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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1회 이상의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의 제조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본 방법은 1차 공급원료를 다단계 반응기의 제1단계(9)에 공급하고, 2차 공급원료를 제1단계의 하류 위치
(10)에서 반응기에 공급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1차 및 2차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
하고, 또한 1회 이상의 공급원료가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포함한다.  반응기는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
합물을 분해시키고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열분해시키기에 충분한 온도로 작동된다.  공급원료의 1회 
이상이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이고 공급원료의 1회 이상이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포함하는 공급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3 이상의 단계를 장비한 다단계 반응기를 사용하여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
함하는 응집체의 제조에 관련된 추가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
는 응집체를 제조하는 것 외에도, 실리카 및(또는) 카본 블랙은 본 발명의 공정에서 유래한다.  공급원료
의 1회 이상이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이고 공급원료의 1회 이상이 금속-함유 화합물을 포함하는 공급원
료를 공급하기 위한 2 이상의 단계를 장비한 다단계 반응기를 사용하여 탄소상 및 금속-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의 제조에 관련된 또다른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응집체는 엘라스토머 조성물
에 혼입되는 경우 습윤 스키드 내성 및 롤링 내성을 바람직하게 개선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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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응집체, 다단계 반응기, 습윤 스키드 내성, 롤링 내성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단계 공정을 사용하여 응집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공정은 다단
계 반응기를 사용하여 적어도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탄소상 및 금속-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엘라스토머 조성물과 같은 조성물 중에서의 하나 이상의 상기 응집체의 용도 
및 더욱이 타이어 화합물의 경우 롤링 내성 및 습윤 견인력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카본 블랙은 고무 및 다른 엘라스토머 화합물의 배합 및 제조에서 안료, 충전제 및 강화제로서 광범위하
게 사용된다.  카본 블랙은 타이어의 제조에 사용되는 엘라스토머 화합물의 제조에서 강화제로서 특히 유
용하다. 

카본 블랙은 일반적으로 고온 연소 가스로 탄화수소 공급원료를 열분해시켜 미립자 카본 블랙을 함유하는 
연소 생성물을 제조함으로써 화로형 반응기에서 제조된다.  카본 블랙은 응집체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응집체는 카본 블랙 입자로 형성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카본 블랙 입자는 카본 블랙 응집체와는 독
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카본 블랙은 일반적으로 입도 및 특정 표면적; 응집체 크기, 모양 및 분포; 
표면의 화학 물리적 특성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분석학적 특성의 기초로 특징지워진다.  카본 
블랙의  특성은  분석학적으로  당분야에  공지된  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질소  흡착  표면적 
(ASTM 시험 과정 D3037-방법 A 또는 D4820-방법 B에 의해 측정됨) 및 세틸-트리메틸 암모늄 브로마이드 
흡착 값 (CTAB) (ASTM 시험 과정 D3765 [09.01]에 의해 측정됨)이 비표면적의 척도이다.  분쇄된 (CDBP) 
카본 블랙 (ASTM  시험 과정 D3493-86에  의해 측정됨)  및 비분쇄된 (DBP)  카본 블랙 (ASTM  시험 과정 
D2414-93)의 디부틸프탈레이트 흡수는 응집체 구조와 관련된다.  결합된 고무 값은 카본 블랙의 표면 활
성과 관련된다.  소정의 카본 블랙의 특성은 제조 조건에 따르며, 예를 들면, 온도, 압력, 공급원료, 체
류 시간, 급냉 온도, 처리량 및 다른 변수를 변경시킴으로써 개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제조에서, 타이어의 트레드 및 다른 부분을 제작할 때 카본 블랙 함유 화합물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적절한 트레드 화합물로는 높은 내마모성 및 상이한 온도에서의 양호
한 이력현상 균형을 제공하기 위해 배합된 엘라스토머를 사용한다.  내마모성은 타이어 수명에 비례하기 
때문에 내마모성이 높은 타이어가 바람직하다.  카본 블랙의 물리적 특성은 트레드 화합물의 내마모성 및 
이력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높은 표면적 및 작은 입도의 카본 블랙이 트레드 화합
물에 대해 높은 내마모성 및 높은 이력현상을 부여한다.  또한, 카본 블랙 적재량은 엘라스토머 화합물의 
내마모성에 영향을 준다.  내마모성은 적재량이 증가함에 따라 적어도, 내마모성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최적점 까지 증가한다.  

엘라스토머 화합물의 이력현상은 사이클 변형하에 흩어지는 에너지와 관련된다.  즉, 엘라스토머 조성물
의 이력현상은 엘라스토머 조성물을 변형시키는데 인가된 에너지와 엘라스토머 조성물이 그의 초기 비변
형된 상태로 회복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사이의 차이와 관련된다.  이력현상은, 손실율 대 저장율 (즉, 
점성율 대 탄성율)의 비율인 손실 탄젠트 (tan δ)를 특징으로 한다.  40 ℃ 이상과 같은 고온에서 측정
된 이력현상이 보다 낮은 타이어 트레드 화합물로 제조된 타이어는 롤링 내성이 감소되고, 이것은 타이어
를 사용하는 차량에 의한 연료 소모를 감소시킨다.  동시에, 습윤 표면 상에서의 높은 마찰계수의 타이어 
트레드는 운전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높은 습윤 견인력 및 습윤 스키드(skid) 내성을 갖는 타이어를 생성
한다.  따라서, 고온에서의 낮은 이력현상 및 저온에서의 높은 이력현상이 입증된 타이어 트레드가 양호
한 이력현상 균형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호한 이력현상 균형을 나타내는 엘라스토머를 제공하는데 유용하지만 내마모성이 중요한 인자가 아닌 
경우에서 많이 응용된다.  이러한 응용에는 언더트레드(undertread), 웨지(wedge) 컴파운드, 측벽, 뼈대, 
천정, 비드 충전제 및 와이어 스킴(wire skim)과 같은 타이어 성분, 엔진 마운트 및 산업용 운전 벨트 및 
자동차 벨트에 사용되는 기재 화합물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실리카도 엘라스토머용 강화제 (또는 충전재)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엘라스토머용 강화제로서 실리카만 
사용하는 경우는 강화제로서 카본 블랙만으로 얻어진 결과에 비해 성능이 불량하다.  강한 충전제-충전제 
상호작용 및 불량한 충전제-엘라스토머 상호작용은 실리카의 불량한 성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리콘-엘라스토머  상호작용은  화학  커플링제,  예를  들면,  비스(3-트리에톡시실릴프로필)테트라-술판 
(Si-69로 시판, Degussa AG, 독일)로 두 성분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Si-69와 같
은 커플링제는 엘라스토머와 실리콘 사이의 화학 결합을 형성하고, 이에 의해 실리카와 엘라스토머가 커
플링된다.

실리카가 엘라스토머에 화학적으로 커플링되는 경우, 생성된 엘라스토머 조성물의 특정한 성능 특성이 증
강된다.  차량용 타이어에 혼입하는 경우, 이러한 엘라스토머 화합물은 이력현상 균형을 개선한다.  그러
나, 제1 강화제로서 실리카를 함유하는 엘라스토머 화합물은 낮은 열전도성, 높은 전기저항율, 높은 밀도 
및 불량한 가공성을 나타낸다.  

카본 블랙만이 엘라스토머 조성물 중에 강화제로서 사용되는 경우, 카본 블랙은 엘라스토머에 화학적으로 
커플링되지 않지만, 카본 블랙 표면은 엘라스토머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많은 자리를 제공한다.  카본 블
랙과 함께 커플링제를 사용하면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대한 성능이 약간 개선되지만, 그 개선도는 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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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커플링제를 사용할 때 얻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적어도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에서, 2단계 공급원료 주입계의 경우 1차 공급원료는 다단계 반응기의 제1단계에 공급된다.  1차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실리콘-함유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제1단계의 하류 위치에서 2차 공급원료를 반응기에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2차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실리콘-함유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1차 공급원료가 카본 블랙-생
성 공급원료만을 포함한다면 2차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와 실리콘-함유 화합물의 혼합물 또
는 실리콘-함유 화합물만을 포함한다는 것이 이해된다.  적어도 하나의 공급원료, 1차 공급원료 또는 2차 
공급원료는 적어도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하고, 적어도 하나의 공급원료, 1차 또는 2차 공급원료는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단계의 수는 임의적인 수일 수 있지만 반드시 2 이상이어야 한
다.  다단계 반응기는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분해하고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열분해하는데 충분한 
온도에서 유지된다.  

본 발명은 또한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여
기서 공급원료를 반응기에 공급하기 위한 3 이상의 단계를 갖는 다단계 반응기가 사용된다.  제2 및 제3
단계 뿐만 아니라 임의의 추가 단계는 제1단계의 하류에 위치된다.  단계에 공급된 각각의 공급원료는 카
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실리콘-함유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적어도 하나의 단계는 카
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하고, 적어도 하나의 단계는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포함한다.  반응기는 실
리콘-함유 화합물을 분해하고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열분해하는데 충분한 온도에서 유지된다.  

본 발명의 응집체는 바람직하게는 응집체의 BET (N2) 표면적 및 t-면적 사이의 차이로 측정되는 거친 표면

을 갖는다.  HF (플루오로화수소산) 처리시, 바람직하게는 응집체의 BET (N2) 표면적 및 t-면적이 증가한

다.  DCP (디스크 원심분리기 광침강측정계)에 의해 측정되는 HF 처리 후의 응집체 크기는 일반적으로 감
소될 수 있고, 소정량의 실리카는 응집체에 잔류한다.  공기하에 500 ℃에서 탄소상의 열처리 후 잔류하
는 실리카는 표면적이 크다. 

또한, 본 발명은 탄소상 및 금속-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여기
서 공급원료를 반응기에 공급하기 위한 2 이상의 단계를 갖는 다단계 반응기가 사용된다.  제2단계 뿐만 
아니라 임의의 추가 단계는 제1단계의 하류에 위치된다.  단계에 공급되는 각각의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
생성 공급원료, 금속-함유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공급원료는 임의로 실리
콘-함유 화합물을 더 포함한다.  적어도 하나의 단계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하고, 적어도 하
나의 단계는 금속-함유 화합물을 포함한다.  반응기는 금속-함유 화합물을 분해하고 카본 블랙-생성 공급
원료를 열분해하는데 충분한 온도에서 유지된다.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응집체는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혼입될 수 있다.  이들 엘라스토머 조성물은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임의의 응집체가 존재하지 않는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비해 개선된 
습윤 스키드 내성 및 롤링(rolling) 내성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일반적인 설명 및 하기 상세한 설명은 둘다 본보기이고 예시적일 뿐이며 청구된 바와 같이 본 발명
을 추가로 설명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추가의 특징 및 잇점은, 일부는 
하기 설명에 개시되며 일부는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지거나 또는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거나 본 발명의 실
시로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 및 다른 잇점은 서술된 설명 및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특별히 지적되
는 요소 및 조합에 의해 실현되고 얻어진다.

