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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1 종 이상의 NSBR 3원 공중합체 및 1종 이상의 합성 극성 가소제를 함유한 고무 혼합물, 그의 제조 방법 및 
모든 종류의 고무 성형품을 제조하기 위한 그의 용도를 제공한다.

색인어
3원 공중합체, 합성 극성 가소제, 고무 성형품, 타이어 접지면, 습윤미끄럼 방지성, 내마모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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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올레핀계 불포화 니트릴, 비닐방향족 화합물 및 공액(conjugated) 디엔을 기재로 한 3원 공중합체, 및 1종 
이상의 합성 극성 가소제를 포함하는 고무 혼합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은 고무 성형품, 특히 타이어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습윤미끄럼 방지성 및 내마모성은 공액 디엔, 비닐방향족 화합물 및 올레핀계 불포화 니트릴을 기재로 한 3원 공중합체
를 사용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하여, EP-A 제537 640호, 미국 특허 제5,310,815호, 동 
제5,225,479호, DE-A 제3 837 047호 및 EP-A 제0 736 399호를 참조한다. 또한, 상기 특허에 개시된 3원 공중합
체는 다른 고무와 혼합될 수 있고, 통상적인 고무 보조 물질이 이들 혼합물에 첨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매우 광범위한 고무 보조 물질 중 하나로 포함되는 가소제들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보조 물질로서 
기재되어 있다.
    

    
상기 언급한 특허에 기재된 3원 공중합체, 및 그의 다른 고무와의 혼합물은 저온에서 동적 탄성계수(dynamic modulu
s)와 같은 동적 특성, 및 구름 저항, 습윤미끄럼 방지성 및 내마모성을 조합한 특성에 대해 여전히 어느 정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NSBR을 함유한 비극성 고무 또는 그의 혼합물을 기재로 한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를 함유하는 타이어 접지면
은 0 ℃에서의 tan δ값이 상당히 증가(습윤미끄럼 방지성이 증진되었음을 나타냄)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증진된 내마모성은 사용되는 특정 고무 혼합물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혼합물 중에
서 NSBR을 사용하면 0 ℃에서의 매우 증가된 동적 탄성계수 및 6O ℃에서의 상승된 tan δ값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미친다. 또한, 0 ℃에서의 동적 탄성계수가 높은 타이어 접지면을 이루는 혼합물은 습윤한 곳에서의 ABS 제동 특성 및 
운전 특징과 관련하여 저온에서의 단점을 가진다. 또한, 60 ℃에서의 높은 tan δ값은 보다 높은 구름 저항을 보인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저온에서의 동적 탄성계수와 같은 동적 특성, 및 구름 저항, 습윤미끄럼 특성 및 내마모성의 조합된 
특성이 개선된, 상기 언급한 조성물의 3원 공중합체계 고무 혼합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합성 극성 가소제를 3원 공중합체 함유 고무 혼합물에 첨가하여 달성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따라서, 본 발명은

(a) 올레핀계 불포화 니트릴, 비닐방향족 화합물 및 공액 디엔을 포함하는 1 종 이상의 3원 공중합체(NSBR), 및

(b) 1종 이상의 합성 극성 가소제

를 포함하며, 이 때 성분 (b)가 3원 공중합체 (a)의 양에 대하여 0.5 내지 5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고무 혼
합물을 제공한다.

성분 (b)가 3원 공중합체 (a)에 대하여 5 내지 40 중량%, 특히 10 내지 3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고무 혼합물이 
바람직하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 중의 성분 (a)로서 사용되는 3원 공중합체는 올레핀계 불포화 니
트릴, 비닐방향족 화합물 및 공액 디엔을 기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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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공액 디엔에는 특히 1,3-부타디엔, 2,3-디메틸-1,3-부타디엔, 2-메틸-1,3-부타디엔, 2-에틸-1,3-부타
디엔, 1,3-펜타디엔, 2-메틸-1,3-펜타디엔, 1,3-헥사디엔, 2-페닐-1,3-부타디엔, 3,4-디메틸-1,3-헥사디엔, 
1,3-헵타디엔, 1,3-옥타디엔, 4,5-디에틸-1,3-옥타디엔, 3-메틸-1,3-펜타디엔, 4-메틸-1,3-펜타디엔 또는 이
들의 혼합물이 있다.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공액 디엔은 1,3-부타디엔 및 2-메틸-1,3-부타디엔, 특히 1,3-부타디엔
이다.

