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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Alpha Technologies 사는 고무 물성시험기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와 제조 분야에서 50 여
년동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선두업체이다. Alpha 
technologies 사에서 생산되는 고무 물성시험기의 원리

와 활용분야, 최신 제품군인 Premier series의 특징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무늬점도계 (Mooney viscometer, 

Model : Premier MV)

  무늬점도(Mooney viscosity)는 1930년대 미국 United 
States Rubber Company 소속의 물리학 박사 Melvin 
mooney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미가황된 고무(uncured 
rubber)의 물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수로 사용

되고 있다.
  무늬점도는 고무 원재료(raw polymer) 또는 고무혼합

물(rubber compound)에서 사용하는 점도이며, 측정방법

은 ASTM D1646, ISO289-1, KS M ISO289-1 등의 시험 

규격을 따른다.1-3

  무늬점도계(Mooney viscometer)로 측정 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총 3 가지로, 무늬점도(Mooney viscosity), 
무늬스코치(Mooney scorch), 응력완화시험(Stress re-
laxation)이다.
  무늬점도 측정은 Fig. 1과 같이 시험기 내에 있는 하부 

다이(lower die)의 로터(rotor) 위에 시료를 올려놓고 일

정한 피스톤 압력(약 70psi)에 의하여 상부 다이(upper 
die)를 내려오게 한다. 시험기 다이(die) 내부온도 100°C 
에서 1분간 예열 후 시계방향으로 2 rpm의 속도로 4분
간 회전하며 이때 로터에서 걸리는 회전력(torque)을 측

정한다. (Fig. 2)
  1분간 예열 후 4분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토크(예열

시간 포함 총 5분)의 값을 무늬점도(Mooney viscosity)
라 정의한다. 무늬점도는 별도의 단위(unit)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힘의 단위로 환산하면 1 Mooney 
Unit(MU)은 0.083Nm 이다. 
  무늬점도의 측정조건은 ML 1+4, MS 1+8 등으로 표

시하는데, M은 Mooney viscosity 의 약자이며, L과 S는 

각각 큰 로터(Larger rotor), 작은 로터(Small rotor) 의 

약자이다. 숫자 1은 예열시간, +4 와, +8 등은 로터의 

회전 시간을 의미한다. 무늬점도는 통상 100°C에서 측

정하지만 다른 온도에서 측정하였다면 측정온도를 표시

해 주는 것이 좋다. (예 : ML 1+4, 125°C)
  무늬스코치(Mooney scorch)의 측정방법은 무늬점도

와 유사하며 정해진 온도에서 1분 예열후 로터를 회전시

키며 시간에 따른 토크의 상승정도를 측정한다. 다이

(die) 내부에서 고무시편이 스코치(scorch) 되기 시작하

면 로터의 회전저항(torque)이 커지게 되어 토크가 상승

하게 되는데 이는 다이 내부의 시편이 스코치(scorch)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3의 t는 시간, t옆에 표시된 숫자는 토크의 최저점

으로부터 상승 토크단위(unit)를 나타낸다. t5는 최저점

에서 5 unit 상승할 때 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내며, t35는 

최저점에서 35 unit 상승할 때 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낸

다. 큰 로터(large rotor) 사용시 △TL = t35-t5 를 작은 

로터(small rotor) 사용시 △Ts = t18-t3 을 경화지수

(Cure index) 또는 델타무늬(delta mooney)라 한다.
  응력완화 시험(stress relaxation)은 무늬점도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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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후 로터를 즉시(0.1초 이내) 멈추게 한다. 로터가 

멈춘 후 1초 이후부터 시간에 따른 토크의 감소율을 모

니터링한다. 토크의 감소율 그래프에서 양변에 로그

(log)를 취한후 Power law model 로 해석한다.
  응력완화 시험은 무늬점도 측정이 끝난 후 통상 2분
간 진행하는데 무늬점도가 80% 감소할 때의 시간인 t80 
으로 응력완화 정도를 평가한다.
  무늬 점도는 고분자의 평균분자량(AMW), 응력완화 