본 명세서의 일부에 혼입되고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실시양태를 예시하고, 설명과 함
께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응집체를 제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단계 반응기의 한 유형의 일부의 도식표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는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를 제조하는 것 이외에, 본 발명의 방법은 
임의로 카본 블랙 및(또는) 실리카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고 본 발명의 방법으로부터 제조되는 
응집체는 또한 실리카로 처리된 카본 블랙으로 동정될 수 있다.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
하는 응집체에서, 실리콘의 산화물 및 카바이드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실리콘-함유 화학종은 
응집체의 적어도 일부분을 통해 분포되고 탄소상도 함유하는 응집체의 본래의 일부이다.  즉, 실리콘-처
리된 카본 블랙 또는 응집체는 분리된 카본 블랙 응집체 및 분리된 실리콘 응집체의 혼합물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본 발명의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은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의 일부로서 하나 이상
의 실리콘 함유 영역을 포함하고, 실리콘 함유 영역은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의 표면 및(또는) 내부에 
위치된다.  본 발명의 응집체의 일부인 실리콘 함유 화학종은 실란 커플링제와 같이 카본 블랙 응집체에 
부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탄소상과  동일한  응집체의  일부이다.   미국  특허  출원  제08/446,141호 
(1995. 5. 22 출원, 현재 허여됨), 제08/446,142호 (1995. 5. 22 출원) 및 제08/750,016 (1995. 11. 22 
출원) (PCT 출원 공개 제 WO96/37547호의 국내 출원)의 개시는 전체 참고로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을 STEM-EDX하에 조사할 경우, 실리콘 함유 화학종에 상응하는 실리콘 신호가 개
별 카본 블랙 응집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실리콘 및 카본 블랙의 물리적 혼합물에
서 비교에 의해, STEM-EDX 조사는 뚜렷하게 분리된 실리콘 및 카본 블랙 응집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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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방법으로 바람직하게 제조된 응집체는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응집체를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혼입한 경우 엘라스토머 조성물의 습윤 스키드 내성 및(또는) 롤링 내성을 개선한다.  

본 발명의 방법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응집체 또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은 하나 이상의 휘발성 및
(또는) 분해성 실리콘-함유 화합물의 존재하에 카본 블랙 (즉, 탄소상)을 제조하거나 형성함으로써 얻어
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도 1에 묘사된 바와 같은 모듈의 또는 "단계적으로 된" 화로 카본 블랙 반응
기가 사용된다.  화로 또는 반응기는 바람직하게는 하나 이상의 단계 또는 공급원료용 입구를 갖는다.  
도 1에 묘사된 바와 같이, 반응기는 바람직하게는 커버링 직경 (2)의 영역이 있는 연소 영역 (1); 제한 
직경 (3)의 공급원료 주사 영역; 및 반응 영역 (4)을 갖는다. 

상기 기재된 반응기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응집체 또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을 제조하기 위해, 고온
의 연소 가스는, 액상 또는 가스상 연료를 공기, 산소 또는 공기와 산소의 혼합물과 같은 적절한 산화제 
기류와 접촉시킴으로써 연소 영역 (1)에서 발생된다.  고온 연소 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연소 영역 (1)
의 산화제 기류를 접촉시킬 때 사용하기에 적절한 연료 중에는 임의 용이하게 연소가능한 가스, 증기 또
는 액상 기류, 예를 들면, 천연 가스, 수소, 메탄, 아세틸렌, 알코올 또는 케로센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탄소 함유 화합물의 함량이 높은 연료, 특히 탄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 대 
연료의 비율은 이용되는 연료의 유형에 따라 변한다.  천연 가스를 본 발명의 탄소상을 제조하는데 사용
하는 경우, 공기 대 연료의 비율은 약 10:1 내지 약 1000:1일 수 있다.  고온 연소 가스의 발생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해, 산화제 기류를 미리 가열할 수 있다.  미국 특허 제3,952,087호 및 제3,725,103호는 전체 
참고로 포함되고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반응기 세팅 및 조건을 기재하고 있다.

고온 연소 가스 기류는 영역 (1) 및 (2)로부터 영역 (3) 및 (4)로 하류로 흐른다.  고온 연소 가스의 흐
름 방향은 도면에서 화살표로 나타내어진다.  1차 공급원료는 위치 (6)에 공급되고, 입구 (9)에서 공급원
료 주사 영역 (3)에 들어간다.  이 실시양태에서, 공급원료는 하류로 흐르는 고온 연소 가스가 진행되는 
기류에 공급되거나 주사된다.  도 1은 공급원료의 공급을 위한 입구 (9) 및 (10)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공급원료는 급냉 위치 전에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 온도 및 체류 시간이 있
는 한 반응기의 임의 지점에서 공급될 수 있다.  공급원료는 바람직하게는 가스 기류 중의 오일의 최적 
분포를 위해 도안된 노즐을 통하여 가스 기류에 주사된다.  이러한 노즐은 단일 또는 2 유체일 수 있다.  
2 유체 노즐은 연료를 원자화하기 위해 기류 또는 공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단일 유체 노즐은 압축 원자
화될 수 있거나, 또는 공급원료는 가스 기류에 직접 주사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원자화는 가스 기류의 
힘에 의해 일어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에서, 1차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실리콘-함유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또한, 1차 공급원료 뿐만 아니라, 이하 기재되는 모든 공급원료는 종래의 카본 블랙
을 제조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추가의 물질 또는 조성물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하나 이상의 
공급원료는 붕소-함유 화합물을 함유할 수 있다.

1차 공급원료가 반응기의 공급원료 주사 영역 (3)에 공급되는 지점의 하류에 위치할 때, 2차 공급원료는, 
예를 들면, 위치 (7)를 통하여 공급원료 주사 영역 (3)으로 공급된다.  2차 공급원료는, 예를 들면, 입구 
(0)에서 공급원료 주사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제2 및 후속 공급원료는 앞선 공급원료가 먼저 반응하여 
응집체를 형성하는 곳인 실질적인 반응 영역에서 부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
생성 공급원료, 실리콘-함유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1차 공급원료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른 추가의 화합물 또는 물질은 또한 공급원료의 일부로서 공급될 수 있다.  더욱이, 1차 공급원료 및 2
차 공급원료는 공급원료와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다.

2단계 반응기가 사용되는 경우, 본 발명 실시양태의 목적을 위해, 1차 공급원료가 탄소 생성 공급원료(실
리콘-함유 화합물 없이)를 함유한다면 2차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와 실리콘-함유 화합물의 
혼합물, 또는 실리콘-함유 화합물만을 포함한다.  즉, 공급원료 중 하나 또는 모두는 카본 블랙-생성 공
급원료를 함유할 수 있고, 적어도 하나의 공급원료는 추가로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함유한다.  

또한, 추가의 공급원료는, 1 및 2차 공급원료를 위한 제1 및(또는) 제2 입구의 하류에 위치될 수 있는 추
가의 입구에 의해 공급원료 주사 영역에 공급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반응기는 추가의 입구를 수용하
기 위해 공급원료 주사 영역을 연장하도록 개질될 수 있다.

응집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2단계 반응기가 탄소상 및 실리콘 함유 상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해야 하고, 적어도 하나의 공급원료는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한 예로서만, 1차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와 
실리콘-함유 화합물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는 반면, 2차 공급원료는 또한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와 
실리콘-함유 화합물의 혼합물 또는 실리콘-함유 화합물만 포함할 수 있다.  1차 공급원료 및 2차 공급원
료는 모두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할 수 있고, 2차 공급원료는 또한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포함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원료의 거의 모든 배합은,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이 
동일하거나 상이한 공급원료에 존재하는 한 2단계 공정으로 가능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단계 
공정에서 1차 공급원료가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실리콘-함유 화합물 없이) 포함한다면 2차 공급원료
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와 실리콘-함유 화합물의 혼합물 또는 실리콘-함유 화합물만을 포함한다. 

1차 공급원료가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하고, 공정에 사용되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총량의 
약 5 중량% 이상이 1차 공급원료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방법에 사용되는 카본 블랙-생성 공
급원료 총량의 약 10 중량% 내지 약 100 중량%, 특히 바람직하게는 약 40 중량% 내지 약 100 중량%가 1차 
공급원료에 존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응집체 또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은 다단계 반응기를 사용
하여 제조될 수 있고, 여기서 반응기는 공급원료를 반응기에 공급하기 위한 3 이상의 단계를 갖는다.  제
2 및 제3단계 뿐만 아니라 모든 추가의 단계는 제1단계의 하류에 위치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단
계는, 임의의 급냉이 일어나기 전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온도 및 체류 시간이 있
는 한 모든 하류에 위치될 수 있다.  단계에 공급되는 각각의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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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함유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적어도  한  단계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하고,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함유하는 동일한 단계일 수 있는 적어도 한 단계는 실리콘-함유 화
합물을 포함한다.  반응기는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분해하고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열분해하는데 충
분한 온도에서 유지된다.  

다시 도 1과 관련하여, 공급원료와 고온 연소 가스의 혼합물은 영역 (3) 및 (4)를 통하여 하류로 흐른다.  
반응기의 반응 영역 일부분에서,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함유하는 공급원료의 일부는 카본 블랙으로 
열분해되어 응집체의 탄소상을 형성한다.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함유하는 공급원료 일부는 휘발되고 분
해되며, 바람직하게는 반응 영역 중의 다른 화학종과 반응하여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형성한다.  반응
기 중의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의 존재는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
함하는 응집체를 생성한다.  실리콘 함유 화학종은 응집체의 본래의 일부이고 탄소상과 동일한 응집체의 
일부이다.  실리콘 함유 화학종의 예로는 실리카가 있다.  휘발성 화합물 이외에, 기본적으로 휘발될 수 
없는 분해성 화합물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응집체의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생성할 수 있다.  전술한 바
와 같이, 탄소상 및 실리콘-처리된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의 형성 이외에 카본 블랙 및(또는) 실리
카가 추가로 형성될 수 있다.

이어서, 반응 영역에서의 반응은 반응기의 급냉 영역에서 잡힌다.  급냉 (8)은 공급원료 입구 및 반응 영
역의 하류에 위치되고 급냉 유체, 일반적으로 물을 새로이 형성된 응집체 또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및 존재할 수도 있는 임의의 카본 블랙 및(또는) 실리콘의 스트림에 분무한다.  급냉은 응집체 또는 입자
를 냉각시키고 가스 기류의 온도를 감소시키고 반응 속도를 줄이는 작용을 한다.  Q는 시작 반응 영역 
(4)에서 급냉 영역 (8) 까지의 거리이고, 급냉의 위치에 따라 변한다.  임의로, 급냉은 단계적으로 되거
나, 또는 반응기의 몇몇 지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응집체 또는 입자들을 급냉시킨 후, 냉각된 기체 및 응집체를 하류로 통상의 냉각 및 분리 수단에 보냄으
로써 응집체 및 임의의 공생성된 카본 블랙 및(또는) 실리카가 회수된다.  응집체를 가스 기류로부터 분
리하는 것은 통상의 수단, 예컨대 집진기, 사이클론 분리기, 여과포 또는 당분야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된 
다른 수단에 의해 용이하게 달성된다.  응집체가 가스 기류로부터 분리된 후, 이들은 임의로는 펠릿화 단
계를 거친다.

