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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hancing the properties of rubber, such as the tensile strength, modulus, and wear abrasion, by the addition of
carbon black and silica as fillers is very important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rubber products. In this review, we
summarize the general features of ‘the reinforcement of rubber by fillers’ and the equations for representing the reinforcement phenomena. The rubber reinforcement was attributed to enhancement of the following: the rubber, bound rubber, formation of networks, and combination between rubber chains and silica followed by entanglement. The reinforcement
capability of silica species with different surface and networked state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silica particles and the rubber chains in achieving high reinforcement. The model involving combination followed by entanglement can provide a plausible explanation of the reinforcement of rubber by carbon black and silica
because the combination facilitates the concentration of rubber chains near the filler particles, and entanglement of the rubber chains around the filler particles enforces the resistance against deformation and breakage of rubber compounds, resulting in high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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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타이어의 제조에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충

Introduction
카본블랙이나 실리카 등 고체 가루를 충전제(充塡劑)로 넣
어주면 고무가 단단해지고(stiffening), 강해지며(strengthening), 파열에 대한 저항(the resistance to fracture)이 커지는 현
상이 ‘충전제에 의한 고무 물성 보강(reinforcement)’이다.1 충

전제를 첨가하여 물성을 크게 보강한 실리카-보강(silicafilled) SBR과 카본블랙-보강(carbon black-filled) NR을 사용
한다.
충전제를 고무에 첨가하여 아래 현상이 관찰되면 ‘보강 효
과가 있다.’고 말한다.3

전제의 첨가로 고무의 인장강도, 모듈러스, 인열강도, 내마모
성, 동적성질 등의 뚜렷이 개선되는 현상을 아울러 일컫는 말

1) 매우 작은 변형에서 스트레스(stress)가 높아지는 현상,
2) 변형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급격히 높아지는

이다. 고무를 그대로 가황하여 사용하는 예는 드물고, 충전제
를 넣어 용도에 맞게 물성을 향상시켜 대부분의 고무 제품을

현상(stress upturn),
3) 충전제 첨가 고무의 인장강도가 충전제를 넣지 않는 고

제조하므로 ‘고무 물성 보강’은 고무 제품의 개발과 활용에 아

무에 비해 10~15배 정도 높아지는 현상,
4) Mullins effect라고 부르는 신장(extension)과 수축(retrac-

주 중요하다. 충전제를 넣어 물성을 증진시키는 보강 효과는
고무에서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유리전이온도(Tg)보다 높은

tion) 과정에서 스트레스 완화와 에너지 전파 현상

상태의 고분자 물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승용차 타이어의 트레드 고무 제조에 사용되는 스타이렌-

Figure 1에 보인 고무의 스트레스-변형 관계(stress-strain
curve, S-S 곡선)에서 이러한 보강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타다이엔 고무(styrene-butadiene rubber: SBR)를 예로 들어

수 있다.2 충전제를 첨가하지 않은 SBR이나 NR의 스트레스
는 매우 낮다. 반면 카본블랙(CB)을 첨가한 SBR/CB와 NR/

보강 효과를 설명한다. 가황한 SBR 배합고무의 인장강도는
2~3 MPa로 낮으나 카본블랙을 첨가한 카본블랙-보강 SBR의
2

인장강도는 30 MPa 정도로 크게 높아진다. 흔히 SBR을 승
용차 타이어의 제조에, 천연고무(natural rubber: NR)를 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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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의 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높고, 변형이 큰 조건에서 스트
레스 증가 폭이 상당히 커진다. 신장률이 20% 이하로 변형이
작은 조건에서 스트레스가 그리 크지 않지만, 더 잡아당기면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한다. 신장율이 300% 이상에서 더 잡아
당기면 스트레스가 아주 커진다. 변형이 작은 조건에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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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효과와 이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충전제
와 고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강 효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
거나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별로 없었다. 이 총설에서는 ‘고무
물성의 보강’에 관한 문헌을 정리하여 단순히 소개하는 대신,
제안되어 있는 충전제의 고무 물성 보강 기구를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이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 체계화하려고 노력하
였다. 저자들의 연구 경험과 이해를 감안하면 상당히 우려되
는 일이지만, 구조와 성격이 상당히 다른 SBR과 NR에 표면
성질이 크게 다른 카본블랙과 실리카를 첨가한 복합체의 보
강 효과를 쉽고 짜임새 있게 설명하고 싶었다. ‘보강’ 분야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의의 있었으면 하는 뜻으로, ‘보강 기
구’에 관련된 문헌을 가급적 많이 인용하였다.
이 총설에서는 고무의 물성 보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이어 보강 효과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식을 제시하여 보강
Figure 1. Stress-strain relations of various elastomers measured
at room temperature.2

레스가 조금 커지고, 신장율이 300% 이상으로 변형이 큰 조
건에서는 변형에 따라 스트레스가 상당히 커지는 보강 고무
의 전형적인 거동을 볼 수 있다. 충전제의 보강 효과로 인해
카본블랙을 첨가한 SBR와 NR의 S-S 곡선은 서로 비슷하지
만, 충전제를 넣지 않은 SBR와 NR 자체의 S-S 곡선이 크게
다르다. SBR과 달리 NR은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
화되기(stress-induced crystallization) 때문이다.

개념의 구체화를 도모하였다. 카본블랙과 실리카 첨가 배합
고무에서 고무 물성의 보강에 대한 설명을 네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표면 상태와 이음 구조가 다른 실리카를
첨가한 SBR 배합고무의 물성 연구 결과를 보강 충전제로서
실리카의 활용 예로 제시하였다. 충전제 첨가로 고무 물성이
보강되는 과정을 요약하고 충전제의 보강 효과 활용에 관한
전망을 맺음말에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가능한 한 우리말 고
무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거나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옮기는데 따른 실수를 줄
이려고 영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고무의 물성 보강에 대한 총설은 많이 발간되어 있다. 카본
블랙 첨가가 고무의 동적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
한 Medalia의 총설,4 고분자 물질과 충전제의 상호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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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의 물성 보강을 설명한 Edwards의 총설,5 카본블랙에 의
한 고무의 보강 효과를 화학적 시각에서 다룬 Wolff의 총설,6

고무에 충전제를 넣으면 물성이 증진된다. 유동 상태의 액
체에 고체 알갱이가 들어 있으면 점도가 높아져 고무의 변형

고분자와 충전제 및 충전제와 충전제의 상호작용이 충전제 첨

이 억제된다. 고체 알갱이가 서로 이어져(percolation) 이음 구
조를 만들어 고무 사슬의 움직임이나 변형을 억제하여도 고

7

가 가황 고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Wang의 총설 이 있다. 충
전제의 고무 보강 이유를 설명하는 Hamed의 짧은 총설,8 고

무 물성이 증진된다.14 보강 원인으로 충전제에 의한 고무 사

무와 충전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배합고무의 유변학
적 성질과 결합고무(bound rubber)를 다룬 LeBlanc의 총설1도

슬의 움직임이나 변형 억제 대신, 고무에 들어 있는 단단한 알
갱이가 고무 내의 특정 부분에 에너지가 모이지 않도록 에너

있다. 충전제의 이음 구조(network)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쓴

지의 집중을 방해하고 균열(crack)의 전파 경로를 분산시키므
로 파열을 억제하여 인장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들 수도 있다.8

9

Heinrich와 Klüppel의 총설, 충전제 크기로 보강 효과를 구분
한 Hamed의 총설10도 있다. 실리카의 표면처리를 중심으로 실
11

현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달라 보이는 설명이지만, 결과 측
면에서 보면 고무의 변형 억제로 파열이 억제된다는 점에서

리카/고분자 물질의 복합체를 정리한 Yoo의 총설, 새로운 충
전제들의 보강 효과를 정리한 Sahakaro의 총설,12 고분자 물

같은 의미이다. 이 총설에서는 결과로 나타나는 파열 거동보

질에 나노 알갱이를 첨가한 고분자 물질에서 보강 효과를 정
리한 Song의 총설13 등이 있다.

다 원인이 되는 고무 사슬의 변형 억제 입장에서 보강 효과
를 설명한다.