시험(stress relaxation)은 고분자의 분자량분포(MWD)
와 상관관계가 있다. (Fig. 5) 동일한 무늬점도를 갖는 

고무 원재료라 하더라도 stress relaxation이 다를 수 있

는데, 이는 평균분자량은 같으나 분자량 분포는 다른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고무의 가공성과 최종물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Alpha Technologies 사에서 출시된 최신 무늬점도계

인 Premier MV 시리즈는 이전 제품에 비해 다양한 기능

과 안정성, 정확도가 향상된 장비로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Smart alignmentTM라 불리우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

었다. 이는 지면 혹은 테이블에서 장비의 수평상태가 

맞지 않더라도 상부 다이(upper die)와 하부 다이(lower 
die)의 수평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계 내부에서 

자동으로 수평상태가 맞추어지는 기술이다. 다이(die)의 

수평상태가 올바르게 유지되면 고무시편에 압력편차가 

발생하지 않아 측정결과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온도조건 변경시 다이 내부온도를 신속하게 변환시

킬 수 있는 냉각시스템(cooling system)이 장착되었다. 

Fig. 1. Schematic of Mooney viscometer

Fig. 2. Mooney viscosity graph

Fig. 3. Mooney scorch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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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제품 대비 온도하강시간이 약 45%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준다. 
  로터 하단의 사각기둥이 샤프트(shaft) 내부에 제대로 

삽입되어있지 않았을 때, 이를 감지하여 상부다이(upper 
die)가 내려오는것을 방지하는 안전센서가 추가되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사용상의 부주의로 흔히 일어나던 로

터(rotor)와 샤프트(shaft) 등의 장비 파손을 방지해준다.
  로터 회전속도 변환 옵션(variable speed option)을 기

본 사양으로 장착하여 Premier MV에서는 2rpm뿐 아니

라 0.001 ~ 20rpm 까지 로터의 회전 속도를 변환시키며 

측정할 수 있다. (Fig. 6) 로터의 속도를 빠르게 회전시키

면 기존 2rpm에서 시험하는 것 보다 실제 고무 가공공정

에서 걸리는 전단속도와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으

며, 로터 속도에 따른 무늬점도를 측정하여 회전속도에 

따른 무늬점도 슬로프(slope)도 그려볼 수 있다. (Fig. 7)
  천연고무(NR)의 2 rpm 에서의 무늬점도는 num-
ber-average molar mass(Mn) 와 상관관계가 있고, 낮은 

속도 (0.05 rpm)에서의 무늬점도는 weight-average mo-
lar mass (Mw)와 상관관계가 있다. 회전속도 변환형 무

늬점도의 측정으로 고무의 유변학적 거동을 관찰할 수 

있으며 거대 분자 구조를 가진 샘플들간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어 고무의 가공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4

Fig. 4. stress relaxation test

Fig. 5. Correlation between stress relaxation and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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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오미터(Moving die rheometer, 

Model : Premier MDR)
  레오미터(rheometer)란 폴리머의 유변학적 거동을 분

석하는 장비이며 회전형 레오미터, 모세관 레오미터 등

이 있으나, 고무 분야에서의 레오미터는 통상적으로 고

무의 가황반응을 측정하는 장비를 의미하며 가황시험기

(cure meter)라 불리우기도 한다. 
  고무용 레오미터는 무늬점도계와 유사한 형태의 로

터(rotor)가 있는 ODR(Oscillation rheometer) 타입이 미

국 Monsanto사(현 Alpha Technologies사)에서 1962년 

최초 출시되었고 1987년 MDR(Moving die rheometer)
이 출시되었다.

Fig. 6. Changes in Mooney viscosity depend on rotor speed 

Fig. 7. Mooney viscosity slope depend on rotor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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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R의 단점은 다이 내부의 로터(rotor)가 히트 싱크 

(heat sink)로 작용하여 긴 온도 복구 시간 (장비의 설정 

온도가 다이 내부의 샘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반면 MDR은 로터가 없으며 상 

하부 다이(die) 사이에 샘플이 얇게(0.5mm) 몰딩

(molding)되기 때문에 샘플에 전달되는 온도시간이 짧

다. 이러한 이유로 MDR 사용시 ODR보다 측정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ODR은 로터의 축 부