언급될 수 있는 비닐방향족 화합물에는 스티렌, α-메틸스티렌, 2-메틸스티렌, 3-메틸스티렌, 4-메틸스티렌, 4-시
클로헥실스티렌, 4-p-톨루엔스티렌, p-클로로스티렌, p-브로모스티렌, 4-tert-부틸스티렌, 1-비닐나프탈렌, 2-
비닐나프탈렌, 또는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분자 중에 8 내지 16 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한 것이 있으며, 이 중에서 스티
렌이 바람직하다.

3원 공중합체를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올레핀계 불포화 니트릴에는 아크릴로니트릴, 메타크릴로니트릴, 에틸아크
릴로니트릴, 크로토노니트릴, 2-펜테노니트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있으며, 이 중에서 아크릴로니트릴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3원 공중합체는 약 40 내지 89 중량%의 공액 디엔, 약 10 내지 40 중량%의 비닐방향족 화
합물 및 약 1 내지 50 중량%의 올레핀계 불포화 니트릴을 함유하며, 이때 상기 각각의 성분의 합은 100 중량%이다.

40 내지 80 중량%의 공액 디엔, 10 내지 35 중량%의 비닐방향족 화합물 및 10 내지 40 중량%의 올레핀계 불포화 니
트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3원 공중합체의 유리 전이 온도는 사용되는 구조 성분의 양에 따라 약 -60 내지 0 ℃, 바람
직하게는 -45 내지 -15 ℃이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NSBR 3원 공중합체는, 예를 들면 상기 언급된 특허 문헌 및 제조 방법으로부터 공지되어 있
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합성 극성 가소제를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에 첨가하는 것은 고무 혼합물, 및 그로부터 제
조된 가황물 및 성형품의 물리적 특성에 특히 중요하다. 적절한 합성 극성 가소제로는 분자 중에 예를 들면 에스테르 또
는 에테르 기를 함유하는 가소제, 예를 들면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디옥틸 프탈레이트(DOP), 디이소노닐 프탈레
이트(DINP), 디이소데실 프탈레이트(DIDP), 디이소트리데실 프탈레이트(DTDP), 디운데실 프탈레이트(DUP)와 같
은 프탈레이트, 디옥틸 세바케이트(DOS), 디부틸 세바케이트(DBS)와 같은 세바케이트, 디옥틸 아디페이트(DOA), 디
이소데실 아디페이트(DIDA), 디이소노닐 아디페이트(DINA), 디-(부톡시에톡시에틸)아디페이트와 같은 아디페이트, 
트리크레실 포스페이트(TCP), 트리크실릴 포스페이트(TXP), 트리옥틸 포스페이트(TOP), 디페닐크레실 포스페이트, 
디페닐옥틸 포스페이트, 트리클로로에틸 포스페이트와 같은 포스페이트, 부틸 스테아레이트와 같은 스테아레이트, 디옥
틸 아젤레이트와 같은 아젤레이트, 디부틸 올레에이트와 같은 올레에이트, 트리옥틸 멜리테이트, 트리-선형-C7 -C9

트리멜리테이트와 같은 트리멜리테이트, 디부틸메틸렌-비스-티오글리콜레이트, 디-2-에틸헥실-티오디글리콜레이
트 에스테르와 같은 글리콜레이트, 디옥틸 나일로네이트, 디이소데실 나일로네이트와 같은 나일로네이트, 페닐알킬 술
포네이트, 부틸-카르비톨-포르말, 및 아디프산, 글루타르산 및 숙신산이 혼합된 에스테르가 있다.

또한, 적절한 극성 가소제는 염소 함량이 40 내지 70 중량%인 염소화된 파라핀, 및 각각 에폭시 에스테르, 폴리에스테
르 및 폴리에테르, 에테르-티오에테르 및 페놀술포네이트를 기재로 한 가소제이다.

합성 극성 가소제들은 별개로 또는 서로의 혼합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가장 유익한 혼합물은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
물의 특정 최종 목적에 의해 좌우된다.

상기에 언급한 유형의 프탈산, 세바스산 및 아디프산을 기재로 한 가소제가 바람직하다.

명백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은 합성 극성 가소제외에도, 공지된 충전제, 및 안료, 산화아연, 스테아르산, 가
황 촉진제, 예를 들면 황 및 과산화물을 기재로 한 가황 촉진제, 안정화제, 산화방지제, 수지, 오일, 왁스 및 반응억제제
와 같은 고무 보조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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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에 대한 적절한 충전제로는 잘 알려진 카본블랙 및 실리카, 또는 실리케이트, 이산화티타늄, 
백악 또는 점토,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있다. 카본블랙 및 실리카가 충전제로 사용하기에 바람직하다.

