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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폐타이어 재활용을 위하여 수행된 전처리 공정이 재생 고무분말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쇄 및 탈황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재가황한 후 인장시험, 충격시험 및 파단면 관

찰을 수행하였다. 분쇄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고무분말은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그 표면적이 증가되며 인장강도와 연신율이 모두

증가되었다. 반면에 탈황공정을 거친 고무분말은 내부에 존재하는 황과의 가교결합이 줄어들어서 이후의 가황처리 후에도 인장강도

와 연신율이 모두 증가되었다. 따라서 폐타이어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공정은 재활용 분말을 일정크기로 분쇄한 후 탈황공정까지를

수행한 고무분말을 제조하는 것이 단순 분쇄공정만을 거친 재활용 고무분말에 비하여 가황 시에 연신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가시

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폐타이어 고무분말, 재활용, 탈황, 분쇄, 전처리공정

Abstract

In this study, mechanical properties of waste ground rubber tire powder were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pre-

treatment process for recycling. The tensile test, fracture test and morphology observation were carried out using various kinds

of waste ground tire powders, which were produced by grinding and devulcanization process, respectively. As a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produced rubber powder through grinding process increased its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with decreasing

particle size because of decreasing surface area. Devulcanized rubber powder also increased its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by de-crosslink with sulfur. It could be also suggested that devulcanization treatment after grinding process was more efficient

recycling process for both increasing tensile property and fracture elongation of waste ground rubber tire powders.

Key words : Waste ground rubber tire powder, Recycling, Devulcanization, Grinding, Pre-treatment process

 

 

· Received : March 25, 2015    · 1st Revised : April 2, 2015    · Accepted : April 9, 2015

Corresponding Author : Myung-Hoon Oh (E-mail : ohmyung@kumoh.ac.kr)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61 Daehak-ro, Gumi, Gyeongbuk 730-701, Korea

Tel : +82-54-478-7735 / Fax : +82-54-478-7769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56 박종문 · 안주영 · 박진의 · 방대석 · 김봉석 · 오명훈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4, No. 2, 2015

1. 서  론

급격한 산업 발달은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환경문제도 야기 시키고 있다. 이

러한 환경문제 중에서 자원고갈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

급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

용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산업의 발달과 함께 매년 폐타이어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처리 방법인 매립과

소각처리 이외의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폐타이어 발생량은 자동차

의 증가와 함께 매년 3 ~ 5% 범위에서 꾸준히 증가하

여 왔으며, 폐타이어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 역시 해마

다 증가하여 94%정도까지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 50% 이상은 시멘트 킬른과 TDF(타이어

고형화 원료)등 소각을 통한 열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무분말 등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할용

은 20%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재활

용 비율이 낮은 이유는 폐타이어가 물리화학적으로 안정

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석유화학제품에 비

하여 재생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1-4)

폐타이어의 재활용은 크게 열을 이용하는 방법, 원형

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 분말가공을 통한 방법으로 나

누어진다. 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직접소각열을 이용, 건

류소각로 이용, 열분해 이용, 시멘트 소성로에 이용 등

과 같은 방법으로 폐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탄소에 의한

발열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원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재

생타이어 이용, 어초용, 토목공사용에 이용하는 방법으

로 타이어의 원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으로, 분말가공 방법은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분말형태

로 제조한 후 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방법으로 분

말제조 공정에서 다양하게 확보된 분말크기에 따라 각

종 고무제품, 건축자재 생산, 고무아스팔트 제조 등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열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다음으로

17% 정도(대한타이어공업협회 2012년도 기준)로 활용

도가 높은 분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

족한 실정이다.5-7)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다양한 크기의 고무분말 형태로

가공하면 그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

어 이종 및 동종 물질간의 결합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고무분말을 제

조하는 기술은 분쇄공정 개선을 통하여 더욱 작은 입자

크기의 고무분말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크게 상온분쇄법과 냉각분쇄법으로 나

뉜다. 두 방법 모두 분쇄 칼날을 이용하여 폐타이어를

고무분말로 만드는 것은 동일하나 냉각분쇄법의 경우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폐타이어를 유리전이 온도 이하에

서 분쇄하는 방법으로 상온분쇄법에 비하여 입자크기를

작게 제조하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냉각분쇄법은 사용

되는 액체질소 때문에 생산되는 고무분말의 가격이 높

아지고 물성 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분말로 제품화

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므로 대부분 상온분쇄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 상온에서 생산된 폐타이어 고무

