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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타이어에

관한 EU Labeling 제도 및 자동차 업체의 연비성능 요

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승용차용

(Passenger Car Radial; PCR) 타이어의 트레드(tread)

부위 히스테리시스(hysteresis)는 변성(functionalized) S-

SBR과 실리카 (silica), 실란 (silane)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성과로 인해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하지만 트레

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이어 부위는 여전히 카본블

랙을 주된 충전제(filler)로 사용하고 있고, 카본블랙

보강 고무의 히스테리시스 향상에 관한 연구는 트레

드 부위만큼의 획기적인 연구성과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총설에서는 최근 카본블랙 보강 현상에

관한 분자 모델링 기반의 해석 연구와 폴리머 블랜드

내 카본블랙의 도메인(domain) 별 분포 및 초미세 영

역의 점탄성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이어 연비에서 60 ~ 70%를 점하고 있는 카본블랙 보

강 고무의 히스테리시스 향상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자 한다.

2. 타이어 부위별 연비 기여도

타이어는 차량의 구동 및 제동 특성을 노면에 전달하

고, 조정안정성, 하중 지지,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완화

등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1)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해 타이어는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여러 고무

컴파운드 및 보강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ure 1은

이들의 연비 기여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트

레드 부위의 연비 기여도는 40% 이상으로 타 부위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타이어 업체의 연

비성능 향상 연구 방향은 트레드 부위의 히스테리시스

를 감소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트레드 컴파운드는

폴리머 블랜드 내 카본블랙 분산에 따른 초미세 영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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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 S-SBR과 실리카, 실란의 도입으로 히스테리시스

감소 시 야기되는 젖은 노면에서의 견인 특성(wet

traction) 저하, 마모 저항성(abrasion resistance) 저하와

같은 Trade off 성능을 보완하며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

를 얻어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연비성

능 향상 요구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트레드 부위의

히스테리시스 감소만으로는 그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카본블랙

을 주된 충전제로 사용하는 타이어의 사이드월, 카카

스, 벨트, 비드 등과 같은 케이싱(Casing) 부위의 연비성

능 향상에 관한 연구가 재조명되고 있다.

3. 카본블랙 보강 이론

3.1. 카본블랙 보강에 대한 기존 이론 및 모델

의 문제점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보강이론은 고무 과학과 기

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카본블랙의 첨

가는 미충전 고무의 모듈러스, 인장강도, 인열강도, 내

피로성 및 내마모성 특성 등을 크게 향상시킨다. 이러

한 미충전 고무의 기계적 물성 향상을 카본블랙 보강

효과(carbon black reinforcement effect)라 하며 다음

과 같은 기계적 거동에 대한 기본 현상을 나타낸다.2)

① 충전제 함량 증가 시 모듈러스 증가 현상

② 변형 증가 시 큰 응력 상승 (stress upturn) 현상

③ 변형 제거 시 큰 응력완화 및 에너지 손실 현상

카본블랙 보강에 따른 이러한 기계적 거동을 설명

하기 위해 오랫동안 수많은 이론 및 모델들이 제안되

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이 현상의 일부

분만을 설명하는데 불과하였으며 모든 보강 현상에

관해 통합적인 설명은 불가하였다. 본 절에서는 카본

블랙 보강에 따른 상기 기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

존의 주요 이론 및 모델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최근

발표된 새로운 보강 이론3-7)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Chikaraishi 등은 미세한 카본블랙으로 충전된 SBR

고무 거동을 연구하였다.8) Figure 2는 충전제 함량에

따른 전형적인 응력-변형 거동을 나타내며 앞에서 설

명한 현상 ①, ②을 보여준다. 여기서 Φ는 카본블랙의

부피 분율 (volume fraction)을 나타낸다. 카본블랙 충

전 고무의 응력-변형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작

은 신장에서의 초기 응력 증가와 신장이 증가함에 따

라 급격한 응력 증가 현상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또한

인장강도는 미충전 고무 가황물 (Φ = 0) 대비 10 ~ 15

배 더 크게 나타난다.

Figure 3은 가교 밀도에 따른 미충전 SBR 고무의 인

장강도 변화를 보여준다.9) 특이한 사항은 가교 밀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인장강도는 3 ~ 4 MPa로

충전된 고무의 1/10 수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장

우수한 가교 밀도를 선택하더라도 미충전 고무 가황

물의 경우 큰 인장강도와 모듈러스를 얻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카본블랙 보강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Figure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본 입자와 매트릭스 고무가 강

한 결합으로 접착되어 있다는 이론이다.5) 이 모델에서

Figure 1. 타이어 부위별 연비 기여도(규격 215/60R16).

