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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xamine correlation between silane coupling agent and activator which affects the physical properties

of silica filled natural rubber compound, such as heat buildup, rebound property, dynamic mechanical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With incorporation of silane coupling agent, tanδ at 0 oC was increased and at 60 oC was

decreased, which resulted in improving of wet grip and rolling resistance. When silane coupling agent which is corre-

sponding to 8~10% of silica was used, most favorable heat build up and tanδ was obtained. And also when activator was

used, dispersibility of silica was improved as a result of reduction of reaggregation of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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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친환경소재로서 저연비 타이어를 개발하는 경우 반복적인

변형이 일어날 때 에너지 손실을 적게 일으킬 수 있는 원료

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그 중 대표적인 원료는

polymer로서 solution SBR이나 Nd-BR이고 충진재(filler)로서

는 실리카이다.1 최근 친환경소재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산업

전 분야에서 활발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삶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일찍이 이와 같은 연구가

활발이 진행되어져 왔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 산업에서는 환

경을 중요시하는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한국 등 다방

면의 환경규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2 한 예

로서 보강 충진재로서 카본블랙 대신에 실리카를 사용하는 경

우이다. 카본블랙-고무 가황체에 비하여 실리카-고무 가황체

는 회전저항 및 제동능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타

이어 트레드용 가황체의 보강성 충진재로서 실리카의 사용량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3-5 일반적으로 합성 실리카는 제조공법

차이에 따라 크게 침전 실리카(precipitated silica)와 건식 실

리카(fumed silica)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통적 용도도 있지만

침전 실리카는 주로 고무, 타이어, 건식 실리카는 도료 등에

대량 사용된다. 194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HiSil이 발표된 이

래 우수한 제반 물성과 환경적인 이유로 인하여 타이어 업체

에서는 보강제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타이어와 같은

고무 제품의 경우, 심한 굴신과 발열을 받게 되면 가교결합의

파괴와 연쇄 분해 반응으로 급격한 초기 물성의 하락을 초래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리카의 도입이 검

토되었다. 실리카를 고무에 사용할 경우 인열특성, 모듈러스,

경도, 찢김성, 굴신 및 발열 특성이 향상된다고 보고 되었다.6-8

실리카표면은 친수성으로 극성경향을 띠며 이로인해 필러간

의 결합력은 강하지만 고무와의 상용성 저하로 실리카와 고

무간의 보강효과 증대를 위해서 coupling agent 사용 및 표면

개질 고무를 선택하고 있다.9,10 실리카 표면에는 수많은 실란

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리카 집합체 간의 상호작용이 매

우 강하여 비극성인 고무에서 쉽게 분산되지 않는다. 또한 실

리카 표면의 실란올기는 고무 복합재료에 존재하는 극성 유

기물과의 수소결합에 의해 이들을 흡착한다. 특히 고무배합

물에서 사용하는 가황촉진제는 대부분 아민기를 가지므로 실

리카의 실란올기와 강한 수소결합을 형성하여 표면에 잘 흡

착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실리카-고무 가황체는 카본

블랙-고무 가황체에 비하여 가교 속도가 느리고 가교 밀도도

낮다. 커플링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bis(3-triethoxysilylprop-

yl)tetrasulfide (TESPT)는 SBR 고무와 실리카 충진 SBR 가황

물의 경화특성 및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졌

다.11,12 TESPT로 처리된 tetraethoxysilane의 in situ soil-gel 반

응에 의하여 결합된 실리카는 통상적인 기계적 혼련 및

TESPT로 처리되지 않은 in situ 방법 보다도 훨씬 더 큰 보강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더 큰 보강효과는 실리카-고무

network의 형성에 기인하며 SBR고무 가황물의 동적·기계적

거동을 변화시켰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경우 TESPT

로 처리되지 않은 sol-gel 공정과 비교하여 매우 미세한 입자†Corresponding author E-mail: parkcy@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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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n situ 실리카 결합을 보여주었다.13,14 고무 보강에 대한 충

