimental

의 Tmax 도 S-SBR_NO 배합물의 Tmax 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S-SBR_NO 5종과 S-SBR_EO (신전유 함량 37.5 phr) 5종
을 사용하였다. S-SBR의 미세구조는 액체 H-NMR로 분석하
여 결정하였다. S-SBR_NO 5종의 1,2-unit 함량 범위는
47.3~54.4 mol%이고 1,4-unit 함량 범위는 33.2~40.5 mol%이

다량의 신전유에 의해 고무사슬 간, 충전제 간, 고무와 충전
제 간 마찰이 줄어들었고 윤활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무배합물 내 오일은 점성과 탄성을
낮춰주고 고분자 사슬의 얽힘(entanglement)를 줄여준다. 또
한 오일은 고무배합물 내에서 충전제의 분산성을 향상시켜 충
전제 간의 상호작용을 줄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오일은 고무

다. S-SBR_EO 5종의 1,2-unit 함량 범위는 28.5~54.3 mol%
이고 1,4-unit 함량 범위는 30.9~47.5 mol%이다. 본 연구에서

배합물의 토크 값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22

사용한 S-SBR_NO 5종과 S-SBR_EO 5종의 질량평균분자량
(Mw)은 각각 70만 이하와 80만 이상이다. S-SBR 배합물은 실

Figures 1~6에 1,4-unit 함량과 1,2-unit 함량에 따른 t90, CRI,
ΔT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신전유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S-

리카(50 phr), 실란커플링제(4 phr), 카본블랙(10 phr), 스테아

SBR_NO 배합물과 S-SBR_EO 배합물의 결과를 한 도식에 함
께 나타내었다. Figure 1은 1,4-unit 함량에 따른 t90의 변화를

린산(2 phr), 산화아연(4 phr), 노화방지제(HPPD, 2 phr), 왁스
(2 phr), 가황촉진제(TBBS, 2 phr), 그리고 황(1.5 phr)으로 이

도식한 것이다. 신전유 함유에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1,4-unit

루어졌다. S-SBR의 종류를 제외한 모든 성분의 종류와 함량
은 동일하다.

함량이 증가할수록 t90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BR
을 구성하는 3가지 단위체(1,4-unit과 1,2-unit 그리고 스티렌)

S-SBR 배합물은 Kneader type mixer (Moriyama Co., Japan)

중 황가교에 참여할 수 있는 allylic proton의 수가 1,4-unit가
4개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1,2-Unit의 allylic proton의 수는 1

와 two roll mill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S-SBR 배합물의 가
교 특성은 rheometer를 이용하여 170oC에서 측정하였다. 최소

개이고 스티렌 단량체에는 allylic proton이 없다. 가교 반응에

토크(Tmin), 최대토크(Tmax), 스코치시간(t2), 최적가황시간(t90)
등을 레오커브로부터 얻었다. 가교밀도와 관련이 있는 델타
토크(ΔT)는 최대토크 값과 최소토크 값의 차이(ΔT = Tmax −
Tmin)로 구하였다. 가교속도계수(cure rate index, CRI)는 식 (1)
로 구하였다.
100
Cure rate index (CRI) = -----------t90 – t2

(1)

Results and Discussion
Tmin, Tmax, t2, t90, ΔT, CRI 등 가교 특성 인자들을 S-SBR의
미세구조인 1,4-unit 함량, 1,2-unit 함량, 그리고 스티렌 함량
으로 도식하여 경향성이 있는 요소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티렌 함량에 따른 가교 특성 인자들의 변화에는 특별한 경
향을 잘 보이지 않았으며, 1,4-unit 함량과 1,2-unit 함량에 따
른 가교 특성 인자들의 변화에서는 경향성이 있는 것들을 찾
을 수 있었다. Tmin, Tmax, t2는 S-SBR의 미세구조에 따라 특

Figure 1. Variations of optimum cure time (t90) of the S-SBR
compounds with the 1,4-unit content (mol%). Squares and circles
indicate non-oil-extended S-SBR (S-SBR_NO) and oil-extended
S-SBR (S-SBR_OE) compound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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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ariations of cure rate index (CRI) of the S-SBR
compounds with the 1,4-unit content (mol%). Squares and circles
indicate non-oil-extended S-SBR (S-SBR_NO) and oil-extended
S-SBR (S-SBR_OE) compound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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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ariations of optimum cure time (t90) of the S-SBR
compounds with the 1,2-unit content (mol%). Squares and circles
indicate non-oil-extended S-SBR (S-SBR_NO) and oil-extended
S-SBR (S-SBR_OE) compounds, respectively.