‘충전제에 의한 고무 물성의 보강’은 대상이 넓고, 공업적

고무 종류에 따라 고무 사슬의 조성과 구조가 다르고, 충전
제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고무 사슬과 상호작용이 다르며, 충

으로 중요한 기술이어서 많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연
구가 카본블랙의 보강 효과를 설명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실
리카 등 최근에 관심이 많은 충전제의 보강 효과에 대한 연
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개개의 충전제-고무 복합체에서

전제의 첨가량에 따라 고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의 분포 상
태가 달라서 충전제에 의한 고무의 물성 보강을 한 가지로 설
명하기 어렵다. 충전제의 첨가량이 보강 효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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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이 약하면서도 알갱이가 큰 충전제에서는 보강 효과는 거
의 나타나지 않는다.
고무의 충전제로는 카본블랙, 실리카, 점토, 탄소나노튜브,
레진, 탄산칼슘 등이 있다.15 준-흑연(quasi-graphite) 구조의 카
본블랙은 대표적인 보강 목적의 충전제로서 고무에 첨가하면
인장강도, 모듈러스, 내마모성, 인열강도 등이 크게 향상된다.
제조 방법에 따라 channel black, thermal black, gas furnace
black, oil furnace black 등으로 분류하며, N293(전도성), N330
(내마모성), N660(일반용) 등 여러 등급이 있다. 대표적인 물
성 보강용 카본블랙 N340의 알갱이 크기는 26~30 nm으로, 보
강용 충전제로 사용하는 카본블랙의 알갱이 크기는 나노메타
수준으로 작다.1 고무 충전제로 사용하는 실리카로는 퓸드실
Figure 2. Stress-strain relations of HAF carbon black-filled SBR.3

을 Figure 2에 보였다. 카본블랙을 첨가하면 고무의 인장강도
가 높아져서 카본블랙의 부피분율인 φ가 0.20인 고무에서는
인장강도가 15배 높아진다. 첨가량이 더 많아지면 100% 모
듈러스는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지만 인장강도와 최대 신장률
은 낮아진다. 카본블랙의 첨가량에 따라 고무와 충전제의 분
포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첨가량에 따라 증진되는 물성이
다르다. 충전제의 부피분율이 낮으면 고무 사슬 사이에 충전
제 알갱이가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충전제의 부피분율이
높으면 충전제 알갱이 사이에 고무 사슬이 끼어 있다고 보아
야 한다.
알갱이 크기에 따라 고무 사슬과 충전제의 접촉면적이 달
라지므로 충전제에 의한 고무 물성의 보강 효과는 충전제 알
갱이의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Hamed는 충전제로 보강
된 고무를 부드러운(soft) 매질에 단단한(stiff) 물질이 퍼져 있
는 상태로 보고, 충전제를 크기에 따라 Table 1에서처럼 구분
하였다.10 알갱이 크기가 0.1~1 nm이면 분자, 1~10 nm이면 나
노, 10~100 nm이면 메조, 103~104 nm이면 마이크론, 104 nm
이상이면 마크로 충전제로 나누었다. 크기와 함께 충전제의
첨가량 및 고무와 상호작용도 보강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마
이크론 크기의 충전제라도 첨가량이 25% 이상으로 많고 고
무와 친화력이 강하면 보강 효과가 조금 나타난다. 그러나 친
Table 1. Classification of Stiff Materials in Soft Matrix by Their
Size10

리카(fumed silica)와 침강실리카(precipitated silica)가 있다.16
퓸드실리카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사염화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SiCl4)을 불 속에서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Aerosil이
있으며, 실리콘 고무와 나이트릴 고무 등 특수 고무의 보강제
로 사용한다. 침강실리카는 색깔을 넣기 위한 반보강용 충전
제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자원 절약과 대기오
염 방지를 위해 구름저항(회전저항, rolling resistance)과 접지
력(wet traction)을 동시에 개선하려고 SBR에 침강실리카를
넣어 승용차용 타이어의 트레드를 만든다. 보강용(reinforcing)
침강실리카의 알갱이 크기는 10~30 nm, 반보강(semi-reinforcing) 침강실리카의 크기는 40 nm, 색깔을 넣기 위한 목적
의 침강실리카의 크기는 80 nm로 구분한 예도 있다.17 보강
용 퓸드실리카의 알갱이 크기는 5~20 nm로 매우 작다. 이처
럼 보강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본블랙과 실리카의 알갱이는 매
우 작아서, 흔히 나노 충전제(nano-filler)라고 부른다.
판형 실리케이트인 점토를 고무에 첨가하면 고무의 물성과
함께 기체 투과에 대한 억제 기능이 증진된다.18,19 최근 들어
선형인 탄소나노튜브와 판형인 그래핀 등 구조와 성질이 특
이하여 고무의 특정 물성 증진에 효과적인 충전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20 새로운 충전제의 개발과 이의 활용은 보강에
의한 고무 제품의 성능 제고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나, 이 총
설의 주제가 ‘보강 기구’이므로, 범위를 좁혀 구형 알갱이인
카본블랙과 실리카로 충전제의 대상을 제한한다.
충전제가 들어 있는 배합고무는 구성 성분과 물성 측면에
서 매우 복잡하다.1 배합 방법과 과정에 따라 고무의 구조와
상태가 상당히 달라지고, 여러 성분으로 이루어진 아주 진한
(dense) 계이어서 고무의 구조와 물성이 계(system) 전체에서
균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무-충전제 복합체는 딱딱한 유리

Classification

Size, nm

상태(glass state) 고체와 점도가 아주 높은 유체의 중간 상태

Molecular

0.1-1

Nano-

1-10

로서, 주변 상황과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 구조와 형태
가 달라지는 점탄성 물질이다. 고무 사슬이 완벽하게 고정되

Meso-

10-100

Micron-

102-104

Macro-

>104

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어서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보
면 고무 사슬의 작은 단위 부분 배열 방법이 달라지고, 조금
긴 시간 단위로 보면 고무 사슬 자체가 움직인다. 충전제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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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는 충전제가 들어 있는 고무의, E0는 충전제가 들어 있지 않
은 고무의 영률(Young’s modulus)이며, φ는 충전제의 부피분
율이다. 들어 있는 충전제의 부피분율에 2.5를 곱한 값만큼 고
무의 모듈러스가 더 높아진다. 충전제가 구형이고 무한 희석
된 상태를 전제하였으므로 충전제 첨가량이 아주 적을 때에
만 성립하는 식이다. 충전제와 고무 사슬 사이에 친화력이 강
하거나 충전제 첨가량이 많아 충전제 알갱이가 서로 이어져
서 고무 사슬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면, 충전제가 단순히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충전제에 의한 보강 효과는 이 식에서
예상한 값보다 크다.
고무 사슬과 충전제 사이에 친화력이 강하거나 충전제의 첨
가량이 많아져서 보강 효과가 커지는 현상을 반영한 GuthFigure 3. Schematic diagrams of filler-reinforced rubber with
different observing scales. The scale becomes short with moving
from right side to left one.21

롯하여 고무에 들어 있는 여러 물질이 고무 사슬의 움직임뿐
아니라 이들의 화학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충전제가
들어 있는 고무는 균일한 고체 결정이나 희석된 용액과 달리
대상을 단순화하기 어렵다.
Figure 3에 고무-충전제 복합체의 구조를 관찰 단위 측면에
서 비교하였다.21 크게 보면(macroscale) 고무-충전제 복합체

Gold 식이 있다. 첨가량의 부피분율 제곱에 14.1을 곱한 항을
더해 충전제의 부피분율이 높아지는데 따른 보강 효과의 증
가를 보정하였다.
E2
---= 1 + 2.5ϕ + 14.1ϕ
E0

(2)

충전제 알갱이가 이어져서 만드는 이음 구조의 영향을 부
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고무의 보강 효과를 설명할 때 잘
쓰이는 식이다. 그러나 HAF (highly abrasive furnace) 카본블
랙처럼 보강 효과가 큰 충전제를 첨가한 고무나 실리카를 결

도 균일해 보이지만, 마이크로 단위에서 보면(microscale) 고
무와 물성이 상당히 다른 충전제 알갱이가 고무에 퍼져 있다.

합제(coupling agent)와 함께 첨가한 고무의 보강 효과는 이 식
으로 예측한 값보다 상당히 크다. 충전제 첨가량의 영향이 반

더 미시적인 메조 단위에서(mesoscale) 보면 덩어리진 크기와

영되어 있다고 하지만, 보강 효과가 큰 충전제 첨가 고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형태가 다른 충전제 덩어리가 불균일하게 퍼져 있다. 나노 단
위에서(nanoscale) 보면 충전제 알갱이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

앞의 두 식은 모두 충전제의 첨가량이 많아지는데 따른 보

분, 또 있어도 개수가 다른 여러 상태가 같이 섞여 있다. 이
처럼 충전제 보강 고무의 상태가 매우 불균일하므로 고무-충

강 효과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충전제 모양의 영향은 고
려하지 않았다. Guth 식에서는 충전제 모양에 관련된 형상계

전제 복합체의 물성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거나 보강 효과를 정

수(shape factor, f, 카본블랙 덩어리의 폭에 대한 길이 비)를 도
입하였다.

량화하기 어렵다. 인장성질 등 고무의 기본 물성과 외부 조건
과 관련된 마모 및 열화성질 등을 이론적인 방법으로 유추하
려면, 불균일성의 원인이 되는 고무-충전제의 상호작용과 충
전제의 표면성질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관련 지식이 많

E2 2
---= 1 + 0.67fϕ + 1.62f ϕ
E0

(3)

이 축적되어야 한다.