고무 혼합물 중에 실리카를 사용하는 경우, 비스-3-(트리에톡시실릴프로필)테트라설파이트와 같은 소위 충전 활성제
도 공지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언급된 첨가제 및 보조 물질은 또한 당업계의 숙련가에게 공지되어 있으며, 특히 베르너 호프만(Werner Hoffmann)의 
문헌[Kautschuk-technology, post-doctoral thesis for the faculty of engineering], 독일 레버쿠젠 소재의 바이
엘 AG의 문헌[Handbuch fuer die Gummiindustrie], 호프만(Hoffmann, W.)의 문헌[Kautschuktechnology Stut
tgart (Genter 1980)] 및 [Helle Fuellstoffe in Polymeren, Gummi Faser Kunststoffe 42(1989) no. 11]에 기
재되어 있다.
    

언급된 충전제 및 고무 보조 물질은 통상적인 양으로 사용된다. 임의의 특정 예의 경우에 가장 이로운 양은 특히 고무 
혼합물의 의도한 최종 목적에 의해 좌우되고, 적절한 예비 시험으로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명백하게는, 천연고무(NR) 및 예를 들면 폴리부타디엔(BR),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SBR), 폴리이소프렌 고무(IR), 
이소프렌/부타디엔 고무, 이소프렌/부타디엔/스티렌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와 같은 합성 고무도 본 발명에 따른 고
무 혼합물에 첨가될 수 있다. 폴리부타디엔,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및 천연 고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백
하게는, 방향족 화합물, 나프텐 또는 파라핀 기재의 오일도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에 사용되기 위해 언급된 
추가의 고무에 통상적으로 첨가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라디칼 유화 중합, 라디칼 용액 중합, 음이온 또는 양이온 중합에 의해 잘 알려진 방식으로, 
또는 지글러-나타(Ziegler-Natta) 중합에 의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제조된다.

추가 고무의 첨가량은 넓은 범위에 걸쳐 변할 수 있고, 특히 NSBR 및 합성 가소제를 기재로 한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
합물의 차후의 의도된 목적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언급한 추가 고무는 고무의 총량에 대하여 1 내지 99 중량%,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90 중량%, 더 바람직
하게는 20 내지 80 중량%의 양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은 롤러 또는 컴파운더와 같은 적절한 혼합 유닛 중에서 개별 성분을 서로 격렬하게 혼합하
여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은 바람직하게는 성분 (a) 즉, 라텍스 형태의 3원 공중합체(NSBR)를 합성 극성 가소제(들) 
(성분 (b))와 혼합하는 단계, 및 상기에서 수득한 혼합물을 응고와 후속 건조에 의해 적절한 방식으로 마무리 처리하는 
단계에 의해 제조된다.

상기 두 성분을 단순 혼합하여 가소제를 NSBR 라텍스에 첨가할 수 있다. 또한, 수성 유화 형태의 가소제를 라텍스에 
첨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때 통상 공지된 유화제가 첨가된다. 이어서, 라텍스 제조 기간 동안 사용되는 이들 유화제
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백하게는, 다른 유화제의 사용도 또한 가능하다.

NSBR 라텍스/가소제 혼합물은 실온 또는 승온에서 제조될 수 있으며, 특히, 가소제 첨가시 승온하에서는 점도가 높다.

라텍스/가소제 혼합물은 통상 공지된 방법으로 응고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예는, 응고가 전단력에 의하거나, 순수 
열 공정을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 금속 또는 알루미늄 염, 또는 무기산 또는 유기산과 같은 침전제의 
첨가에 의해 기계적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며, 젤라틴 및(또는) 고분자전해질과 같은 침전 보조제의 사용도 가능하다. 
상기 언급한 유형의 침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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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된 혼합물은 공지된 방식으로 1 단계 이상 세척시킬 수 있으며, 상기 목적에 적절한 장치, 예를 들면 탈수 스크류에
서 미리 탈수시킨 후에 응고된 혼합물을 건조시킬 수 있다.

