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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엘라스토머 조성물로 된 트레드를 갖는 타이어

요약

    
(i) 약 -70 내지 약 -100 ℃의 저 Tg를 가지는 특정의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와 (ii) 소량의 천연 
시스 1,4-폴리이소프렌 고무와 함께 Tg가 약 -5 내지 -30 ℃인 디엔 기재 엘라스토머로 이루어지는 적어도 2종의 
합성 엘라스토머 베이스의 고무 혼합물로 구성된 트레드를 갖는 공기 고무 타이어가 제공된다. Tg가 적어도 40℃ 간격
을 둔 상기 2종의 합성 엘라스토머의 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트레드 고무 블렌드의 중요한 특징이다. Tg가 약 -5 내
지 약 -30℃인 엘라스토머의 대표적인 예로는 3,4-폴리이소프렌 엘라스토머, 스티렌/이소프렌 공중합체 엘라스토머 
및 고비닐 폴리부타디엔 엘라스토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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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태에 있어서, 트레드 고무 혼합물은 카본 블랙 또는 커플링제를 수반하는 실리카와 카본 블랙의 조합체로 구성되
는 강화 충전재로 강화된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소량의 천연 시스 1,4-폴리이소프렌 고무와 (1) 약 -70 내지 -100℃의 Tg를 가지는 특정의 이소프렌/부
타디엔 공중합체 고무와 (ii) 약 -5 내지 -30℃의 Tg를 가지는 디엔계 엘라스토머로 구성되는 2종 이상의 합성 엘라
스토머로된 베이스의 고무 혼합물로 구성되는 트레드를 가진 공기 고무 타이어에 관한 것이다.

적어도 40℃의 간격을 두고 있는, 또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Tg를 가진 상기 2종의 합성 엘라스토머로 된 베이스를 선택
하는 것은 트레드 고무 혼합물의 중요한 특징이다.

Tg가 -5 내지 -30℃인 엘라스토머의 대표적인 예로는 3,4-폴리이소프렌 엘라스토머, 스티렌/이소프렌 공중합체 엘
라스토머 및 고비닐 폴리부타디엔 엘라스토머가 있다.

한 양태에 있어서, 트레드 고무 혼합물은 카본 블랙 또는 카본 블랙과 커플링제를 수반하는 실리카의 조합체로 구성되
는 강화 충전제로 강화된다.

공기 고무 타이어는 전형적으로 엘라스토머 혼합물로 구성되는 고무 트레드로 제조된다.

트레드용 고무 복합체는 종종 어느 정도 타이어에 목적하는 용도에 따라 타이어에 최적의 견인력, 트레드 마모성(trea
dwear) 및/또는 롤링 저항 특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것이 요구된다.

본 발명은 주로 타이어 트레드가 도로상에서의 우수한 견인력, 타이어가 사용중일 때 우수한 트레드 마모성, 및 차량 연
료 절약을 위해 비교적 낮은 롤링 저항을 갖는 것이 요구되는 승용차용 타이어에 관한 것이다.

상기한 세가지 타이어 트레드 특성중 한가지를 특히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종종 다른 두가지 특성중 한가지 이상
은 다소 감소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상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타이어 트레드에서 단일 엘라스토머로는 어렵거나 용이하게 달성될 수 없으며, 따라서 엘라스토머 혼합물이 이러한 목
적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이소프렌과 부타디엔 각각의 중합체 또는 이들 서로간의 공중합체, 또는 예를 들어 스티렌과 같은 비닐 방향족 물질과
의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디엔계 엘라스토머는 다양한 타이어 트레드 조성물에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시스 
1,4-폴리이소프렌, 3,4-폴리이소프렌, 시스 1,4-폴리부타디엔,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및 이소프렌/부타디엔 공
중합체 엘라스토머가 타이어 트레드 조성물에 다양하게 조합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소프렌/부타디엔 엘라스토머는 다양한 타이어 트레드용 고무 조성물에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도록 제안되어 왔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5,294,663 호 참조). 미세 구조에 따른 광범위한, 예를 들면 약 -10 내지 -100℃의 유리전
이 온도를 가진 이소프렌/부타디엔 엘라스토머가 제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중합체중의 비닐, 또는 1,2-단위 및/또
는 3,4-폴리이소프렌 함량이 많을수록 공중합체의 Tg는 높아진다.