HAF 카본블랙의 형상계수에 6.5를 넣어 계산하면, 이 식으로

Equations for Rubber Reinforcement

보강 효과가 큰 HAF 카본블랙 첨가 고무의 모듈러스 증가 폭
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카본블랙의 부피분율이 0.3 이상

고무의 보강 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식을 보강
개념이 넓어지고 구체화되는 순으로 소개한다.22
유동 상태의 고무에 단단한 고체 알갱이가 들어 있으면 고
무 사슬의 움직임이 억제되어 점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수식

상계수가 6.5가 아니고 2 근처 값이라는 점도 이 식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충전제의 첨가량과 형상을 고려한
점은 바람직하나 이 식의 실제적인 활용 폭은 그리 넓지 않다.
충전제의 첨가량이 많으면 충전제 알갱이 사이에 이음 구
조가 생성되고, 이로 인해 고무의 변형이 억제되므로 보강에

화한 Smallwolld 식이 있다.
E---= 1 + 2.5ϕ
E0

으로 높은 조건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스트레스의 증가를 모
사하지는 못한다. HAF 카본블랙의 TEM 사진에서 측정한 형

(1)

대한 이음 구조의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 고무 내에서 충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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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갱이가 결합고무를 통해 서로 이어지면 가교된 고무 사슬

을 모두 반영하는 식이나 충전제의 종류와 첨가량만을 넣어

과 충전제 알갱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보강 효과가 커지기 때

서 보강 효과를 만족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식은 아직 없다. 충

문이다. 표면에 극성 관능기가 발달되어 있는 실리카를 많이
첨가한 고무에서 실리카 알갱이가 서로 이어지는데 따른 보

전제와 고무 종류에 따라 고무 사슬과 상호작용이 다르고 보
강 기구가 다를 뿐 아니라 여러 성질이 보강 효과 결정에 관

강 효과를 반영한 modified Guth-Gold 식이 있다.22

여하기 때문이다. 고무와 충전제가 달라도 결합고무의 상태
와 양이 보강 효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여서, 충전제 표

E2
3
---= 1 + 2.5ϕeff + 14.1ϕeff + kϕeff
E0

(4)

면에 고정된 결합고무의 상태와 양을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면

충전제 알갱이에 강하게 결합된 고무(두께: ~2 nm)에 의해 실

보강 효과를 결합고무와 관련짓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충전
제의 첨가량과 이의 구조와 형태, 나아가 충전제와 고무의 친

제 부피가 커지는 점을 유효 부피분율 φeff 로 나타낸다. k는 고
무와 접촉하는 충전제의 표면적에 대응하는 값으로, 표면적
이 크면 이 값이 커져서 보강 효과가 크다. k 대신 표면적(S)
을 넣어 아래처럼 쓰기도 한다.

화력까지 반영된 결합고무로 보강 효과를 나타내면 실험 결
과를 합리적으로 잘 모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e Reinforcement Mechanism of Rubber

3 3
E2
---= 1 + 2ϕeff + 14.1ϕeff + 0.20( S) ϕeff
E0

(5)

고무에 들어 있는 카본블랙의 단단한 구형 알갱이 주위에
1

는 부드러운 고무 층이 결합(core-shell particle)되어 있다. 부

1. 보강 효과
보강용 충전제를 첨가하여 고무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은 고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널리 쓰이지만, 물성이
왜 좋아지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보강 효

드러운 고무 층 두께에 따른 충전제의 보강 효과를 EinsteinSmallwood 이론으로 계산한다.23 부드러운 고무(결합고무) 층

과를 설명하는 모형이 여러 가지 제안되어 있지만, 카본블랙

이 두터워지면 충전제 알갱이가 서로 이어지기 쉬워 Figure 4
에서 보는 것처럼 보강 효과가 커진다. E는 보강 고무의, Em

첨가 고무의 보강에 대한 Fukahori의 논문을3 제외하면 각 충
전제 보강 고무의 보강 효과의 설명에 그치고 있다. 충전제의

는 고무 자체의 영률로서, E/Em은 보강 효과를 나타낸다. 충
전제 첨가량이 많아져 결합고무 층이 서로 이어지면 충전제

종류와 함량, 고무의 종류, 가황 반응의 진행 정도 등 제조 조
건에 관계없이 보강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도

의 유효 부피분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고무와 충전제가 서로

일반화된 모형은 없다. 충전제의 종류와 성격 및 고무의 조성
과 구조에 따라 보강 기구 자체가 달라져서 때문에 이를 일

이어져 고무 사슬의 움직임과 변형을 강하게 억제하므로 보
강 효과가 커진다. 보강 고무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스트레스

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가 경향도 잘 보여준다.
고무의 보강 효과와 관련된 인자는 충전제의 부피분율 외

충전제의 고무 물성 보강 기구는 다음 사항을 설명할 수 있
어야 의미 있다.3

에도 충전제의 모양, 충전제와 고무의 친화력, 고무 사슬과 충

1) 충전제의 첨가량이 많아지면 Guth 식에 따라 고무의 모
듈러스가 높아지는 이유?

전제 알갱이의 접촉 방법, 결합고무를 다리로 이어지는 충전
제와 고무 사슬의 이음 구조 등 매우 많다. 이들 인자의 영향

2) 고무의 변형이 큰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급격히 커지는
이유?
3) 충전제 첨가 고무가 매우 강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이유와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보강된 고무의
구조?
4) 가한 힘을 제거하면(unloading process) 스트레스가 빠르
게 해소되는 이유와 저장된(stored) 스트레스가 상온에서는
서서히 낮아지는데 비해 높은 온도에서는 빠르게 낮아지는
이유?
고무와 충전제로 이루어진 계를 개략적으로 정리한다. 보강
효과는 고무의 Tg보다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충
전제 첨가 고무 내에서 고무 사슬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
다. 따라서 충전제에 의해 고무 사슬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

Figure 4. Relative increase of the elastic modulus as a function
of filler volume fraction for the different ratios of Eshell/Em.23

지고 고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 사이에서 에너지가 어떤 방
법으로 전파되는 가가 보강 효과를 결정한다. 앞에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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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인장강도나 모듈러스의 증가 등 보강 효과는 파열
에 대한 저항으로 표현되므로 충전제 첨가로 파열이 왜 지연
되고 억제되느냐도 보강 효과의 원인이다. 충전제 첨가 여부
에 관계없이 외부 힘에 의해 고무 사슬이 쉽게 늘어나면 보
강 효과가 없다. 충전제 첨가로 고무 사슬의 움직임과 변형이
억제되거나 고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가 결합하여 외부
힘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면 보강 효과가 커진다. 충전제 알갱
이끼리 친화력이 있어 이음 구조를 만들거나 고무 사슬과 충
전제 알갱이가 이어진 고무-충전제 결합체가 생성되어, 이들
이 고무 사슬의 움직임과 변형을 제한하여야 보강 효과가 커
진다.
충전제(filler: F) 표면에 고무 사슬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Figure 5. Sketch of silica particles and polymer chains in
entangled polymer nanocomposites.21

고무 사슬이 얇은 고무 층으로 표면에 담지 또는 흡착되었다
고 본다.12 인용한 논문에서는 고무 대신 범위를 넓혀 대상을

의 평균 길이가 고무 사슬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 고무에 충

고분자(polymer: P)로 쓰고 있지만, 이 총설에서는 대상을 고
무(rubber: R)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P를 R로 바꾸어 썼다. 고

전제 알갱이가 고르게 퍼져 있어도 위치에 따라 알갱이 크기
와 고무 사슬의 분포 형태가 다르다. Figure 5에 고무 사슬이

무 사슬과 충전제의 상호작용으로 고무와 충전제 일부는 자
기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R과 F)로 남아 있고, 일부는

충전제 알갱이 사이에 퍼져 있는 모양을 보였다. 고무 사슬의

‘고무와 충전제의 결합체(Rn−Fm)’를 형성한다. 충전제의 표면

형태를 기차(train), 고리(loop), 다리(bridge), 꼬리(tail)로 나누
며, ‘기차’는 고무 사슬이 한 줄로 죽 이어진 형태이고,

이 넓고 고무 사슬과 친화력이 강해 고무 사슬의 흡착과 탈
착 과정에서 고무-충전제의 결합체가 많이 생성되면 보강 효

‘고리’는 고무 사슬이 고리 모양으로 둥글게 구부러져 있다.
‘다리’는 충전제의 양 끝을 잇는 고무 사슬이며, ‘꼬리’는 한

과가 크고, 적게 생성되면 보강 효과가 작다.