Figure 2. Stress-strain relation of HAF carbon black

filled SB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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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 입자 표면의 가교 결합은 매트릭스 고무의 평균

가교 결합 대비 더 많은 가교 결합이 집중되어 카본블

랙 함량 증가에 따른 응력 증가 현상 ①은 설명이 가능

하다.10) 하지만 Figure 4의 모델에서는 현상 ②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 즉, 충전 시스템에서

매트릭스 고무의 가교 밀도는 미충전 매트릭스 고무

의 가교 밀도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잘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전된 매트릭스 고무

의 인장강도는 최대 3 ~ 4 MPa을 나타내야 하므로 신

장이 증가함에 따른 큰 응력 증가는 지원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반복적인 하중 및 하중제거 조건에서 카본블랙 충

전 고무의 응력 감소 및 회복 가능한 특성은 뮬린

(Mullins)11) 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중제거 과정에

서의 응력 감소 현상을 Figure 4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교 결합의 파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

교 결합이 파괴된 상태에서 응력 회복 현상은 Figure 4

모델로 설명이 불가하다.

Figure 5는 카본블랙 표면에 흡착된 고무 분자의 미

끄러짐 모델로12-15) 하중제거 과정의 응력 감소와 응력

회복 현상은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장이 증가함

에 따른 큰 응력 증가 현상 ②는 설명이 불가하다. 이

것은 미끄러짐 분자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임계 응

력 보다 더 큰 응력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3.2.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기계적 물성 향상과

카본 겔의 상호작용

카본 입자 표면과 매트릭스 고무의 가교 결합 모델

및 카본 입자에 흡착된 고무 분자의 미끄러짐 모델은

카본블랙 보강의 기본 현상에 대해 통합적인 설명이

불가하였다. 최근 카본 겔과 고무 매트릭스의 상호작

용에 의한 기계적 물성 향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인터페이스 (interface) 모델이 제안되었다.3-7) 

새로운 인터페이스 모델은 근본적으로 카본 겔 구

조와 응력 분석에 기반한 기계적 거동을 결합한다. 이

인터페이스 모델은 Figur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리

상태(Glass Hard Layer; GH)의 내부 폴리머 층과 이보

다는 덜 단단한 외부 폴리머 층(Sticky Hard Layer;

SH)의 이중 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Pulsed NMR 분

석 결과는 GH 층의 분자 움직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SH 층의 분자 움직임은 GH 층 보다는 덜 제한

적이지만 미충전 가교 고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

Figure 3. Tensile strength of SBR as a function of

network chain density, ne.
9)

Figure 4. Carbon particles adhered to matrix rubber

vulcanizate (chemical).2)

Figure 5. Molecules adsorbed on the surface of a

carbon particle (physica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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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는 사실을 잘 입증하였다.16-19)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카본 겔 측정 방법은 미

가교 충전 고무를 양호한 용제에 추출시킨 후 불용성

카본 겔을 잘 건조하여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SH 층이 불용성인 사실은 층 내 분자의 일부 또는 여

러 개가 유리 상태의 GH 층을 통해 카본 입자 표면에

강하게 결합되었거나 GH 층에서 확장된 분자들과 밀

접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H 층은 주변 매

트릭스 가교 고무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 사실

은 큰 신장 하에서 SH 층과 매트릭스 고무 경계의

eye-ball 현상과 같은 분리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으

로 설명될 수 있다. 카본 겔의 두께는 GH 층이 2 nm,

SH 층이 3 ~ 8 nm로 대략 5 ~ 10 nm 이다.2) GH 층의

2 nm 두께는 입자 크기가 작은 (20~30nm) 카본블랙의

경우 직경의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입자 크기가 큰

(100 ~ 200 nm) 카본블랙에서는 직경의 1% 불과하다.

입자 크기가 큰 카본블랙으로 충전된 고무의 경우

GH 층의 두께는 카본블랙 직경의 1%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기여도는 실험오차로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카본블랙 부피 분율 (Φ) 에 따른 모듈러스의 증가는

Guth 방정식 (식1)을 따르게 된다.

E = E0 (1+2.5Φ+14.1Φ 
2)                          ( 식 1)

여기서 E는 충전 고무의 모듈러스를 E0는 미충전

고무의 모듈러스를 나타낸다. 이 관계식은 카본 입자

가 구형이고 매트릭스 내 분산이 잘 되었으며 입자 표면

은 고무로 완전히 싸여져 있는 경우를 가정으로 한다.

반면 입자 크기가 작은 카본블랙으로 충전된 고무

의 경우 GH 층의 두께는 카본블랙 직경의 10%이기

때문에 카본블랙 부피 분율에 따른 모듈러스의 증가

는 Guth 방정식에서 예측된 값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GH 층의 형성으로 인한 실제 카본블랙 부피

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20)

GH 층은 카본블랙 입자의 유효 직경만을 증가시키

고 그 기여도는 모든 변형 영역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다. 따라서 신장이 증가함에 따라 응력이 크게 증가하

는 현상 ②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큰 응력 상승은 SH

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인터페이

스 모델의 매우 중요한 가정은 “SH 층은 가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라는 점이다.2) 이 가정은 혼합과정

에서 황 입자가 SH 층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본 겔은 매우 우수

한 용제에도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가교

반응에서 조차 용융된 황은 SH 층에 용해되기 어렵게

된다. 즉, SH 층은 미가교 상태로 존재하여 큰 신장 하

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7은 큰 신장 하에서 SH 층 분자의 미끄러짐

에 의한 신장 방향으로 배향된 분자 스트랜드(strand)