    
타이어 트레드의 롤링 저항을 감소시키고 트레드 마모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약 -70 내지 약 -1
00℃의 매우 낮은 Tg를 갖는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가 더 높은 Tg 온도 범위를 가지는 이소프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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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디엔 엘라스토머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중합체 엘라스토머는 약 -30 내지 -50℃의 높은 T
g를 갖는 유사한 공중합체 엘라스토머와 비교했을 때 타이어 트레드의 견인력 특성에는 손상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질적으로 낮은 Tg 온도 범위를 가지는 이런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는 본원에서 " 저 Tg IBR" 로 종
종 언급되기도 한다.
    

약 -75 내지 약 -90℃ 범위의 Tg를 가지는 상기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가 상기 엘라스토머, 시스 
1,4-폴리이소프렌 천연 고무, 및 선택적으로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고무로 구성되는 타이어 트레드 조성물에 사용
되는 것은 이전에 제안되었다.

본원에서 시스 1,4-폴리이소프렌 천연 고무는 전형적으로 약 -65℃의 Tg를 가지고, 약 5 내지 약 30%의 스티렌을 
함유하는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는 주로 스티렌 함량에 따라 약 -40 내지 약 -70℃의 Tg를 가지는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저 Tg의 IBR, 천연 고무 및 스티렌/부타디엔 엘라스토머는 약 -40 내지 약 -90℃ 범위에서 다소 필적
할만한 Tg를 가진다. 이러한 세가지의 고무는 Tg의 다양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단일의 Tg 또는 비교적 넓은 Tg를 나
타내는 복합된 고무 혼합물이라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상기한 엘라스토머를 비롯한 다양한 엘라스토머로 구성된 고무 트레드를 가진 다양한 타이어가 제공되거나 
제안되었지만 신규한 엘라스토머 혼합물로 된 고무 드레드를 가진 타이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리 전이 온도, 즉 본원에서 언급된 Tg는 경화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각각의 엘라스토머의 유리 전이 온
도를 나타낸다. Tg는 분당 1℃의 온도 증가 속도로 시차 주사 열량계로 적당히 측정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트레드 고무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A) 약 10 내지 약 50,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40phr의 
천연 시스 1,4-폴리이소프렌 고무와 (B)(i) Tg가 약 -70 내지 약 -100℃이고 이소프렌 함량이 약 5 내지 약 70%
이고 다른 디엔계 엘라스토머의 Tg보다 40℃ 이상 낮은 Tg를 갖는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 약 30 내
지 약 80, 바람직하게는 약 40 내지 약 60phr 및 (ii) Tg가 약 -5 내지 약 -30℃인 1종 이상의 다른 디엔계 엘라스
토머 약 5 내지 약 30,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20phr로 이루어지는 약 50 내지 약 90, 바람직하게는 약 60 내지 
약 90phr의 베이스 합성 고무를 포함한 고무 트레드를 가지는 공기 고무 타이어가 제공된다.
    

따라서 본 발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타이어 트레드의 엘라스토머 조성물의 주요 부분은 상기 두가지 합성 엘라스토머
로 구성되는 합성 고무 베이스이고 그중 하나는 40℃ 이상 떨어질 필요가 있는 공간상 한정된 Tg를 가지는 저 Tg 이소
프렌/부타디엔 엘라스토머일 필요가 있으며 엘라스토머 조성물의 소부분은 천연 고무이다.