쪽만 이어진 상태이다.24 고무 내에서 충전제 알갱이 사이에

xR + yF → 흡착과 탈착 ← Rn−Fm + (x−n)R + (y−m)F

(6)

x와 y는 고무와 충전제의 분율이고, n과 m은 결합체를 만든
고무와 충전제의 분율이다. 흡착 평형 측면에서 보면, 친화력
이 강하여 결합체가 많이 생성되어 흡착 평형상수가 크면 보
강 효과가 크다.
고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의 결합체 형성으로 보강 효과
가 나타나고, 고무 사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결합체의 구조

퍼져 있는 고무 사슬의 모양과 이들의 분율에 따라 보강 효
과가 달라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강 효과를 충전제가 고무에 퍼져 있
는데 따른 효과와 충전제와 고무의 상호작용에 의해 고무 사
슬의 움직임이 제한되는데 따른 효과로 나눌 수 있다.21
Gr = Gc/Gm = f(νf, Ar, ...)mechanical + F(Af, ...)immobilization

(8)

와 구체적인 보강 기구는 고무와 충전제 종류에 따라 다르

Gr 은 고무의 보강 효과이고, Gc 와 Gm 은 각각 복합체와 고무
자체의 깁스에너지이다. νf 는 충전제의 부피분율이고, Ar은 충

다. 충전제가 고무 사슬의 움직임과 변형을 억제하는 방법을
든다.12

전제의 종횡비(aspect ratio)이며, Af 는 충전제의 표면적이다.
‘기계적인 보강 효과’라고 부르는 첫 번째 항은 충전제가 고

1) 충전제와 고무 사슬의 친화력 때문에 충전제 주변에 있
는 고무 사슬의 움직임이 억제됨.

무 내에 들어 있어 나타나는 보강 효과이어서 알갱이 크기와

2) 고무에 들어 있는 충전제 알갱이가 서로 이어져서 이음

무관하나, ‘고무 사슬의 고정에 의한 보강 효과’인 두 번째 항
은 충전제 알갱이의 표면과 고무 사슬의 친화력에 따른 보강

구조를 만들어 이들 주변에 퍼져 있거나 내부에 들어 있는 고
무 사슬의 움직임을 제한함.

효과이어서 충전제 알갱이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Tg 보다 낮
은 온도에서는 고무 사슬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항

3) 나노 크기의 충전제 표면에 유리처럼 단단한 고무 층이
생성되어 고무 사슬의 움직임과 변형을 억제함.
이 구분에서 보듯이 고무와 충전제의 친화력만으로도 보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고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 사이에

은 의미 없고, 첫 번째 항에 의해 보강 효과가 결정된다. 그
러나 이 총설에서 다루는 충전제에 의한 고무의 보강 효과는
고무의 Tg 보다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고무 사

이음 구조를 만들거나 단단한 고무 층이 생성되어 고무 사슬

슬과 접촉하는 충전제 알갱이의 접촉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Figure 6에 고분자 물질과 충전제의 접촉면적에 따른 상대적

의 움직임과 변형을 강하게 억제하여야 보강 효과가 커진다.
충전제가 나노 크기이면 표면적이 매우 커져서 고무 사슬

보강 효과의 변화 거동을 보였다.21 충전제와 고분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충전제 알갱이와 고무 사슬의 접

과 충전제의 접촉면적이 커질 뿐 아니라 충전제 알갱이 사이

촉면적이 넓어지면 저장 모듈러스가 점차 커져서 보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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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길어진다. 충전제의 알갱이 크기가 작아져 접촉면적이 넓
어지면 다리 상태 고무 사슬이 많아져 보강 효과가 커진다.
고무 사슬과 충전제의 친화력이 크면, 임시적으로 생성되는
충전제-고무 사슬의 이어짐(transient filler-rubber network)이
많아져 고무 사슬의 움직임이 느려지므로 보강 효과 역시 커
진다.
충전제 표면에서 고무 사슬의 배열 상태를 분자동력학적
(Molecular dynamics) 방법으로도 연구한다. 친화력이 크면 표
면에 흡착되어 움직임이 제한되는 고무 사슬이 많아져서 보
강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금속처럼 규칙성이 완벽한
고체에서는 대표 부피 요소(representative volume element:
Figure 6. Variation of relative storage modulus of filler-polymer
composites with their filler-matrix contact area.21 PVAc –
poly(vinyl actetate), HA – hydroxyapatite, PEO – poly(ethylene
oxide), PEA – crosslinked poly(ethylacrylate)

가 커짐을 보여준다.
충전제 알갱이의 표면과 접촉하므로 고무 사슬의 움직임이
나 변형이 제한되어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면, 고무 사슬과
충전제의 상호작용 방법이 보강 원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
요하다. 고무 사슬과 충전제의 상호작용을 아래처럼 나눌 수
있다.
1) 서로 이웃한 충전제 알갱이와 고무 사슬의 계면에서 상
호작용,
2) 고무 사슬의 특정 부분과 충전제 알갱이 표면의 특정 부
위와 상호작용,
3) 충전제 알갱이의 모양에 따라 표면에 흡착된 고무 사슬
의 배열 방법을 제한하는 엔트로피 효과와 관련된 상호작용,
4) 계면에 흡착된 고무 사슬과 얽히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5) 고무 사슬이 다른 고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의 표면 흡
착점에 경쟁흡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이 중에서 1)과 2) 상호작용은 충전제에 강하게 흡착하거나

RVE)가 옹스트롬 정도로 작아서 이의 계산 값에서 계의 물성
을 유추해도 괜찮다. 그러나 충전제가 들어 있는 무정형 고분
자 물질에서는 원자들의 배열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RVE가
10의 몇 승에 이를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 요소의 성질을 계
산하기도 어렵고, 이로부터 고무-충전제 복합체의 물성 유추
도 위험하다. 복합체는 매우 불균일하며, 충전제 알갱이가 이
어지거나 일시적이라고 해도 충전제와 고무 사슬의 사이에 특
정 구조가 만들어지면 불균일성이 더 커져서 이론적인 계산
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고무와 충전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서 이론적인 방법으로 보
강 효과를 정량화하기보다는 아직은 보강 실험 결과에서 보
강 효과를 정량화하고 보강 기구를 유추하는 게 보통이다.
2. 고정고무(immobilized rubber) 모형
카본블랙을 고무에 넣어주면
(A) 고무 사슬이 카본블랙 알갱이 사이에 잡혀 있거나,
(B) 표면에 결합되거나,
(C) 카본블랙 알갱이 표면에 결합된 유리 상태의 단단한 고
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가 서로 이어져서, 즉 고무가 카본블
랙에 의해 고정되어(immobilized) 고무 물성이 보강된다는 모
형이다.12 고무 사슬이 충전제 표면에 흡착되어 고정되는 고무

화학결합하는 고무에서 나타나지만, 다른 상호작용은 대부분
고무의 물성 보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사슬의 상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igure 7에 위에 언

충전제의 고무에 대한 보강 효과를 이러한 상호작용에 근
거하여 이론적으로도 계산한다.21,25,26 고무 내에 분산되어 있

급한 고무의 고정 상태를 보였다. 고무 사슬이 카본블랙 알갱
이에 결합되면 카본블랙 알갱이가 커지고, 고무 사슬의 움직

는 충전제의 구조적인 측면과 충전제와 접촉하고 있는 고무

임이 제한되어 모듈러스가 높아지므로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
외부에서 가해진 에너지가 고정된 고무를 통해 여러 방향으

사슬의 형태와 움직임 측면을 고려하여 보강 효과를 유추한
다.21 충전제 표면에 흡착한 고무 사슬을 기차, 고리, 다리, 꼬

로 분산되어 스트레스가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아서 고무

리 등으로 나누고, 고무 사슬과 충전제 표면(벽으로 가정함.)
의 친화력을 고무 사슬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몬테

사슬이 쉽게 끊어지지 않으므로 고무의 인장성질이 향상된다.
카본블랙처럼 고무와 친화적인 충전제의 표면에 고무가 흡

-카를로 방법(Monte-Carlo method)으로 고무 사슬의 배열 형

착하여 고정되고, 고정된 고무에 의해 물성이 보강되리라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고무 모형은 고무와 충

태, 즉, 기차, 고리, 다리, 꼬리의 분포 비율을 구하고 이로부
터 고무 물성을 계산하여 보강 효과를 유추한다. 충전제의 부
피분율이 높아지면 표면과 충전제를 연결하는 기차 모양의 고
무 사슬 개수가 많아지고, 다리 상태 고무 사슬의 평균 길이

전제 사이에 친화력이 있어 배합 과정에서 고무-충전제 결합
체가 생성되는 충전제의 보강 효과 설명에 적절하다. 친화력
이 강하여 유리 상태라고 부르는 강하게 고정된 고무 층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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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mmobilized rubber chains that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modulus of filled elastomers.12

전제 알갱이를 서로 이어주면 고무 사슬의 움직임이 심하게
억제되고 충전제의 유효 크기가 커져서 보강 효과가 커진다.
충전제 첨가량이 많아져서 충전제의 표면에 결합된 결합고무

Figure 8. Pictorial description of the morphology of carbon blackfilled rubber compounds.1

로 고무와 충전제가 모두 이어져 한 덩어리가 된다면, 고무 물

결합고무의 상태와 분율이 달라진다.