를 나타낸다.2) 여기서 SH 층 내의 분자들은 매트릭스

고무보다 더 크게 신장되고 이로 인해 충전 고무의 파

단 시 변형율은 미충전 고무의 변형율 보다 커질 수 있

게 된다. 특히, 배향된 분자 스트랜드는 섬유로 보강된

고무 복합체와 같이 높은 보강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

에 미충전 고무 보다 상당히 큰 응력 및 인장강도를 나

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카본블랙의 부피 분율이 0.2 ~ 0.25 보다 큰 경우에

는 Figure 8에서와 같이 카본 입자 주변의 SH 층이 서

로 겹쳐지고 결합되어 연속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형

성한다. 이는 큰 신장 하에서 인접한 카본 입자들 사이

에 존재하는 SH 층 내 분자 스트랜드들이 서로 연결

되어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로운 인터페이스 모델에서는 이 구조를 “수퍼네트워

크(Super network)”2) 라고 한다.

수퍼네트워크 구조는 카본 입자 주변의 큰 응력 집

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교

된 매트릭스 고무 보다 강성이 더 높은 SH 층으로 이

Figure 6. New interface model consisting of GH layer

and SH lay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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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이 수퍼네트워크 구조는 신장 변형이 증가함

에 따라 갑작스런 응력 상승과 큰 인장강도 특성을 나

타내는 현상 ②의 설명이 가능하다. 단, 수퍼네트워

크를 형성하는 SH 층의 구조적 변화는 SH 층이 가

교 결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실현될

수 있다.

카본블랙 보강의 기계적 거동에 관한 기본 현상 ①,

②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모델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

였다. 이제는 응력 완화 및 회복에 관한 뮬린 효과 즉,

현상 ③을 고려해야 한다. Figure 9는 하중을 부가하였

다가 제거한 첫 번째 반복 변형 상태에서의 배향된 분

자 스트랜드 수퍼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2) 하

중제거 시 스트랜드 다발은 버클링 (buckling) 형상을

나타내며 이때 응력은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따

라서 시스템의 응력은 가교된 매트릭스 고무에 의해

서만 유지된다.

두 번째 하중을 부가할 경우 하중의 주된 지지 부위

는 가교된 매트릭스 고무이기 때문에 응력-변형 곡선

은 첫 번째 하중제거 곡선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Figure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장이 첫 번째 하중에

서의 변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최초 응력-변형 관계

에 따라 응력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는 버클링된

Figure 7. Strands of oriented molecules in the SH

layer.2)

Figure 8. Super-network structure of strands of

oriented molecules interconnected ad carbon parti-

cles.2)

Figure 9. Buckling of the supernetwo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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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랜드 다발이 다시 첫 번째 신장 상태로 돌아오는

것에 기인한다. 하중제거 시 버클링된 스트랜드 다발

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므로 장시간 또는 고온에서 완

화될 경우 잔류 변형률이 거의 없는 원래 수준의 응력

을 갖게 된다. 즉, 뮬린 효과인 현상 ③ 설명이 가능하

게 된다.

SH 층 분자 스트랜드의 수퍼네트워크 모델은 카본

블랙 보강의 기계적 거동에 관한 기본 현상 ①, ②, ③

의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이는 카본블랙 보강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기계적 현상이 SH 층의 변형 가

능한 특성에 기인하며 SH 층은 화학적 가교 결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가정을 근본으로 한다. Gent

등은 카본블랙 충전 고무를 n-헵탄으로 팽윤시켜 카

본 겔의 팽창이 매트릭스 고무 보다 낮음을 보여주었

다.21) 이 결과는 카본 겔 용해도가 매우 낮아 용융된

황이 카본 겔 내로 침투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

였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 사실을 더욱 잘

입증하였다. Dohi 는 가교 후 카본블랙으로 충전된

SBR 고무의 황 입자를 에너지-필터 TEM 으로 관찰하

였다.22) Figure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황은 산화아연

(ZnO) 입자 표면에 선택적으로 흡착되고 카본 입자의

표면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ukaga 등은 AFM을 사용하여 카본블랙 충전

NR 가교 고무의 SH 층과 가교된 매트릭스 고무의 모

듈러스를 측정하였고 SH 층이 매트릭스 고무 보다

6 ~ 8배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23) 

상기 결과로부터 SH층은 미가교 상태로 존재한다

는 것이 적합하다. 만약 SH 층이 황에 의해 가교 되었

다면 현상 ②, ③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미가교 SH 층의 강성

이 가교된 매트릭스 고무 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카본 겔의 수퍼네트워크 구조는 분자의 미끄러짐과

갑작스런 응력 상승 및 큰 인장강도를 생성하는 메커

니즘을 잘 설명한다. Figure 12는 미가교 SH 층의 미

끄러짐과 응력 상승에 관한 두 가지 거동을 모두 보여

준다.2) 여기서 A, B, C는 GH 층에 고정된 분자 위치

이고 a’, b’, c’, d’ 는 분자의 미끄러짐이 자유로운 얽

힘 지점 (entangled point)을 나타낸다. 미가교 SH 층

은 얽힘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자 사슬의

미끄러짐을 제공하고 GH 층은 제한된 거리 내에서 이

Figure 10. Mullins effect (schematic): loading (first,

11; second, 21) and unloading (first, 1u; second,

2u).2)