상기 다른 디엔계 엘라스토머(ii)의 대표적인 예로는 3,4 함량이 약 40 내지 약 70%이고 Tg가 약 -10 내지 약 -20
℃인 3,4-폴리이소프렌 엘라스토머; 스티렌 함량이 약 5 내지 약 35%이고 Tg가 약 -5 내지 약 -30℃인 스티렌/이
소프렌 공중합체 엘라스토머; 1,2-비닐 함량이 약 60 내지 약 80%이고 Tg가 약 -20 내지 약 -30℃인 고 비닐 폴리
부타디엔 엘라스토머; 및 Tg가 약 -10 내지 -30℃인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가 있다.

본 발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다른 합성 엘라스토머(ii)로는 3,4-폴리이소프렌, 고 비닐 폴리부타디엔 및 스
티렌/이소프렌 공중합체 엘라스토머가 있다.

상기한 베이스 합성 엘라스토머 조성을 유지하면서, 트레드 고무 조성물은 상기 베이스 합성 엘라스토머가 고무 조성물
에서 총 엘라스토머의 대부분 또는 50phr(50 중량%) 이상이기만 하면 1종 이상의 추가 디엔계 합성 엘라스토머를 약 
5 내지 약 30,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20phr 함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기한 40℃의 공간상 Tg 한정에 대한 
제한은 추가의 엘라스토머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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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가의 합성 디엔계 엘라스토머는 추가의 엘라스토머로 제공되기 때문에 Tg가 약 -70 내지 약 -100℃인 상기
한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와는 다른 이소프렌과 부타디엔의 중합체 및 공중합체, 스티렌과 알파 메틸스티렌으로
부터 선택된 방향족 비닐 화합물과 이소프렌 및/또는 부타디엔의 공중합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추가의 합성 엘라스토머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스 1,4-폴리부타디엔,비닐 함량이 약 30 내지 약 50%인 중 비닐 
폴리부타디엔, Tg가 약 -30 내지 약 -50℃인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Tg가 약 -5 내지 약 -30℃이고 이소프
렌 함량이 약 75 내지 약 90%인 스티렌/이소프렌 공중합체 엘라스토머, 에폭시화 당량이 약 10 내지 약 50%인 에폭
시화 천연 고무 엘라스토머, 아크릴로니트릴 함량이 약 5 내지 약 50%인 카르복실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공중합
체 엘라스토머, Tg가 약 85 내지 -95℃인 시스 1,4-폴리부타디엔 엘라스토머 및 유기 용액 또는 수성 에멀션 중합에 
의해 제조되고 Tg가 약 -15 내지 약 -35이고 스티렌 함량이 약 10 내지 약 50%인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및 스
티렌/이소프렌/부타디엔 삼원공중합체를 들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엘라스토머와 추가의 엘라스토머를 포함하여 트레드 조성물에 사용되는 엘라스토머는 이소부틸렌의 할로
겐 개질물을 포함하는 이소부틸렌의 공중합체와 중합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추가의 합성 엘라스토머는 시느 1,4 폴리부타디엔,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이
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트레드 고무가 트레드 고무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A) 약 10 내지 약 40,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약 25phr의 시스 1,4-폴리이소프렌 천연 고무, 및 (B) (i) Tg가 약 -70 내지 약 -100℃이고, 다른 디엔계 
합성 엘라스토머의 Tg보다 40℃ 이상 낮은 Tg를 갖는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 약 30 내지 약 80phr 
및 (ii) Tg가 약 -5 내지 약 -30℃인 1종 이상의 다른 디엔계 합성 엘라스토머 약 10 내지 약 30phr로 이루어지는 
상기 베이스 합성 엘라스토머 약 50 내지 약 85, 바람직하게는 약 75 내지 약 85phr 및 (C) 1종 이상의 추가 디엔계 
합성 엘라스토머 약 5 내지 약 30,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20phr로 이루어지는 고무 트레드를 가진 공기 타이어
가 제공된다.
    