성은 크게 향상된다. 고무와 충전제 종류에 따른 보강 효과의
차이를 충전제와 고무의 친화력에 따라 표면에 생성되는 고

고무에 들어 있는 카본블랙 알갱이의 표면에 결합된 고무
층을 결합고무 모형에서는 이동도(mobility)가 다른 두 종류

무 층의 성격과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의 결합고무 상, Glassy hard (GH) 상과 Sticky hard (SH) 상

3. 결합고무(bound rubber) 모형

으로 구분한다.3 Figure 9에 보인 대로 GH 층의 고무 사슬은
충전제와 밀착되어 있으며 고무 사슬이 서로 강하게 얽혀 있

카본블랙의 첨가로 인한 고무 물성의 향상 폭이 상당히 커
서, 충전제 표면이나 사이에 고무가 고정된다는 점만으로 이
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합고무 모형에서는 카본블랙

어서(entangled) 외부 힘에 의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SH 층
의 고무 사슬은 알갱이 표면에 고정되어 있어서 내부(bulk) 고
무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상당히 억제되지만, 화학결합과 가

에 결합되어 있는 고무 중 일부가 변형되어 초강력 구조

교결합이 없거나 매우 드물어서 외부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 이들 고무 층은 카본블랙 알갱이와 강하게 결

(super-network)를 만들므로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
다.3 고정고무 모형과 차이점은 충전제에 결합된 고무 중 일

합되고 치밀하게 서로 얽혀 있어서, 고무를 잘 녹이는 용매
(good solvent)에도 녹지 않으며, 가교되지 않은 고무에 비해

부가 외부 힘에 의해 변형되어 고무 물성의 보강에 기여한다
는 점이다.

모듈러스가 10~30배 정도 높다. GH 층의 두께는 2 nm이나,
SH 층의 두께는 3~8 nm 정도로 상당히 두터워 부피분율로

고무 사슬을 이루는 양성자의 이완시간(relaxation time)을

HAF 카본블랙을 20% 첨가한 고무에서 GH와 SH의 부피는

H NMR로 측정하여 카본블랙의 표면에 고정되는 결합고무
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27-29 고무 사슬이 자유롭게 움직이

전체 고무의 30~35%에 달한다.
결합고무 모형에서 카본블랙 알갱이 표면에 생성된다고 전

1

면 이에 들어 있는 양성자의 이완시간은 기나, 고무 사슬이 표
면에 강하게 고정되면 이에 들어 있는 양성자의 이완시간은
짧다. 이완시간의 측정 결과를 해석하여 충전제 표면에 결합
된 고무 사슬의 상태와 움직임을 규명한다.
Figure 8에 카본블랙 첨가 고무에 들어 있는 세 종류 고무
의 상태와 함량을 보였다.1 덩어리진 카본블랙 알갱이 표면에
강하게 고정된 고무(tightly bound rubber), 이와 고무 다발
(connecting filament)로 연결된 느슨하게 고정된 고무(loosely
bound rubber), 용매로 추출 가능한 고무(extractable rubber)가
이들 바깥에 있다. 강하게 결합된 고무는 2~3%로 적으나, 약
하게 결합된 고무는 18~20%이고, 용출 가능한 고무는 70~80%
로 많다. 강하게 결합된 층의 고무 사슬은 외부 힘이 가해져
도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약하게 결합된 층의 고무 사슬은 외
부 힘에 따라 조금 움직인다. 충전제 알갱이 표면과 고무 사
슬의 친화력, 충전제 알갱이의 표면 구조와 상태에 따라 이들

Figure 9. GH and SH layers formed on the surface of carbon
black particles dispersed in rubber: (A) Schematic diagram and
(B) detail structure of rubber chains in the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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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laxation of the super-networks formed among
carbon black particles.3
Figure 10. Changes in the rubber chains of SH layer immobilized
on carbon black. (A) Sketch of the rubber chains of SH layer
under external force and (B) the formation of super-networks
among carbon black particles.3

모형으로 보강 효과의 발생과 스트레스의 소멸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카본블랙과 고무 사슬 사이에 친화력이 있어 결합된
고무가 생성되고, 외부 힘에 의해 고무 사슬이 당겨지면서 다
발을 만들므로 강한 인장응력을 견디나, 외부 힘이 제거되면

제하는 두 가지 결합고무 층의 명칭과 두께는 Figure 8에 보

쉽게 풀어진다.

인 Leblanc의 모형과 같지 않으나, 두 층이 생성된다는 점과
두 층의 움직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비슷하다. 외부 힘이 가

4. 이음 구조 모형

해졌을 때 GH 층의 고무 사슬의 배열 상태는 달라지지 않으
충전제 알갱이가 고무 내에서 서로 이어지면서 만드는 이

나, SH 층의 고무 사슬은 Figure 10에 보인 대로 한 방향으로
늘어나면서 고무 사슬이 몇 가닥씩 모여 다발을 이룬다. 다발

음 구조가 고무 사슬의 움직임과 변형을 제한하므로 고무 물

을 이룬 SH 층 고무 사슬이 외부 힘에 강하게 저항하는 초강
력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인장강도가 아주 높아진다. SH 층

성이 보강된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9 카본블랙 첨가량이 점
차 많아져서 어느 특정 첨가량에 이르면 카본블랙 알갱이가

의 고무 사슬이 외부 힘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 GH 층의 고

서로 이어져 전기전도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고무의 단단함과
강함이 같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충전제 알갱이가 이어지

무 사슬과 얽혀 있어서 SH 층의 고무 다발이 자유롭게 늘어
나지 못한다. 고무 다발은 고무 사슬 낱개에 비해 쉽게 끊어

면서 생성되는 이음 구조를 고무 물성의 보강 원인으로 제시

지지 않아서 파열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지므로 스트레스가
급격히 커진다. 강한 보강 효과가 나타나려면 외부 힘에 의해

한다. 충전제 알갱이가 서로 이어지는 한계 값(critical volume
fraction)을 넘어서면 고무의 모듈러스가 유체역학에서 예측한

배열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changeable and deformable) SH

값보다 더 높아져서 이음 구조가 생성되어 보강 효과가 커진
다는 뜻이다. 극성 관능기가 많아 쉽게 덩어리지는 실리카의

층과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도 카본블랙에 단단하게 붙어 있
어서 변형되지 않는 GH 층이 같이 있어야 한다. SH 층의 고

보강 효과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모형이다.

무 사슬이 다발을 이루고 GH 층의 고무 사슬이 이들을 견고
하게 지지하여야 고무의 변형이 제한된(limited) 초강력 구조

Figure 12에 실리카 첨가량이 다른 고무의 저장 및 손실 모
듈러스를 PVT 곡선에서 결정한 고무의 γ 값과 함께 비교하

를 만들 수 있다.
고무에 가해진 힘을 제거하면 잡아당겨져 있던 고무 사슬

였다.14 신장률이 낮은 조건에서는 실리카 첨가량에 따른 저
장과 손실 모듈러스의 증가 폭이 매우 작다. 그러나 실리카의

의 다발이 느슨해지면서 스트레스가 빠르게 사라진다. Figure

부피분율인 φ가 12%를 넘어서면 실리카 첨가량에 따른 모듈
러스의 증가 폭이 상당히 커진다. PVT 관계에서 결정되는 값

11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 다발이 늘어지면서 저장되
어 있던 에너지가 사라진 상태를 보였다. 고무 사슬이 팽팽하

으로 구조의 생성 정도를 반영하는 γ 값의 변화 거동도 모듈

게 배열되면 엔트로피가 줄어들고 고무 다발에 에너지가 저
장된다. 외부 힘이 제거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저장된

러스의 변화 거동이 비슷하여, 실리카 첨가량이 많아지면
실리카 알갱이가 덩어리져서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

에너지가 사라진다. SH 층 고무 사슬이 다발을 이루고 이들

다. 실리카 알갱이의 이음 구조가 고무 사슬의 자유로운 움직
임과 변형을 제한하고, 나아가 이음 구조에 고무 사슬이 얽히

이 초강력 구조를 만들어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합고무

Reinforcement of Rubber Properties by Carbon Black and Silica Fillers: A Review

Figure 12. Changes of dynamic moduli and γ value of silica-filled
PVAc with the amount of silica added.14

게 되면 보강 효과는 더욱 커진다. 특정 첨가량에서 고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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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hanges of modulus or viscosity of filled polymers
with strain.14

성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은 카본블랙 보강 고무에서도 나타
나서, 카본블랙 첨가량이 작으면 첨가량에 따른 인장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하는 모형이다.