이어서, 상기 기재한 충전제 및 고무 보조 물질은 수득한 응고 및 건조된 고무 혼합물과 공지된 방식으로 혼합될 수 있
다.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황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하기에 가장 합당한 가황처리 방법
은 고무 혼합물의 특정 최종 목적에 의해 좌우된다.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은 모든 종류의 가황물, 특히 타이어 성분, 및 벨트, 봉랍(seal) 및 호스와 같은 공업용 고
무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은 타이어 구조물 중에 특히 타이어 접지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기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 비교용 고무 혼합물 및 생성된 가황물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1) 중합체 조성물을 IR 분광법으로 측정하였다.

(2) 고무의 무니 점도(Mooney Viscosity)를 DIN 53523에 따라 측정하였다.

(3) 가황물의 장력을 DIN 53504에 따라 측정하였다.

(4) 가황물의 파단신도를 DIN 53504에 따라 측정하였다.

(5) 100 및 300% 신장율에서 가황물의 탄성계수를 DIN 53504에 따라 측정하였다.

(6) 가황물의 70 ℃에서의 경도를 DIN 53505에 따라 측정하였다.

(7) 가황물의 마모도를 DIN 53516에 따라 측정하였다.

(8) 가황물의 Tan δ값을 DIN 53513에 따라 측정하였다.

< 실시예>

하기의 성분을 비교용 고무 혼합물 1 및 2와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 1, 2 및 3을 위해 사용하였다.

NSBR (유화 중합으로 제조한 고무, 부타디엔 58.5%, 스티렌 20.3% 및 아크릴로니트릴 21.1%, 무니 점도 49),

크릴렌(Krylene(등록상표)) 1500 (에멀젼 SBR, 스티렌 23.5%, 바이엘 엘라스토머 제조),

NR (천연 고무 TSR 5, 시스-1,3-폴리이소프렌),

레노팔(Renopal(등록상표) 450 (방향족 광유/가소제, 푸크스 케미에(Fuchs Chemie) 제조)

코락스(Corax(등록상표)) N339 (카본블랙, 데구싸 휠스(Degussa Huels) AG 제조),

스테아르산

ZnO(산화아연),

 - 5 -



공개특허 특2002-0064190

 
황,

불카녹스(Vulkanox(등록상표)) 4010 (N-이소프로필-N'-페닐-p-디페닐렌디아민, 바이엘 AG 제조),

불카녹스(등록상표) 4020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 바이엘 AG 제조),

불카시트(Vulkacit(등록상표)) D (디페닐구아니딘, 바이엘 AG 제조),

불카시트(등록상표) CZ/C (N-시클로헥실-2-벤조티아질-술펜아미드, 바이엘 AG 제조),

DOP: 베스티놀(Vestinol) AH, (디옥틸 프탈레이트, 휠스 AG),

DOS: 에데놀(Edenol) 888, (디옥틸 세바케이트, 헨켈(Henkel) KGaA).

하기 표 1 및 표 2에 개별 성분을 중량 비율로 기입한다.

성분들을 컴파운더(Werner & Pfleiderer GK 1.5)에서 50 rpm으로 혼합하였다. 컴파운더 온도는 60 ℃이었다. 가황 
촉진제를 롤러 상에서 혼합하였다.

시험 결과는 하기 표 1 및 표 2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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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결과는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이 필적할 만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선행기술의 고무 혼합물을 능가하
는 이점, 예컨대 훨씬 더 낮은 동적 탄성계수, 0 ℃에서의 더 높은 tan δ값(더 양호한 습윤미끄럼 방지성), 60 ℃에서
의 더 낮은 tan δ값(더 낮은 구름 저항) 및 더 낮은 DIN 마모도(더 낮은 마손도(wear))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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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결과는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이 필적할 만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선행기술의 고무 혼합물을 능가하
는 이점, 예컨대 훨씬 더 낮은 동적 탄성계수 및 60 ℃에서 더 낮은 tan δ값(더 낮은 구름 저항)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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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4>

(라텍스 방법에 의한,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의 제조)