종래에 타이어 트레드 고무는 입자 카본 블랙 강화 충전제로 강화되었지만, 몇몇 타이어 용도에서 트레드 고무의 실리
카 강화재는 카본 블랙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실리카가 소량의 강화 중전재로 사용되거나 또는 실리카가 동량 
또는 다량의 실리카/카본 블랙 강화 충전제로 사용되는 경우 타이어 트레드용 카본 블랙과 조합하여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i) 약 10 내지 약 50,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약 30 중량%의 실리카 및 (iii) 약 50 내지 
약 90, 바람직하게는 약 55 내지 약 90 중량%의 실리카로 구성되는 약 30 내지 약 100phr, 바람직하게는 약 35 내지 
약 60phr의 카본 블랙과 실리카 강화 충전재를 함유하는 상기 고무 혼합물로 구성되는 고무 트레드를 가지는 공기 타
이어가 제공된다(여기서 상기 실리카와 반응하는 부분과 1종 이상의 상기 엘라스토머의 탄소-탄소 이중 결합과 반응
하는 부분을 가지는 실리카 커플링제가 사용된다).
    

이러한 충전재를 약 30 내지 약 60phr 가지는 타이어 트레드는 예를 들면 타이어의 롤링 저항을 낮추는데 유용하며, 
이러한 충전재를 약 60 내지 약 100phr 가지는 타이어 트레드는 예를 들면 타이어의 견인력과 취급성간의 균형을 좋게 
하는데 유용하지만, 상기 범위의 충전재의 용도는 겹칠 수도 있으며 항상 용이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함량
의 충전재의 용도 중 다수는 당해 기술분야 전문가들에게 공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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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내지 90%의 실리카를 함유하는 이러한 충전재를 사용하는 타이어 트레드는 견인력, 취급성, 트레드 마모성 및 롤링 
저항간의 균형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성능 타이어 용도에 유용하고, 약 10 내지 약 30%의 
실리카를 함유하는 이러한 충진재를 사용하는 타이어 트레드는 예를 들어 롤링 저항이 요구되는 타이어에 유용할 것이
다.

    
실질적으로 저 Tg의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를 사용하면 타이어의 롤링 저항을 개선시켜, 즉 낮추어 
차량의 연료를 더욱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3,4-폴리이소프렌 엘라스토머와의 필요한 혼합물에서 비교적 저 T
g의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고무를 특히 상기한 베이스 합성 엘라스토머로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한 타이
어 트레드 조성물에 약 -40 내지 약 -50℃의 상당히 높은 Tg를 가진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를 사용
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높은 Tg를 가지는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 대신 비교적 낮은 Tg의 이소프렌/부타
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를 타이어 트레드 고무 조성물에서 사용하는 것은 트레드 견인력을 손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트럭 타이어 트레드 고무 조성물에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승용차보다 무거운 짐을 나
르는 트럭에서는 엘라스토머의 선택에서 견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의 중요한 양태 및 기여는 타이어 트레드 고무 조성물에 비교적 높은 Tg의 3,4-폴리이소프렌 엘라스토
머와 함께 저 Tg의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를 사용하여 타이어의 롤링 저항을 비교적 낮도록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4-폴리이소프렌 엘라스토머를 사용하면 유사한 고 Tg의 공중합체 엘라스토머와 비교했을 때 상기한 저 Tg의 이소
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가 손상시킨다고 생각되는 견인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한가지 양태에 있어서, 각각의 합성 엘라스토머의 Tg는 공간적으로 한정되는 것, 즉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러한 방법에서, 혼합된 고무 조성물이 적어도 2가지의 Tg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상기 저 Tg의 이소프렌
/부타디엔 엘라스토머는 다른 엘라스토머와 비교적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혼합 고무에 있어서 이소프렌
/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의 비교적 낮은 Tg 피이크가 롤링 저항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3,4-폴리이소프렌 엘라스
토머에 의해 나타나는 비교적 높은 Tg가 단일의 Tg 또는 한정적인 2 개의 Tg 피이크 없이 비교적 넓은 Tg 범위를 나
타내는 유사한 고무조성물보다 높은 견인력을 나타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저 Tg의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의 미세구조는 1,2-부타디엔(비닐)과 
3,4-이소프렌 함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이소프렌 함량이 30% 이고 Tg가 약 -83℃인 본 발명에 
사용하기 적합한 공중합체는 약 62%의 1,4-부타디엔, 8%의 1,2-부타디엔, 28%의 1,4-이소프렌 및 2%의 3,4-이
소프렌을 함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명의 베이스 엘라스토머 조성물에 사용되는 저 Tg의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는 바람직하게는 폴
리이소프렌 함량을 기준으로 약 1 내지 약 10%의 3,4-구조, 폴리부타디엔 함량을 기준으로 약 2 내지 10%의 비닐 1,
2-구조로 이루어지는 미세구조를 가지고 여기서 상기 3,4-이소프렌과 비닐의 총함량은 약 3 내지 약 12이다.

