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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미분쇄 탄소섬유/카본블랙/천연고무 복합재료의 미분쇄 탄소섬유 방향이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복합재료는 6 phr 미분쇄 탄소섬유와 40 phr 카본블랙을 천연고무에 첨가하였고 2축-롤-밀 장비를 이용하
여 복합재료 내의 미분쇄 탄소섬유를 수직, 수평으로 정렬방향을 제어하였다. 기계적 특성은 인장특성, 인열강도를
통해 고찰하였다. 실험 결과, 인장강도, 100%~300% 모듈러스, 인열강도는 미분쇄 탄소섬유가 수직으로 배향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증가하였고 미분쇄 탄소섬유를 정렬하지 않은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은 감소하였다. 결과
적으로, 복합재료 내에서 미분쇄 탄소섬유가 수직으로 배향되었을 때 인장특성과 인열강도의 증가로 이어진 결과이
며, 이러한 결과는 탄성력이 우수한 미분쇄 탄소섬유의 존재가 기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work, the influence of milled carbon fiber direction on mechanical properties of milled carbon fibers/carbon blacks/natural rubber compounds was investigated. The compounds were prepared by adding the 6 phr milled carbon fibers (MCFs)
and 40 phr carbon blacks (CBs) into the natural rubber. The MCFs were aligned in a parallel and orthogonal direction in
the compounds using two-roll-mill machine. Mechanical properties of compounds were studied by tensile characteristics and
tearing strength. As a result, the compounds showed higher tensile strength, 100%~300% modulus, and tearing strength than
those of using any other compounds due to the aligning MCFs in parallel.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pounds reinforced
with non-aligned MCFs were inferior to those of others. Consequently, the parallel aligned MCFs in the compounds led to
an increase of tensile properties and improvement of tearing strength, resulted from MCFs with the high elast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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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룰로오스계 천연섬유, 탄소섬유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강화재는 고무

론

와 배합시 물리⋅화학적 작용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5-13]. 강화재로 보강된 고무는 자동차와 항공기의 타이어, 신
발 밑창용 고무, 일반기계 및 가전분야, 실링재, 스포츠 용품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3-5,10,12,14], 특히 탁구라켓용 고무 및
운동용 고무 밴드용 고무, 수영용품 등의 스포츠 용품에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카본블랙은 고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화재로서 그 제조 조건
에 따라 다양한 입자크기, 응집체 구조, 표면 관능기 등의 성질을 지
니고 있으며 고무와 혼합 시 기계적 물성 및 동적 성질 등에 영향을

고무 재료는 일반 플라스틱 재료와는 다르게 높은 탄성력 및 내피
로성을 포함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양
한 산업분야에서 고무의 사용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용도
에 맞는 성능을 얻기 위해 강화재로 보강되어 사용되고 있다[1-4]. 고
무의 강화재는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점토, 실리카, 그라파이트,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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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15-17]. 카본블랙 생산량의 대부분이 고무 제품의 강화재로 이용
되고 있으며 카본블랙으로 강화된 고무는 다양한 물리적, 기계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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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Prepared Sample Compounds (phr-parts per
hundred part of NR)
Loading (phr)
NR

CB/NR

MCF-NA

MCF-Para MCF-Ortho

Natural rubber

100

100

100

100

100

Carbon black

0

40

40

40

40

Milled carbon
fiber

0

0

6

6

6

Sulfur

2

2

2

2

2
5

Zinc oxide

5

5

5

5

Stearic acid

2

2

2

2

2

CBS

3

3

3

3

3

Process oil

5

5

5

5

5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compounds.
Table 2. Experimental Names of the Compounds
Experimental methods
Pure natural rubber compounds

Experimental names
NR

40 phr carbon blacks reinforced with natural rubber
compounds

CB/NR

6 phr non-aligned milled carbon fibers/40 phr carbon blacks reinforced with natural rubber compounds

MCF-NA

6 phr parallel milled carbon fibers/40 phr carbon
blacks reinforced with natural rubber compounds

MCF-Para

6 phr orthogonal milled carbon fibers/40 phr carbon
blacks reinforced with natural rubber compounds