진재 표면에너지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모델 충진제로서

카본블랙 N110 및 침강 실리카를 선택한 실험에 있어서 카본

블랙과 비교하여 실리카의 표면에너지는 낮은 dispersive

component값과 높은 specific component값에 의하여 특징지

워진다. 실리카의 높은 specific component값은 강한 inter-

aggregate interaction을 초래하여 혼련물의 높은 점도 및 낮은

변형에서 가황물의 높은 탄성률을 가져온다. 이와 대조적으

로 카본블랙의 높은 dispersive component 값은 강한 충진제

-polymer 상호작용을 일으켜 혼련물의 bound rubber 함량이

많게 되고 높은 신률에서 가황물의 탄성률이 크게 된다.15,16

서로 상이한 표면 알킬화를 갖는 실리카의 고무보강이 NH3-

개질 swelling, swelling volume fraction, stress-strain 테스트

및 주사전자현미경 측정에 의하여 검토되었다. 충진제 분산

에 대한 실리카 알킬화의 영향이 표면에너지 및 산-연기 상호

작용을 기초로 하여 설명되어졌다. 그리고 bound rubber의 감

소는 산-염기 상호작용 또는 물리적 엉킴에 의하여 설명되어

졌다. 실리카가 알킬화되는 경우에는 천연고무 및 SBR고무

가황체의 보강 정도가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NBR고

무 가황체의 경우 알킬화는 실리카의 보강특성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처럼 보였다.17,18 고무에 있어서 실리카의 aggregation

에 대한 새로운 모델(hexagon-linking 모델)이 제안되어 투과

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및 분석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테스트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카본블랙과는 달리 실리카가 고

무에 젖게되는 경우에는 hexagonal ring에 의하여 축적되는 경

향이 있다. 젖음의 상태는 혼련과정을 통하여 제어될 수 있다.

20 nm의 초기 크기는 60 nm의 이론값과 비교하여 63.8 nm의

최종 크기로 되는 데 이러한 결과는 이론모델을 지지해준다.

젖은 충진재 구조는 혼련과정에 의하여 제어될 수 있으며 따

라서 바람직한 복합재료 물성이 획득될 수 있다.4,19

본 실험에서는 실리카-고무 가황체가 카본블랙-고무 가황

체에 비하여 회전저항 및 제동능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으

므로 타이어 트레드용 가황체의 보강성 충진재로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실리카를 천연고무(NR)에 충전제로 사용한 배합물

을 제조한 후 발열특성, 반발탄성, 동적기계적 성질 및 형태

학적 물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커플링제 및 활성제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Experimental

1. 실험 재료

일반적으로 고무산업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coupling agent

로는 유기실란인 TESPT (bis(3-triethoxysilpropyl) tetrasulfide)

를 사용하고 있다. 활성제로는 폴리에틸렌클리콜(PEG)과 같

은 친수성을 갖는 다가 알코올을 사용하는데 고무배합물의 가

공성 및 물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

된 주요 재료인 Natural rubber, Silica, Process oil, 노화방지

제, 가황제, 가황촉진제, 활성제에 대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

다. Natural rubber는 인도네시아산 천연고무로서 TSR 분류기

준 20 Grade인 SIR20을 사용하였고, 실리카는 Evonik사

Ultrasil VN3GR granule 타입을 사용하였으며, BET 표면적이

175 m2/g인 범용 Grade를 사용하였다. 산화아연은 KS#2호, 스

테아린산, procss oil은 파라핀계 오일, 노화방지제는 TMDG

(RD)인 quinoline계를 사용하였다. 본 평가의 주요 재료인 실

란 커플링제 Organosilane은 Evonik사의 Si-69을 사용하였고,

활성제는 분자량이 4000인 KPX GREEN Chemical사의 PEG

4000을 사용하였다. 가교 시스템은 황을 이용한 Semi-ev cure

system을 사용하였고 가교촉진제 N-tert-butyl-2-benzothiazoyl

sulfenamide (TBBS)와 dibenzothiazyl disulfide (DM)을 함께

사용하였다.