증가 정도가 완만하나 첨가량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인장강
도의 증가 정도가 커진다.30

고무 사슬 다발의 형성이나 이음 구조 생성도 보강 효과 발
현에 중요한 사항이지만, 고무 사슬이 충전제 알갱이 주위에

알갱이 크기를 정확하게 제어한 콜로이드 실리카를 표면 차
단제(coating agent)와 결합제(coupling agent)로 처리한 후

서 얽히는 현상(entanglement)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모형이다.

SBR에 첨가하여 실리카의 덩어리짐이 실리카 첨가 고무의 보

충전제의 첨가량이 보강 효과 결정에 중요한 인자임은 틀
림없으나, 충전제의 표면 성질에 따라 보강 효과가 크게 달라

강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31 표면차단제로 처리하
면 실리카 표면의 반응성이 약해져서 실리카 알갱이가 엉성

지는 점을 들어 고무 사슬이 충전제 표면에 어떤 형태로든 이
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고무-충전제 결합체가 생성되고

하게 덩어리지지만, 결합제로 처리하면 실리카 알갱이가
강하게 응집하여 작으면서도 치밀한 실리카 덩어리가 생성된

이에 충전제 표면에 고정되는 결합고무가 더해져야 충전제에

다. 생성되는 실리카 덩어리의 구조와 크기에 따라 보강 효과

의한 고무 물성의 보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정고무 모형에서는 충전제와 고무의 친화력에 근거하여 보강

가 상당히 달라져서, 이음 구조가 치밀한 실리카 첨가 SBR의
모듈러스가 높았다. 카본블랙과 실리카를 SBR에 같이 첨가

효과를 설명하고, 결합고무 모형에서는 결합고무의 생성과 변
형 과정에서 생성되는 초강력 구조를 언급하나, 이음-얽힘 모

한 계에서 실리카 첨가량이 많아져 알갱이 사이에 이음 구조
가 생성되면 보강 효율과 동적성질이 낮아진다는 보고도

형에서는 고무 사슬과 충전제의 친화력 또는 화학결합으로 고

있다.32

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가 이어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충전
제 표면에 결합된 고무 사슬이 서로 얽히는(entrapped en-

5. 이음-얽힘 모형

tanglement) 효과를 강조한다.33 고무 사슬과 충전제가 이어지
고 이에 고무 사슬의 얽힘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설

고무 사슬이 모여 쉽게 끊어지지 않는 다발을 만들거나 충

명한 여러 모형의 종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충전제가 들어 있는 고무-충전제의 상호작용과 충전제-충

전제 알갱이 사이에 이음 구조가 생성되면 이들이 고무 사슬

전제 상호작용을 Payne effect에서 유추한다. Figure 13에 보

의 움직임과 변형을 억제하여 보강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실리카 보강 고무에서는 결합제를 첨가하지 않으면 실리카

인 Payne effect는 신장률에 따른 모듈러스나 점도의 변화다.
신장률이 낮을 때는 고무 자체의 효과, 충전제의 유체역학적

알갱이가 서로 이어져 덩어리를 만들어도 보강 효과가 나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무 사슬과 실리카 알갱이 사이에 친화

효과, 충전제에 결합되거나 잡힌 고무의 효과 외에 충전제가
덩어리지거나 이어지는데 따른 효과로 모듈러스와 점도가 높

력, 수소결합, 화학결합, 이음끈 등 어떤 형태로든 서로 이어

아진다. 신장률이 높아지면 다른 효과에는 변화가 거의 없으

지면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 실리카 알갱이 사이의 이어짐보
다 고무 사슬과 실리카 알갱이 사이의 이어짐이 중요하다. 이

나 충전제 알갱이 사이가 멀어지므로 충전제 덩어리가 부서
져 모듈러스와 점도가 낮아진다.34 카본블랙 첨가 고무에서는

음-얽힘 모형은 고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가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들 주위에서 고무 사슬이 얽히게 되어 보강

충전제에 결합되거나 잡힌 고무의 역할이 크고, 실리카 첨가
고무에서는 충전제 알갱이가 덩어리지거나 이음 구조를 만드

124

Gon Seo et al. / Elastomers and Composites Vol. 52, No. 2, pp. 114-130 (June 2017)

는 효과가 크다. 실리카의 분산도가 좋아지면 Payne effect가
작아지고 고무와 친화력이 강한 카본블랙을 첨가하면 결합고
무의 기여가 커지는 점을 들어 충전제 알갱이가 덩어리지는
현상과 충전제 주변에 고무 사슬이 얽혀 고정되는 현상을
Payne effect에서 유추한다.
그러나 Payne effect가 충전제 알갱이의 덩어리짐과 무관하
다는 실험 결과들이 보고되어 충전제 알갱이가 이어지면서 만
드는 이음 구조나 고무 사슬이 표면에 흡착되는 효과만으로
는 고무의 보강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33 이보다는 고무 사
슬과 충전제 알갱이 사이의 친화력이나 화학결합으로 고무 사
슬과 충전제 알갱이가 이어지고, 충전제 표면에 집적되어 있
는 고무 사슬이 이들과 얽히면서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
35

다. Payne effect를 측정할 때 신장 속도를 늦추면 Payne
effect의 크기가 줄어들고, 아주 느리게 잡아당기면 Payne
effect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잡아당겨 저
장 모듈러스가 아주 낮아진 시편을 상온에서 장시간 방치하
면 느리긴 해도 회복되므로, Payne effect를 덩어리가 부서지
는 과정이 아니라 충전제 주변에 얽히거나 끼어 있던 고무 사

Figure 14. Semilog plots of reinforcement vs. filler concentration
in silica-filled PVAc at 77oC.33

를 줄인 실리카(ST200S)나 고무 사슬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
는 테플론 알갱이(PTFE)의 고무 보강 효과는 상당히 약하다.
표면성질에 관계없이 충전제의 첨가량이 5 phr에서 25 phr까

슬이 미끄러지거나 알갱이에서 떨어지면서 모듈러스나 점도

지 많아지면 보강 효과가 첨가량에 비례하여 커진다. 세로축
이 보강 효과의 지수 값이어서 증가 폭에는 차이가 크다. 특

가 낮아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충전제에 끼어있거나 얽
혀 있는 고무 사슬로 인해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이

정 첨가량에서 실리카 알갱이 사이에 이음 구조가 생성되고
이 이음 구조에 의해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 첨가량을 기

시각에서 보면 친화력이나 화학결합으로 고무 사슬이 충전제
알갱이와 어떤 형태로든 이어지고, 이 사이에 끼이거나 얽혀

점으로 보강의 원인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보강 효과가 추가

있어 움직임이나 변형이 강하게 억제된 고무 사슬로 인해 물

되므로 기울기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첨가량이 상당히 많
아져도 첨가량에 따른 보강 효과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서

성이 보강된다.
점성은 강하나 가교되지 않은 분자량이 큰 고무의 한 가닥

실리카의 알갱이가 서로 이어지거나 특정한 구조를 만들어 보
강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보다는 첨가량이 많아

사슬이 차지하는 부피(the volume of gyration)와 이 고무의 진
밀도(bulk density) 값을 충족하도록 이 부피에 들어 있어야 하

지면 PVAc와 실리카 알갱이 사이에 수소결합에 의해 이어지

는 고무 사슬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8 이 부피에 11개의 다
른 고무 사슬이 들어 있어야 하므로 실제 고무 사슬은 서로
얽혀 있다. 고무 사슬이 이처럼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가황
하지 않은 고무도 상온에서 제법 단단하다. 고무에 충전제 알
갱이가 들어 있거나 고무 사슬이 가교되면 중간 중간에 고정
점이 생성되어 얽힘 정도가 더 심해지고 더 단단해진다. 시차
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로 실리카 첨가

고, 이 이어짐 주변에서 고분자 사슬이 서로 얽히면서, 즉
이음과 얽힘을 통해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고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의 친화력을 강
조하여 ‘충전제에 의한 고무 사슬의 배열 방법 제한(fillerinduced conformational restriction: FICR)’으로 보강 효과를
설명한다. 충전제 주변에서 고무 사슬의 배열 방법이 제한되

NR을 조사한 결과는 실리카 알갱이 주변 고무 사슬이 거의

면서 ‘엔트로피 감소에 의한 경화(entropic hardening)’로 고무
움직임이나 변형이 억제된다. 고분자 사슬 끝부분의 화학적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36 크기가 10 nm로 아주 작고 균일
한 실리카 알갱이 주변의 고무 사슬은 움직이지 않는 무정형

성질이 조그만 달라져도 실리카의 표면과 접촉하는 고분자 사
슬의 배열 상태가 상당히 달라지는 점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

유리 상태로서 실리카 표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학결합에
의해 고무 사슬과 실리카 알갱이가 이어지고 이들 주위에 모

침한다.38 고분자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의 이어짐이 보강 발

인 고무 사슬은 서로 심하게 얽혀서 움직이지 않는다.