유용한 휘발성 실리콘-함유 화합물에는 카본 블랙 반응기 온도에서 휘발성인 임의의 화합물이 포함된다.  
그  예로는 테트라에톡시오르쏘실리케이트 (TEOS)  및  테트라메톡시오르쏘실리케이트와 같은 실리케이트, 
실란, 예를 들면, 알콕시실란, 알킬알콕시실란 및 아릴-알킬알콕시실란, 예를 들면, 테트라메톡시실란, 
테트라에톡시실란, 메틸트리메톡시실란, 메틸트리에톡시 실란, 디메틸디메톡시실란, 디메틸디에톡시실란, 
트리메틸메톡시실란, 트리메틸에톡시실란, 디에틸프로필에톡시실란, 할로겐-오르가노실란, 예를 들면, 테
트라클로로실란,  트리클로로메틸실란,  디메틸디클로로실란,  트리메틸클로로실란,  메틸에틸디클로로실란, 
디메틸에틸클로로실란,  디메틸에틸브로모실란,  실리콘  오일,  폴리실록산,  및  환식  폴리실록산,  예를 
들면,  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 (OMTS),  데카메틸시클로펜타실록산,  도데카메틸시클로헥사실록산, 헥
사메틸시클로트리실록산, 및 실라잔, 예를 들면, 헥사메틸디실라잔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
다.  휘발성 화합물 외에, 반드시 휘발성이지는 않은 분해성 실리콘-함유 화합물도 또한 실리콘 처리 카
본 블랙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실리콘-함유 화합물은 모두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
로 인용되는 문헌 [Encyclopedia of Science and Engineering, Vol. 15, 2nd Ed. pp. 204-308]) 및 영국 
특허 출원 제2 296 915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들 화합물의 유용성은 이들의 휘발성 및(또는) 분해성에 
대해 용이하게 측정될 수 있다.  저분자량 실리콘-함유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휘발성 화합물의 유속은 
실리콘 처리 카본 블랙중의 실리콘의 중량%를 결정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리콘-함유 화합물이 카본 블랙-생성 원료와 사실상 동시에 공급되는 경우, 실리콘-함유 화
합물상(들)은 응집체 전체에 걸쳐 분포된다.  카본 블랙 형성이 개시된 후 (즉, 탄소상의 형성 동안)이지
만 반응 스트림이 급냉되기 전에 실리콘-함유 화합물이 반응 대역으로 공급되는 경우, 실리콘-함유 화합
물상이 주로 응집체의 표면 또는 그 근처에 존재하나 동일한 응집체 부분은 여전히 탄소상으로서 존재한
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다중상 (multi-phase) 응집체는 비집적형, 즉 플러피 (fluffy)형, 또는 집적형으
로 사용될 수 있다.  다중상 응집체는 당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습식 또는 건식 방법으로 집적
될 수 있다.  습식 집적 방법 동안, 상이한 유형의 펠릿화제 (예를 들면, 결합제 등)는 펠릿화수에 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WO 제96/29710호 참조.  또한, 본 명세서에 
전체가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출원 제08/850,145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커플링제는 펠릿화 
전 또는 후에 응집체에 부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응집체는 하기 한가지 이상의 다양한 특성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응집체는 바람

직하게는 약 2 내지 약 100 m
2
/g 범위의, BET (N2) 표면적과 t-면적 사이의 차를 특징으로 하는 거친 표면

을 가질 수 있다.  t-면적이 100 m
2
/g을 넘는 응집체의 경우, BET (N2) 표면적과 t-면적 사이의 차는 바람

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50 m
2
/g이다.  HF로 처리된 응집체의 표면 조도는 BET (N2) 표면적과 t-면적 사이

의 차를 특징으로 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약 1 내지 약 50 m
2
/g,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40 

m
2
/g 범위이다.  HF 처리 후에도 응집체의 표면은 여전히 거칠다.  HF로 처리한 응집체의 표면 조도는 HF

로 처리하지 않은 원래 응집체 샘플의 실리콘 함량 (중량% 단위)에 대한 HF로 처리한 후의 응집체와 HF로 
처리하기 전의 응집체 사이의 BET (N2) 표면적 차의 비율을 특징으로 한다.  이 비율은 바람직하게는 약 

0.1 내지 약 1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5 내지 약 5이다.  HF로 처리한 후에 DCP로 측정된 중량 평균 
응집체 크기는 일반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응집체에 비해 약 5% 내지 약 40%로 감소된다.  상당량의 실리
카가 HF 처리 후에 응집체에 남아있을 수 있다.  남아있는 실리콘 회분 함량은 HF로 처리된 샘플의 중량
을 기준으로 바람직하게는 약 0.05% 내지 약 1% 범위이다.  응집체 중 이와 같은 양의 실리콘 회분은 실
리콘-함유 화합물로부터 유래하며 임의의 카본 블랙-생성 원료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닌 실리콘 회분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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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500 ℃의 공기중에서 열처리 후에 제조된 응집체 중 실리콘 회분의 BET 표면적은 일반적으로 약 

200 m
2
/g 내지 약 1000 m

2
/g, 바람직하게는 약 200 m

2
/g 내지 약 700 m

2
/g 범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여러 특성들에 대한 임의의 조합이 가능하고, 응집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는 모든 특성들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들 모든 응집체의 황 및(또는) 질소 함유 수준은 일반적으로 응집체의 중량을 기준으
로 약 0.1 내지 약 5 중량%일 수 있다.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중의 실리콘은 응집체 중량을 기준으로 바람직하게는 약 0.1 중량% 내지 약 25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5 중량% 내지 약 10 중량%,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4 중량% 내지 약 10 중
량% 또는 약 8 중량% 내지 약 15 중량% 범위이다.  경제적인 관점으로부터, 허용가능한 성능 특성이 달성
된다면 실리콘을 덜 사용하는 것이 응집체 제조비용을 감소시키는 정도 만큼 바람직하다.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카본 블랙 반응기에 주입하여 생성물 구조 (예를 들면, CDBP)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희석제가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포함하는 임의의 원료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석제는 휘
발성 및(또는) 분해성이어야 하며, 이는 이것이 바람직하게는 실리콘-함유 화합물과 함께 반응기에 주입
될 것이기 때문이다.  희석제는 또한 카본 블랙-생성 원료로서 이바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희석제는 
희석제 뿐만 아니라 카본 블랙-생성 원료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알코올 또는 그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
다.  희석제는 바람직하게는 그것이 함유된 원료의 질량 유속을 증가시킬 수 있고(있거나) 희석제를 함유
하는 원료의 대략의 공급 지점에서 반응기의 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보다 낮은 온도는 실리콘 함유 
응집체를 보다 미세하게 하고 그 수를 보다 많게 하는 것을 돕는다.  희석제는 액상물 및(또는) 기상물을 
포함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필요하지는 않으나 실리콘-함유 화합물과 혼화성이다.  희석제의 또다른 
예로는 물 및 수성 기재 용액이 있다.  희석제는 임의의 양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원료의 
질량 유속을 증가시키고(증가시키거나) 원료의 대략의 공급 지점에서 반응기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양으로 
존재한다.  희석제는 또한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전혀 함유하지 않는 원료에 포함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단계에서 공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탄소상 및 금속-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는 또한 원료를 반응기
로 공급시키기 위한 2개 이상의 단계를 갖는 다단계 반응기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제2단계, 뿐만 
아니라 임의의 추가의 단계는 제1단계의 하류에 위치한다.  단계로 공급되는 각각의 원료는 카본 블랙-생
성 원료, 금속-함유 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원료 중 적어도 하나는 카본 블랙-생성 원
료를 포함하고, 카본 블랙-생성 원료를 함유하는 동일한 단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원료는 금속-함유 화
합물을 포함한다.  또한, 원료들 중 임의의 하나는 실리콘-함유 화합물 및(또는) 붕소-함유 화합물을 더 
포함한다.  반응기는 금속-함유 화합물을 분해하고 탄소상을 형성 (즉, 카본 블랙-생성 원료를 열분해)하
기에 충분한 온도에서 유지된다.  임의의 실리콘-함유 화합물 또는 붕소-함유 화합물이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 반응기는 또한 실리콘-함유 화합물 또는 붕소-함유 화합물을 분해하기에 충분한 온도에서 유지되어
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응집체는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 또는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 응집
체로 여겨질 수 있다.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은 응집체의 표면에 또는 그 근처 (그러나, 여전히 응집체의 구성 부분임)에, 또는 
응집체 내에 농축된 1종의 금속-함유 영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은 2상을 포함하
며, 그 중 하나는 탄소이고 다른 하나는 금속-함유 종이다.  응집체에 포함된 금속-함유 화합물상은 카본 
블랙 응집체 유사 실리콘 커플링제에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예비 형성 응집체상에 피복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탄소상으로서의 동일한 응집체 부분이다.  또한, 원료중에 1종 이상의 유형의 금속-함유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1종 이상의 유형의 금속-함유 화합물이 원료에 사용
되는 경우, 카본 블랙 및 2종 이상의 상이한 금속-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실리콘-함유 화합물이 1회 이상의 원료에 포함되는 경우,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은 또한 탄소상 및 
금속-함유 화합물상(들)을 함유하는 동일한 응집체 부분으로서 형성될 것이다.  또한, 붕소-함유 화합물
도 또한 원료에 포함될 수 있으며, 존재하는 경우 탄소상 및 금속-함유 화합물상을 함유하는 동일한 응집
체 부분으로서 붕소-함유 화합물상을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으로부터의 금속-처리된 카
본 블랙은 2종 이상의 상이한 유형의 금속-함유 화합물상 및(또는) 추가의 비금속 화합물상을 가질 수 있
다.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 제조에 사용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탄소상 및 
금속-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탄소상 및 금속-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의 생성 외에, 카본 블랙 및(또는) 금속 산화물도 또한 
본 발명의 방법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탄소상 및 금속-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와 함께 존재
하고 엘라스토머성 조성물에 혼입되는 경우에 추가의 잇점을 제공하는 방법의 공생성물로서 임의로는 1종 
이상의 금속 산화물 및(또는) 카본 블랙의 형성을 고려할 수 있다. 

금속-함유 종에는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칼슘, 티탄, 바나듐, 코발트, 니켈, 지르코늄, 주석, 안티
몬, 크롬, 네오듐, 납, 텔루륨, 바륨, 세슘, 철 및 몰리브덴을 함유하는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하게
는, 금속-함유 화합물상은 알루미늄 또는 아연 함유 화합물상이다.  금속-함유 종에는 금속의 산화물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유용한 휘발성 화합물 (즉, 금속-함유 화합물)에는 카본 블랙 반응기 온도에서 휘발성인 모든 화합물이 
포함된다.  그 예에는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칼슘, 티탄, 바나듐, 코발트, 니켈, 지르코늄, 주석, 
안티몬, 크롬, 네오듐, 납, 텔루륨, 바륨, 세슘, 철 및 몰리브덴을 함유하는 휘발성 또는 분해성 화합물
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예에는 알루미늄 III n-부톡시드 및 알루미늄 III s-부톡시드와 같은 부톡시드, 
및 Al III 이소프로폭시드와 같은 프로폭시드가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적합한 아연 함유 
화합물의 예에는 나프텐산아연 및 옥토산아연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예에는 마그
네슘 에톡시드, 마그네슘 이소프로폭시드, 칼슘 프로폭시드, 티타늄 이소프로폭시드, 코발토우스 나프테
네이트, 주석 디에틸 옥시드, 네오듐 옥살레이트 등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휘발성 화
합물의 유속은 처리되는 카본 블랙내의 금속의 중량%를 결정한다.  금속-처리되는 카본 블랙내의 원소 금
속 (예를 들면, 원소 알루미늄 또는 아연)의 중량% 범위는 일반적으로 응집체의 약 0.1 중량% 내지 25 중
량%이며, 임의의 원하는 수준, 예컨대 응집체의 50 중량% 이하, 50 중량% 초과 또는 99 중량% 이하로 조
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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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화합물 외에, 반드시 휘발성이지는 않은 분해성 금속-함유 화합물도 또한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
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응집체는 1종 이상의 커플링제와 추가로 배합될 수 있는 엘라스토머성 화
합물에 혼입되어 엘라스토머성 화합물의 특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커플링제에는 엘라스토머에 대해 카본 블랙 또는 실리콘와 같은 커플링 충전제일 
수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리콘 또는 카본 블랙을 엘라스토머에 커플링
시키는데 유용한 커플링제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유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유용한 커플링제에는 
비스(3-트리에톡시실릴프로필)테트라술판 (Si-69), 3-티오시아네이토프로필트리에톡시 실란 (독일 소재의 
데구싸 아게 (Degussa AG)로부터의 Si-264), γ-메르캅토프로필트리메톡시 실란 (미국 코넥티커트주 댄버
리 소재의 유니온 카바이드사 (Union Carbide Corp.)로부터의 A189)과 같은 실란 커플링제, 지르코늄 디
네오알칸올아토디(3-메르캅토)프로피오네이토-O (미국 뉴저지주 배이온 소재의 켄리히 페트로케미칼스 인
크. (Kenrich Petrochemicals, Inc.)로부터의 NZ 66A)와 같은 지르코네이트 커플링제, 티타네이트 커플링
제,  N,N'-비스(2-메틸-2-니트로프로필)-1,6-디아미노헥산  (일본  소재의  스미또모  케미칼사  (Sumitomo 
Chemical Co.)로부터의 스미핀 (Sumifine) 1162)과 같은 니트로 커플링제, 폴리알콕시실록산 (예를 들면, 
일본 소재의 요꼬하마 러버사 (Yokohama Rubber Co. Ltd.)로부터의 제르마 (Zeruma)), 및 이들의 혼합물
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커플링제는 적합한 담체, 예를 들면, 데구싸 아게로부터 이용
가능한 N330 카본 블랙과 Si-69의 혼합물인 X50-S와의 혼합물로서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엘라스토머성 화합물에 혼입되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은 산화되고(산화되거나) 커플링제와 
조합될 수 있다.  적합한 산화제에는 질산 및 오존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산화된 카본 
블랙과 사용될 수 있는 커플링제에는 상술한 임의의 커플링제가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의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  및(또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는  유기기가  결합될  수 
있다.  