분에 토크 감지 센서가 위치하는데 MDR의 경우 하부 

다이(lower die)에서 모터가 회전하고 토크는 상부다이

(upper die)에서 감지하므로 회전체에 의한 노이즈 현상

이 방지되어 측정결과의 재연성이 우수하다. 또한 기존

에는 볼 수 없었던 점탄성지수(Tanδ) 계산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주요 타이어 업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고무 산업계에서 ODR 타입의 레오미터는 사

라져 가는 추세이며, 현재는 MDR(Moving die rhe-
ometer)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DR 의 측정방법은 ASTM D5289, ISO 6502, KS 
M 6687 등의 시험 규격을 따른다.5-7

  다이(die) 형상은 Fig. 8과 같은 부채꼴 형태의 홈

(groove)이 파여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상부 다이

(upper die)와 하부 다이(lower die)의 형태는 동일하다. 
  시료를 넣은 후 다이가 내려오면 일정한 각도와 속도

로 진동(oscillation) 하면서 시간에 따른 토크 변화율을 

Fig. 8. Die shape and operation principle of MDR

Fig. 9. MDR torqu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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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다. ASTM D5289에 따르면 1.7Hz 의 속도로 0.5° 
arc로 좌우로 진동(oscillation) 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

고 있으나 국내(Korea)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는 1° 
arc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동각도가 다르면 

토크(torque)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레오미터의 데이터 

표기시 ASTM D5289에서 권장하는 시험법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진동각도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

다.  
  레오미터 측정시 시간에 따른 토크변화는 Fig. 9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최저점에서의 토크(minimum torque)를 ML 이
라 하며 최대점에서의 토크(maximum torque) 를 MH라 

한다. ML 은 무늬점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로부터 

고무의 흐름성을 예측할 수 있다. ML이 일정수준 이상

으로 높아진다면 이는 흐름성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금

형에서 재료가 내부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지 못할 수 있

다. MH는 최대 토크로서 고무가 가황(cure) 되었을 때의 

기계적 물성(hardness)을 예측할 수 있다.8

  TS 는 스코치타임(scorch time)을 의미하는 것으로 

TS1은 ML로부터 1 UNIT 토크가 상승할때의 시간을, 

Fig. 10. Correlation of MDRʹs MH(max torque) and Shore A hardness

Fig. 11. Change of the rheometer curve with temperature and c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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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2는 ML로부터 1 UNIT 토크가 상승할때의 시간을 

의미한다. TC는 가황시간(cure time)을 의미하는 것으

로 ML에서 MH를 100으로 보았을 때 TC10은 10%, 
TC50은 50%, TC90은 90% 가황되었을 때의 시간을 의

미한다. TC90으로 고무 제품의 가황시간을 예측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가황에 이르는 시간이 짧아지며, 가

황시간이 길어지는경우 최대점에서 토크가 감소하는 역

가황(reversion) 반응이 일어가기도 한다. (Fig. 11)
  생산현장에서는 레오미터 사용시 Die 내부의 청소의 

용이성 때문에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Alpha technologies사에서는 PET 필름(Model : F0141), 
두께 25 um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며, 두께 50 um 

Fig. 12. Data changes on the number of measurements by die seal type (seal-less : Smart SealTM)

Fig. 13. Measurement of foam pressure and cure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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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것을 사용하면 필름의 영향에 의해 데이터 편차

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리카의 함량이 다소 높은 컴파운드에서 PET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필름의 표면에서 미끄러짐 현상

이 발생하여 MH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경우 Nylon(Model : F0173) 필름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200°C 이상의 고온에서 측정하거나 

hardness가 높은 제품을 시험할 때에는 Polyimide 
(Model : F0242)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Alpha Technologies 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최신 레오

미터인 Premier MDR 시리즈는 이전 제품에 비해 다양

한 기능들이 개선되었고, 측정결과의 안정성과 정확도

가 향상되었다.
  진동각도(oscillation angle)를 0.2, 0.5, 1, 3도로 사용

자가 손쉽게 변형이 가능한 Rapid Change™ 기능이 추

가되었다. 이러한 진동각도의 변환으로 RPA의 strain 
sweep 기능을 일부 구현해볼 수 있게 되었다. 
 장비의 내구성과 측정결과의 재연성 향상을 위하여 