참여할 수 있는 allylic proton의 수가 많을수록 가교 반응이

1,2-unit 함량이 증가하면 SBR 한 사슬에 존재하는 allylic

빨리 진행되어 적정 가교에 상대적으로 빨리 도달하게 된다.
S-SBR_EO 배합물의 t90은 1,4-unit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proton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가교 반응 속도가 느려
져 t90이 증가한다. S-SBR_NO 배합물과 S-SBR_OE 배합물은

며, 그 직선 상관성은 y = −0.289x + 27.5 (r = 0.98)로 매우 우
수하다. 특이한 점은 1,4-unit 함량 45 mol% 이후에는 급격히

개별적으로 1,2-unit 함량이 증가할수록 t90이 거의 직선적으
로 증가하는데, SBR_OE 배합물의 상관성(y = 0.184x + 8.51,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S-SBR_NO 배합물의 경우,
t90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1,4-unit 함량 33

r = 0.98)이 S-SBR_NO 배합물의 상관성(y = 0.235x + 4.84, r
= 0.81)보다 훨씬 우수하다. 동일한 1,2-unit 함량인 경우, S-

mol% 부근에서 크게 감소하다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특이

SBR_OE 배합물의 t90이 S-SBR_NO 배합물의 t90보다 크다.

한 경향을 보인다.
Figure 2는 1,4-unit 함량에 따른 CRI의 변화를 도식한 것이

이는 신전유에 의해 가교 반응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S-SBR_NO 배합물의 t90은 1,2-unit 함량 50 mol% 이후

다. 신전유 함유에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1,4-unit 함량이 증가
할수록 CRI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RI는 가교 속

변화폭이 다른 구간의 변화보다 크게 나타났고, S-SBR_OE
배합물의 t90은 1,2-unit 함량 30 mol% 이전 변화폭이 다른 구

도와 관련된 것으로 가교 반응 시작인 스코치 발생부터 적정

간의 변화보다 크게 나타났다.

가교까지의 시간의 역수이므로, CRI 값의 증가는 가교 속도
의 증가라 할 수 있다.23 1,4-Unit 함량의 증가에 따른 CRI의

Figure 4는 1,2-unit 함량에 따른 CRI의 변화를 도식한 것이
다. 전체적으로 1,2-unit 함량이 증가할수록 CRI가 감소하는

증가도 allylic proton의 수로 설명할 수 있다. SBR 구성 요소
중 단량체당 4개의 allylic proton을 갖는 1,4-unit의 가교 반응

것을 볼 수 있다. CRI의 감소는 가교 속도의 감소이므로, 1,2unit 함량의 증가에 따른 CRI의 감소도 SBR 사슬 내 allylic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SBR_EO 배합물

proton의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SBR에서 1,2-unit 함량이 증

의 CRI는 1,4-unit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그 직선 상관
성(y = 0.135x + 1.56, r = 0.95)은 비교적 우수하다. 특이한 사

가하고 1,4-unit 함량이 감소하면, allylic proton 수가 줄어들
어 가교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CRI 값이 감소하게 된다. S-

항은 1,4-unit 함량 45 mol%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는 것이다. S-SBR_NO 배합물의 경우, CRI는 전반적

SBR_NO 배합물과 S-SBR_OE 배합물 각각 1,2-unit 함량이
증가할수록 CRI가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는데, SBR_OE 배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1,4-unit 함량 33 mol% 부근에
서 크게 증가하다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합물의 상관성(y = −8.62×10−2x + 10.5, r = 0.96)이 S-SBR_NO
배합물의 상관성(y = −9.85×10−2x + 11.5, r = 0.87)보다 훨씬

Figure 3은 1,2-unit 함량에 따른 t90의 변화를 도식한 것이

우수하다. 동일한 1,2-unit 함량인 경우, S-SBR_OE 배합물의

다. 전체적으로 1,2-unit 함량이 증가할수록 t90이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도 단위체의 allylic proton 수로 설

CRI가 S-SBR_NO 배합물의 CRI보다 작다. 이도 역시 신전유
에 의해 가교 반응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S-

명할 수 있다. SBR의 미세구조에서 1,2-unit 함량이 증가한다
는 것은 상대적으로 1,4-unit 함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므로,

SBR_NO 배합물의 CRI는 1,2-unit 함량 50 mol% 이후의 변
화가 다른 구간의 변화보다 크게 나타났고, S-SBR_OE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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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ariations of cure rate index (CRI) of the S-SBR
compounds with the 1,2-unit content (mol%). Squares and circles
indicate non-oil-extended S-SBR (S-SBR_NO) and oil-extended
S-SBR (S-SBR_OE) compounds, respectively.