응집체에 유기기를 결합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디아조늄 염을 경감시키기에 충분한 외부적으로 가해
지는 전류의 부재하에 1종 이상의 디아조늄 염을 응집체와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즉, 디아조늄 염
과 응집체 사이의 반응은 디아조늄 염을 경감시키기에 충분한 전자의 외부 공급원 없이 진행된다.  상이
한 디아조늄 염들의 혼합물도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다양한 반응 조건하에 양성
자성 및 비양성자성 모두의 용매 계 또는 슬러리를 포함하는 임의의 유형의 반응 매질에서 수행될 수 있
다.

또다른 방법에서, 1회 이상의 디아조늄 염은 양성자성 반응 매질에서 응집체와 반응한다.  상이한 디아조
늄 염들의 혼합물은 본 발명의 방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또한 여러 반응 조건하에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두 방법 모두에서, 디아조늄 염은 동일 계내에서 형성된다.  필요에 따라, 상기 방법
에서 건조되는 경우, 카본 블랙-생성물은 당분야에 공지된 수단에 의해 단리되고 건조될 수 있다.  또한, 
생성된 카본 블랙-생성물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공지된 기술로 처리될 수 있다.  이들 방법들의 여러 
바람직한 실시양태는 하기에 논의된다.

이들 방법들은 매우 다양한 조건하에 수행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반응 조건은 특정 디아조늄 염이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과 반응하도록 충분히 안정하여야 한다.  따라
서, 본 발명의 방법은 디아조늄 염이 단시간 활성이 있는 반응 조건하에 수행될 수 있다.  디아조늄 염과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사이의 반응은, 예를 들면, 광범위한 pH 및 온도에 걸쳐 일어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산성, 중성 및 염기성 pH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pH 범위는 약 1 내지 9이다.  반응 
온도 범위는 바람직하게는 0 ℃ 내지 100 ℃이다.

당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디아조늄 염은, 예를 들면, 1급 아민과 아질산 수용액과의 반응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디아조늄 염 및 그의 제조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모리슨 (Morrison) 및 보이드 (Boyd)
의 문헌 [Organic Chemistry, 5th Ed., pp. 973-983, (Allyn and Bacon, Inc. 1987)] 및 마치 (March)의 
문헌 [Advanced Organic Chemistry, Reactions, Mechanisms, and Structures, 4th Ed., (Wiley, 1992)]에
서 발견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디아조늄 염은 1개 이상의 디아조늄기를 갖는 유기 화합물이다.  

디아조늄 염은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과의 반응 전에 제조될 수 있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당분야에 공
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동일한 계에서 발생된다.  동일한 계에서의 발생에 의해 또한 알킬 디아조늄 염과 
같은 불안정한 염의 사용이 허용되고, 디아조늄 염의 불필요한 취급 및 처리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바람
직한 방법에서, 아질산 및 디아조늄 염 모두는 동일한 계에서 발생된다.

당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디아조늄 염은 1급 아민, 아질산염 및 산을 반응시켜 발생될 수 있다.  아질산염
은 임의의 금속 아질산염, 바람직하게는 아질산리튬, 아질산나트륨, 아질산칼륨 또는 아질산아연, 또는, 
예를 들면, 이소아밀니트라이트 또는 에틸니트라이트와 같은 임의의 유기 아질산염일 수 있다.  산은 임
의의 무기산 또는 유기산일 수 있으며, 이것은 디아조늄 염의 발생에 효과적이다.  바람직한 산에는 질산 
(HNO3), 염산 (HCl) 및 황산 (H2SO4)이 포함된다.

디아조늄  염은  또한  1급  아민을  이산화질소  수용액과  반응시켜  제조될  수  있다.   이산화질소  수용액 
(NO2/H2O)은 디아조늄 염을 발생시키는데 요구되는 아질산을 제공한다.

과량의 HCl의 존재하에 디아조늄 염을 발생시키는 것은 다른 별법 보다 덜 바람직하며, 이는 HCl이 스테
인레스 강에 대해 부식성이기 때문이다.  NO2/H2O를 사용하여 디아조늄 염을 발생시키는 것은 스테인레스 

강 또는 반응기용으로 통상 사용되는 다른 금속을 덜 부식시키는 추가의 잇점을 갖는다.  H2SO4/NaNO2 또

는 HNO2/NaNO2를 사용하는 경우도 또한 비교적 비부식성이다.

일반적으로, 1급 아민, 질산염 및 산으로부터 디아조늄 염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용되는 아민의 양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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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 2 당량을 요구한다.  동일한 계에서의 방법에서, 디아조늄 염은 산 1 당량을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다.  1급 아민이 강산기를 함유하는 경우, 개별적인 산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  산기 또는 1급 아민기
는 1종 또는 2종의 요구되는 당량의 산을 공급할 수 있다.  1급 아민이 강산기를 함유하는 경우, 바람직
하게는 디아조늄 염을 동일한 계에서 발생시키기 위해 본 발명의 방법에 추가의 산이 첨가되지 않거나 또
는 1 당량 이하의 추가 산이 첨가된다.  약간 과량의 추가 산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1급 아민의 한
가지 예로는 파라-아미노벤젠술폰산 (술파닐산)이 있다.

일반적으로, 디아조늄 염은 열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0 내지 5 ℃와 같은 저온의 용액에
서 제조되고, 염의 단리 없이 사용된다.  동일한 디아조늄 염의 용액을 가열하여 질소를 생성하고, 산성 
매질중의 상응하는 알코올 또는 염기성 매질중의 유기 자유 라디칼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디아조늄 염은 단지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과의 반응이 가능하게 충분히 안정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약간의 디아조늄 염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안정하여 분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몇몇 분해 방법은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과 디아조늄 염 사이의 반응과 경쟁할 
수 있고,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결합된 유기기의 총 갯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반응은 많은 
디아조늄 염이 분해되기에 용이할 수 있는 승온하에 수행될 수 있다.  승온은 유리하게는 또한 반응 매질
중의 디아조늄 염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공정 동안의 취급을 개선시킨다.  그러나, 승온은 다른 분해 
공정으로 인한 디아조늄 염의 일부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시약은 동일 반응계내에 디아조늄 염을 형성하기 위해 반응 매질, 예를 들면, 물중의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의 현탁액에 첨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되는 카본 블랙 현탁액은 이미 디아조늄 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1회 이상의 시약을 함유하고, 본 발명의 방법은 남아있는 시약을 첨가하여 달성된다.

디아조늄 염을 형성하기 위한 시약은 유기 화합물에서 통상 발견되는 매우 다양한 관능기와 상용성이 있
다.  따라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과의 반응에 대한 디아조늄 염의 이용가능성만은 본 발명의 방법을 
제한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디아조늄 염과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사이의 반응을 허용하는 임의의 반응 매질에서 
수행되어 진행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반응 매질은 용매 기재 계이다.  용매는 양성자성 용매, 비양
성자성 용매, 또는 이들의 혼합물일 수 있다.  양성자성 용매는 물 또는 메탄올과 같이 산소에 결합된 수
소, 또는 질소를 함유하여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에 충분히 산성일 수 있는 용매이다.  비양성자성 용매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은 산성 수소를 함유하지 않는 용매이다.  비양성자성 용매에는, 예를 들면, 헥산, 
테트라히드로푸란 (THF), 아세토니트릴 및 벤조니트릴과 같은 용매가 포함된다.  양성자성 및 비양성자성 
용매의 논의의 경우, 모리슨 및 보이드의 문헌 [Organic Chemistry, 5th Ed., pp. 228-231, (Allyn and 
Bacon, Inc. 1987)]을 참조.

본 발명의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양성자성 반응 매질, 즉 양성자성 용매 단독 또는 적어도 1종의 양성자성 
용매를 함유하는 용매의 혼합물에서 수행된다.  바람직한 양성자성 매질에는 물, 물 및 다른 용매를 함유
하는 수성 매질, 알코올 및 알코올을 함유하는 임의의 매질, 또는 이러한 매질들의 혼합물이 포함되나 이
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디아조늄  염과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사이의  반응은  임의  유형의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예를 
들면, 플러피형 또는 펠릿형으로 발생될 수 있다.  제조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된 한 
실시양태에서, 반응은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펠릿을 형성하는 공정 동안 일어난다.  예를 들면, 본 발
명의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은 디아조늄 염의 용액 또는 슬러리를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분무시킴으로써 건식 드럼에서 제조될 수 있다.  별법으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은 디아조늄 
염 또는 동일한 계에서 디아조늄 염을 발생시키는 시약을 함유하는 물과 같은 용매 계의 존재하에 실리콘
-처리된 카본 블랙을 펠릿화시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수성 용매 계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또다른 
실시양태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및 디아조늄 염의 수성 슬러리 또는 용액을 펠릿화제에 공급시키는 
단계, 디아조늄 염을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과 반응시켜 유기기를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결합시키
는 단계 및 유기기가 결합된 생성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을 펠릿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펠릿화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의 형성 방법을 제공한다.  이어서, 펠릿화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은 
통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건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염과 같은 무기 부산물을 생성한다.  하기에 논의되는 것들과 같은 몇몇 
최종 용도에서, 이들 부산물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원치않는 무기 부산물 또는 염 없이 실리콘-처
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가능성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아조늄 염은 사용 전에 당분야에 공지된 수단을 사용하여 원치않는 무기 부산물을 제거함으로써 
정제될 수 있다.  둘째로, 디아조늄 염은 디아조화제로서의 유기 아질산염을 사용하여 무기 염 보다는 상
응하는 알코올을 생성할 수 있다.  셋째로, 디아조늄 염이 산기 및 수성 NO2를 갖는 아민으로부터 발생하

는 경우, 무기 염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다.  기타의 방법들도 당분야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으로 무기 부산물 이외에 유기 부산물도 생성될 수 있다.  이들은, 예를 들면, 유기 용매를 
사용한 추출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원치 않은 유기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는 생성물을 수득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당분야의 숙련자에게 공지되어 있고, 여기에는 역침투에 의한 이온의 세척 또는 제거가 포함
된다.  

디아조늄 염과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사이의 반응으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유기기가 부착된 실
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이 형성된다.  디아조늄 염은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부착될 유기기를 
함유할 수도 있다.  당분야의 숙련자에게 공지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처리된 카
본 블랙-생성물을 제조할 수 있다.  

유기기는 지방족기, 시클릭 유기기, 또는 지방족 부분 및 시클릭 부분을 갖는 유기 화합물일 수 있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이 방법에 사용하는 디아조늄 염은 상기 기들 중의 하나를 갖고, 일시적으로라도 
디아조늄 염을 형성할 수 있는 1급 아민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유기기는 치환 또는 비치환되고, 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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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비분지될 수 있다.  지방족기에는, 예를 들면, 알칸, 알켄, 알코올, 에테르, 알데히드, 케톤, 카르
복실산, 및 탄수화물로부터 유도된 기가 포함된다.  시클릭 유기기에는 지환족 탄화수소기 (예를 들어, 
시클로알킬, 시클로알케닐),  헤테로시클릭 탄화수소기 (예를 들어, 피롤리디닐, 피롤리닐, 피페리디닐, 
모르폴리닐 등), 아릴기 (예를 들면, 페닐, 나프틸, 안트라세닐 등), 및 헤테로아릴기 (예를 들면, 이미
다졸릴, 피라졸릴, 피리디닐, 티에닐, 티아졸릴, 푸릴, 인돌릴 등)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치환된 유기기의 입체 장애가 증가할수록, 디아조늄 염과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사이의 반응으로부터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부착된 유기기의 수는 줄어들 것이다.  