MCF-Ortho

성을 나타내고, 특히 수명과 관련 있는 마찰, 마모 거동에도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로 타이어 산업에서 사용되며
[3,15,18], 스포츠 용품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탁구라켓용 고무의 탄
성력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탄소섬유는 인장강도, 인장 탄성률 등과 같이 기계적 물성이 우수
하고 철보다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서 차세대 첨단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탄소섬유는 성능, 형태, 제조 방법, 출발 원료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으로 분류된다. 탄소섬유의 형태는 필라멘트 형태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 형태의 탄소섬유를 직조한 패브릭 형태의 섬유가 사용
되고, 100∼1 mm 길이의 단섬유 형태나 수 백 µm의 분쇄섬유로 분
류된다[17,21]. 탄소섬유는 자동차와 항공기의 연비효율 향상을 위해
경량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골프채의 샤프트, 테니스 라켓, 배
드민턴 라켓, 탁구라켓, 스키⋅스노우보드, 수상 스포츠 용품 등과 같
은 스포츠⋅레저 용품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열경화성⋅열가소성 수지를 매트릭스로 사용한 강
화 플라스틱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탁구라켓용 고무, 운동용 고무
밴드 등은 고탄성이 요구되는 고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고탄성의 탄
소섬유가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무의 탄성률 향상을 목적으로 셀룰로오스계 천연섬유와 나
일론6 섬유, 미분쇄 탄소섬유와 같은 단섬유 형태의 강화재가 사용되
고, 단섬유로 강화된 고무는 탄성률, 인장강도, 경도, 인열 강도는 증
가하지만 신장률은 감소된다고 보고되고 있다[7,8,20]. 단섬유로 강화
된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경우 섬유의 종횡비, 함량, 분산, 배향, 매트
릭스와 섬유의 계면결합력이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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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복합재료 내의 단섬유의 배향 방향에 따라 기계적 모델을
통해 복합재료의 물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복합재료의 높은 강화 효
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섬유의 배향 방향이 부하응력의 방향과 일치
되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1-24].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고무 매트릭스에 미분쇄 탄소섬유의 방향을 제어하여 탄성력이
강화된 고기능성 탁구라켓용 고무의 개발이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분쇄 탄소섬유의 정렬 방향을 수직, 수평,
무배향으로 다르게 하여 미분쇄 탄소섬유/카본블랙/천연고무 복합재
료를 제조하여 미분쇄 탄소섬유의 방향이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인장강도, 100%∼300% 모듈러스, 인열강
도, 쇼아경도를 통해 기계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무는 천연고무(Natural Rubber, NR, SVR10,
Hoangdung. Co. of Vietnam)를 사용하였고 천연고무의 강화재로 평균
길이 160 µm 미분쇄 탄소섬유(Milled Carbon Fiber, MCF, CF.LSMLD 160, Apply Carbon SA Co. of French)와 카본블랙(Carbon
Black, CB, N330, OCI Co. of Korea)을 사용하였다.
탄소소재 강화재를 비극성 벤젠 용액에 처리하였을 때 탄소소재 강
화재가 고무 매트릭스 내에서 분산력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고무 복합
재료의 가교밀도가 향상된다고 Nah[25] 등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미분쇄 탄소섬유와 카본블랙에 비극성 요소를 향상시켜
천연고무와 계면결합력 향상을 위해 벤젠용액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가황제 및 가황촉진제로 황(Sulfur, S, Samchun Pure Chem. Co. of
Korea)과 N-cyclohexyl-2-benzothiazolesulfenamide (CBS, Tokyo Chemical
Industry Co. of Korea)를 사용하였고, 다른 첨가재료로는 산화아연
(Zinc Oxide), 스테아린산(Stearic Acid)을 Daejung Chem. of Korea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시편제조

미분쇄 탄소섬유/카본블랙/천연고무 복합재료는 6 phr 미분쇄 탄소
섬유와 40 phr 카본블랙을 첨가하여 제작 하였다. 각 샘플에 대한 배
합조건은 Table 1과 같이 하였으며, 미분쇄 탄소섬유의 정렬 방향에
따른 샘플명칭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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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7].
(1)