2. 고무 혼련물 제조

배합 formulation은 크게 실란 커플링제 Si-69 함량에 따른

그리고 활성제 PEG 4000 함량에 따른 가황체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2가지 변인을 가지고 설계를 하였으며 Table 2에 표

시하였다. T1에서 T5까지는 실란 커플링제 Si-69의 투입중량

을 실리카 50 phr 함량의 0%, 4%, 8%, 10%, 12% 비율인 0,

2 ,4, 5, 6 phr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하고, T6에서 T10은

Table 1. Properties of Materials

1) Natural rubber

Spec.
M.V

(ML1+4)
P0

PRI

(%)

Ash

(%)

SIR20 

(Indonesian TSR 20 grade)
68 32 83 0.3

2) Silica

Spec.
Water 

content
pH

SiO2 

Content

BET 

Surface area

VN3 GR

(Evonik Co.)
5.5 6.2 98% 175 m2/g

3) Silane

Spec.
Sulfur 

content

Average molecular 

weight
Density

Si-69 

(Evonik Co.) 
22.5% 3.70 g/mol 1.10 g/cm3

4) PEG 4000

Spec.
Average 

MW
Sp. gr.

Vis.

(100 oC)

Flash 

point

PEG 4000

(KPX Green Chemical Co.)
3800~4200 1.212 90.8cps 268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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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 4000 투입함량을 0 phr부터 4 phr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이용된 시편은 1차 혼련(master batch stage)과

2차 혼련으로(final mixing stage) 나누어 배합하였다. 1차 혼

련에서는 용량 1.6 L banbury mixer를 이용하여 초기온도 85
oC, 최종온도 155 oC를 유지하면서 총 10분간 혼련하였다. 고

무 소련은 30초 동안 행하였으며, 이후 실리카 1/2와 약품, 오

일을 함께 투입하여 2분 간 더 혼련한 후, 실리카 1/2와 실란

커플링제 Si-69, PEG 4000을 함께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산화

아연, 스테아린산, 노화방지제 RD를 투입하는 순서대로 시행

하였다. Silanization반응과 부산물인 수화물의 제거를 위해

155 oC 온도 조건하에 3분간 저속 rpm으로 변경하여 온도가

steady state 상태에서 최종 dump 하였다.20 1차 혼련물은 상

온에서 24시간 방치하여 충분히 숙성 시간을 가졌고 2차 혼

련은 60 oC 온도에서 1차 배합물과 가황제, 가황촉진제를 투

입하고 1분 30초 후 덤프시켜 최종 배합물을 제조하였다. 최

종 배합 시편은 rheometer (Monsanto ODR 2000)를 이용하여

ASTM D 20849에 준하여 150 oC에서 실험하였으며, mooney

viscometer (Monsanto MV100)를 이용하여 100 oC에서 무우

니 점도를 조사하였다. 150 oC에서 적정 가황시간을 산출하여

열프레스에서 압축성형법으로 시험시편을 제조하여 물성을

측정하였다.

3. 물성 측정 

3.1. 발열특성

가황체의 진동피로에 따른 온도상승은 BF GoodRich사의

Flexometer를 이용하여 ASTM D 623-78 방법으로 측정하였

으며, 이 때 시험 조건으로 oven 온도는 97 oC, 힘은 245N,

cycle rate는 30 Hz 조건에서 25분 동안 행하였다. 정확성을 위

해서 평가시료는 2개로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3.2. 반발탄성

반발탄성 특성은 Ueshima사의 Impact Resilience Tester를

이용하여 반발탄성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시험방법은 시편에

타격봉으로 충격에너지를 주었을 때 반발탄성계수를 측정한

다. 시험의 재현성을 위하여 각 시험편당 각 3회 실험하여 평

균값을 산출하였으며 시편의 규격 및 기타 시험 조건에 대한

내용은 JIS 6301 준하여 행하였다.

3.3. 동적·기계적 특성

동적·기계적 성질로서 loss modulus (E'') 및 tanδ는 Gabo

사의 DMTS (dynamic mechanical thermal spectometer) Eplexor

500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은 액체질소를 충진하

여 −80 oC부터 70 oC까지의 온도범위로 하여 10 Hz에서 행하

였다. 그리고 승온속도는 5.0 oC/min으로 하였다.

