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astomer

Vol. 43, No. 2, pp 104~112 (2008)

엘라스토머 제43권 제2호, 2008 104

EPDM/SBR 블렌드 가황체의 경화특성, 기계적 성질 및 내오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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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통상 인 고무블 드 방법에 따라 개방식 2-롤 을 사용하여 ethylene propylene diene 
terpolymer (EPDM)과 styrene butadiene rubber (SBR) 블 드 배합물을 제조하여, 이들의 경화

특성, 기계  성질  내오존성 등을 검토하 다. SBR함량이 증가할수록 가황곡선의 토크가 

증가하 다. 최  토크는 SBR 25wt% 일 때 가장 낮았으며 그 이상의 SBR 량에서는 직선 으

로 증가하 다. 스코치시간  최 경화시간은 SBR고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 경

도는 SBR 함량이 50wt% 일 때 최고값을 보 으며 그 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내

오존시험에 있어서 소량의 EPDM 고무의 첨가에 의하여 내오존성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The ethylene propylene diene terpolymer (EPDM) blends with styrene butadiene rubber 
(SBR) were prepared from an open 2-roll mill following the conventional rubber blend method, and then 
cure characteristics, mechanical properties and ozone resistance were subsequently examined. With 
incorporation of SBR the torque value of the EPDM and SBR blends showed a gradual increase in the 
cure curve. The maximum torque value was obtained with lowest level at 25wt% of SBR and it was 
increased linearly with more than 25wt%. As the SBR loading increased scorch time and optimum cure 
time decreased. Hardness represented a maximum at 50wt% of SBR. However upper and lower than that 
value it decreased. It was found that the unfavorable characteristics of ozone resistance of pure SBR 
was significantly improved through the blending of SBR with EP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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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고분자블 딩의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에 엘라스토머 블 드는 배합물의 단가를 낮

추거나 산업용 고무의 성능 향상 는 조립의 용

이성 때문에 리 이용되고 있다. 탄성체 블 드는 

탄성체 단독으로 부터는 얻을 수 없는 만족스러운 

물성 이외에도 화학 , 물리   가공상의 잇 을 

제공하므로 기술 으로나 상업 으로 요하다. 실

제로 블 드의 물성과 각각의 구성성분의 물성을 

비교해보면 조성 으로 상호 련된 변화를 보여

다. 각각의 탄성체를 선택한 후 블 드 조합을 

확립하여 바람직한 최종물성을 얻는 것이 탄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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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드 기술의 요 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연고무와 SBR 고무는 오

랫동안 블 딩에 이용되어 왔다.1,2

  일반 으로 고분자 블 드의 기계  성질은 여

러 인자들, 즉 고분자의 성질, 블 드 조성,3-5 블

딩 조건
6,7  계면 착8-12 등에 의하여 지배된다. 

두 개 는 그 이상의 고분자를 블 딩하는 것은 

각각의 구성성분의 물성보다 더 우수한 물성을 갖

는 재료를 제조하거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술이다. 산업 인 에서 고분자 블 드의 배

합상태를 제어하는 것은 특히 요하다.1,2 블 드

를 구성하는 각각의 탄성체의 거동에 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고분자 블 딩 공정이 이

루어질 수 있다. 만족스러운 물성을 갖는 재료를 

만들기 하여 요구되는 melt 도, 탄성, 압력  

공정온도 사이의 계에 한 지식은 한 공정

설비의 설계  최  공정조건의 평가에 있어서도 

요하다.
  탄성체만으로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모든 물성을 

충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탄성체 블 드에 당한 

상용화제를 첨가함으로써 기계  성질을 상당히 

개선시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13,14 한 만족할만

한 기계  성질을 제공하는 좋은 로서 NR고무

의 상용성 블 드에 한 연구가 리 알려져왔

다.15-19

  SBR 고무는 양호한 내노화성, 내열성, 내마모성

을 나타내고 약간의 내유성, 양호한 스코치 안정

성, NR  BR고무와의 블 딩성이 양호하지만 비

결정성이므로 보강제를 다량 배합해야 강도를 나

타낸다. 그 밖에 SBR고무는 착성과 고무탄성이 

낮으나 동 발열은 큰 성질을 갖는다. 
  이에 비하여 EPM고무는 고분자 주사슬의 일부

인 에틸 과 로필 의 반복단 로 구성된 공

합체로서 이 결합을 갖지 않으므로 황에 의한 가

교가 아닌 과산화물 는 방사선에 의한 가교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에 비공액디엔계 성분을 