현의 일차적인 원인이고, 충전제 주변에서 고무 사슬의 추가
적 배열로 보강 정도가 결정된다. 고무와 친화력이 없는 실리

나노 크기의 실리카를 첨가한 폴리비닐아세테이트(polyvinyl acetate: PVAc)에서 나타나는 보강 효과를 Figure 14에

카를 보강제로 사용하려면 결합제를 필수적으로 첨가하는 이
유도 실리카 알갱이와 고무 사슬을 먼저 잇기 위해서이다.

보였다.33,37 표면처리하지 않은 실리카(NT200) 표면에는 극성
관능기가 많아 PVAc와 상호작용이 강하여 보강 효과가 크다.
이와 달리 실레인으로 실리카 표면을 처리하여 극성 관능기

결합제를 첨가하지 않아도 극성인 에폭시 기를 NR에 도입
한 epoxidized natural rubber (ENR)에 실리카를 첨가하면 보
강 효과가 나타난다.39 도입한 에폭시 기와 실리카의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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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게 되고, 이 사슬 주위에 다른 고무 사슬이 얽히면서 고

갈이 부각되면서 유럽연합에서는 젖은 노면에서 접지력, 구

무 물성이 보강된다. 실리카 첨가로 ENR의 물성이 상당히 향
상되지만, ENR에 bis(triethoxysilylpropyl)tetrasulfide (TESPT)

름저항, 소음의 등급을 타이어에 부착하는 타이어 등급 표시
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타이어 등급 표시제가 전 세계

결합제와 실리카를 첨가한 고무보다는 물성이 좋지 않다.
ENR을 사용하면 결합제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가황반

로 확대 운용되면서 기존의 인장성질과 내마모성 외에 보강
이 꼭 필요한 물성으로 접지력과 구름저항이 강조되고 있

응 중에 에탄올의 발생량이 줄어든다. 결합제를 넣지 않아서

다. 연비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구름저항을 줄이기 위해 고

고무 사슬과 실리카 사이에 화학결합이 생성되지 않아도 고
무의 에폭시 기와 실리카의 하이드록시 기 사이 친화력으로

무 조성의 최적화뿐 아니라 효과적인 충전제 개발이 가속되
고 있다.44,45

인해 고무 사슬이 실리카 표면에 흡착하면서 고무-실리카 결
합체를 만들므로, 실리카 첨가 고무의 물성 보강에 결합제가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1) 자동차의 중량을 줄이고,

필요하지 않다.

2) 차체를 유선형으로 만들어 공기저항을 줄이며

실리카 보강 SBR에 염기성이 강한 나이트릴 기가 있는
NSBR을 첨가하면 고무의 인장강도와 모듈러스가 높아진다.40

3) 기어, 바퀴 등 동력 전달 기관을 개선하여 연료 효율을
높이고,

TESPT 결합제의 첨가량에 따라 고무 물성의 증진 정도가 달
라지긴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NSBR 첨가만으로 실리카 보강

4) 타이어의 구름저항을 줄이며,
5) 엔진 구조와 조작 조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

효과가 나타난다. 실리카 표면의 하이드록시 기와 NSBR의 나
이트릴 기가 상호작용하여 수소결합을 형성하면서 고무 사슬

한 연비 향상 방안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뚜렷
하다는 점에서 타이어의 구름저항을 줄이는 방안에 관심이 많

이 실리카 표면에 가까워지고 이를 중심으로 고무 사슬이 얽

다. SBR의 구조 변환과 관능기 도입, 결합제의 개선 외에도

힐 수 있다. NSBR을 첨가한 실리카 보강 SBR 고무의 물성
이 적정량의 TESPT를 첨가한 고무의 물성에 미치지 못하지

실리카의 구조를 바꾸고 첨가량을 조절한다. 실리카 보강
SBR 배합고무의 점도, 가황성질, 인장성질, 내마모성은 그대

만, 충전제와 고무 사슬 사이가 이어질 수 있으면 결합제가 없
어도 보강 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로 유지하면서도 구름저항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카본블랙 보강 SBR 배합고무는 인장성질과 내마모성이 우

둥지실리카 첨가 SBR에서는 결합제를 첨가하지 않아도 실

수하여 오래전부터 트레드 고무 제조에 사용되었다. 카본블

41-43

리카에 의한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
실리카 알갱이의 표
면과 알갱이 사이에 고무 사슬과 얽힐 수 있는 이음끈을 도

랙 알갱이와 SBR 고무 사슬 사이에는 친화력이 있어 고무 사
슬의 움직임이 제한되므로 보강 효과가 나타나지만, 친화력

입한 둥지실리카는 결합제를 넣지 않아도 고무 물성 보강 효
과가 아주 좋다. TESPT 결합제를 첨가한 고무와 경쟁할 수

이 아주 강하지는 않아 주행 과정에서 고무 사슬이 비가역적
으로 움직여 히스테리시스가 크다. 첨가량이 많아지면 에너

있을 정도로 모듈러스와 인장강도가 높고, 이음끈이 고무 사
슬의 비가역적 움직임을 억제하여 히스테리시스가 줄어들므

지 소산(dissipation)이 빨라져서 접지력은 개선되지만, 에너지
손실로 발열이 심해져서 구름저항이 더 커진다. 이처럼 카본

로 구름저항도 작다. 결합제를 넣지 않아 황 첨가량의 조절 폭

블랙만으로는 트레드 고무의 구름저항과 접지력을 동시에 개

이 넓고, 소수화된 둥지실리카 표면에 염기성 가황촉진제가
흡착되지 않아 비활성화되지 않으므로 가황촉진제 등 첨가제

선하지 못해서 카본블랙이 실리카로 대체되고 있다. 실리카
보강 SBR에서는 결합제가 실리카 알갱이와 고무 사슬을 강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하게 결합시키므로, 고무 사슬의 비가역적인 움직임이 제한
되어 구름저항이 작아진다. 극성이 강한 실리카 알갱이가 고

The Effects of Surface and Networked
States of Silica on SBR Reinforcement

무 표면에 노출되어 실리카 첨가 SBR의 젖은 노면에서 접지

1. 보강 대상의 확대
승용차용 타이어는 트럭/버스용 타이어에 비해 지지하는 하

력이 높다는 설명도 있다.46 타이어 트레드와 젖은 노면 사이
의 계면을 ‘짜내는 박막(squeeze-film) 부분’, ‘전이(transition)
부분’, ‘수축(traction) 부분’으로 나누는데, 친수성인 실리카
알갱이가 표면에 노출되면 전이 부분이 짧아지고 수축 부분
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물 박막의 윤활 효과가 나타나는 전

중은 작지만, 기계적 물성뿐 아니라 승객의 편의를 위한 승차

이 부분이 짧아져서 고무의 접지력이 향상된다.

감, 운전 안전성을 위한 제동력,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높은 연비 등 요구 기준이 무척 까다롭다. 운전 안전성을 높

2. 실리카의 고무 물성 보강

이기 위해서는 젖은 노면에서 제동력이 좋아야 하고, 연비를
높이려면 구름저항이 낮아야 한다. 자동차의 보급대수가 많

실리카는 고무와 표면성질이 달라 배합하기 어렵고, 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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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첨가하여도 물성 증진 효과가 거의 없다.47 그러나 실

수에 따라 실리카 첨가 고무의 물성이 상당히 달라진다.52,53

리카 표면의 하이드록시 기와 결합할 수 있는 알콕시 기와 고

실레인 길이가 짧으면 실리카 덩어리가 작아지며, 결합제는

무 사슬과 결합할 수 있는 머캅토 기나 황화 기를 같이 가진
결합제를 실리카와 함께 첨가하면 고무 물성이 크게 증진된

실리카의 분산제 및 공정조제로도 작용한다.
실리카 자체로는 고무와 친화력이 없어 보강 효과가 나타

다.48 결합제는 실리카와 함께 고무에 배합하기도 하지만, 실
리카에 고정시켜 사용하기도 한다.49 결합제에 의해 실리카 알

나지 않으나, 실리카를 표면처리하거나 고무에 극성 관능기
를 도입하여 실리카의 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합제

갱이와 고무 사슬 사이에 화학결합이 형성되고, 결합제들 사

를 첨가하여 고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를 화학결합으로

이가 서로 이어지면서 안정화되어 고무 물성의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결합제인 TESPT가 실리카와 고무 사슬

이어주면 주변에서 고무 사슬이 얽히면서 보강 효과가 커진
다. 고무에 도입한 극성 관능기와 실리카 알갱이 사이의 수소

을 결합시키는 모형을 Figure 15에 보였다.50 TESPT의 에톡
시 기가 가수분해되어 하이드록시 기로 바뀐 후 실리카 표면

결합을 형성시키거나 실리카에 이음끈을 도입하여 고무 사슬
이 실리카 표면에서 서로 얽히도록 유도한다. 실리카 표면에

의 하이드록시 기와 축합하여 고정되고, 이어서 옆에 고정된

고무 사슬이 가깝게 접근하여 흡착되거나 고정된 후 이들이

TESPT와 반응하여 안정한 실리카 고정 층을 만든다. TESPT
의 황화 기는 고무 사슬과 반응하여 실리카 알갱이와 고무 사

주위의 다른 고무 사슬과 얽히면 고무와 친화력이 없는 실리
카도 우수한 보강제가 된다.