Smart SealTM 이 적용되었다. 24시간 연속사용 기준으로 

월 1회 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상 하부 다이의 씰(die 
seal)을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그
림.13)

Fig. 14. Various automation options in Premier MDR (30 and 125 samples)

Fig. 15. Torque calibration certificate and standard samples of Premier M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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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점도계와 마찬가지로 Smart AlignmentTM 적용으

로 다이(die)의 수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 
상부다이(upper die)와 하부다이(lower die)의 온도를 빠

르게 낮추어줄 수 있는 냉각시스템(cooling system)이 

적용되었다.
  또한 Premier MDR은 기존 모델인 MDR2000에 비해 

부피와 무게가 각각 25%가량 낮아져 산업 현장에서 실

험실 공간확보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제품에서는 옵션 사양이었던 발포고무의 

폼 압력(foam pressure)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능을 

기본 사양에 포함시켰다. (Fig.13)
  Alpha Technologies사의 Premier MDR은 5개, 10개, 
30개, 125개 샘플을 측정하는 다양한 자동화 샘플링 옵

션을 제공한다.(Fig. 14)
  Alpha Technologies 사에서는 측정 장비의 편차를 최

소화하기 위한 표준관리지침(CPMP : Calibration and 

Preventive Maintenance Process) 을 제공하고 있다. 변
형각도에 따른 표준 토크(torque standard)를 제공하며 

이를 검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사 개발된 

EPDM 표준 컴파운드(reference compound)를 제공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즉시 판단할 수 있다. (Fig. 15)

4. 필러분산도 측정기(Filler dispersion 

analyzer, Model : Alphaview)

  필러(filler)는 고무와 배합시 물리·화학적 분산상태에 

따라 고무혼합물의 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무와 

배합된 필러가 고무의 응력과 변형 거동에 미치는 현상

을 이용하여 필러분산도를 평가하는 Payne effect test 
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고무혼합

물 내에서 필러의 물리적 분산상태를 이미지 측정으로 

정량화 하는 방법도 타이어 업계를 중심으로 많이 활용

  

Fig. 16. Principle of dispergrader 

Fig. 17. ISO11345 X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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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9-13

  ISO11345 에서는 카메라와 이미징 프로세스를 이용

한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4 가황된 고무혼합물의 

시편을 정교한 칼날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으로 잘라 낸 

후 광원을 30도 각도에서 비추면 잘려진 표면의 ag-
glomerates 가 카메라 방향으로 난반사되는데 이를 100
배율 랜즈를 이용하여 촬영한다. 촬영된 화상을 이미징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픽셀을 계산하여 정량화시킨

다. (Fig. 16)
  분산도를 정량화하는 수치로서 X value가 제시된다. 
이는 ISO11345에서 제작된 표준시편과의 유사성을 평

가하여 필러분산도를 10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필러의 종류(CB, RCB, Silica, SRCB)에 따라 4종류의 

표준시편(reference bank)이 있다. 1등급에서 10등급으

로 진행될수록 분산도가 좋은 것이다.  ISO 11345의 

X value 로 평가된 고무혼합물의 분산도가 7등급 이상

이 나오도록 권고하고 있다. (Fig.17)
  X value 외에 ISO11345에서는 분산도를 정량화하는 

지수로서 Y value를 제공한다. 이는 고무혼합물 전체에

서 필러가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23um 이하의 필러들은 분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가정하고 23um 이상의 agglomerates 만을 고려하

는데 agglomerates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white area)이 

전체 면적(total area)의 19%이상이면 1등급, 0%이면 10
등급이라 정의한다.
  다량의 고무혼합물을 ISO11345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X value와 Y value가 정비례 하지 않고 X value가 

낮더라도 Y value는 높을 수 있으며 이는 X value와 

Y value 모두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조건으로는 고무의 필러 분산 상태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Fig. 18)
  ASTM D7723에서는 D %와 Z %로 ISO11345보다 

더 명확한 정량화수치를 제시한다.15

  D%는 ISO11345의 Y value와 같이 23um 이상의 ag-
glomerates 만을 평가하게 되는데 고무혼합물 내에 들어

간 필러의 부피(volume fraction)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

이 계산된다.