유기기가 치환될 경우, 디아조늄 염의 형성과 병행될 수 있는 임의의 관능기가 함유될 수 있다.  바람직

한 관능기에는 R, OR, COR, OCOR, 카르복실레이트 염, 예를 들면, COOLi, COONa, COOK, COO
_
NR4

+
, 할로겐, 

CN, NR2, SO3H, 술포네이트 염, 예를 들면, SO3Li, SO3Na, SO3K, SO3
_
NR4

+
, OSO3H, OSO3

-
 염, NR(COR), CONR2, 

NO2, PO3H2, PO3HNa 및 PO3Na2와 같은 포스포네이트 염, OPO3HNa 및 OPO3Na2와 같은 포스페이트 염, N=NR, 

NR3
+
X
_
, PR3

+
X
_
, S2 R, SSO3 H, SSO3

_ 
염, SO2 NRR', SO2 SR, SNRR', SNQ, SO2 NQ, CO2 NQ, S-(1,4-피페라진디일)-

SR, 2-(1,3-디티아닐) 2-(1,3-디티올아닐), SOR, 및 SO2R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동일하거

나 상이할 수 있는 R 및 R'은 독립적으로 수소, 분지 또는 비분지된 C1-C20 치환된 또는 비치환된, 포화 

또는 비포화된 탄화수소, 예를 들면, 알킬, 알케닐, 알키닐,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아릴, 치환 또는 비치환
된 헤테로아릴,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알킬아릴, 또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아릴알킬이다.  k는 1 내지 8, 

바람직하게는 2 내지 4의 정수이다.  음이온 X
_
는 할라이드 또는 미네랄 또는 유기산으로부터 유도된 음이

온이다.  Q는 (CH2)w, (CH2)xO(CH2)z, (CH2)xNR(CH2)z, 또는 (CH2)xS(CH2)z이고, 여기서, w는 2 내지 6의 정수

이고, z는 1 내지 6의 정수이다.  

바람직한 유기기는 화학식 AyArNH2의 1급 아민에 상응하는 화학식 AyAr-의 방향족기이다.  이 화학식에서, 

변수는 하기 의미를 나타낸다:  Ar은 아릴 또는 헤테로아릴기와 같은 방향족기이다.  바람직하게는, Ar은 
페닐, 나프틸, 안트라세닐, 페난트레닐, 비페닐, 피리디닐, 벤조티아디아졸릴, 및 벤조티아졸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A는 상기 기재된 바람직한 관능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방향족 기 상의 치환
기이거나, 또는 1 종 이상의 상기 관능기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선형의, 분지형 또는 환형 탄화수소기 
(바람직하게는 탄소수 1 내지 20)이고, y는 1 내지 방향족 기 중의 -CH기의 총 수에 달하는 정수이다.  
예를 들면, y는 Ar이 페닐일 경우 1 내지 5의 정수이고, Ar이 나프틸일 경우 1 내지 7의 정수이고, Ar이 
안트라세닐, 페난트레닐, 또는 비페닐일 경우 1 내지 9의 정수이고, Ar이 피리디닐일 경우 1 내지 4의 정
수이다.  상기 화학식에서, R 및 R'의 특정 예는 NH2-C6H4-, CH2CH2-C6H4-NH2, CH2-C6H4-NH2 및 C6H5이다.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부착될 수 있는 다른 바람직한 유기기들은 관능기로서 이온 또는 이온화기로 
치환된 유기기이다.  이온화기는 사용하는 매질 중에 이온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온기는 음이온
기 또는 양이온기일 수 있고, 이온화기는 음이온 또는 양이온을 형성할 수 있다.  

음이온을 형성하는 이온화 관능기에는, 예를 들면, 산성기 또는 산성기의 염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기
기에는 유기산으로부터 유도된 기가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음이온을 형성하는 이온화기가 함유된 경
우, 이러한 유기기는 a) 방향족 및 b) pKa가 11 미만인 하나 이상의 산성기, 또는 pKa가 11 미만인 하나 
이상의 산성기의 염, 또는 pKa가 11 미만인 하나 이상의 산성기와 pKa가 11 미만인 하나 이상의 산성기의 
염의 혼합물을 갖는다.  산성기의 pKa는 산성 치환기 뿐만이 아닌 전체 유기기의 pKa를 의미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pKa는 10 미만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9 미만이다.  바람직하게는, 유기기의 방향족기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직접 부착된다.  방향족기는, 예를 들면, 알킬기로 추가 치환 또는 비치환될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유기기는 페닐 또는 나프틸기이고, 산성기는 술폰산기, 술핀산기, 포스폰
산기, 또는 카르복실산기이다.  이러한 산성기 및 그의 염의 예는 상기에 언급하였다.  보다 바람직하게
는, 유기기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술포페닐기 또는 그의 염, 치환 또는 비치환된 (폴리술포)페닐기 또는 
그의 염, 치환 또는 비치환된 술포나프틸기 또는 그의 염, 또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폴리술포)나프틸기 
또는 그의 염이다.  바람직한 치환된 술포페닐기는 히드록시술포페닐기 또는 그의 염이다.  

음이온 (및 그의 상응하는 1급 아민)을 형성하는 이온화 관능기를 갖는 특정 유기기는 p-술포페닐(p-술파
닐산),  4-히드록시-3-술포페닐 (2-히드록시-5-아미노-벤젠술폰산),  및  2-술포에틸 (2-아미노에탄술폰산)
이다.  음이온을 형성하는 이온화 관능기를 갖는 다른 유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  

아민은 양이온기를 형성하는 이온화 관능기의 예이다.  예를 들면, 아민은 산성 매질 중에서 양성자화되
어 암모늄기를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아민 치환기를 갖는 유기기는 pKb가 5 미만이다.  4급 아민기 

(-NR3
+
) 및 4급 포스포늄기 (-PR3

+
)도 양이온기의 예이다.  바람직하게는, 유기기는 페닐 또는 나프틸기와 

같은 방향족기 및 4급 암모늄 또는 4급 포스포늄기를 함유한다.  방향족기는 카본 블랙에 직접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급 환형 아민, 및 4급 방향족 아민 조차도 유기기로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N-
메틸-피리딜과  같은  N-치환된  피리디늄  화합물은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유기기의  예에는 

(C5H4N)C2H5
+
, C6H4(NC5H5)

+
, C6H4COCH2N(CH3)3

+
, C6H4COCH2(NC5H5)

+
, (C5H4N)CH3

+
,  및 C6H4CH2N(CH3)3

+
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온 또는 이온화기로 치환된 유기기가 부착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의 장점은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의 수분산성이 상응하는 비처리된 카본 블랙에 비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처리
된 카본 블랙-생성물의 수분산성은 이온화기를 갖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부착된 유기기의 수 또는 
주어진 유기기에 부착된 이온화기의 수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과 관
련된  이온화기의  수가  증가하면,  수분산성이  증가하고,  수분산성을  원하는  수준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부착된 유기기로서 아민을 함유하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의 수분
산성은 수성 매질을 산성화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다.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의 수분산성이 전하 안정성에 어느 정도 의존하므로, 수성 매질의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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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0.1 몰 미만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온 농도가 0.01 몰 미만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러한 수분산성의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을 제조할 경우, 이온 또는 이온화기를 반응 매질 중
에서 이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성된 생성물 용액 또는 슬러리는 그대로 또는 사용 전에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법으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은 종래의 카본 블랙에 대해 사용된 기술로 
건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에는 오븐 또는 회전형 킬른(kiln) 중의 건조가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하게 건조하면 수분산성 정도가 손실될 수 있다.  

그의 수분산성 이외에도, 이온 또는 이온화기로 치환된 유기기를 갖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은 
디메틸술폭시드 (DMSO) 및 포름아미드와 같은 극성 유기 용매에 분산될 수도 있다.  메탄올 또는 에탄올
과 같은 알코올 중에서 크라운 에테르와 같은 착화제를 사용하면, 산성기의 금속 염 함유 유기기를 갖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의 분산성이 증가된다.  

방향족 술파이드는 바람직한 유기기의 또 다른 군에 속한다.  방향족 술파이드기를 함유하는 실리콘-처리
된  카본  블랙-생성물은  고무  조성물  중에서  특히  유용하다.   이러한  방향족  술파이드는  화학식 
Ar(CH2)qSk(CH2)rAr' 또는 A-(CH2)qSk(CH2)rAr" (여기서, Ar 및 Ar'은 독립적으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아릴렌 

또는 헤테로아릴렌기이고, Ar"은 아릴 또는 헤테로아릴기이고, k는 1 내지 8이고, q 및 r은 0 내지 4임)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치환된 아릴기에는 치환된 알킬아릴기가 포함될 수 있다.  바람직한 아릴렌기에는 
페닐렌기, 바람직하게는, p-페닐렌기, 또는 벤조티아졸릴렌기가 포함된다.  바람직한 아릴기에는 페닐, 
나프틸 및 벤조티아졸릴이 포함된다. k로 정의되는 황의 수는 2 내지 4인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
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은 화학식 -(C6H4)-Sk-(C6H4)- (여기서, k는 1 내지 8, 더욱 바람직하게는 2 

내지 4의 정수임)의 방향족 술파이드 유기기가 부착된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방향족 술파이드기는 비스
-파라-(C6H4)-S2-(C6H4)- 및 파라-(C6H4)-S2-(C6H5)이다.  이러한 방향족 술파이드기의 디아조늄 염은 편리하

게는 그의 상응하는 1급 아민, H2N-Ar-Sk-Ar'-NH2 또는 H2N-Ar-Sk-Ar"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바람직한 기

에는  디티오디-4,1-페닐렌,  테트라티오디-4,1-페닐렌,  페닐디티오페닐렌, 디티오디-4,1-(3-클로로페닐
렌), -(4-C6H4)-S-S-(2-C7H4NS), -(4-C6H4)-S-S-(4-C6H4)-OH, -6-(2-C7H3NS)-SH, -(4-C6H4)-CH2CH2-S-S-CH2CH2-

(4-C6H4 )-, -(4-C6H4)-CH2CH2-S-S-S-CH2CH2-(4-C6H4 )-, -(2-C6H4)-S-S-(2-C6H4 )-, -(3-C6H4)-S-S-(3-C6H4 )-, 

-6-(C6H3N2 S), -6-(2-C7H3 NS)-S-NRR'  (여기서,  R  및  R'은 -CH2CH2OCH2CH2 -, -(4-C6H4)-S-S-S-S-(4-C6H4 )-, 

-(4-C6H4)-CH=CH2 , -(4-C6H4)-S-SO3 H, -(4-C6H4)-SO2NH-(4-C6H4)-S-S-(4-C6H4)-NHSO2-(4-C6H4 )-, 6-(2-C7H3NS)-

S-S-2-(6-C7H3 NS)-, -(4-C6H4)-S-CH2-(4-C6H4 )-, -(4-C6H4)-SO2-S-(4-C6H4 )-, -(4-C6H4)-CH2-S-CH2-(4-C6H4 )-, 

-(3-C6H4)-CH2-S-CH2-(3-C6H4 )-, -(4-C6H4)-CH2-S-S-CH2-(4-C6H4 )-, -(3-C6H4)-CH2-S-S-CH2-(3-C6H4 )-임), -(4-

C6H4 )-S-NRR' (여기서, R 및 R'은 -CH2CH2OCH2CH2 -, -(4-C6H4)-SO2NH-CH2CH2-S-S-CH2CH2-NHSO2-(4-C6H4 ), -(4-

C6H4)-2-(1,3-디티아닐)임), 및 -(4-C6H4)-S-(1,4-피페리진디일)-S-(4-C6H4)-가 포함된다.  