분말이 넓은 표면적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분쇄공

정이 요구되며, 또한 분쇄공정만을 통해 생산된 폐타이

어 고무분말의 특성개질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를 개선

할 목적으로 물리화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나타내는

황과의 가교결합을 끊어주는 탈황공정을 추가하는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적용되는 탈황공

정으로는 초음파 이용, 마이크로웨이브 이용, 미생물 이

용 등과 같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폐타이어 재활용을 위한 전처

리 공정 방법 중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온분쇄법

과 이 분말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가되

는 탈황공정이 제조된 재생 분말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제조된 고무분말의 가황특

성 및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여 폐타이어를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처리 공정을 적용하는 공

정설계가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

계적 탈황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탈황 고무분말을 원

료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 탈황방법은 분쇄/압축기

사이에 분쇄된 고무칩을 통과시켜서 60 ~ 300oC의 고온

및 고압 하에서 화학반응에 의한 열분해로 고무칩 속에

포함되어 있는 황 성분을 배출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

으로 상업용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탈황법으로

써 국내에서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제조공법이다.8-22) 

2. 실험 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폐타이어 재생 고무분말은 씽크루트

에서 기계식 상온분쇄법을 통하여 생산하고 있는 50 mesh

(279µm), 80 mesh (173µm), 100 mesh (140µm)급을 사

용하였고, 비교를 위하여 대한산업에서 폐타이어를 탈

황시킨 후 시트형태로 제조한 제품을 원소재로 하여

50 mesh 입자크기로 분쇄한 후 사용하였으며, 이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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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구성비는 고무성분 60%, 카본블랙 30%, 기타

10%였다. 또한 첨가된 Polypropylene (PP)은 삼성토탈

에서 pellet 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였다.

2.2. 시편 제조 및 시험 방법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가황 후의 물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폐타이어를 기준으로 황 3 phr (part per hundred

resin), 가교 촉진제 2 phr을 혼합하여 일축가압 프레스

에서 200oC, 5 MPa의 압력으로 30분간 가황시킨 후

아령 3호 형태로 인장시험편을 제조하였고, 물성 시험

은 KS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인장시험은 인장시험기(AG-50kNX plus)를

사용하여 50mm/min의 속도로 수행하여 인장강도와 파

단연신율을 측정하였고, 충격시험은 아이조드 시험법

(Tinius Olsen, US/92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FE-

SEM(모델명 JEOL, JSM-6500F)으로 인장시험 후의 파

단면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입자크기 효과 분석

3.1.1 입자 크기에 따른 물성 비교

Fig. 1은 분쇄를 통하여 생산된 폐타이어 재생 고무

분말의 입자크기에 따른 재활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생산된 고무분말을 50 mesh

(279 µm), 80 mesh (173µm), 100 mesh (140µm)등 3종류

로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장강도는 50mesh(1.48MPa), 80 mesh

(1.55 MPa), 100 mesh (3.2 MPa) 순으로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 mesh 분말의 경우

50 mesh와 비교하여 약 1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단연신율 또한 50 mesh (30%), 80 mesh

(35%), 100 mesh (90%) 순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고무분말의 입자크기와 물

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보고한 Lee,5) Kim7) 그리고

Park20) 등의 연구결과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것

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n21) 등의 연구보고와

같이 분쇄된 고무분말은 이종재료와의 혼합을 위한 고

무원료나 수지의 충진제(Filler)로 사용될 경우 고무분말

의 입자크기가 클수록 원료고무와 고무분말간의 계면접

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높은 비율의 고무분

말 첨가에 의한 물성저하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분쇄를 통하여 재생 고무분말의 입자가

작아질수록 계면접착력이 증가되며 재활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 인장시험편 파단면 관찰

Fig. 2(a) ~ (c)는 고무분말의 입자크기(50, 80, 100 mesh)

Fig. 1. Summary of tensile strength and fracture elongation

with various particle size of 50, 80 and 100 mesh,

respectively.

Fig. 2. Morphology of fracture surface after tensile test with various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ubber powder. (a) 50 mesh

(279 µm), (b) 80 mesh (173 µm), (c) 100 mesh (140 µm). 