Figure 11. Image of the distribution of sulfur and zinc

on the ZnO particle (left) and the carbon black

(right).22)

Figure 12. Regulation and orientation of molecular

length between adjacent carbon particl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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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분자 사슬의 미끄러짐을 제한한다. 따라서 분자

사슬의 미끄러짐은 모든 분자의 동일한 신장성을 유

도하고 큰 응력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한 거리의

동일한 분자 길이를 준비한다. 여기서 배향된 분자 스

트랜드는 Shinohara24) 등이 wide-angle X-ray 측정으

로 연구한 카본블랙 충전 SBR의 분자 배향 패턴 관찰

로 입증되었다. 

지금까지 카본블랙 보강 메커니즘에 관한 다양한

이론 및 모델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은 카본 입자 표면에 카본 겔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카

본 겔은 유리상의 GH 층과 미가교 상태의 SH 층의 이

중 층 구조로 존재하며 고무의 모든 보강 효과는 SH

층의 변형 가능한 수퍼네트워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를 근거로 SH 층

이 미가교 상태라는 사실은 정확성이 더욱 높아졌다.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히스테리시스는 응집된 카본

입자간 결합의 파괴 및 재생성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주 원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카본

블랙 보강에 따른 고무의 기계적 거동에 근간이 되는

카본 겔의 특성 즉, SH 층이 미가교 상태라는 점은 카

본블랙 충전 고무의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단순히 카

본 입자의 미분산 및 입자 간 상호작용에만 기인한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히스테리

시스 발생 원인 및 카본 겔의 기계적 특성과 같은 미세

영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4. 카본블랙 충전 가교 고무의 변형-속도 
의존성

4.1. 고무의 변형 거동 예측 모델

카본블랙의 충전은 고무의 기계적 물성 향상 및 히

스테리시스 손실에 큰 변화를 유도한다. 미충전 고무

의 히스테리시스와 점탄성 손실 특성은 분자 구조의

얽힘 상태의 변화 및 사슬의 미끄러짐에 의한 마찰 등

분자 주위와의 상호 작용에 기인한다.25-28) 반면 카본

블랙 충전 고무의 경우 점탄성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현상학적 구성방정식이 제안되었지만26, 29-30) 카본블

랙의 부피 분율 및 분포 형태에 따른 미세 변형 거동에

대한 세부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무의 변형-속도 의존성을 재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구

성방정식을 확립하고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변형 거

동에 대한 충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변형-속도 의존성 예측 모델을31) 소개하고 미

세 영역에서의 히스테리스 손실 특성 및 기계적 거동

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적으로 관찰된 고무의 특성을 재현하기 위해

고무의 미세 구조는 공간에서 무작위로 분포된 긴 분

자 사슬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31) 고무 분자 내 단일

사슬은 모노머를 포함하는 여러 시그멘트(segment)로

구성되며 분자 사슬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얽힌

두 개의 연결로 정의된다.31) 물리적 연결 지점은 일반

적으로 영구적이지 않으며 변형에 따라 달라진다. 반

면 화학적 연결 지점은 영구적이며 얽힘 상태를 유지

한다. 변형 시 얽힘 점 수의 감소는 단일 사슬의 평균

시그멘트 수 N을 증가시키고 신장성을 향상시켜 재료

의 강성을 감소시키는 응력 연화 현상을 일으킨다.31)

연화는 변형-속도 의존성을 갖지 않는 고무의 주기적

변형 조건에서의 히스테리시스 발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5) 얽힘 점 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논

아핀 (nonaffine) 분자 사슬 네트워크 이론이 개발되었

으며32-33) 얽힘 점 수는 온도와 변형으로 정의된 함수

로 표현된다. 긴 분자 사슬은 여러 지점에서 다른 사슬

과 접촉하고 있는데 이는 점탄성 특성의 잠재적인 원

천이 된다. 분자 사슬은 사슬 방향을 따라 쉽게 움직이

지만 법선 방향에 대한 움직임은 제한된다. 이 현상은

사슬과 그 주변의 상호 작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랩

테이션(Reptation) 이론이라고 한다.27-28)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변형-속도 의존성에 따른 기

계적 물성 및 히스테리시스 특성은 8-사슬 (eight-

chain) 모델을 기본으로 설명된다.31) Figure 13은 8-사

슬 모델의 기본 구성도이며 이때 사슬은 점탄성 거동

을 나타내야 한다. 각각의 사슬은 랑주뱅 스프링

(Langevin spring) α, β와 고무의 점탄성을 나타내는

Figure 13. Eight-chain model containing standard

elements. α and β are Langevin springs and γ is

dashpot.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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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포트 γ로 구성되며 렙테이션 이론을27-28) 사용하

여 모델링 된다.