상기한 Tg를 가지는 3,4-폴리이소프렌 엘라스토머의 사용은 타이어 트레드의 견인력과 취급성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3,4-폴리이소프렌 엘라스토머는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5,087,668 호를 참조하여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시스 1,4-폴리이소프렌 천연 고무를 첨가하는 것은 트레드 고무 조성물의 내인열성 및 다양한 성분을 함께 혼합하는 
것과 같은 고무 조성물의 가공성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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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배합에 흔히 사용되는 규소성 안료는 대체로 침전 규소성 안료(여기서는 실리카로 언급됨)이다.

사용되는 규소성 안료로는 용해성 규산염, 예를 들면 나트륨 규산염을 산성화시켜 얻어지는 것들일 수 있다.

실리카의 BET 표면적은 질소 기체를 사용하여 측정했을 때 그램당 약 50 내지 약 300 바람직하게는 약 120 내지 약 
200 제곱 미터일 수 있다. 표면적을 측정하는 BET 방법은 문헌[the Journal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Volu
me 60, page 304(1930)]에 기재되어 있다.

실리카는 약 100 내지 약 400, 대체로 약 150 내지 약 300의 디부틸프탈레이트(DBP) 흡수값을 갖는다.

실리카는 실리카 입자 크기가 훨씬 작을 수도 있지만 전자 현미경으로 측정하였을 때 약 0.01 내지 약 0.05 미크론의 
최적의 평균 입경을 갖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시판되는 실리카로는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로서 210, 243
등의 명칭을 갖는 Hi-Sil이란 상표명의 PPG 인더스트리즈사의 실리카; Z1165MP와 Z165GR이란 명칭을 갖는 Rhon
e-Poulenc사의 실리카; 및 VN2 와 VN3 등의 명칭을 갖는 Degussa AG사의 실리카를 들 수 있다.

정량적인 실리카 강화제를 고무 타이어 트레드에 사용할 경우 실리카는 통상적으로 커플링제 또는 때로는 강화제로 언
급되는 것과 함께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당해 기술분야 전문가들에게 커플링제 또는 커플러로 알려져 있는, 실리카가 고무에 강화 효과를 나타내도
록 하는 방식으로 실리카 표면과 고무 엘라스토머 분자 양쪽에 반응할 수 있는 화합물이 종종 사용된다. 이러한 커플링
제를 예를 들면 실리카 입자와 미리 혼합하거나 미리 반응시키거나 또는 고무/실리카 기공, 또는 혼합 단계동안에 고무 
혼합물에 첨가할 수 있다. 커플링제와 실리카를 개별적으로 고무/실리카 혼합 단계 또는 가공 단계동안에 고무 혼합물
에 첨가하면 커플링제는 동일 반응계에서 실리카와 혼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러한 커플링제는 예를 들면 실리카 표면과 반응할 수 있는 구성 성분 또는 부분(실란 부분) 및 또한 고무 특히 
탄소-탄소 이중 결합 또는 불포화를 갖는 가황 고무와 반응할 수 있는 구성 성분 또는 부분을 갖는 실란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커플러는 실리카와 고무간의 연결 브리지로서 작용하여 실리카의 고무 강화 측면을 향상시킨다.

한가지 양태에 있어서, 커플링제의 실란은 가수분해를 통하여 실리카 표면에 결합을 형성하고 커플링제의 고무 반응 성
분은 고무 그 자체와 결합한다.