Dispersion D % = [100- 100(URF%/L%)] (1)
(Normally Threshold is set to 23 microns in SR model)
 
Where  
  URF% = % of total scan form of undispersed filler measured 

in reflection
  L = the filler volume fraction in the compound
  L % = (compound density X filler mass)/(filler density x 

compound mass) = (filler volume)/(compound vol-
ume) x 100

  ISO 11345에서 제시된 측정방법들은 필러의 함량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러의 함량이 적게 들어간 

고무혼합물에서는 분산도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ASTM D7723의 D %는 배합(mixing)시 들어간 

필러의 함량(volume fraction)과 최종제품에서 보여지는 

필러의 함량(volume fraction)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므로 

배합공정(mixing process)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용이

하다. 
  Z value는 고무컴파운드 제조시 필러의 함량을 최대 

35%이상을 넣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필러를 넣을 수 있

는 최대 값을 넣은 후 평가하는 방법이다. 배합조건마다 

필러의 함량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공

장에서 품질관리의 척도로 사용하기에 요긴한 방법이

다. 

Dispersion Z % = [100- 100(URF%/35%)] (2)

Where  
  URF% = % of total scan form of undispersed filler measured 

in reflection
  Z Value assumes a maximum of 35% white area

  Alpha Techonlogies 사의 최신 필러분산도 측정기

(dispergrader)인 Alphaview는 단 한번의 측정으로 

Fig. 18. Correlation between X value and Y value by 
ISO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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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1345 와 ASTM D7723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

며 agglomerates의 크기분포 상태를 표시해준다. 측정시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잡고 좌우로 이동하며 사용

자가 지정한 반복수만큼 테스트가 가능하다. 또한 

ISO11345에서 제시된 표준시편을 사용자가 직접 제작

하여 입력 후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Fig. 19. Results of filler dispersion using a Alphaview(left : bad dispersion, right : good dispersion)

Fig. 20. calibration check for alpha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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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11345와 ASTM D7723에서는 광원의 각도(30°) 
와 카메라 배율(100X) 만을 규정해 줄 뿐 광원의 종류와 

세기, 카메라의 조리개 수치와 노출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 측정방법은 어느 제조사의 장비를 사용

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

여야 한다. 또한 동일 장비 내에서도 빛의 세기와 카메라

의 조리개 수치, 셔터스피드 설정값에 따른 데이터 편차

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관련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

다.
  Alpha Technologies사에서는 광원의 밝기에 따른 보

정방법과, dispersion 수치에 관한 정량적 보정방법을 제

공하고 있다. (Fig. 20)

Fig. 21. Correlation of Mooney viscosity and G* by RPA

Fig. 22.  Paney effect test by RPA (Improved filler dispersion using Sulf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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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무공정분석기 (Rubber process 

analyzer, Model : premier RPA)

  고무공정분석기(RPA)는 Alpha Technologies 사에서 

1992년 처음 출시되었으며, 고무용 레오미터(MDR) 와 

유사하나 진동속도(frequency), 진동각도(strain), 온도

(temperature) 등을 자유롭게 변형(sweep)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비이다. 이는 기본적

으로 가황시험기(MDR)의 기능을 포함하며, 진동수 변

환(frequency sweep)을 통한 고무의 가공성 예측, 회전

각도 변환(strain sweep)을 통한 고무혼합물 내의 필러분

산도 예측, 온도변환(temperature sweep)을 통한 노화시

험, 가황 후의 회전각도 변환(strain sweep)등을 통한 최

종물성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무의 물성을 평가할 

Fig. 23. Evaluation of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by RPA

Fig. 24. Automatic testing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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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비이며 측정규격은 ASTM D5289, D6048, 
D6204, D6601, D7050, D7605, D8059 등을 따른다.5, 

16-21

  Die의 기본 형태는 레오미터(MDR)과 동일하나 진동

속도(frequency)는  0.016 ~ 50 Hz, 진동각도는 ±0.07 
% to ±1255 % (±0.005 to ±90 °) 변환이 가능하다.
 측정결과는 G’, G”, G*, J’, J”, J*, S’, S”, S*, tanδ, 
η’, η”, and η*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RPA를 활용한 고무혼합물의 물성에 관한 연구결과