4.2. 미충전 가교 고무의 변형-속도 의존성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변형-속도 의존성 거동을 살

펴보기에 앞서 폴리머 사슬의 얽힘 상태의 변화로 인

해 기계적 물성 및 히스테리시스 손실 특성이 변하는

미충전 고무의 변형-속도 의존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Figure 14는 반복변형 하에서의 변형

속도에 따른 미충전 가교 고무의 응력-변형 관계를 나

타낸다. 여기서 변형 속도가 높을수록 고무에 가해지

는 응력이 커지고 하중제거 시 완화 현상도 커져 전형

적인 변형-속도 의존성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5는 변형 속도에 따른 탄성 (스프링) 변형 λβ

와 점탄성 (대쉬포트) 변형 λγ 의 관계를 보여준다. 변

형 속도가 낮은 경우 대쉬포트 γ는 변형에 대한 저항

이 작기 때문에 스프링 β의 변형은 제한되고 스프링 β

에 의한 배향강화 (orientation hardening) 현상은 억제

된다. 결과적으로 스프링 β에 의해 유도된 응력은 작

아져 시스템 전체의 변형에 대한 저항은 낮아진다. 반

면 변형 속도가 높은 경우 대쉬포트 γ의 저항이 증가

하여 스프링 β의 변형이 촉진되고 스프링 β는 변형된

다. 따라서 배향강화가 유도되고 시스템 전체의 변형

에 대한 저항은 증가한다. 이때 하중 및 하중제거 과정

에서 표시된 곡선의 안쪽 영역은 히스테리시스 손실

을 나타내며 낮은 변형 속도의 경우 대쉬포트는 작은

응력으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전체의 변형은

스프링 α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히스테리

시스 손실은 작게 나타난다. 변형 속도가 증가될 경우

Figure 14. Cyclic deformation behavior of rubber under different strain rates.31)

Figure 15. Stretches of spring β and dashpot γ-stretch λ2 relationships for different strain rate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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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쉬포트의 응답 지연 현상이 지배적이므로 하중제거

시 잔류 응력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응력 완화

및 히스테리시스 손실 증가의 주 원인이 된다. 변형 속

도가 매우 큰 경우 대쉬포트의 저항은 크게 증가하고

스프링 β를 변형시킬 수 있는 고정점이 되어 시스템의

응답은 스프링 α, β에 의한 탄성 거동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Figure 16에 나타

난 바와 같이 특정 변형 속도에서 최대 값을 나타내며

변형의 크기에 의존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히

스테리시스 손실의 최대 값은 변형-속도 의존성을 나

타내며 이것은 대쉬포트의 추가 변형을 촉진하는 스

프링의 배향강화로 인한 시스템 전체의 응력 증가에

기인한다.

4.3. 충전 가교 고무의 변형-속도 의존성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기계적 물성 향상에 관한 메

커니즘은 앞 절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다. 카본블랙 보

강 효과는 유리상태의 GH 층과 미가교 상태의 변형

가능한 SH 층으로 이루어진 이중 층 구조의 카본 겔로

잘 설명되었다. 본 절에서는 카본 겔 모델을 기본으로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미세 영역에서의 기계적 거동 및

히스테리시스 손실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Figure 17은 반복변형 조건 하에서 변형 속도에 따

른 카본블랙 충전 및 미충전 가교 고무의 응력-변형

관계를 보여준다. 카본블랙 충전 가교 고무는 변형-속

도 의존성을 갖지 않는 고무와 같이 변형 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응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거동을 나타낸다.

이는 카본블랙 존재 시 카본 입자 사이에 위치한 고무

의 국부변형(localized deformation)이 커져 배향강화

가 일어나고 결국 시스템 전체의 응력이 증가하는 과

정으로 설명된다.

Figure 18은 반복변형 조건 하에서 변형 속도에 따

른 신장 변형 및 응력 그리고 점탄성 변형 분포를 보여

준다. Figure 18(a)는 변형 시 카본 입자 사이에서 발생

하는 높은 국부변형을 보여준다. 이 국부변형은 또한

인접한 카본 입자들을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확

인된다. 이는 SH 층의 수퍼네트워크 구조와 유사하며

Figure 16. Strain rate and stretch-dependent hysteresis

loss.31)

Figure 17. Strain-rate-dependent-cyclic stress-stretch relationship of CB-filled rubber.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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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에 의한 수퍼네트워크의 배향강화로 인한 큰 응

력 증가 현상과 잘 일치한다. 하중 및 하중제거 상태에

서 신장 변형 분포의 미세한 차이는 뮬린 효과에 기인

한다. Figure 18(c)는 점탄성 변형에 대한 변형-속도

의존성을 보여준다. 변형 속도가 낮은 경우 카본 입자

사이의 국부변형 영역에서는 높은 점탄성 변형이 관

찰된다. 이는 미가교 SH 층의 분자 미끄러짐 현상으

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변형 속도가 낮은 경우 분자

사슬 간 마찰력이 작아져 스프링 β를 움직일 만큼의

충분한 응력 전달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변형에

의한 스프링 β의 기여도는 억제되고 스프링 α의 주된

변형만을 유발시키게 된다. 반면 변형 속도가 큰 경우

SH 층 분자사슬 간 마찰력이 증가하여 대쉬포트의 점

성은 스프링 β를 움직일 만큼의 큰 응력 전달을 가능

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스프링 β의 탄성 변형을 일으

키는 높은 배향강화로 인해 시스템 전체의 변형에 대

한 저항이 커지게 된다.