다수의 커플링제, 예를 들면 비스-(3-트리에톡시실릴프로필)테트라설파이드와 같은 폴리설파이드 성분 또는 구조를 
갖는 실란 커플링제가 실리카와 고무를 결합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 교시되었다.

트레드의 고무 조성물은 전형적으로 실리카 커플링제와 조합하여 예를 들면 N110, N299 및 N351 카본 블랙 실리카
를 비롯한 카본 불랙과 같은 상기한 강화 충전재 뿐만 아니라 분해 방지제(antidegradant), 가공유, 스테아르산 또는 
스테아르산 아연, 산화 아연, 황-기여 물질 및 가황 촉진제 등을 포함하는 통상적인 혼합 성분과 함께 배합될 수 있음
을 본 분야 전문가들은 용이하게 알고 있다.

    
이러한 고무의 배합은 당해 기술분야 전문가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분해 방지제는 전형적으로 아민 또는 페놀형이지만, 
스테아르산은 전형적으로 고무 배합성분으로 언급되며 성분 그 자체는 대체로 스테아르산으로 주로 구성되는 유기산과 
1종 이상의 올레산, 리놀렌산 및 팔미톨산 및/또는 팔미트산의 혼합물로 얻어지며 사용됨을 주목할 수 있다. 혼합물은 
소량의(약 6 중량% 미만의) 미리스트산, 아라키드산 및/또는 아라키돈산을 함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물질 또는 혼합
물은 통상적으로 고무 배합 분야에서는 스테아르산으로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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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첨가제가 통상적인 또는 전형적인 고무 배합량 또는 범위로 사용될 경우 이들은 달리 생각되지 않고 본 발명의 
일부로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몇가지 성분들은 한 양태에서 가공 보조제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공 보조제로는 
예를 들면 약 2 내지 약 10 phr의 범위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파라핀유, 나프덴유 및 방향족 가공유와 같은 고무 가공
유; 전형적으로 약 1 내지 5 phr, 종종 약 1 내지 약 3 phr의 범위로 사용되는 미세결정 왁스 및 파라핀 왁스와 같은 왁
스; 및 전형적으로 약 1 내지 5 phr, 종종 약 1 내지 약 3 phr의 양으로 사용되는 합성 탄화수소 및 천연 수지와 같은 
점착성 부여제로서 사용되는 수지가 있다. 경화제는 황 및 고무 화합물용 황 경화 가속제(대체로 가속제라 칭함)의 혼
합물 또는 황 주개/가속제로 분류될 수 있다. 황과 가속제 경화제에서 사용되는 황의 양은 약 0.5 내지 5 phr, 대체로 
약 0.5 내지 약 3 phr의 범위이고; 종종 술펜아미드형인 가속제는 약 0.5 내지 약 3 phr, 종종 약 1 내지 약 2 phr의 
범위로 사용된다. " phr" 이란 용어는 고무 조성물에서 고무 100중량부당 언급된 성분의 중량부를 뜻한다. 이러한 용어
는 고무 배합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혼합후, 배합된 고무는 당해 기술분야 전문가들에게 잘 알려진 방법에 의해 타이어 트레드르 가공되고, 열 및 압력 조건
하에서 경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조된 타이어는 당해 기술분야 전문가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방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성형 및 경화된다.

본 발명은 하기 실시예를 통하여 보다 잘 이해될 것이며 하기 실시예에서 부 및 퍼센트는 달리 언급되지 않으면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실시예 1

실험 A, B, C 및 D로서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디엔 고무 조성물의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실험 A는 대조군이고 실험 
B, C 및 D는 다양한 저 Tg의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와 3,4-폴리이소프렌 혼합물을 이용한다.

표 1

종래의 바람직한 양의 파라핀 고무 가공유, 분해 방지제(파라페닐렌 디아민형), 점착성 부여 수지, 지방산, 산화 아연, 
펩타이저(peptizer), 황 및 술펜아미드형 가속제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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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소프렌 함량이 약 70 %이고 Tg가 약 -79 ℃이고 100℃에서의 무니 (Mooney) 점도(ML 1+4)가 76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네오디뮴 촉매화에 의해 제조된,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고무.