3.4. Morphology 관찰

실란처리와 PEG 4000 투입에 따른 실리카의 매트릭스내에

분산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실리카/고무 복합재료의 파단면

을 주사전자 현미경(SEM, JEOL사 JSM 6701F)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발열특성

가황체의 진동피로에 따른 온도상승은 BF GoodRich사의

flexometer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오븐온도는 97 oC에

서 시작하여 25분간 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무는 동적운동

시 변형된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된 에너지를 열로 변환한

다. 이러한 열 발생은 고무재료의 점탄성적 특성에 기인한 것

으로, 발생된 열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못하고 내부에 응축되

Table 2. Compound Formulation of NR Vulcanizates with Si-69 & PEG

Ingredien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NR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ilica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Si-69 − 2 4 5 6 4 4 4 4 4

PEG 4000 − − − − − − 1 2 3 4

Oil 5 5 5 5 5 5 5 5 5 5

ZnO KS#2 5 5 5 5 5 5 5 5 5 5

Stearic acid 3 3 3 3 3 3 3 3 3 3

RD 2 2 2 2 2 2 2 2 2 2

Sufur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TBBS 2 2 2 2 2 2 2 2 2 2

DM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Total 172.8 175.2 176.4 177.6 178.8 176.4 177.4 178.4 179.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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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피로파괴로 이어지게 된다. Si-69와 PEG 함량별 발열특성

에 대한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실란커플링제의 사용

유무에 따른 발열특성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용량이 증

가할수록 대체적으로 발열특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실란 커플링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실리카와 필러간

의 약한 결합력으로 발열성이 높고 실란 커플링제를 사용했

을 경우 폴리머와 필러간의 interaction 증가로 히스테리시스

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21 기본적으로 실란커플링제를 4 phr

포함한 PEG 함량 변화에 따른 발열특성 차이를 검토한 결과

PEG 함량이 2 phr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3 phr 이

상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PEG가 고무 사

슬간의 강한 결합력을 부여해주고 열이력을 감소하여 열축적

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3 phr 이상에서는 실리카-폴리

머간의 결합력 감소로 히스테리시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2. 반발탄성

고무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고무제품이 변형이 된 다음 재

빠르게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반발탄성(rebound re-

silience)이라 한다. 회복 정도를 말하는 압축 줄음류과는 다른

고무의 회복 속도를 말한다. 고무가 변형을 할 때는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고 에너지 일부는 고무의 모습으로 복원되어도 회

복되지 못한다. 회복되지 못한 에너지 일부는 고무내에서 열

의 형태로 사라진다. 변형이 발생 할 때 가해진 초기 에너지

대비 회복에너지의 비율을 그 재료의 탄성이라하고 대부분의

고무에서의 반발탄성은 온도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

다. Figure 2에 실란커플링제의 함량과 PEG 함량에 따른 반

발탄성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실란커플링제 함량이 증가할수

록 반발탄성 수치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발열특성과 동일

한 영향으로 필러와 폴리머간의 결합력 증가로 내부 열에너

지 손실은 감소하고 반면 탄성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PEG 사용에 따른 반발탄성의 변화량은 미비하였

다. PEG 함량이 3 phr까지는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4 phr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 동적·기계적 특성

Figure 3은 DMTS에서 실란커플링제와 PEG의 사용에 따른

저장탄성 Storage Modulus (E')와 tanδ의 그래프를 나타냈다.

고무의 점탄성 특성인 tanδ(=E"/E')은 저온 특성, 마모, 회전

저항, 제동 특성 등의 타이어의 매우 주요한 특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Tg는 고무의 마모 특성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으며, tanδ는 에너지 손실을 나타내는 factor로 값이

높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음을 나타낸다. 보통 60 oC tanδ는

주행 중 에너지 손실(rolling resistance)을 나타내며 이는 그 값

Figure 1. Heat build up as a function of Si-69 & PEG contents. Figure 2. Rebound resilience as a function of Si-69 & 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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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어 연비특성이 뛰어남을 뜻한

다. 반면 0 oC tanδ의 경우 젖은 노면상태에서의 제동을 대변

하며, 제동 시에는 에너지 손실을 크게 해 주행 중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를 빨리 없애야 하므로 이 값이 클수록 제동 성