3원 공중합체의 제조

    
스티렌 1631.3 g, tert-도데실메르캅탄 7.31 g, 아크릴로니트릴 900 g, 및 완전 탈이온수 7537.4 g, 불균형 수지 산
(나트륨염, 70% 농도) 197.68 g, 부분 수소화 수지(tallow) 지방산(칼륨염, 9% 농도) 2175 g, 수산화칼륨(85% 농
도) 14.06 g, 축합 나프탈렌술폰산(Na 염) 32.06g 및 염화칼륨 14.63 g으로 이루어진 용액을 초기에 배기된 교반식
의 20 L 스틸 반응기에 도입시켰다. 모든 성분을 미리 질소로 플러싱해냈다. 이어서, 부타디엔 4162.50 g을 첨가하고, 
에멀젼을 교반하면서 10 ℃에서 항온으로 유지하였다. p-메탄 히드로퍼옥시드(50% 농도) 1.52 g, 및 완전 탈이온수 
167.91 g, EDTA 1.69 g, 철(II) 설페이트 헵타히드레이트 1.35 g, 소듐 포름알데히드술폭실레이트 3.46 g 및 소듐 
포스페이트 도데카히드레이트로 이루어진 용액을 첨가하여 중합을 개시하고, 10 ℃에서 교반하면서 진행시켰다.
    

    
중합을 80.2 % 전환율에서 디에틸히드록실아민(25% 농도) 22.5 g 및 소듐 디티오나이트 1.13 g을 첨가하여 종료시
켰다. 불카녹스(등록상표) BKF (2,2'-메틸렌-비스-(4-메틸-6-tert-부틸페놀), 독일 레버쿠젠 소재의 바이엘 A
G 제조) 13.50 g을 46% 농도의 분산액(29.35 g) 형태로 라텍스에 첨가하였다. 미반응된 부타디엔을 탈기시키고, 미
반응된 단량체를 라텍스로부터 스팀 제거하였다. 소량의 시료를 응고시키고, 중합체를 건조시켰다. 중합체는 무니 점도 
(ML 1+4)가 151이었다. 중합체 조성은 IR 분광법으로 부타디엔 57.4%, 스티렌 22.7% 및 아크릴로니트릴 19.9%임
을 확인하였다. 톨루엔 중의 겔 함량은 2.2%이었다.
    

라텍스-가소제 혼합물의 제조

DOP(25 phr) 275 g을 중합체 1100 g에 상응하는 라텍스 3200 g에 첨가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기 DOP를 물 
340.93 g, 폴리나프탈렌술폰산 0.41 g, 불균형 수지 산(나트륨염, 10% 농도) 59.4 g 및 부분 수소화 수지 지방산(칼
륨염, 9% 농도) 11.62 g으로 이루어진 수용액 중에서 교반하면서 유화시켰다. 라텍스 및 DOP 에멀젼을 60 ℃로 가열
하고, 교반하면서 혼합하였다. 교반을 30 분 동안 지속하였다.

라텍스-가소제 혼합물의 응고

65 ℃로 가열된 완전 탈이온수 10 kg, 염화나트륨 825 g 및 폴리아민(주페르플로크(Superfloc (등록상표)) C567) 
2.25 g을 초기에 교반식 탱크에 도입시켰다. 라텍스-가소제 혼합물을 65 ℃에서 교반하면서 첨가하였다. 침전 유액(
serum)의 pH를 10% 농도 황산을 첨가하여 4로 조정 및 유지하였다.

상기 침전 유액은 투명하였다. DOP-증량된 고무를 여과해내고, 완전 탈이온수로 세척하고, 15 분 동안 교반하면서 6
5 ℃로 가열하였다. 물:고무 비율은 10:1이었다. 습윤 DOP-증량된 고무를 70 ℃에서 진공 건조 캐비넷 내에서 건조시
켰다. 무니 점도 (ML 1+4)는 66 MU이었다.

실시예 5 내지 7을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하기 표 3은 본 발명에 따라 제조한 마스터배치(masterbatch)의 개
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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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실시예 및 비교예>

하기 성분을 비교용 고무 혼합물과 본 발명에 따른 고무 혼합물에 사용하였다.

실시예 6 내지 9의 마스터배치

NSBR (유화 중합으로 제조한 고무, 부타디엔 58.5%, 스티렌 20.3% 및 아크릴로니트릴 21.1%, 무니 점도 49),

SBR 1500 (크릴렌(등록상표) 1500, 에멀젼 SBR, 스티렌 23.5%, 바이엘 엘라스토머 제조),

레노팔(등록상표) 450 (방향족 광유/가소제, 푸크스 케미에 제조)

코락스(등록상표) N339 (카본블랙, 데구싸 휠스 AG 제조),

스테아르산

ZnO(산화아연),

황,

불카녹스(등록상표) 4010 (N-이소프로필-N'-페닐-p-디페닐렌디아민, 바이엘 AG 제조),

불카녹스(등록상표) 4020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 바이엘 AG 제조),

불카시트(등록상표) D (디페닐구아니딘, 바이엘 AG 제조),

불카시트(등록상표) CZ/C (N-시클로헥실-2-벤조티아질-술펜아미드, 바이엘 AG 제조),

DOP: 베스티놀 AH, (디옥틸 프탈레이트, 휠스 AG),

DOS: 에데놀 888, (디옥틸 세바케이트, 헨켈 KGaA),

TKP: 디스플라몰(Disflamoll) TKP (트리크레실 포스페이트, 바이엘 AG).