도입하여 삼원공 합체인 EPDM을 얻음으로써 비

로소 황에 의한 가교가 가능하게 된다. EPDM고무

는 분자내에 불포화도가 은 고무로 내오존성, 내
후성  내열성이 우수하고 극성용제에 한 내성

을 가지며 반발탄성은 큰 반면에 구압축 음률

은 은 값을 갖는다. 
  일반 으로 고무재료의 결  의 하나로 오존

에 하여 약한 것을 거론할 수 있다. 특히 디엔계 

가황고무는 5% 이상의 신률로 응력을 부여한 상태

에서 오존에 노출시키는 경우 곧 응력에 하여 

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생긴다. 이와 같은 오존 균

열에 한 항성을 내오존성이라 부르고 옥외에

서의 용도나 방 을 일으키기 쉬운 고압 기기기 

등의 용에서 극히 요한 성능으로 간주되고 있

다. 기 의 산소에 일  의 자외선이 작용하

면 오존이 발생하고 도시에서의 농도는 2～5pphm 
정도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매연이 많은 

지역에서는 과산화물 농도와 함께 오존농도는 더

욱 높게 된다. 한 수은등이나 xenon 램 의 등 

는 고압 방  시에도 오존이 상당량 발생한다.20

  본 실험에서는 EPDM 고무에 하여 SBR 고무

를 블 딩하여 얻은 배합물(compound)의 가황특성, 
기계  성질  내오존성 등의 물성을 측정하 다. 

Ⅱ. 실    험 

1. 실험재료

  EPDM은 호석유화학(주) 제품의 KEP 2504 
grade를 사용하 으며, SBR 고무는 호석유화학

(주) 제품의 SBR-1502 grade를 사용하 다. 가교제

는 황을 사용하 고, 활성제는 산화아연을 사용하

다. 가교 진제는 dipentamethylenethiuram tetra 
sulfine(TRA), tetramethylthiuram disulfide(TT)  zinc 
di-N-butyldithio carbamate(BZ)을 함께 사용하 다. 
윤활제로서는 스테아린산이 사용되었으며, 가공조

제는 polyethylene wax(PEG ＃4,000  WB/215(zinc 
free dispersing agents)를 사용하 다. 노화방지제로

는 3C(N-phenyl-N'-isopropyl-P-phenylene diamine), 
nickel-dibutyldithio carbamate(NBS)  6-ethoxy-2,2,4- 
trimethyl-1,2-dihydroquinoline(AWP)를 사용하 다. 
충진제로는 FEF 형태의 carbon black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가공유로는 라핀 오일(P-6)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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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편제조

  본 연구에 이용된 시편은 1차 배합과 2차 배합

으로 나 어 배합하 다. 1차 배합에서는 용량 1.6 
ℓ Banbury mixer를 이용하여 30 rpm의 속도로 

기온도 50℃, 최종온도 80℃를 유지하 다. 고무 

소련은 1분 동안 행하 으며 충진제와 약품을 함

께 투입하여 4분간 더 배합한 후, 1차 배합물은 상

온에서 24시간 방치하 다. 2차 배합은 6˝×12˝인 

open roll에서 1차 배합물과 함께 가황 약품을 넣

어 40℃에서 5분간 균일하게 배합하여 최종 배합

물을 제조하 다. EPDM/SBR 배합물의 조성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1는 EPDM 단독으로 하고 

T-2, T-3, T-4  T-5는 각각 EPDM/SBR의 비를 

75/25, 50/50, 25/75  0/100wt%로 하여 배합시킨 

EPDM/SBR 블 드계이다. 최종배합시편은 Rheometer 
(Monsanto ODR 2000)를 이용하여 ASTM D 208421 
에 의거하여 160℃에서 가황도를 조사하 으며, 
Mooney 도계(Monsanto R100)를 이용하여 100℃
에서 공정 안정성을 조사하 다. 160℃에서 정 

가황시간을 결정하여 hot press에서 압축성형법으

로 시험시편을 제조하여 물성을 측정하 다.