58 박종문 · 안주영 · 박진의 · 방대석 · 김봉석 · 오명훈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4, No. 2, 2015

에 따라 제조된 인장시험편의 파단면을 FE-SEM으로 관찰

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Fig. 2(a)와 (b)의 경우에는

동일한 가황조건에서 고무분말의 입자크기에 비하여 반

응에 참여하는 표면의 영역이 작기 때문에 사용된 고무

분말의 형상이 파단면에서 그대로 관찰된다. 반면에

Fig. 2(c)의 경우에는 작은 입자크기로 인하여 사용된

고무분말의 형상이 관찰되지 않고 파단면이 매끄럽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50 mesh와 80 mesh에 비하여 100 mesh의 고무분말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입자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면접착력이 증가되어 균일한 파단형

상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이 Fig. 1에서 관찰된 100 mesh

분말의 급격한 물성증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개질 상태에 따른 비교

3.2.1 탈황공정에 따른 고무분말의 형상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생산된 고무분말이 탈황공정을

거친 후의 표면형상 및 물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50 mesh (279 µm)급으로 생산된 고무분말에 대하여 탈

황공정 전후의 입자형상 관찰 및 인장시험을 수행하였

다. 제공된 탈황공정은 현재 산업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써, 분쇄된 폐타이어 고무분말

은 기계적 탈황공정을 거쳐 sheet 형태로 제작되어진다.

본 실험에서도 동일한 조건(입자크기, 가황조건)에서 실

험을 진행한 후에 그 결과를 비교할 목적으로 탈황공정

을 통해 생산된 sheet를 재분쇄하여 50 mesh (279 µm)

로 제조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3(a)와 (b)는 50 mesh (279 µm) 고무분말의 탈

황 전(a) 및 탈황 후(b)의 형상을 관찰한 결과이다. 탈

황 전과 후의 고무분말의 개질 상태가 달라졌음에도 불

구하고 동일한 분쇄방식으로 분쇄됨에 따라 고무분말의

표면형상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분쇄를 통해 생

산되어지는 재생 고무분말의 형상은 탈황 유무에는 관

계없이 분쇄 방식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2 고무분말의 탈황에 따른 물성 비교

저자의 연구결과20) 및 Park의 기술특허22)의하면 폐타

이어는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탈황효과를 나타낸다. 이

효과는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고무분말 내부에 존재하

는 황의 함량이 줄어드는 현상에 의한 결과로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폐타이어의 고무분말 내부에 존재하는 사

슬결합은 화학적 구조에 의존함에 따라 폐타이어를 분

쇄하여 제조된 고무분말의 경우 여전히 S-S bond형태

의 가교구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에 잔존하

는 황에 의한 가교구조는 원형 그대로가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에 재활용 분말을 사용할 때에 물성저하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 고무분말을 이용

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탈황 유/무에 따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폐타이어를 기계식 방식

으로 분쇄하여 생산된 재생 고무분말에 탈황 공정을

추가한 것과 탈황공정을 거치지 않은 시험편을 제조한

후 물성을 비교하였다.

Fig. 4의 Normal은 탈황 전의 고무분말, Devulcani-

zation은 탈황 후의 고무분말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장시험 결과 Normal 고무분말의 인장

강도는 1.51 MPa, 파단연신율은 38.5%이며, Devulca-

nization 고무분말의 인장강도는 1.48 MPa, 파단연신율

은 108.2%이다. 즉, 탈황에 의한 효과로 인장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파단연신율이 약 2.5배 증가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황에 의해 고무분

말 내에 존재하는 S-S bond가 줄어듦에 따라서 기본적

인 고무사슬구조 사이의 유동성이 증가되어 연성이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Morphology of waste tire rubber powder particles

produced by (a) before and (b) after devulcani-

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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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인장시험편의 파단면 관찰

Fig. 5(a)와 (b)는 인장시험 후 FE-SEM으로 파단면

을 관찰한 결과로써 (a)는 탈황 전(Normal), (b)는 탈

황 후(Devulcanization)의 이미지이다. 두 파단면을 비

교하여 보면 탈황공정을 거친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파

단면이 비교적 매끄럽게 파단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탈황공정을 거침에 따라 고무분말간

의 계면접착력이 증가되어서 파단면이 매끄럽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탈황공정을 거치지 않은 고무분말