Figure 19는 변형 속도 및 카본블랙 충전 함량에 따

른 히스테리시스 손실 특성을 보여준다. 카본블랙 충

전 가교 고무의 히스테리시스 손실 피크 값은 미충전

고무의 피크 값보다 매우 높다. 이는 카본블랙 함량이

많을수록 고무 매트릭스 내 카본 입자 간 거리가 가까

워져 이로 인한 국부변형의 증가에 기인한다. 하지만

국부변형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최대 히스테리시스 손

실 위치 및 크기는 미충전 가교 고무의 위치와 상이하

다. 국부변형은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히스테리시스

손실 증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카본

블랙 충전 가교 고무의 변형-속도 의존성은 카본 입자

주변의 변화 가능한 특성으로 설명된다. 이제는 카본

입자 주변의 미세 영역 특성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접

근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Figure 18. Cyclic deformation behavior of CB-filled rubber. (a) Stretch λc
 , (b) tension directional stress σ22, (c)

viscoelastic stretch λγ under different strain rates and at different deformation stages.31)

Figure 19. Stretch-dependent hysteresis losses under

different strain rate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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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본블랙 분산에 따른 미세 영역 특성

5.1. 충전 고무의 미세 영역 특성 분석 기술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형태학적(morphological) 구

조와 기계적 성질에 관한 주제는 아직도 많은 연구들

이 진행 중에 있다.34-37) Figure 20은 앞서 설명한 카본

겔 수퍼네트워크 구조와 같은 카본 입자와 고무 매트

릭스 사이의 신장 변형에 의한 네트워크 모델 개념을

나타낸다.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카본 겔 구조에 대한

가설의 검증은 나노미터 수준에서 실제적인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카본블랙 충전 고무에서 카본

겔 함량은 중량 분석39-41) 및 오스뮴 테트록사이드

(Osmium Tetroxide)를 이용한 고무 네트워크의 염색

부위를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y; TEM)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었다.42)

원자 힘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43)

외에도 작은 각 엑스레이 산란(Small Angle X-ray

Scattering; SAXS),44) 유전 완화 분광기(Dielectric

Relaxation Spectroscopy; DRS)45) 등은 충전제의 분산

과 형태학적 구조를 특성화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여

기서 AFM은 단순히 이미징(imaging) 방법으로 사용

되는 것이 아닌 강성과 손실 탄젠트(loss tangent)와 같

은 나노스케일 영역의 기계적 특성의 측정 기술로 사

용되었다.46) Kaule 등은 AFM을 이용하여 고분자 초

박막 코팅의 탄성 및 소성 특성을 조사하였으며47)

Bonaccurso 등은 AFM에 의한 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플라즈마와 용매에 노출되기 전과 후의 탄성

과 소성 같은 폴리머의 기계적 성질을 국부적으로 구

별하였다.48) Qu 등은 온도에 따른 카본 겔 거동을 주

사탐침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기반 이미징의 간헐적 접촉 모드(Intermittent Contact

Mode; ICM)를 사용하여 시각화 하였다.49) 이 연구에

서 카본 겔은 유리상과 고무상 사이의 기계적 전이상

태에 존재하고 두께는 20 nm 이하임이 확인되었다.

5.2. AFM을 이용한 카본 겔의 손실 탄젠트 

특성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카본 겔은 미가교 상태의 SH

층으로 존재하며 인접한 SH 층들과 서로 스트랜드를

형성하여 다발 형태의 수퍼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것

으로 설명되었다. 미가교 SH 층의 분자 움직임은 매

트릭스 가교 고무 보다 더 제한적이며 외부 변형에 의

해 구조적 변형이 가능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절에

서는 이러한 카본 겔의 기계적 물성 및 히스테리시스

에 대한 나노스케일 영역에서의 실제적인 측정 기술

을 소개하고자 한다.

광학현미경 또는 TEM과 같은 현미경 기술은 카본

블랙 충전 고무의 특성 관찰 시 해상도가 낮으며 블랜

드 시스템에서 각각의 고무상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AFM 기술은 현미경으로 가시화할 수 없는 나노스케

일 영역에서의 미세한 형태 이미지 및 기계적 물성의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AFM 측정에서 손실 탄젠트는

팁과 분석 시료의 상호작용에 의한 손실 모듈러스 G"

및 저장 모듈러스 G'의 비율로 제공되며 이미지로 시

각화된다. 손실 탄젠트는 AFM 팁 접촉 면적과는 독립

적이지만 점탄성 측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폴리머의 균

질성 및 길이의 영향을 받는다. 팁과 샘플의 접촉에서

손실되는 힘은 팁-시료 상호작용 힘(Fts) 및 팁 속도에

의해 정의된다.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또한 Fts와 캔틸

레버가 구동되는 주파수 및 팁 움직임에 의해 설명된

다. 손실 탄젠트 이미지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평

가되며 카본블랙 입자 또는 응집체(agglomerates) 및

카본 겔 표면의 임의 형상에 대한 윤곽을 추적한 후 정

량적 계산이 수행된다. 