Figure 6. Variations of delta torque (ΔT) of the S-SBR compounds
with the 1,2-unit content (mol%). Squares and circles indicate nonoil-extended S-SBR (S-SBR_NO) and oil-extended S-SBR (SSBR_OE) compounds, respectively.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6은 1,2-unit 함량
에 따른 ΔT의 변화를 도식한 것으로, 1,4-unit 함량에 따른 ΔT
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S-SBR_NO 배합물의 ΔT는 S-SBR_EO
배합물의 ΔT보다 매우 크게 나타났다. 1,2-Unit 함량이 증가
할수록 ΔT의 값이 증가하였다. 1,2-Unit 함량이 증가할수록
S-SBR_NO 배합물의 ΔT는 직선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상관성
(y = 5.81×10−2x − 1.06, r = 0.97)도 우수하였다. S-SBR_EO
배합물의 ΔT는 1,4-unit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onclusion
S-SBR의 미세구조(1,4-unit 함량, 1,2-unit 함량, 그리고 스

Figure 5. Variations of delta torque (ΔT) of the S-SBR compounds
with the 1,4-unit content (mol%). Squares and circles indicate nonoil-extended S-SBR (S-SBR_NO) and oil-extended S-SBR (SSBR_OE) compounds, respectively.

티렌 함량)와 신전유가 실리카/카본블랙 S-SBR 배합물의 가
교 특성 인자들(Tmin, Tmax, t2, t90, ΔT, 그리고 CRI)에 미치는

물의 CRI는 1,2-unit 함량 30 mol% 이전의 변화폭이 다른 구

변화에는 특별한 경향을 잘 보이지 않았다. S-SBR_EO 배합
물의 Tmin과 Tmax는 S-SBR_NO 배합물의 것보다 매우 작았으

간의 변화폭보다 컸다.

영향을 조사하였다. 스티렌 함량에 따른 가교 특성 인자들의

며, 이는 신전유에 의해 충전제의 분산성 향상과 상호작용 완
화 그리고 고무사슬 간의 마찰 완화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

Figure 5는 1,4-unit 함량에 따른 ΔT의 변화를 도식한 것이
다. 1,4-Unit 함량이 증가할수록 ΔT의 값이 감소하였다. S-

다. 신전유 함유에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1,4-unit 함량이 증가

SBR_NO 배합물의 ΔT 변화와 S-SBR_EO 배합물의 ΔT 변화
는 각각 독립적이다. 1,4-Unit 함량에 따른 S-SBR_NO 배합

할수록 t90은 감소하였고 CRI는 증가하였으며, 이는 allylic
proton의 수가 많을수록 가교 반응이 빨리 진행되어 가교 속

물의 ΔT 변화는 상관성(y = −5.17×10−2x + 3.74, r = 0.75)은

도가 빨라지고 적정 가교에 상대적으로 빨리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1,2-unit 함량이 증가할수록 t90이 증가

그다지 높지 않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SBR_EO 배
합물의 ΔT는 1,4-unit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S-SBR_NO 배합물의 ΔT는 S-SBR_EO
배합물의 ΔT보다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다량의 신전유가
고무 사슬을 감싸고 있어서 고무 사슬 간 가교 반응을 방해

하였고 CRI는 감소하였으며, S-SBR_EO 배합물의 직선상관
성은 우수하였다. S-SBR_NO 배합물의 ΔT는 S-SBR_EO 배
합물의 ΔT보다 매우 크게 나타났다. 1,4-Unit 함량이 증가할
수록 ΔT는 감소하였으나 1,2-unit 함량이 증가할수록 ΔT는 증

Influence of Microstructure and Extender Oil on Cure Characteristics of Solution SBR Compounds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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