    

여기서, Tb는 인장강도(MPa), Fb는 시편이 파단되었을 때의 최대하
중(kg), A는 시편의 초기 단면적(cm2)을 나타낸다.
신장률은 시편이 파단될 때 표선이 늘어난 길이를 조사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2)

        × 

(a)

여기서, Eb는 파단신장율(%), L0는 초기길이, L1은 최종길이를 나타
낸다.
인열강도는 ASTM D 624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편절단기
를 이용하여 Figure 2(b)와 같은 형태로 시편을 제작하여 만능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LR5K, Lloyd, England)를 사용하여 크로스
헤드 속도 500 mm/min에서 수행하였다.
경도는 Asker Durometer (Shore type A)를 사용하여 ASTM D 2240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쇼아 경도는 반발경도 시험으로서 측정하
고자 하는 시편에 경도계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하중을 주면 경도계
하부에 있는 압침이 반발하는 정도가 경도값으로 눈금에 표시된다.
2.3.2. 모폴로지 특성

인장특성 실험 후 미분쇄 섬유의 배향성을 관찰하기 위해 파단면을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4800, Hitachi, Japan)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b)

Figure 2. Specimens for investigating of alignment of milled carbon
fibers; (a) tensile specimens and (b) tearing specimens.
복합재료 제조 공정은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제작하였다. 먼저, 인터널 믹서(Internal mixer)를 사용하여 천연
고무에 미분쇄 탄소섬유와 카본블랙을 첨가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가
황첨가제와 가황제를 첨가하여 잘 분산되도록 혼합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널 믹서로 혼합된 컴파운드를 2축-롤-밀 장비를 이용하여 미분쇄
탄소섬유의 방향을 제어하였으며, 2축-롤-밀 장비의 1번 롤러와 2번
롤러의 회전속도 비는 1 : 1.2로 하였고 회전속도 차이에 의해 컴파운
드에 가해지는 전단력에 의해 컴파운드 내의 방향을 일 방향으로 정
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압 열압축기(Hot press)를 이용하여 성형 조
건 150 ℃의 온도에서 150 bar의 압력으로 성형하였다.
2.3. 측정 및 분석
2.3.1. 기계적 물성

미분쇄 탄소섬유/카본블랙/천연고무 복합재료의 인장특성은 ASTM
D 412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고무용 시편절단기를 이용하여
Figure 2(a)와 같이 미분쇄 탄소섬유의 정렬방향을 제어하여 제작하였
으며, 인장시험은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LR5K, Lloyd,
England)를 사용하여 크로스헤드 속도 500 mm/min에서 수행하였다.
인장특성은 인장강도, 신장률, 100%, 300% 모듈러스를 측정하였으며,
인장강도는 시편이 절단될 때의 최대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3.1. 기계적 물성 특성
3.1.1. 인장강도

미분쇄 탄소섬유/카본블랙/천연고무 복합재료의 미분쇄 탄소섬유의
방향이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ures 3과 4에
인장-응력 결과와 인장강도 및 신장률을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미분
쇄 탄소섬유가 수직으로 정렬된 복합재료(MCF-Para)의 인장강도가
22 MPa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미분쇄 탄소섬유가 수평으로 정
렬된 복합재료(MCF-Ortho)의 인장강도는 20 MPa로 미분쇄 탄소섬유
를 수직으로 정렬하였을 때보다 감소하였다. 또한, 미분쇄 탄소섬유의
정렬방향을 제어하지 않은 복합재료(MCF-NA)의 인장강도가 11 MPa
로 천연고무(NR)에 비해 증가되었지만 카본블랙/천연고무 복합재료
(CB/NR)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섬유로 보강된 복합재료는 섬유의 배향성이 부하 응력
의 방향과 일치할 때 높은 강화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원
리로 고찰하였을 때 2축-롤-밀 장비로 복합재료 내의 미분쇄 탄소섬유
가 수직으로 정렬 방향 즉, 인장특성 측정 시 응력 방향으로 정렬됨에
따라 높은 인장강도가 측정되었다고 판단되며, 복합재료 내에서 미분
쇄 탄소섬유가 정렬되지 않았을 때 미분쇄 탄소섬유가 인장응력을 제
대로 받지 못하였고 강화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
로서 인장강도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22].
신장률은 카본블랙과 미분쇄 탄소섬유를 첨가하였을 때 감소되었
으며, NR > CB/NR > MCF-Para > MCF-Ortho > MCF-NA 순으로 감
소되었다. 일반적으로 고무 매트릭스에 강화재가 첨가되면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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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100%, 300% 모듈러스