카본 블랙에 부착될 수 있는 또 다른 바람직한 유기기는 아미노페닐을 갖는 유기기, 예를 들면, (C6H4)-

NH2 , (C6H4)-CH2-(C6H4)-NH2 , (C6H4)-SO2-(C6H4)-NH2이다.  바람직한 유기기에는 화학식 Ar-Sn -Ar' Ar-Sn -Ar" 

(여기서, Ar 및 Ar'은 독립적으로 아릴렌기이고, Ar"은 아릴이고, n은 1 내지 8임)으로 나타나는 방향족 
술파이드가 포함된다.  이러한 유기기를 카본 블랙에 부착하는 방법은 본 명세서에 전문이 참고로 인용되
어 있는 미국 특허 제5,554,739호  및  동  제5,559,169호;  미국 연계 특허 출원 제08/356,660호  및  동 
08/572,525호; 및 PCT 특허 출원 제96/18688호 및 동 제96/18696호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또는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을 개질하여 하나 이상의 
유기기를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부착시킬 수 있다.  별법으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및(또는)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 및 하나 이상의 유기기가 부착된 개질된 카본 블랙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리콘 및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및(또는)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도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또는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과 추가 성분과의 
임의의 조합도 하기 제안된 것들 중 하나 이상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a) 유기기가 부착된, 임의로는 실란 커플링제로 처리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b) 유기기가 부착된 개질된 카본 블랙,

c) 적어도 실리카로 부분 코팅된 카본 블랙,

d) 실리카,

e) 예를 들면, 커플링기가 부착된, 개질된 실리카 및(또는)

f) 카본 블랙.

용어 "실리카"에는 실리카, 침전 실리카, 무정형 실리카, 유리질 실리카, 퓸드 실리카, 융합 실리카, 실
리케이트 (예를 들면,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및 다른 Si 함유 충전제 (예를 들면, 점토, 활석, 울라스토
나이트 등)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실리카는 캐보트 코포레이션 (Cabot Corporation)사로
부터 Cab-O-Sil (등록상표), 피피지 인더스트리즈 (PPG Industries)사로부터 Hi-Sil 및 셉탄 (Ceptane) 
(등록상표), 론-폴렝크 (Rhone-Poulenc)사로부터 젝실 (Zecsil) (등록상표), 데구사 아게 (Degussa AG)사
로부터 울트라실 (Ultrasil) 및 코웁실 (Coupsil) (등록상표)로 시판되고 있다.  

본 발명의 엘라스토머 화합물은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및(또는)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으로부터 카본 
블랙의 배합에 유용한 것을 포함하는 임의의 엘라스토머와 배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임의의 적합한 엘라스토머는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 및(또는)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과 함께 배합하여, 
본 발명의 엘라스토머 화합물을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엘라스토머에는 1,3-부타디엔, 스티렌, 이소프
렌, 이소부틸렌, 2,3-디메틸-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단독중합체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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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체가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시차 주사 열량계로 측정한 엘라스토머의 유리 전이 온도 
(Tg)는 약 -120 ℃ 내지 약 0 ℃인 것이 바람직하다.  예로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SBR), 천연 고무, 
폴리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및 다른 유전 유도체가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상기 화합물들
의 임의의 블렌드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고무들 중 본 발명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은 천연 고무 및 염화 고무와 같은 그의 유도체이다.  본 발명의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 또는 금속-처리된 카본 블랙-생성물은, 스티렌 약 10 내지 70 중량% 및 
부타디엔 약 90 내지 30 중량%의 공중합체, 예를 들면, 스티렌 19 부 및 부타디엔 81 부의 공중합체, 스
티렌 30 부 및 부타디엔 70 부의 공중합체, 스티렌 43 부 및 부타디엔 57 부의 공중합체, 스티렌 50 부 
및 부타디엔 50 부의 공중합체; 폴리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폴리클로로프렌 등과 같은 공액 디엔의 중
합체 및 공중합체, 및 이러한 공액 디엔과, 스티렌, 메틸 스티렌, 클로로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2-비닐
-피리딘,  5-메틸-2-비닐피리딘,  5-에틸-2-비닐피리딘,  2-메틸-5-비닐피리딘,  알킬-치환된 아크릴레이트, 
비닐 케톤, 메틸 이소프로페닐 케톤, 메틸 비닐 에테르, 알파메틸렌 카르복실산, 및 아크릴산 및 디알킬
아크릴산 아미드와 같은 그의 에스테르 및 아미드와 같은 에틸렌기-함유 공중합성 단량체와의 공중합체와 
같은 합성 고무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에틸렌, 및 프로필렌, 부텐
-1 및 펜텐-1과 같은 다른 고 알파 올레핀의 공중합체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고무 조성물은 엘라스토머, 경화제, 강화제, 커플링제, 및 임으로는 각종 가공조제, 
유전제, 및 붕괴방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예 이외에도, 엘라스토머는 1,3-부타디엔, 스티
렌, 이소프렌, 이소부틸렌, 2,3-디메틸-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에틸렌, 프로필렌 등으로부터 제
조된 중합체 (예를 들면, 단독중합체, 공중합체, 및 삼원공중합체)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DSC로 측정한 이러한 엘라스토머의 유리 전이 온도 (Tg)는 -120 ℃ 내지 0 ℃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
한 엘라스토머의 예에는 폴리(부타디엔), 폴리(스티렌-코-부타디엔) 및 폴리(이소프렌)이 포함된다.  

본 발명에 기재된 엘라스토머 조성물에는 가황 조성물 (VR), 열가소성 가황제 (TPV), 열가소성 엘라스토
머 (TPE) 및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TPO)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TPV, TPE, 및 TPO 재료는 
압출되는 그의 성능에 따라 추가로 분류되고, 성능 손실 없이 수회 성형된다.  

엘라스토머 조성물에는, 예를 들면, 황, 황 공여체, 활성화제, 가속제, 과산화물, 및 엘라스토머 조성물
의 가황에 사용되는 다른 계와 같은 하나 이상의 경화제가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응집체 및 임의로는 하나 이상의 커플링제를 함유하는 생성된 엘라스토머 조성물은 트레드 
(tread) 화합물, 언더트레드 화합물, 측면 화합물, 와이어 스킴 화합물, 내선형 화합물, 비드, 천정, 뼈
대 및 자동차 타이어용의 다른 부품으로 사용되는 화합물, 산업용 고무 생성물, 씰, 타이밍 벨트, 동력 
전달 벨트, 및 다른 고무 상품과 같은 각종 엘라스토머 생성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엘라스토머 조성물은 특히 본 발명의 임의의 응집체가 포함되지 않은 동일한 엘라스토머 조성
물에 비해 타이어 화합물에 대해, 바람직하게는 롤링 내성 및(또는) 습식 견인을 개선시킨다.  상기 특성
들은 카본 블랙을 함유하고 본 발명의 읍집체를 함유하지 않는 동일한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비해, 바람직
하게는 3 %까지, 더욱 바람직하게는 8 %까지,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3 % 내지 약 20 %까지 증가될 수 있
다.  

본 발명을 하기 실시예로 더욱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이는 본 발명을 순전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예

＜실시예 1＞

일반적으로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간시험 규모 반응기를 사용하여 및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치수
가 D1= 7.25 인치, D2= 4.5 인치, D3= 5.3 인치, D4= 13.5 인치, L1= 24 인치, L2= 12 인치, L2'= 45 인치 

(예를 들면, OMTS-CB-A') 및 L2'= 25 인치 (예를 들면, OMTS-CB-B', C', D' 및 E') 및 Q= 8.583 피트 (예

를 들면 , OMTS-CB-A', B' 및 C'), Q= 6.5 피트 (예를 들면, OMTS-CB-D' 및 E')인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
-처리된 카본 블랙을 제조하였다.  표 1에 나타낸 반응 조건을 사용하였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첫번째 공급원을 지점 6에 공급하고, 두번째 공급원을 지점 7에 공급하였다.  
첫번째 공급원은 탄화수소 (즉,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을 함유하고, 두번째 공급원은 탄화수소 및 OMTS 
(즉, 실리콘-함유 화합물), 일명 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을 함유하였다.  이 화합물은 미시간주 미
드랜드에 소재하는 다우 코닝 코포레이션 (Dow Corning Corporation)사에서 "D4"로 시판되고 있다.  생성
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은 OMTS-CB로 표기한다.  

반응기 온도의 변화는 카본 블랙의 표면적을 변화시키고, 반응기 온도는 주입 영역 (도면에서의 영역 3)
에서 공급원의 총 유속에 대해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공급원의 유속은 휘발성 실리콘-함
유 화합물의 공급을 대략 보충하도록 하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생성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의 외표
면적 (t 면적으로서 측정함)이 대략 일정해졌다.  N234 카본 블랙의 제조에 필요한 모든 다른 조건을 유
지하였다.  N234 카본 블랙의 규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구조 조절 첨가제 (아세트산 칼륨 용액)을 공급
원에 주입하였다.  실시예에 전체에 걸쳐서 기재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을 만드는 동안 이 첨가제의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ASTM D4820 방법 B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BET (N2) 표면적을 측정하였다.  

샘플 제법 및 ASTM D5816에 기재된 측정 방법에 따라 외표면적 (t-면적)을 측정하였다.  상기 측정을 위
해, 질소 흡착 등온선을 상대 압력 0.55까지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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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압력은 포화 압력 (P0) (질소가 응축되는 압력)으로 나눈 압력 (P)이다.  그 다음, 관계식

을 사용하여 흡착 층 두께 (t1)를 계산하였다.  

그 다음, 흡착된 질소의 부피 (V)를 t1에 대해 플로팅하였다.  그 다음, 3.9 Å과 6.5 Å 사이에서 t1에 

대해 자료의 점들을 통과시켜 직선을 맞추었다.  그 다음, 이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하기와 같이 t-영역을 
얻었다:

t-영역, ㎡/gm=15.47×기울기

비점에서 1 시간 동안 5 %의 HF v/v 농도의 HF (불화수소산)으로 샘플을 처리하였다.  처리 후, 추가 분
석을 위해 샘플을 필터 상에서 물로 20 회 세척한 후 응집체를 건조시켰다.  

ASTM D1506-방법 A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응집체의 회분을 측정하였다.  

충전제의 응집물 크기를, 여기서 참고 문헌으로 인용하고 있는 오펜하이어네르 (L. E. Oppenheirner)의 
문헌 [J. Colloid and Iterface Science, 92, 350 (1983)]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에 따른 DCP에 의해 측정
하였다. 

[표 1]

조건

OMTS-CB- A' B' C' D' E'

공기 속도 kscfh 60 60 60 60 60

가스 속도 kscfh 4.9 4.9 4.9 4.9 4.9

지점 6에서의 공급원료 속도 lbs/hr 351 373 381 488 284

지점 7에서의 공급원료 속도 lbs/hr 287 305 312 163 418

지점 7에서의 OMTS공급원료 속도 lbs/hr 22.2 50.2 50.2 46.6 46

이러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의 분석적 성질을 표 2에 나타냈다. 이러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을 
사용하여 고무 화합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제제 및 혼합 공정을 표 3 및 4에 기재하였다.  실
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의 수행을 표 5에 기재하였다.  상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본 발명의 응집
물은 브리티시 포타블 스키드 테스터 (British Portable Skid Tester)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이 습윤 스
키드 저항 면에서 6 내지 10% (종래의 카본 블랙에 비하여)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습윤 스키드 저항 (습윤 점찰)을 개선된 브리티시 포타블 스키드 테스터를 사용하여 오우양 등(Ouyang 
et. al)이 학술 회의 (Rubber Division , ACS, Denver, Colorado, May 18-21,1993)에서 제시한 방법 (G. 
B.  Ouyang,  N.  Tokita,  and  C.  H.  Shieh,  "Carbon  Black  Effects  on  Friction  Properties  of  Tread 
Compound - Using a modified ASTM-E303 Pendulum Skid Tester)에 따라 측정하였다.  마찰 계수는 카본 
블랙 N-234 충전된 화합물 (100%)을 기준으로 하였다.  수치가 클수록, 습윤 스키드 저항이 더 양호한 것
이다. 