하기 표 4 및 표 6에 개별 성분을 중량 비율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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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들을 컴파운더(Werner & Pfleiderer GK 1.5)에서 50 rpm으로 혼합하였다. 컴파운더 온도는 60 ℃이었다. 나중
에 가황 촉진제를 롤러 상에서 혼합하였다.

시험 결과는 하기 표 5 및 표 7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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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결과는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배치가 종종 증진된 장력과 함께, 선행기술(비교예 1)과 비교하여 훨씬 더 낮은 
동적 탄성계수, 0 ℃에서의 더 높은 tan δ값(더 양호한 습윤미끄럼 방지성), 60 ℃에서의 더 낮은 tan δ값(더 낮은 
구름 저항) 및 더 낮은 DIN 마모도(더 낮은 마손도)와 같은 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이점은 저농
도의 극성 가소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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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결과는, 실시예 4 및 5의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배치와 상이한 극성 가소제를 함유하는, 본 발명에 따른 마스터
배치(실시예 6 및 7)가 선행기술(비교예 1)보다 더 우수함을 나타낸다.

본 발명을 예시의 목적으로 상기에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이는 단지 예시를 위함이고, 당업자라면 하기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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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선행기술의 고무 혼합물을 능가하는 훨씬 더 낮은 동적 탄성계수, 
더 양호한 습윤미끄럼 방지성, 더 낮은 구름 저항 및 더 낮은 DIN 마모도와 같은 이점을 보이는, NSBR 3원 공중합체 
및 합성 극성 가소제를 함유한 고무 혼합물 및 고무 성형품을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올레핀계 불포화 니트릴, 비닐방향족 화합물 및 공액(conjugated) 디엔을 포함하는 1 종 이상의 3원 공중합체(N
SBR), 및

(b) 1종 이상의 합성 극성 가소제

를 포함하며, 이 때 상기 성분 (b)는 3원 공중합체 (a)의 양에 대하여 0.5 내지 5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고
무 혼합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다른 합성 고무 또는 천연 고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고무의 첨가량이 고무의 
총량에 대하여 1 내지 99 중량%인 고무 혼합물.

청구항 3.

(a) 올레핀계 불포화 니트릴, 비닐방향족 화합물 및 공액 디엔을 포함하는 1 종 이상의 3원 공중합체(NSBR), 및

(b) 1종 이상의 합성 극성 가소제

를 함유하며, 이 때 상기 성분 (b)는 3원 공중합체 (a)의 양에 대하여 0.5 내지 5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고
무 혼합물을 포함하는 가황물.

청구항 4.

(a) 올레핀계 불포화 니트릴, 비닐방향족 화합물 및 공액 디엔을 포함하는 1 종 이상의 3원 공중합체(NSBR),

(b) 1종 이상의 합성 극성 가소제, 및

(c) 1종 이상의 다른 합성 고무 또는 천연 고무, 또는 이들의 혼합물

을 함유하며, 이 때 상기 성분 (b)는 3원 공중합체 (a)의 양에 대하여 0.5 내지 50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고, 상기 성
분 (c)는 고무의 총량에 대하여 1 내지 99 중량%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고무 혼합물을 포함하는 가황물.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타이어 성분 또는 공업용 고무 제품인 가황물.

청구항 6.

라텍스 형태의 NSBR 3원 공중합체를 합성 극성 가소제와 혼합하여 혼합물을 수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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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혼합물을 서로 응고시키는 단계, 및 이어서

상기 혼합물을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a) 올레핀계 불포화 니트릴, 비닐방향족 화합물 및 공액 디엔을 포함하는 1 종 이상의 3원 공중합체(NSBR), 및 (b) 
1종 이상의 합성 극성 가소제를 함유하며, 이 때 상기 성분 (b)는 3원 공중합체 (a)의 양에 대하여 0.5 내지 50 중량%
의 양으로 존재하는 것인 고무 혼합물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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