Figure 5는 미분쇄 탄소섬유의 방향에 따른 미분쇄 탄소섬유/카본
블랙/천연고무 복합재료의 100%, 300% 모듈러스, 즉 복합재료가
100%, 300% 신장되었을 때의 인장응력을 나타낸 결과이다. 실험 결과,
미분쇄 탄소섬유/카본블랙/천연고무 복합재료(MCF-NA, MCF-Para,
MCF-Ortho)의 100%, 300% 모듈러스는 천연고무(NR)와 카본블랙/천
연고무 복합재료(CB/NR)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직으로 미
분쇄 탄소섬유가 정렬된 복합재료(MCF-Para)에서 100%, 300% 모듈
러스가 각각 2.9, 6.4 MPa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탄성특성이 좋은 고무에 카본블랙과 미분쇄 탄소섬유가 첨가되었으
며 복합재료 내에서 종횡비가 큰 미분쇄 탄소섬유가 길이방향으로 배
향된 결과라고 판단되다. 또한, 고탄성의 미분쇄 탄소섬유와 고무 분
자 간의 결합에 의해 탄성률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
는 단섬유로 강화된 복합재료의 인장탄성률의 결과와 일치한다[7,30].
3.1.3. 인열강도

균열된 고무는 작은 외력에 의해서도 찢어지기 쉬우며, 이는 작은
균열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진전되고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열강도
공업화학, 제 27 권 제 2 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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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률이 큰 미분쇄 탄소섬유가 고무 매트릭스에 첨가되었기 때문에
신장률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0

60

40

20

0

NR

CB/NR

MCF-NA MCF-Para MCF-Ortho

(b)

Figure 6. Tearing properties of the compounds with aligning directions
of milled carbon fibers; (a) tensile vs. force and (b) tearing strength.
는 인열에 대한 저항성으로 인열 시편이 인열되기까지 최대 응력을
시편두께로 나눈 값이다[7].
미분쇄 탄소섬유/카본블랙/천연고무 복합재료의 미분쇄 탄소섬유의
방향에 따른 인열특성 그래프와 인열강도를 Figures 6(a)와 6(b)에 나
타내었다. 실험 결과, 미분쇄 탄소섬유가 수직으로 정렬된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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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Hardness of the compounds with aligning directions of
milled carbon fibers.
(MCF-Para)의 인열강도가 75 N/mm로 가장 높게 측정되면서 카본블
랙/천연고무 복합재료(CB/NR)와 미분쇄 탄소섬유의 정렬방향을 제어
하지 않은 복합재료(MCF-NA) 보다 크게 증가되었다. 하지만 미분쇄
탄소섬유의 방향을 수평으로 제어한 복합재료(MCF-Ortho)의 인열강
도는 카본블랙/천연고무 복합재료(CB/NR)와 미분쇄 탄소섬유의 정렬
방향을 제어하지 않은 복합재료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복합재료 내에서 미분쇄 탄소섬유가 수직으로 정렬된 경우 인열강도
측정시 수직으로 배향된 미분쇄 탄소섬유가 인열시편의 초기 균열에
서의 인열현상 진전을 억제시킨 결과 때문에 인열강도가 증가되었다
고 판단되며, 미분쇄 탄소섬유가 수평으로 정렬된 경우 인열이 진행
되는 방향으로 정렬되어 인열시편의 초기 균열에서 시작되는 인열현
상에 대한 저항성이 작아 인열강도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7,21].
3.1.4. 경도