Figure 21은 카본블랙 충전 NR/BR 고무 블랜드의

AFM 이미지로서 나노스케일 영역에서의 카본 겔 및

고무상의 실제적인 손실 탄젠트 측정 결과를 보여준

다. 여기서 카본블랙 입자는 NR 및 BR 고무상에 분포

되어 있으며 주변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카본 입자

주변에는 카본 겔 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Figure 20. Pictorial distribution of the morphology of

carbon-black-filled rubber compound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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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교 반응 시 고무 사슬의 움직임은 더욱 제한되

기 때문에 각각의 고무상의 경계는 미가교 상태보다

더 두드러져 상 대조가 분명해진다. 카본 겔은 인접한

카본블랙 입자를 상호 연결하는 커넥팅 필라멘트

(Connecting Filament; CF)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SH 층의 수퍼네트워크 구조와 같음이 확인된다. 손실

탄젠트는 단단한 카본블랙이 가장 낮으며 BR, 카본

겔, NR 순으로 커짐을 보여준다. 카본블랙 충전 고무

의 기계적 성질은 변형-속도 의존성을 가지므로 측정

조건(시간, 주파수)의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 이로 인

해 AFM 측정에 사용된 주파수 300 kHz는 일반적인

DMA 측정 조건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점탄성 물질의

겉보기 강성과 손실 탄젠트는 높은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DMA 평가를 통한 BR 및 NR 매트릭스

의 실험적인 마스터 커브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조건

에서 측정한 손실 탄젠트 값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카본 겔 함량은 고무와 접촉되는 카본 입자 표면에

서 증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카본블랙의 형태학적 효

과로 설명된다. 또한 가교 반응은 카본 겔 층의 상이한

두께 분포를 유도한다. Table 1은 카본블랙으로 충전

된 NR/BR 고무 블랜드의 가교 및 미가교 상태에서의

카본 겔 두께를 나타낸다. 여기서 카본 겔의 두께는 미

가교 대비 약 1 nm만큼 증가함을 보여준다. 다황

(polysulfide) 구조 가교 결합은 일반적으로 3 ~ 6개의

황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황-황 결합의 길이는

0.206 ± 0.002 nm의 크기를 가지므로 두께가 증가하

면 가교 반응에 의해 카본 겔 층이 팽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50) 이 과정에서 고무 사슬의 이중 결합이 깨지

고 부분적으로 인접한 고무 사슬과 단일황 가교 결합

을 형성함으로써 카본 겔 층 두께가 증가하게 된 것으

로 예상된다.38)

5.3. NR/BR 고무 블랜드 내 카본블랙 도메인

카본블랙 충전 NR/BR 고무 블랜드의 AFM 분석 결

과 카본블랙은 NR 및 BR 매트릭스에 분포되어 있으

며 카본 입자 주변에는 카본 겔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

음이 확인되었다. 카본 겔 조성은 AFM 결과로 확인되

지 않지만 손실 탄젠트 결과로 보아 NR/BR 두 고무로

구성된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2는 다양한 혼합 조건

에서 혼합된 카본블랙 충전 NR/BR 고무 블랜드의 카

본 겔 조성 및 점탄성 특성 tanδ@60oC를 보여준다. 여

기서 카본 겔 조성 분석은 양호한 용매에서 추출된 카

본 겔을 건조시킨 후 열분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점탄성 분석은 가류된 시편을

이용하여 10 Hz, −80 ~ 70oC, 2oC/min, DMA 조건으

로 분석하였다.

카본 겔 조성은 분석결과 모든 시편에서 원래의

NR/BR 매트릭스 고무 조성비 대비 NR 함량이 높아

Figure 21. AFM loss tangent images at 300 kHz, CB/BR/NR mixtures. (a) Uncured and (b) cured with bound

rubber (BdR) and connecting filaments (CF); scan sizes 1 µm x 1 µm38)

Table 1. Carbon gel thickness of uncured and cured

CB/NR/BR polymer blend.38)

CB/NR/BR 

uncured

CB/NR/BR 

uncured

Carbon gel 

thickness, nm
6 ± 3 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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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특히 BR/CB 마스터배치 후 NR을 투입한 경

우에서 조차 NR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카본블랙

은 NR에 친화성이 매우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카본

겔 함량은 시편 3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는 혼합

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즉, NR 대비 카본과

친화성이 낮은 BR을 우선 혼합하여 1차적인 BR 카본

겔 형성을 높이고 카본과 친화성이 우수한 NR을 혼합

할 경우 전체적인 카본 겔 함량은 증가되는 것으로 예

상된다. 점탄성 특성인 tanδ@60oC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즉, 카본 겔 조성에서 NR 함량이 증

가할수록 그 값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는 카본 겔 내 NR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매트릭스 가

교 고무 내에는 NR 비율이 줄어들고 BR 비율이 높아

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tanδ@60oC 값

은 에너지 손실 특성이 낮은 BR이 매트릭스에 더 많

이 분포된 시편 4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NR/BR 블랜드 내 카본블랙 도메인은 Figure 22의

AFM 결과를 통해 좀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서 AFM 이미지의 보라색 영역은 BR을, 노란색 영역

은 NR을 나타낸다. 카본블랙이 5phr인 경우 카본 입

자는 대부분 NR 상에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경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는 열분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이용한 카본

겔 조성 분석 결과와 잘 일치한다. 즉, NR/BR 고무 블

랜드 내 카본블랙은 NR과 친화성이 높고 대부분 NR

상에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다.