슬을 공유결합으로 이어준다. 실리카와 TESPT의 첨가 비율,
반응 조건, 실리카의 수분 함량에 따라 가수분해와 축합 반응

3. 실리카의 표면 및 이음 상태가 SBR 물성 보강에 미치는

의 진행 정도가 다르지만, TESPT가 고정되면서 실리카 표면
이 소수화되므로 고무 사슬과 친화력이 높아진다. 결합제가

영향

실리카 알갱이와 고무 사슬을 이어주고, 이 주변에 고무 사슬

아민 기가 있는 실레인(3-aminopropyltriethoxy silane: AP)

이 서로 얽히면서 앞에서 설명한 FICR 효과로 고무 물성 보
강 효과가 커진다.

을 실리카와 반응시켜 표면에 아민 기가 노출된 실리카를 만
들고, 양 끝에 글리시딜 기가 있는 에테르(bisphenol A di-

실리카의 종류와 제조 방법에 따라 고무 내에 분산되는 형
태가 다르다.51 일반 실리카는 알갱이 5개 정도가 모여 덩어리

glycidyl ether: BG)를 이 아민 기와 반응시키면 BG의 반응량

지지만, 고분산 실리카(high dispersive silica)는 4개 정도로 덩

에 따라 실리카 알갱이의 표면 상태와 알갱이 사이의 이음 구
조가 달라진다.54 Figure 16에 아민 기가 고정된 실리카에 BG

어리가 작다. 첨가하는 결합제의 알킬 기 길이와 황 원자 개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실리카의 모식도를 보였다. AP를

Figure 15. Two step processes of silanization and condensation among TESPT and silica particles in the vulcanization of silica-filled
NR compound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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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chematic diagrams of silicas with different surface and networked states.54

반응시킨 실리카 표면에는 (A)에서 보듯이 아민 기만 노출되
어 있다. 이어 BG를 반응시키면 표면의 아민 기가 줄어들면
서 알갱이 사이 또는 같은 알갱이 표면에 이음끈이 생성된다
(B). BG 첨가량을 늘려 BG가 노출된 아민 기와 당량비로 반
응하면 이음끈이 많이 생성되어 (C) 상태가 된다. 그러나 BG
반응량이 더 많으면 글리시딜 기가 표면에 많이 노출된 (D)
상태가 된다.
실리카의 표면 상태와 이음끈 농도가 달라지면 실리카의 보
강성질이 달라진다. Figure 17에 표면 상태와 이음끈 농도가
다른 실리카 첨가 고무의 인장성질을 보였다. 비교를 위해 고
분산 실리카와 TESPT 결합제를 같이 첨가한 고무(Sraw +
TESPT)의 인장성질을 같이 보였다. 실리카를 첨가하지 않은
고무(R-gum)에서는 300% 모듈러스(M-300%)가 측정하지 못
할 정도로 낮고, 인장강도도 매우 낮다. 실리카와 TESPT를 같
이 첨가한 고무와 표면에 아민 기만 노출된 실리카(SAP) 첨
가 고무의 인장성질은 매우 좋다. SAP 첨가 고무의 M-300%

Figure 17. Tensile properties of SBR compounds reinforced by
silicas with different surface and networked states.54

작아서 접지력이 가장 나쁘다. 이는 아민 기와 고무 사슬의 반

는 실리카와 TESPT 첨가 고무보다 조금 높으나 인장강도는

발력으로 마찰이 커서 고무의 변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이음끈 농도가 가장 높은 실리카 첨가 배합고무

조금 낮다. BG와 반응시켜 아민 기가 줄어든 실리카 첨가 고
무(SAP-BG1, SAP-BG2)에서는 모듈러스는 낮아지나 이음끈

(SAP-BG3)의 0oC에서 tan δ 값은 가장 높고, 70oC에서 tan δ
값은 가장 낮다. 이음끈이 많아 고무 사슬이 많이 얽힐 수 있

이 가장 많은 실리카를 첨가한 고무(SAP-BG3)에서는 모듈러
스가 가장 높았다. BG 반응량이 많아져 이음끈이 줄어들고 고

는 실리카를 첨가한 고무에서 접지력과 구름저항이 모두 개

무 사슬과 상호작용이 약한 글리시딜 기가 많아진 실리카 첨
가 고무(SAP-BG4)에서는 모듈러스가 더 낮아진다. 이처럼 실
리카의 표면과 알갱이의 이음 상태가 달라지면 이들을 첨가
한 고무의 모듈러스와 인장강도가 크게 달라져서 실리카 표
면과 고무 사슬의 상호작용이 실리카의 보강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보여준다.
실리카의 표면과 알갱이의 이음 상태는 실리카 보강 SBR
배합고무의 동적성질에도 영향이 크다. Figure 18에는 실리카
를 첨가한 배합고무의 접지력과 구름저항을 비교하기 위해 이
들 성질에 대응하는 0oC와 70oC에서 tan δ 값을 보였다. 0oC
에서 tan δ 값이 커질수록 접지력이 우수하며, 70oC에서 tan δ
값이 적을수록 구름저항이 작다. 표면에 아민 기가 노출되어
있는 SAP 실리카 첨가 고무에서는 0oC에서 tan δ 값이 가장

Figure 18. Dynamic properties of SBR compounds reinforced by
silicas with different surface and networked state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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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었다. 결합제를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무 사슬과 실

로 생성된 충전제-고무 결합체가 고무 물성을 보강하고 에너

리카 알갱이 사이에 화학결합이 생성되지 않았지만, 실리카

지 분산을 촉진하며 변화에 대한 저항을 증폭시켜 보강 효과

알갱이의 표면과 알갱이 사이에 형성된 이음끈에 고무 사슬
이 얽히고, 이 주변에서 고무 사슬이 서로 얽혀 고무 물성이

를 증진한다.
5) 충전제 알갱이가 나노 크기로 아주 작아서 고무 사슬과

증진되었다.
실리카의 보강 효과에는 실리카 알갱이가 이어지면서 만드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 고무-충전제 결합체가 많이 생
성되고, 고무 사슬이 얽힐 수 있는 이음끈이 많으면 충전제 표

는 이음 구조의 역할이 크다. 카본블랙과 달리 실리카의 표면

면에서 고무 사슬의 농도가 높아져 보강 효과가 커진다.

에는 극성이 강한 하이드록시 기가 많아서 서로 덩어리지나
이어지기 쉬워 이음 구조의 영향이 크다. 트레드 고무의 접지

종래에는 고무의 물성 보강은 인장성질과 내마모성의 증진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사용 목적과 사회적 요구에 따

력과 구름저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리카 첨가량이 80 phr 이
상으로 늘리면 실리카 알갱이가 이어짐 효과가 커진다. 실리

라 보강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 승용차용 타이어에서 트레드
고무의 접지력과 구름저항을 동시 개선하기 위한 보강용 충

카 보강 SBR 배합고무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완화 현상

전제로 실리카를 사용한다. 충전제가 단순 기능 보강에서 특

55

(Mullins effect)도 실리카 알갱이의 이음 구조와 관련 있다.
잡아당긴 후 온도를 높여 이완시킨 시편을 다시 잡아당기면

수 기능의 보강으로 사용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충전제는 이
제 고무 제품의 단순한 첨가제 수준을 넘어서 고무 제품의 용

스트레스가 처음 잡아당길 때보다 낮아지는 이유로 덩어리진
실리카 알갱이의 일부가 처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부서졌기

도를 넓히고 기능을 높이는 필수적인 물질로 발전하고 있다.
카본블랙과 실리카 등 전통적인 충전제 외에 탄소나노튜브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실리카 알갱이는 덩어리지기 쉬
우므로 표면을 처리하여 극성 관능기의 종류와 개수를 제어

그래핀 등의 새로운 충전제의 활용, 표면처리와 화학적 가공
으로 판상 점토의 보강 기능 제고, 고무 내에서 충전제의 상

하고 덩어리지는 형태를 조절하여야 보강 효과가 우수해진다.

태와 이들의 보강 기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리라 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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