경도는 고무의 탄성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으로 경도계의 압침이 반
발하는 정도에 따라서 딱딱함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
여 고무의 탄성률을 예측할 수 있다[28,29]. 미분쇄 탄소섬유/카본블
랙/천연고무 복합재료의 경도를 쇼아 A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
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천연고무(NR), 카본블랙/천연
고무 복합재료(CB/NR), 미분쇄 탄소섬유/카본블랙/천연고무 복합재
료(MCF-Para, MCF-Ortho, MCF-NA)의 경도는 각각 45, 63, 68로 강
화재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미분쇄 탄소섬유가 첨가
된 복합재료(MCF-NA, MCF-Para, MCF-Ortho)의 경도는 배향 방향에
상관없이 동일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천연고무와 40 phr 카본블랙이
첨가된 복합재료의 경도 값의 편차는 18로 카본블랙 2 phr당 경도는
약 1로 증가되었으며, 40 phr 카본블랙이 첨가된 복합재료와 6 phr 미
분쇄 탄소섬유와 40 phr 카본블랙이 첨가된 복합재료의 경도 값의 편
차는 5로서 미분쇄 탄소섬유 1 phr당 경도 값이 약 1씩 증가되었다.
미분쇄 탄소섬유는 천연고무에 비해 강성이 크기 때문에 복합재료에
첨가되었을 때 보강효과에 의해 경도가 증가되었다고 판단된다.
3.2. 파단면 특성 분석

미분쇄 탄소섬유/카본블랙/천연고무 복합재료 내에서 미분쇄 탄소섬
유의 배향 방향에 따른 배향각을 관찰하기 위해 파단면을 SEM 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미분쇄 탄소섬유
의 배향 방향을 제어하지 않은 복합재료에서 미분쇄 탄소섬유의 방향
성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 미분쇄 탄소섬유의 방향을 수직 또는 수평 방

Figure 8. Fractured surfaces of the compounds after tensile test with
aligned directions; (a) MCF-NA, (b) MCF-Para, and (c) MCF-Ortho.
향으로 제어된 복합재료에서는 미분쇄 탄소섬유가 일 방향으로 정렬된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복합재료 제조 시 2축-롤-밀 장비를 이용하여 컴
파운딩할 때 롤러의 토크 차이에서 발생되는 전단응력이 복합재료 내
의 미분쇄 탄소섬유의 방향제어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분쇄 탄소섬유와 카본블랙으로 강화된 천연고무 복
합재료의 미분쇄 탄소섬유 방향을 2축-롤-밀 장비를 이용하여 수직, 수
평 방향으로 제어하였으며, 미분쇄 탄소섬유의 방향이 복합재료의 기계
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장강도, 신장률, 100%, 300% 모듈러스, 쇼
아경도를 통해 고찰하였다. 결과로서, 미분쇄 탄소섬유가 수직으로 배향
되었을 때 수평 또는 배향되지 않은 경우 보다 인장강도, 100%, 300%
모듈러스, 인열강도가 증가된 것을 관찰하였으며, 미분쇄 탄소섬유/카본
블랙/천연고무 복합재료 내에 미분쇄 탄소섬유가 정렬되지 않았을 때
기계적 물성은 미분쇄 탄소섬유가 첨가되지 않았을 때보다 감소하였다.
복합재료 내에서 카본블랙의 첨가와 고탄성의 미분쇄 탄소섬유가
인장응력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을 때 높은 인장특성을 나타내며, 복
합재료 내에서 수직으로 배향된 미분쇄 탄소섬유는 인열현상을 억제
함으로서 인열강도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쇼아경도는
고무 매트릭스에 강화재를 첨가할수록 증가되며 미분쇄 탄소섬유의
배향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복합재료 내의
미분쇄 탄소섬유의 배향성을 관찰한 결과 복합재료 내에 미분쇄 탄소
섬유가 일 방향으로 배향되었음을 관찰하였으며, 복합재료 내의 탄소
섬유의 배향을 적절하게 제어하면 기계적 물성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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