시험편의 파단면은 계면끼리의 접착이 완벽히 이루어지

지 않아서 파단의 양상이 고무분말의 계면을 따라 진행

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탈황공정에 의해 S-S

bond가 제거된 탈황 고무분말 시험편 파단면의 경우에

는 계면접착력이 높아짐에 따라 파단의 양상이 고무분

말의 계면에서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n21)등에 의한 입자크기와 이종재료와의 혼합 실험결

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탈황공정을 통하여 S-S bond가

제거되면 가교구조가 줄어들어서 연신율이 증가되며 따

라서 재활용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4 충격시험

제조된 고무시험편에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반응하지

못한 약한 계면을 따라 파단이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내충격성이 낮아지게 된다. 즉, 충격강도가 향상되었다

는 것은 물질간의 계면이 강화되어 물성의 향상을 의미

함으로써 재활용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Fig. 6은 단

순분쇄공정을 거쳐 생산된 100 mesh (140 µm)급 고무

분말(Normal)과 탈황공정을 거친 50 mesh (279 µm)급

고무분말(Devulcanization)에 대한 충격시험 결과이다.

이종재료와의 혼합에 의한 재활용 효율 분석을 위해서

폐타이어 고무분말의 함량을 10, 30, 50 wt%로 변화시

켜서 고분자 물질(Polypropylene)과 혼합하여 제조한 시

료에 대하여 충격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무분말

Fig. 4. Summary of tensile strength and fracture elongation

with different pre-treatment process: (a) Normal (w/o

devulcanization) and (b) Devulcanization (after devul-

canization). 

Fig. 5. Morphology of fracture surface after tensile test: (a)

Normal (w/o devulcanization) and (b) Devulcanization

(after devulcanization). 

Fig. 6. Summary of impact test with various volume

fraction of recycled rubber powder and poly-

propylene distribution: (a) Normal and (b) Devul-

caniz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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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충격강도 값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단순분쇄공정을 거친 고무분말을 첨

가한 경우 충격강도는 10 wt% (8.1KJ/m2), 30 wt%

(8.8 KJ/m2), 50 wt% (9.6KJ/m2)로 나타났으며, 탈황공

정을 거친 고무분말의 경우에는 각각 10 wt% (9.4 KJ/

m2), 30 wt% (12.2 KJ/m2), 50 wt% (13.4KJ/m2)로 상대

적으로 높은 충격치를 얻었다. 입자크기에 따른 비표면

적은 단순 분쇄공정을 거친 고무분말(Normal)이

100 mesh (140µm)로 탈황공정을 거친 50 mesh (279µm)

급 고무분말(Devulcanization)에 비하여 넓기 때문에 계

면접착력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탈황공정을 거친 고무분말(Devulcanization) 시험편의

내충격성이 높은 경향을 타나내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

유로는 인장강도 및 파단연신율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

듯이 탈황공정을 거친 고무분말은 S-S bond의 감소로

인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가교구조가 감소하여 이종재료

와의 계면접착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때의 계면접

착력은 분쇄에 의한 비표면적 향상 보다 탈황공정을 거

치면서 발생한 내부 가교결합의 감소에 보다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내충격성이 향상된 고무/플라스틱 복합재는 자동

차 헤드라이트 지지대나 체육관 바닥 지지용으로 사용

되는 쿠션레벨조절볼트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쿠션레벨조절볼트는 현재 사출하여 물성테스트

를 진행하고 있다.23)

4. 결  론

폐타이어 재생 고무분말의 물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생산 공정 설계를 목적으로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생산

된 고무분말의 입자 크기 및 탈황공정 적용 유무에 따

른 물성평가 및 파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분쇄공정은 반복을 통하여 폐타이어의 입자크기가

미세하게 될수록 그 표면적이 증가되어 계면접착력이

우수하게 되고, 이는 인장강도 및 파단연신율 향상에 유

리하게 작용된다.

2. 탈황공정은 고무분말 내부에 존재하는 S-S bond를

감소시켜 분자사슬구조를 비교적 간단하게 함으로써 인

장연신율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입자 크기 및 탈황유무에 따른 이종재료와의 혼합에 따

른 인장시험 결과에서 충격에 대한 저항은 탈황공정을 적용

하는 것이 입자크기 효과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위의 결과로부터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모두 높이

기 위한 전처리 공정으로는 분쇄공정의 반복을 통한 입

자 미세화가 효율적이며, 연신율의 극대화를 위한 전처

리 공정은 탈활 공정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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