Table. 1. Basic Formulation of EPDM/SBR Blends

T-1 T-2 T-3 T-4 T-5

KEP2504 100 75 50 25 0

SBR1502 0 25 50 75 100

C/B FEF 95 95 95 95 95

P-6 40 40 40 40 40

ZnO#5 15 15 15 15 15

St/acid 1 1 1 1 1

PEG#4000 3 3 3 3 3

WB/215 1 1 1 1 1

3C 1 1 1 1 1

NBC 1 1 1 1 1

AWP 1 1 1 1 1

S 1.5 1.5 1.5 1.5 1.5

TRA 1.5 1.5 1.5 1.5 1.5

TT 1.0 1.0 1.0 1.0 1.0

BZ 2.0 2.0 2.0 2.0 2.0

TOTAL 264 264 264 264 264

3. 기계  물성 시험22

  우선 경도는 스 링식 경도계(Shore-A)를 사용하

여 측정하 고, 인장물성은 만능인장시험기(Instron 
6012)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그리고 고온 스

에서 가압․가열 성형하여 만든 상의 가황물을 

아령형 3호로 단하여 물성 측정용 시료를 제조

하 다. 한편 시험조건은 500mm/min의 crosshead 
속도, 980N의 load cell, 표선 거리는 20mm로 하

으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인장강도를 구하 다.

  Tb = Fb / A (1)

여기서 Tb는 인장강도(N/m2), Fb는 시편이 단되었

을 때의 최  하 (N)이며, A는 시험편의 단면

(m2)을 나타낸다. 

4. 내열성 시험 

  고무의 노화 상은 상온에서의 자연노화, 고온에

서의 산화 상 등에 의하여 고무가 착, 경화, 연

화, 균열 등의 과정을 거쳐 물성이 하한다. 고무

에 한 산소의 작용은 열에 의하여 진된다. 본 

실험에 있어서의 내열성시험은 ASTM D-57323 에 

의거하여 수행하 으며 기어식 열 노화시험기

(Model: DAT-300, 경)를 사용하여 열 공기 항온

조 내에 시험편을 걸고 회 시키면서 가열공기와 

․노화시켰다. 이 경우 내부 공기가 1시간에 1 
회 순환되고, 내부 온도차이는 항온조 내의 앙부

에 하여 ±2℃ 이내, 내부용  10ml 당 시료 1g
을 과하지 않도록 하 다. 한 노화시험을 행하

기 에 먼  시험편의 두께측정  표선 기를 

행하 으며, 시험편은 70℃에서 8, 30, 72, 96시간 

동안 노화시간을 달리하여 실험에 임하 다.

5. 내오존성 시험

  고무는 공기 는 산소에 의한 열화 이외에 일

에 의한 산화 진과 오존에 의한 산화에 기인하

여 균열 상이 발생한다. 화 코오드 등에서처럼 

고무 제품은 거의 부분 약간의 신장을 받으면서 

사용되므로 장기간 사용 후에는 오존 균열이 나타

난다. 따라서 일반 으로 고무제품이 신장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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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건 는 정 조건이냐에 상 없이 공기 

에 미량 존재하는 오존의 향에 의하여 장시간 

후에는 신장이 진행된 방향과 직각으로 균열이 생

긴다. 이 경우에 신장 방향에 따라 균열의 크기, 
깊이  발생시간이 변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오존

성시험
24 은 65.5～81.9cm3의 용 을 가진 시험조 

내에 석  수은램 에서 발생된 오존을 보내어 수

행하 다. 그리고 회 날개의 직경 152.4mm, 날개

의 경사가 20～30o인 팬을 1700rpm의 회 속도로 

작동시켜 내부의 풍속을 30.5cm/sec로 하여 1 분 

동안 용 의 3/4을 교체함으로써 내부의 공기를 교

반․혼합시켰다. 한편 오존농도는 50pphm, 온도는 

100℃로 하 다. 직사각형(1 in x 6 in)의 시험편을  

20% 신장시켜 24시간 동안 방치한 후 오존 탱크 

내에 넣어두고 균열 발생시간  균열상태를 찰

하여 기록하 다. 