[표 2]

카본 블랙의 분석적 성질

충전제 Si BET 면적  (N2) t-면적 CDBP

% m
2 
/ g m

2 
/ g mL / 100g

N234 0.00 121.0 119.0 100.7

OMTS-CB-A' 1.99 139.0 119.6 94.3

OMTS-CB-B' 4.54 176.2 124.6 101.7

OMTS-CB-C' 3.27 176.2 123.8 100.6

OMTS-CB-D' 4.40 171.4 124.1 99.1

OMTS-CB-E' 4.40 168.5 123.8 100.7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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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N234 D4-CB

SSBR (듀라덴;Duradene) 715 75 75

BR (타크텐;Tacktene) 1203 25 25

N234 75 -

OMTS-CB - 75

Si 69 - 3

Oil (선덱스; Sundex) 8125 25 25

산화 아연 3.5 3.5

스테아르산 2 2

황산화제 (플렉스존; Flexzone) 7P 1.5 1.5

왁스 (개선된 내광성) 1.5 1.5

듀락스 (Durax) 1.5 1.5

바낙스 (Vanax) - 1

TMTD 0.4 0.4

황 1.4 1.4

듀라덴 715 - SBR 용액(Firestone Synthetic Rubber ＆ Latex Co., Akron, Ohio)

타크텐 1203 - 폴리부타디엔(Bayer Fibres, Akrom, Ohio)

Si 69 - 비스(3-트리에톡시실릴프로필) 테트라술파이드(Degussa AG, Germany)

선덱스 8125 - 오일(R. E. Carrol Inc., Trenton, New Jersey)

산화 아연 - New Zersey Zinc. Co., New Jersey

스테아르산 - Ennery Chemicals, Cincinnati, Ohio

플렉슨 7P - 항산화제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 디아민(Uniroyal Chemical Co., Middlebury, CT)

개선된 내광성 - 왁스(Uniroyal Chemical Co., Middlebury, CT)

듀락스- 촉진제, N-시클로히안-2-벤조티아졸술펜아미드(R. T. Vanderbilt Co., Norwalk, CT)

바낙스 DPG -  촉진제, 디페닐 구아딘(R. T. Vanderbilt Co., Norwalk, CT)

TMTD -  촉진제, 테트라메틸 티우람 디설파이드(R. T. Vanderbilt Co., Norwalk, CT)

황 - R. E. Carrol Inc., Trenton, New Jersey

[표 4]

자동차 타이어의 접촉면을 위한 혼합 공정

단 계 1 브라벤더 플라스티-코더 (Brabender Plasti-Corder) EPL-V, 60 rpm, 80 ℃, 공기 
주입, 100℃에서 모든 혼합을 시작함

0' 중합체 첨가

1' 충전제 첨가, 결합제 첨가 (에비 혼합된)

160℃ 기름 첨가

7' 165℃ 퇴적

개방 밀 (mill)을 3회 통과

실온에서 2 시간 이상 방치

단계 2 60 rpm, 80 ℃, 공기 주입, 100℃에서 모든 혼합을 시작함

0' 단계 1로부터의 마스터배치 첨가

1' ZnO, 스테아르산 첨가

3' 플렉스존 7P 및 왁스 첨가

4' 160℃ 퇴적

개방 밀을 3회 통과

실온에서 2 시간 이상 방치

단계 3 80℃, 35 rpm, 공기 주입, 100℃에서 모든 혼합을 시작함

0' 단계 2로부터의 마스터배치 첨가

1' 경화제 첨가

2' 퇴적

개방 밀을 3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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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류제의 물성

충전제 Si 69 습윤 스키드 저항성 tan δ

 phr  % 0℃ 70℃

N234 0.0 100 0.470 0.260

OMTS-CB-A' 3.0 110 0.414 0.195

OMTS-CB-B' 3.0 110 0.387 0.162

OMTS-CB-C' 3.0 108 0.394 0.173

OMTS-CB-D' 3.0 110 0.370 0.156

OMTS-CB-E' 3.0 106 0.383 0.146

실시예 2

본 발명에 따른 응집물을 일반적으로 하기와 같은 칫수를 갖는 도시된 상기의 파일롯트 규모의 반응기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D1 = 18.415 cm (7.25 인치), D2= 11.43 cm (4.5 인치), D3 = 13.462 cm (5.3 인치), D4 = 34.29 cm (13.5 

인치), L1 = 60.96 cm (24 인치), L2 = 30.48 cm (12 인치), L2' = 73.66 cm (29 인치), Q = 198.12 cm 

(6.5 피트). 하기 표 1에 설정된 반응 조건을 사용하였다.

도시된 바와 같이, 1차 공급원료를 지점 (6)에서 공급하고 2차 공급원료를 지점 (7)에서 공급하였다. 1차 
공급원료는 탄화수소 (즉,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하였고, 2차 공급원료는 알코올인 이소-프로
판올 및 OMTS(즉, 실리콘-함유 화합물) 인 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 또는 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
산을 단독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화합물은 다우 코닝 코포레이션 (Dow Corning Corporation)에서 "D4"
로 시판하고 있다. 생선된 다중상의 응집물은 여기서 MPCS 1-4로 식별된다. 

반응기 온도의 변화가 카본 블랙의 표면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고, 반응기의 온도는 주입 영
역에서의 공급원료의 전체 유량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공급원료의 유량을 휘발성 실리콘-함유 화
합물의 공급을 거의 상쇄하도록 조절하였다.  이는 생성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에 대해 거의 일정한 
외부 표면적 (t 면적으로 측정됨)의 결과를 도출시켰다.  다른 모든 조건은 N234 카본 블랙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였다.  구조 제어 첨가제 (포타슘 아세테이트 용액)을 공급원료에 주사하여 
N234 카본 블랙의 특정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첨가제의 유량은 하기 실시예를 통해 기재되는 다중
상의 응집물 제조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표 6]

조건

MPCS-1 MPCS-2 MPCS-3 MPCS-4

공기 속도 nm
3
/h 1605 1606 1605 1607

가스 속도 nm
3
/h 132 133 134 133

지점 6에서의 공급원료 속도 kg/h 266 298 334 346

지점 7에서의 OMTS 속도kg/h 87.2 44 51 29.1

지점 7에서의 공급원료 (이소프로판올) 속도 kg/h 0 0 49 69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의 분석적 성질을 표 7에 나타냈다.  이러한 실리콘-처리된 카본 블랙을 사용하
여 고무 화합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제제 및 혼합 공정을 표 8 및 9에 기재하였다.  실리콘-처
리된 카본 블랙의 수행을 표 10에 기재하였다.  상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본 발명의 응집물은 브
리티시 포타블 스키드 테스터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이 습윤 스키드 저항 면에서 6 내지 10% (종래의 카
본 블랙에 비하여)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7]

카본 블랙의 분석적 성질

충전제 Si BET 면적 t-면적 CDPE 회분 BET 표면적

% m
2 
/ g m

2 
/ g mL / 100g m

2 
/ g

N234 0.02 122.2 120.4 103 N / A

MPCS-1 14.8 154.2 122.7 103.8 437

MPCS-2 8.1 149 124.1 102.8 504

MPCS-3 8.2 152.6 124.7 105 601

MPCS-4 4.9 142.9 126.5 103.4 579

MPCS-5* 4.8 154.3 121.4 100.3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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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CS-5*는 모든 카본 블랙 수득 공급원료 및 모든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반응기의 제1단계에 공급함으로써 제
조하였음.

[표 8]

HF 처리 후 카본 블랙의 분석적 성질

충전제 BET 면적 t-면적 실리카 회분

m
2 
/ g m

2 
/ g %

N234 121.7 122.2 0.02

MPCS-1 166.9 149.4 0.36

MPCS-2 157.9 142.1 0.31

MPCS-3 159.7 150.4 0.17

MPCS-4 143.6 136.6 0.07

MPCS-5* 310.1 154.8 1.50

[표 9]

제제

N234 D4-CB

SSBR (듀라덴;Duradene) 715 75 75

BR (타크텐;Tacktene) 1203 25 25

N234 80 -

OMTS-CB - 80

Si 69 - 다양함

Oil (선덱스; Sundex) 8125 32.5 32.5

산화 아연 3.5 3.5

스테아르산 2 2

항산화제 (플렉스존; Flexzone) 7P 2 1.5

왁스 (개선된 내광성의) 2.5 1.5

듀락스 (Durax) 1.35 1.5

바낙스 (Vanax) - 0.5

TMzTD - 0.25

황 1.35 1.4

TBzTD - 촉진제, 테트라벤질 티우람 디술파이드, 미국 코네티커트주 미들랜드 소재의 유니로얄 케미칼 코포레
이션에서 시판

[표 10]

자동차 타이어의 접촉면을 위한 혼합 공정

단 계 1 브라벤더 플라스티-코더 (Brabender Plasti-Corder) EPL-V, 60 rpm, 80 ℃, 공기 주입, 
100℃에서 모든 혼합을 시작함

0' 중합체 첨가

1' 충전제 첨가, 결합제 첨가 (에비 혼합된)

160℃ 기름 첨가

7' 165℃ 퇴적

개방 밀을 3회 통과

실온에서 2 시간 이상 방치

단계 2 60 rpm, 80 ℃, 공기 주입, 100℃에서 모든 혼합을 시작함

0' 단계 1로부터의 마스터배치 첨가

1' ZnO, 스테아르산 첨가

3' 플렉스존 7P 및 왁스 첨가

4' 165℃ 퇴적

개방 밀을 3회 통과

실온에서 2 시간 이상 방치

단계 3 80℃, 35 rpm, 공기 주입, 100℃에서 모든 혼합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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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단계 2로부터의 마스터배치 첨가

1' 경화제 첨가

2' 퇴적

개방 밀을 3회 통과

[표 11]

가류제의 물성

충전제 Si 69 습윤 스키드 저항성 tan δ

 phr % 70℃에서

N234 0 100 0.325

MPCS-1 3.2 110 0.163

MPCS-2 2.4 107 0.192

MPCS-3 2.4 107 0.149

MPCS-4 2.0 106 0.190

MPCS-5 2.0 103 0.168

상기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시료들은 단일 단계 첨가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중상의 응집물
을 포함하는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대한 개선된 스키드 저항성과 같은 더 양호한 성질을 니타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들은 여기서 개시된 본 발명의 내용 및 수행을 고려함으로부터 당분야의 숙련가
들에게 명백해 질 것이다.  내용 및 실시예 들은 예시 만으로 의도된 것이며, 본 발명의 진정한 범위 및 
관점은 하기 청구항에 의해 나타날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1차 공급원료를 다단계 반응기의 제1단계로 공급하는 단계,

b) 1회 이상의 후속 공급원료를 상기 다단계 반응기내로 상기 제1단계의 하류 지점에서 공급하는단계(여
기서, 1회 이상의 공급원료는 분해성 또는 휘발성 실리콘-함유 화합물과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의 혼합
물임),

c) 상기 반응기를 상기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분해하고 상기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열분해하여 응집
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온도로 작동시키는 단계, 및

d) 상기 응집체를 회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단계 반응기가 제1단계와 제2단계로 이루어진 2단계 반응기이고, 상기 후속 공급
원료를 상기 제2단계에 공급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공급원료가 탄소-생성 공급원료이고, 후속 공급원료 중 1회는 탄소-생성 공급
원료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공급원료가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하고, 상기 2차 공급원료가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와 실리콘-함유 화합물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1회 이상의 공급원료가 희석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희석제가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함유하는 공급원료 내에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 중 상기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가 알코올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희석제가 공급원료의 매스 유동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상기 공급원료의 투입점 근처
에서 반응기의 온도를 하강시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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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응집체가 엘라스토머에 카본 블랙과 비교하여 보다 불량한 내마모성, 대등하거나 
보다 높은 저온 손실 탄젠트 및 보다 낮은 고온 손실 탄젠트를 부여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공급원료가 주로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로 이루어지고, 상기 2차 공급원료가 
주로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사용되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총량의 약 10 중량% 내지 약 100 중량%가 상기 1차 
공급원료 내에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사용되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총량의 약 40 중량% 내지 약 100 중량%가 상기 1차 
공급원료 내에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공급원료가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하고, 상기 2차 공급원료가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실리콘-함유 화합물 및 희석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3 이상의 공급원료 투입 단계를 갖는 다단계 반응기의 제1단계에 1차 공급원료를 공급하는 단계,