5.4. 카본블랙 분산에 따른 히스테리시스 손실

특성

카본블랙 충전 고무의 히스테리시스 손실 특성은

변형 시 카본 입자 표면에 형성된 카본 겔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및 카본 입자 사이의 국부변형의 증가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고무 매트릭스 내

카본 입자의 분포 상태 즉, 카본 입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히스테리시스 손실 영향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Figure 23는 변형이 증가함에 따른 카본 입자 사

이 거리와 히스테리시스 손실 특성을 보여준다. 카본

입자 사이의 거리가 넓고 분산이 잘된 경우 히스테리

시스 특성은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분산이 덜된 경우

대비 상대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카본

입자 사이 SH층 슈퍼네트워크 구조의 배향강화에 기

인한 국부변형의 크기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카본블랙의 구조에 따른 고무의 히스테

리시스 손실 특성 및 기계적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Figure 24과 같이 두 가지 카본블랙 3D 모델을 도입하

였다. 여기서 카본블랙은 구조 발달도가 낮은 분산된

형태와 구조 발달도가 높은 응집된 형태로 구분된다.

각각의 카본블랙 구조에 따른 신장 변형 분포는

Figure 25에 제시되었다. Figure 25(c)는 응집된 카본

블랙 (b)의 단면 형상으로 실제적인 카본블랙 분포를

Table 2. Carbon gel composition of CB/NR/BR polymer blend mixed by various conditions.

Sample 1 2 3 4

Mixing process
1st stage

2nd stage

CB/NR/BR

Re-mill

NR/BR

add CB

BR/CB

add NR

NR/CB

add BR

Carbon gel composition (NR/BR ratio) 80/20 85/15 70/30 90/10

Carbon gel content (wt%) 12.8 13.5 15.3 12.9

tanδ@60oC 0.063 0.062 0.064 0.061

*CB/NR/BR=40/60/40

Figure 21. Carbon Black Distribution in NR/BR B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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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며 Figure 26는 미충전 고무와 상기의 두 가지

카본블랙으로 충전된 고무의 응력-변형 관계 및 히스

테리시스 손실 특성을 보여준다. 하중이 부가될 경우

변형에 대한 응력 및 히스테리시스 손실 특성은 미충

전 고무 대비 현저하게 높아진다. 이는 Figure 25(a)와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본 입자 사이의 높은 국부변

형에 의한 배향강화로 변형에 대한 저항이 커짐에 기

인한다. 따라서 하중이 제거될 경우 응력 완화도 커지

게 된다. 응집된 카본블랙의 부피 분율은 분산된 카본

Figure 23. 충전제 분산도에 따른 변형시 히스테리시스

손실 특성.51)

Figure 25. Stretch distribution for (a) Dispersed case and (b) Aggregated case, and (c) CB distribution for cross-

sectional area corresponding to (b).31)

Figure 26. Effect of CB structure on deformation behavior. (a) Stress-stretch relationships and (b) hysteresis loss

different CB distributions.31)

Figure 24. 3D Computational models for different

structures of CB-filled rubber. (a) Dispersed case. (b)

Aggregated cas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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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의 부피 분율 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변형에 대

한 저항 및 히스테리시스 손실 특성이 현저히 높게 나

타난다. 이는 분산된 카본블랙 대비 응집된 카본블랙

의 구조 발달도가 높고 카본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가

까워 변형에 의한 국부변형 분포 영역이 현저히 증가

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응집된 카본블랙의 입자 표

면은 매우 낮은 변형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영역은

Figure 25(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순수한 카본블랙의

부피 분율을 증가시켜 추가적인 배향강화 및 국부변

형의 집중을 유발시킨다. 즉, 카본블랙의 유효 부피 분

율을 증가시키는 것에 기인한다. 이 결과는 카본블랙

충전 고무에서 카본블랙의 부피 분율 및 분포 형태 그

리고 구조의 영향도가 고무의 히스테리시스 손실 특

성 및 기계적 거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결  론

타이어 구성부위 중 카본블랙 보강 고무의 연비 기

여도는 전체 타이어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히스

테리시스 저감에 있어 실리카 보강 고무인 트레드 부

위만큼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

다. 더욱이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강화됨

에 따라 자동차 업체의 연비성능 요구 수준이 지속적

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드 부위의 히스테

리시스 저감만으로는 타이어 연비 성능 개선에 있어

분명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카본블랙 보

강 고무의 히스테리시스 저감에 관한 연구는 타이어

연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그

중요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카본블랙과 고무

매트릭스 사이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상에 대한 근본

적인 메커니즘 규명이 선행 되어야 하며 카본 겔과 매

트릭스 고무의 실제적인 히스테리시스 손실 특성 및

기계적 거동을 측정할 수 있는 초미세 영역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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