와 품질관리 사례들은 학계와 산업계에서 다양하게 보

고되고 있으며,22-27 일부 활용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PA로 무늬점도 측정조건과 유사한 전단속도로 샘

플을 진동시켜 모듈러스(G*)을 구한 후 무늬점도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27 

  무늬점도가 일정수준 이상 높으면 로터(rotor) 회전시 

고무가 로터의 표면에서 미끄러지는 슬립현상이 일어나 

노이즈(noise)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RPA는 다이

(die)에 놓여지는 샘플의 두께(Die gap : 0.5mm)가 매우 

얇고 회전방식이 아닌 진동방식(oscillation)이므로 무늬

점도계에 비하여 고무와 다이(die) 표면에서의 슬립현상

이 억제되어 고점도의 고분자에서도 측정결과의 재연성

이 보장된다.
  또한 무늬점도계는 측정후 다이(die)내부의 로터

(rotor)를 제거후 청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자동화 시

스템으로 발전시키기 난해한 점이 있다. 그러나 RPA는 

샘플링 자동화가 가능하므로 무늬점도를 연속적으로 측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가황된 고무의 strain sweep을 통하여 저장모듈러

스(storage modulus : G’) 을 구하면 고무의 필러 분산정

도를 예측할 수 있는 Paney effect test가 가능하다. strain
이 낮은 영역에서의 G’이 낮을수록 고무에서의 필러분

산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8

  무늬 점도의 경우 평균분자량(AMW)은 예측 가능하지

만 폴리머의 분자량분포(MWD)와 Long chain branching 
(LCB)와 같은 정보들은 예측이 불가하다. RPA의 경우 

frequency sweep을 통해서 폴리머의 MWD, LCB 예측

이 가능하다 각각의 frequency sweep을 통해서 최고점

과 최저점의 점탄성지수(Tanδ)와 간격이 큰 것은 line-
ar한 MW, Narrow 한 MW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탄성지수(Tanδ)와 간격이 

좁은 것은 Branch 한 MW, 넓은 분포의 MW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29 이러한 정보들은 컴파운드의 가공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lpha tehcnologies 사에서 최근 출시된 Premier RPA
는 기존 제품보다 다양한 부분이 개선되었다. Premier 
MDR에서 적용된 Smart AlignmentTM, Smart SealTM 기

능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장착되었으며, Advanced 
Fourier Transform Rheology test를 적용하여 LCB index
도 구할 수 있다.

6. 고무물성분석 자동화시스템 (Automatic 

testing cell, Model : ATC)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로봇기술이 발달하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무생산공정에서

의 즉각적인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적인 타이어 생산업체들을 중심으

로 제품 생산과 동시에 기본적인 고무 물성시험들을 측

정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즉각적인 불

량대처는 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ATC는 생산 공정라인 바로 옆에 설치되며, 내부에는 

MDR-X 와 RPA-X가 삽입되어있다.
  MDR-X, RPA-X와 같은 X series는 실험실이 아닌 

생산공정의 가혹한 환경조건(진동, 온도, 습도, 분진 등)
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내구성이 보강된 설비이다.
  생산된 시료를 ATC 내부로 인입시켜주면 MDR-X를 

이용한 가황반응 측정(cure test)이 가능하고, RPA-X에

서 나오는 모듈러스(modulus)로 무늬점도, 인장강도와

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기존의 시험법들을 대체할 수 있

다. ATC 1대에는 총 4대의 MDR-X, RPA-X의 삽입이 

가능하다.

7. 맺음말

  지금까지 고무 제품 생산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

되어지는 시험기의 원리와 응용분야, 최신 제품들의 특

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Alpha Technologies사는 보다 재

연성있고 안정적인 고무 물성시험이 가능하도록 기기 

개발과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더해지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분석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고무 물성시험의 원리와 응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올바른 분야에 적용한다면 불량요소를 사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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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고 기존보다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개발된 품질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막대한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있음

은 이미 선진 타이어업계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고무 제품개발자들과 생산현장에서의 품질관리원, 
고무시험기의 기본원리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본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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