적어도 2차 및 3차 공급원료를 상기 반응기에 제1단계 하류 지점에서 공급하 는 단계(여기서, 1회 이상의 
공급원료가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및 분해성 또는 휘발성 실리콘-함유 화합물의 혼합물을 포함함)를 
포함하며,

상기 반응기는 상기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분해시키고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로부터 카본 블랙을 생성
하기에 충분한 온도인,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각 공급원료가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각 공급원료가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3차 공급원료가 주로 실리콘-함유 화합물로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2차 및 3차 공급원료가 실리콘-함유 화합물 및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의 혼합물
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물 중 상기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가 알코올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사용되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의 총량의 약 10 중량% 내지 약 100 중량%가 상기 1
차 공급원료 내에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사용되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의 총량의 약 40 중량% 내지 약 100 중량%가 상기 1
차 공급원료 내에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응집체가 엘라스토머에 카본 블랙과 비교하여 보다 불량한 내마모성, 대등하거나 
보다 높은 저온 손실 탄젠트 및 보다 낮은 고온 손실 탄젠트를 부여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1회 이상의 공급원료가 붕소-함유 화합물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4항에 있어서, 1회 이상의 공급원료가 붕소-함유 화합물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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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a) 1차 공급원료를 다단계 반응기의 제1단계에 공급하는 단계,

b) 1회 이상의 후속 공급원료를 상기 다단계 반응기에 상기 제1단계의 하류 지점에서 공급하는 단계(여기
서, 1회 이상의 공급원료는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포함하고, 1회 이상의 공급원료는 1회 이상의 분
해성 또는 휘발성 금속-함유 화합물을 함유하고, 임의로 1회 이상의 공급원료는 분해성 또는 휘발성 실리
콘-함유 화합물을 추가로 포함함),

c) 상기 반응기를 상기 금속-함유 화합물을 분해 또는 휘발시키고, 상기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를 열분
해시키며, 존재하는 경우, 상기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분해 또는 휘발시켜 응집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온도로 작동시키는 단계, 및

d) 상기 응집체를 회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탄소상, 금속-함유 화합물상 및 임의로는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함유 화합물이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칼슘, 티타늄, 바나듐, 코발트, 
니켈, 지르코늄, 주석, 안티몬, 크롬, 네오듐, 납, 텔루륨, 바륨, 세슘, 철, 몰리브덴 또는 그의 혼합물
을 포함하는 화합물인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함유 화합물상이 주로 상기 응집체의 표면에 존재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함유 화합물상이 상기 응집체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방법.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함유 화합물상이 산화되는 방법.

청구항 30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함유 화합물상이 상기 응집체의 약 0.1 중량% 내지 약 25 중량%의 원소 금속
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1회 이상의 공급원료가 2종 이상의 상이한 금속-함유 화합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5항에 있어서, 1회 이상의 공급원료가 붕소-함유 화합물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1차 공급원료 및 상기 2차 공급원료 중 하나가 실리콘-함유 화합물을 포함하고, 
상기 응집체가 그의 중량의 약 0.1 중량% 내지 약 25 중량%의 실리콘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함유 화합물상 및 상기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이 합하여 상기 응집체의 약 
0.1 중량% 내지 약 25 중량%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다단계 반응기에 공급원료를 공급하는 3 이상의 단계를 포함하고, 각단계의 공급
원료가

a)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b) 1회 이상의 분해성 또는 휘발성 금속-함유 화합물, 및 임의로

c) 분해성 또는 휘발성 실리콘-함유 화합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공급원료가 합하여 1회 이
상의 카본 블랙-생성 공급원료 및 1회 이상의 분해성 또는 휘발성 금속-함유 화합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1항에 있어서, 카본 블랙, 실리카 또는 그의 혼합물을 추가로 회수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14항에 있어서, 카본 블랙, 실리카 또는 그의 혼합물을 추가로 회수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25항에 있어서, 카본 블랙, 금속 산화물 또는 그의 혼합물을 추가로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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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a) 약 2 내지 약 100 m
2
/g의 BET(N2) 표면적과 t-면적간의 차이,

b) HF 처리 후 약 1 내지 약 50 m
2
/g의 BET(N2) 표면적과 t-면적간의 차이,

c) 2) HF로 처리하지 않은 상기 응집체 중 실리콘 함량의 중량%에 기준하여 1) HF 처리 전후 응집체간의 
BET(N2) 표면적에 있어서의 차이의 비, 약 0.1 내지 약 10,

d) HF 처리하지 않은 중량 평균 응집체 크기에 기준하여 HF 처리 후 DCP에 의해 측정된 중량 평균 응집체 
크기 감소, 약 5% 내지 40%, 

e) HF 처리 후 상기 응집체의 중량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로부터 유래하는 회분에 기준한 상기 응집체 중 
실리카 회분의 함량, 약 0.05% 내지 1%의, 및

f) 약 200 m
2
/g 내지 700 m

2
/g의 상기 응집체 중 실리카 회분의 BET 표면적

인 특징 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 중 두 가지 이상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 중 세 가지 이상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42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 중 네 가지 이상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43 

제39항에 있어서, a) 및 b)의 특징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44 

제39항에 있어서, a) 및 c)의 특징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45 

제39항에 있어서, a)의 특징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46 

제39항에 있어서, b)의 특징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47 

제39항에 있어서, c)의 특징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48 

제39항에 있어서, d)의 특징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49 

제39항에 있어서, e)의 특징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50 

제39항에 있어서, a)의 특징을 가지며, 상기 응집체 중 실리카 회분의 BET 표면적이 약 200 m
2
/g 내지 약 

700 m
2
/g인 응집체.

청구항 51 

제39항에 있어서, t-면적이 약 100 m
2
/g 을 넘고, BET(N2) 표면적과 t-면적간의 차이가 약 10 내지 약 50 

m
2
/g인 응집체.

청구항 52 

제39항에  있어서,  HF로  처리한  경우, BET(N2 )  표면적과  t-면적간의  차이가  약  5  내지  약  40 m
2
/g인 

응집체.

청구항 53 

제39항에 있어서, c)에서의 비율이 약 0.1 내지 약 5인 응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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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4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응집체 중 실리카 회분의 BET 표면적이 약 200 m
2
/g 내지 약 700 m

2
/g인 응집체.

청구항 55 

제39항에 있어서, 그의 중량에 기준하여 약 0.1 내지 25 중량%의 원소 실리콘 함량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56 

제39항에 있어서, 그의 중량에 기준하여 약 4 내지 10 중량%의 원소 실리콘 함량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57 

제39항에 있어서, 그의 중량에 기준하여 약 8 내지 15 중량%의 원소 실리콘 함량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58 

제39항에 있어서, 엘라스토머 조성물 내에 혼입되어, 카본 블랙을 포함한 동일한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비
해 엘라스토머 조성물의 습윤 스키드(skid) 내성을 개선시키는 응집체.

청구항 59 

제39항에 있어서, 엘라스토머에 카본 블랙과 비교하여 보다 불량한 내마모성, 대등하거나 보다 높은 저온 
손실 탄젠트 및 보다 낮은 고온 손실 탄젠트를 부여하는 응집체.

청구항 60 

제39항에 있어서,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혼입되어, 엘라스토머 조성물의 롤링 내성을 카본 블랙을 포함한 
동일한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비해 개선시키는 응집체.

청구항 61 

1회 이상의 엘라스토머 및 제39항의 응집체, 및 임의로는 커플링제를 포함하는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엘라스토머가 천연 고무, 폴리이소프렌, 폴리부타디엔, 에멀젼 SBR, 용액 SBR, 관
능화된 SBR, NBR, 부틸 고무, EPDM, EPM, 또는 1,3-부타디엔, 스티렌, 이소프렌, 이소부틸렌, 2,3-디메틸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에틸렌, 프로필렌 또는 그의 유도체를 기재로 하거나 이를 함유하는 단
독 또는 공중합체인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63 

제61항에 있어서, 경화제, 강화 충전제, 커플링제, 공정 조제처리 보조물, 오일 증량제 또는 그의 배합물
을 추가로 포함하는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64 

제61항에 있어서, 실리카, 카본 블랙 또는 그의 혼합물을 추가로 포함하는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65 

제61항에 있어서, 실리카, 카본 블랙, 유기기를 부착시켜 개질된 카본 블랙, 개질 실리카, 실리카로 적어
도 부분적으로 코팅된 카본 블랙 또는 그의 배합물을 추가로 포함하는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66 

제61항에 있어서, 응집체에 1회 이상의 유기기가 부착된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67 

제61항에 있어서,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고, 1회 이상의 유기기가 부착된 응집체를 추
가로 포함하는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68 

제39항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유기기가 부착된 응집체.

청구항 69 

제61항에 있어서, 20 내지 100℃의 고온에서 낮은 이력현상을 나타내는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70 

제61항에 있어서, 타이어 화합물에 사용될 때 낮은 롤링 내성을 나타내는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71 

제61항에 있어서, 카본 블랙을 함유하는 동일한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비하여 습윤 스키드 내성이 증가된 
엘라스토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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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2 

제61항에 있어서, 카본 블랙을 함유하는 동일한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비하여 3%를 초과하는 습윤 스키드 
내성이 증가된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73 

제61항에 있어서, 카본 블랙을 함유하는 동일한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비하여 3% 초과 내지 약 20%의 습윤 
스키드 내성이 증가된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74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제39항의 응집체를 배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엘라스토머 조성물의 습윤 스키드 내성
을 개선하는 방법.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 카본 블랙을 함유하는 동일한 엘라스토머 조성물과 비교하여 습윤 스키드 내성을 적어
도 3%를 넘게 증가시키는 방법.

청구항 76 

제74항에 있어서, 카본 블랙을 함유하는 동일한 엘라스토머 조성물과 비교하여 습윤 스키드 내성을 적어
도 8%를 넘게 증가시키는 방법.

청구항 77 

제74항에 있어서, 카본 블랙을 함유하는 동일한 엘라스토머 조성물과 비교하여 습윤 스키드 내성을 3% 초
과 내지 약 20% 증가시키는 방법.

청구항 78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제39항의 응집체를 배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엘라스토머 조성물의 롤링 내성을 개선
하는 방법.

청구항 79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응집체.

청구항 80 

BET(N2) 면적과 t-면적 간의 차이가 적어도 19.4 m
2
/g이상인, 탄소상 및 실리콘-함유 화합물상을 포함하는 

응집체.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차이가 19.4 m
2
/g 내지 52.6 m

2
/g인 응집체.

청구항 82 

제80항에 있어서, 그의 중량에 기준하여 약 0.1 내지 약 25 중량%의 원소 실리콘 함량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83 

제80항에 있어서, 그의 중량에 기준하여 약 0.5 내지 약 10 중량%의 원소 실리콘 함량을 갖는 응집체.

청구항 84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응집체가 엘라스토머에 카본 블랙과 비교하여 보다 불량한 내마모성, 대등하거나 
보다 높은 저온 손실 탄젠트 및 보다 낮은 고온 손실 탄젠트를 부여하는 방법.

청구항 85 

1회 이상의 엘라스토머 및 제80항의 응집체, 및 임의로는 커플링제를 포함하는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86 

제85항에 있어서, 습윤 스키드 내성이 증가된 엘라스토머 조성물.

청구항 87 

제85항에 있어서, 롤링 내성이 감소된 엘라스토머 조성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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