능이 뛰어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실리카를 사용하면

carbon black을 사용할때보다 60 oC tanδ는 낮고 0 oC tanδ는

높아져 연비특성과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 특성이 우수해지

고 실리카 분산이 잘될수록 에너지 손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리카는 친수성으로 친유성인 고분자와 상용성이 떨어져

실리카를 filler로 사용시 상용성을 높이기 위해 coupling agent

를 사용하고, 분산성 향상을 위해 활성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실란커플링제와 활성제의 함량별 tanδ값을 Figure 4~6에 나타

내었다. 실란커플링제 함량이 증가할수록 0 oC에서의 tanδ 값

Figure 3. Storage modulus (E') and tanδ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igure 4. tanδ as a function of Si-69 contents. Figure 5. tanδ as a function of PEG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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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anδ as a function of Si-69 and PEG contents at 0 ℃ and 60 ℃.

Figure 7. SEM images of silica filled composites with various contents of Si-69. (a) 0 phr, (b) 2 phr, (c) 4 phr, (d) 5 phr, and (e) 6 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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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하며, 60 oC에서의 tan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는 실리카-실란커플링제-폴리머 사이에 화학 결합을 형성시

킬 수 있으며 이는 폴리머와 물리적 결합을 하는 카본블랙과

달리 필러와 폴리머 사이의 발열 Point를 줄일 수 있으므로 에

너지 손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5 phr 기점으로 하여 tanδ

값의 변곡점을 보였다. 활성제 PEG 함량도 증가할수록 0 oC

에서의 tanδ는 약간 증가하고, 60 oC에서의 tanδ는 약간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실리카 분산성 향상에 따른 결과

로 판단되며 2 phr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상승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4. Morphology 관찰

실리카 입자의 고무 매트릭스 내의 분산성은 주사 전자 현

미경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시편절

단면의 10,000배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평가는 JEOL사 JSM

6701F 장비로 측정하였으며 실란커플링제 함량에 따른 분산

성 평가결과는 Figure 7에, PEG 함량 결과는 Figure 8에 나타

내었다. 실란 함량에 따른 분산성 평가 결과는 사용전이나 사

용후 모두 국부적으로 응집된 실리카 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

으며 함량에 따른 분산성 차이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PEG

함량에 따른 실리카의 분산성은 실란 함량에 따른 평가결과

와는 차이를 보였다. 사용 전후 뚜렷한 분산성 향상 효과를 보

였고 함량이 증가할수록 실리카의 미세한 응집현상이 줄어들

어 입자크기가 작고 고른 분산성을 보였다. 그 이유는 PEG 투

입에 따라 실리카 표면의 실라놀기와 반응하여 실리카 표면

의 반응성이 억제되어 reaggregation 현상이 많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8. SEM images of silica filled composites with various contents of PEG. (a) 0 phr, (b) 1 phr, (c) 2 phr, (d) 3 phr, and (e) 4 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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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천연고무 베이스의 실리카 배합물의 물성에 영향을 주는 첨

가제인 실란커플링제와 활성제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발열특성, 반발탄성, 동적 점탄성 및 형태학적 성질 등을 측

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실란커플링제를 사용함

으로서 0 oC에서의 tanδ값은 증가하고 60 oC에서의 tanδ는 감

소한 결과 wet grip, rolling resistance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

다. 특히 실리카 50 phr 적용시 10%인 실란커플링제 5 phr에

서 가장 낮은 60 oC에서의 tanδ값을 보였다. 실란커플링제 함

량별 0~6 phr 평가 결과 4, 5 phr에서 가장 양호한 heat build

up, tanδ 값을 보였으며 5 phr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물성향상

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며, 실란커플링제의 적

정 함량비는 8~10% 수준으로 판단된다. 활성제 PEG 4000의

사용 유무에 따른 평가결과 실란커플링제 사용에 따른 물성

변화량에 비해 적은 상승효과를 보이지만, SEM 측정 결과 실

리카 응집이 저하함으로서 실리카의 분산성이 향상 되는 효

과를 보였다. 동적 점탄성 평가 결과 2 phr까지는 분산성 향

상효과로 0 oC에서의 tanδ는 높이고 60 oC에서의 tanδ는 낮추

어 wet grip, rolling resistance 향상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그

이상의 함량에서는 효과는 미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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