2. 이소프렌 함량이 약 50 %이고 Tg가 약 -90℃이고 100℃에서의 무니 점도 (ML 1+4)가 8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오디뮴 촉매화에 의해 제조된,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고무.

3. 이소프렌 함량이 약 30 %이고 Tg가 약 -98 ℃이고 100℃에서의 무니 점도(ML 1+4)가 8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오디뮴 촉매화에 의해 제조된,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고무.

4. 스티렌 함량이 약 18 %이고 비닐 함량이 약 10 %이고, Tg가 약 -78 ℃이고 무니 점도(ML 1+4)가 85인, 유기 
용액 중합으로 제조된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고무.

5. Tg가 -16 ℃인 3,4-이소프렌 단위를 50 % 함유한 엘라스토머.

6. PPG 인더스트리즈사제의 Hi-Sil 210.

7. Degussa사제의 X50S인 비스-(3-트리에톡시실릴프로필)테트라설파이드와 카본 블랙이 50/50 비율인 복합체.

실시예 2

제조한 고무 조성물을 약 150℃에서 약 18 분동안 경화하고 생성된 경화 고무 샘플을 하기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성(반올림한 수치를 나타냄)을 평가하였다. 샘플 A, B, C 및 D는 실시예 1의 실험 샘플 A, B, C 및 D에 해당한다.

표 2

상기한 고무 복합체의 물성을 관찰해 보면 낮은 DIN 마모(부피 손실)값과 고리바운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천연 고무 및 3,4-폴리이소프렌 고무와 함께 저 Tg의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를 사용함으로써 
타이어의 롤링 저항 및 트레드 마모성이 상당히 개선됨을 알 수 있거나 제시해준다. 이 물성은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
합체중의 부타디엔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선된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실시예 3

표 3에 나타낸 것처럼 실시예 1의 실험 A 및 D 각각과 유사하게 제조한 실험 X 및 Y의 고무 조성물로 된 고무 트레드
로 P195/70R14 크기의 타이어를 제조하였다. 실험 X는 대조군이다. 타이어를 시험하여 대조 타이어(실험 X)에 대한 
그 결과를 100으로 표준화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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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래의 바람직한 양의 파라핀 고무 가공유, 분해 방지제, 왁스, 지방산(스테아르산), 산화 아연, 펩타이저, 황 및 술펜
아미드와 티우람 디설파이드형의 가속제를 사용하였다.

1. 28%의 1,4-구조, 2 %의 3,4-구조를 가진 30% 이소프렌과 62%의 1,4-구조, 8%의 1,2-구조를 가진 70% 부타
디엔을 함유하고 Tg가 -83℃이고 100℃에서의 무니 점도(ML 1+4)가 약 88인, 유기리튬 촉매화에 의해 제조된 이소
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

2. 12%의 스티렌을 함유하고 Tg가 -45℃이고 100℃에서의 무니 점도(ML 1+4)가 약 90인 유기 용액 중합으로 제
조된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3. Tg가 -16℃인 50 %의 3,4-이소프렌 단위를 함유한 엘라스토머.

4. PPG 인더스트리즈사제의 Hi-Sil 210.

5. Degussa사제의 X50S.

표 4

이 결과들은 종래의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 대신 트레드 고무 조성물에 저 Tg의 이소프렌/부타디엔 공
중합체 엘라스토머를 사용함으로써 롤링 저항과 트레드 마모성이 상당히 개선됨을 나타낸다. 저 Tg의 이소프렌/부타디
엔 공중합체 엘라스토머와 함께 3,4-폴리이소프렌 엘라스토머외 사용은 타이어에 허용되는 견인력 등급을 유지시켰다.

대조 타이어의 값은 100이 되도록 표준화하여 제공한다. 실험 타이어에 대한 값은 실험 타이어의 평균값을 대조 타이어
에 대한 값으로 나눈 비에 100을 곱하여 얻어진다. 더 높은 값은 더 좋은 타이어 성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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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 저항은 금속 림에 타이어를 장착하고 팽창시킨 다음 67 인치 직경의 드럼을 사용한 다이나모미터상에서 하중하에 
타이어를 주행시켜 측정시켰다. 타이어 팽창 압력이 38 psi이고 하중이 908 파운드인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6 인치 금
속림을 타이어에 사용하였다. 롤링 저항에 대해 보고된 값이 높을수록 더 낮은, 개선된 롤링 저항을 나타내고, 이는 차
량의 연료가 더욱 절약됨을 뜻한다.

습윤 견인력 등급은 타이어 산업 분야에서 허용되는 견인력 트레일러 시험으로 측정하였다. 보고된 값이 낮을수록 견인
력 또는 미끄럼 저항이 적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값이 바람직하지만 실험 Y 타이어 트레드에 대해 보고된 
값과 실험 X 타이어 트레드에 대해 보고된 값 사이의 차이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트레드 마모는 타이어를 금속 림에 장착하고 생성된 휠 조립체를 차량에 장착하고 차량을 적어도 약 20,000 마일 주행
시킨 다음 트레트 홈 깊이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측정 가능하다. 이 값을 외삽하여 트레드 마모 등급을 측정하였다. 더 
높은 값은 더 긴 트레드 수명을 나타낸다.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몇가지 대표적인 실시태양 및 상세한 설명을 나타내었지만 본 발명의 취지 또는 범위를 벗
어나지 않고서 다양한 변화 및 변형이 가능함을 당해 기술분야 전문가들은 알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트레드 고무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A) 10 내지 50 phr의 천연 시스 1,4-폴리이소프렌 고무와 (B) (i) Tg가 -70 내지 -100℃이고 이소프렌 함량이 
5 내지 70%이고 다른 디엔계 엘라스토머의 Tg보다 40℃ 이상 낮은 Tg를 갖는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 엘라스토
머 30 내지 80 phr 및 (ii) Tg가 -5 내지 -30℃인 1종 이상의 다른 디엔계 엘라스토머 5 내지 30phr로 구성되는 5
0 내지 90phr의 베이스 합성 고무

를 포함한 트레드 고무를 갖는 고무 타이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다른 엘라스토머 (ii)가 40 내지 70%의 3,4-함량을 갖고 Tg가 -10 내지 -20℃인 3,4-폴리이소프렌 엘라스토머; 
5 내지 30%의 스티렌을 갖고 Tg가 -5 내지 -30℃인 스티렌/이소프렌 공중합체 엘라스토머; 1,2-비닐 함량이 60 내
지 80%이고 Tg가 -20 내지 -30℃인 고 비닐 폴리부타디엔 엘라스토머; 및 Tg가 -10 내지 -30℃인 이소프렌/부타
디엔 공중합체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엘라스토머이며, 단, 트레드 고무에 사용된 상기 엘라스토머에서 이소부틸렌의 
중합체 및 공중합체는 제외하는 고무 타이어.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베이스 엘라스토머 조성물의 이소프렌/부타디엔 공중합체의 미세구조가 폴리이소프렌 함량을 기준으로 1 내지 10% 3,
4-구조, 폴리부타디엔 함량을 기준으로 2 내지 10%의 비닐 1,2-구조로 구성되고, 상기 3,4-이소프렌 및 비닐의 총 
함량이 3 내지 12%이며, 단, 상기 트레트 고무에 사용된 엘라스토머에서 이소부틸렌의 중합체 및 공중합체는 제외하는 
고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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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90중량% 이하의 실리카로 구성되는 실리카 강화 충전제 및 카본 블랙을 총 30 내지 100부 함유하며, 실리카와 반응하
는 부분 및 하나이상의 상기 엘라스토머의 탄소-탄소 이중 결합과 반응하는 부분을 갖는 실리카 커플링제가 사용되는 
고무 타이어.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실리카 커플링제가 비스-(3-트리에톡시실릴프로필)테트라설파이드인 고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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