Ⅲ. 결과  고찰

  ASTM D2084에 따라서 Rheometer (Monsanto 
ODR 2000)를 이용하여 160℃에서 가황도를 조사

한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는 

EPDM/SBR 블 드의 가황특성을 나타내었으며 

Table 3에는 Rheometer로 부터 얻은 최 가황시간

에 의하여 hot press에서 시험편을 제조한 후 얻은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EPDM/SBR 블 드는 100/0, 
75/25, 50/50, 25/75  0/100의 무게비율이며 가황

곡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크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여 다. 고무배합물은 황의 융 보다 높은 온

도, 즉 160℃에서 황의 분해가 일어나 고무에 첨가

된 황에 의한 가교결합이 생기고, 배합물의 도가 

증가함으로써 토크가 커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가황이 더욱 진행되어 가교 도가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가교결합에 의해 배합물이 망상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가황반응이 더욱 진행하게 된다. 
Figure 1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SBR고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크가 커지는 것은 가교 도의 증

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Figure 1에 보여진 가황곡선은 Rheometer를 

사용하여 얻어진 실험결과로서, 일정온도 하에서

Torque (N‧m)           DAEKYUNG ENGINEERING           Temp(℃)  

Time (min)

Figure 1. Cure characteristics of EPDM/SBR blends at 
160℃

Table 2. Cure Characteristics of the EPDM/SBR 
Blends

T-1 T-2 T-3 T-4 T-5

Tmina) 0.54 0.94 1.05 1.03 1.05

Tmaxb) 4.16 3.13 3.67 4.15 4.56

ts1
c) 2:12 0:55 0:46 0:48 0:49

t90
d) 8:15 4:17 3:02 2:34 2:16

Mooney Viscositye) 3.42 7.43 7.81 7.04 6.93

a): Minimum torque value (N․m) 
b): Maximum torque value (N․m) 
c): Scorch time (mim)
d): Optimum cure time (min)
e): ML1+4(100℃) (N․m)
   (large rotor, preheating time: 1min, operating time: 

4min, temperature)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f Unaged EPDM/SBR 
Blends

T-1 T-2 T-3 T-4 T-5

Hardness(Shore A) 71 73 75 72 67

Tensile Strength
 (☓105 N/m2) 132.3 46.1 63.7 93.1 134.3

가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고무시편의 심에 놓

인 을 일정한 각도로 주기 으로 회 시키는 데 

필요한 힘을 시간에 한 토크 함수로써 나타내었

다. 이 때 가해진 힘, 즉 토크는 가황도에 비례하

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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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ree of crosslinking(%) =

            T(t) - Tmin / (Tmax - Tmin) x 100 (1)   

여기서  Tmax: 최  토크 (N․m)
        Tmin: 최소 토크

        T(t): 가황시간 t에서의 토크를 가리킨다.
  EPDM/SBR 블 드계에 있어서 블 드 조성비에 

따른 최  토크의 변화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SBR고무 함량이 

25wt%에서 토크가 최소값을 나타낸 후 SBR고무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 으로 토크가 

상승하 다. SBR 고무 단독의 경우에 최  토크가 

얻어지는 데 이것은 이 조성에서 SBR고무내의 불

포화 이 결합의 반응성이 크고 한 가장 범

한 가교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26

  Figure 3에는 EPDM/SBR 블 드계에 있어서 SBR 
고무량의 변화에 따른 무우니 도값의 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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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ximum torque value of EPDM/SBR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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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oney viscosities of EPDM/SBR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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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corch time and optimum cure time of 
EPDM/SBR blends.

타내었다. SBR 고무의 함량이 50wt% 까지는 무우

니 도값이 증가하다가 SBR-rich 역에서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며, 순수한 SBR 고무의 무우니 

도는 SBR 매트릭스내의 보다 강한 입자간 상호

작용 때문에 EPDM 고무 단독의 도값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EPDM/SBR 블 드계에 있어서 블 드 조성비에 

따른 스코치 시간  최  가황시간의 변화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SBR 고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  가황시간이 짧

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SBR고무가 반

응성이 크고 불안정한 이 결합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이 가황을 진한 데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스코치 시간의 경우 한 최  가황시간과 유사한 

거동을 보 다.
  Figure 5에는 EPDM/SBR 블 드계에 있어서 공

기 에서의 노화시험을 거치지 않은 시편  70℃ 

의 oven내에서 노화시간을 달리하여 노화시험을 

거친 시편의 경도변화를 나타내었다. EPDM/SBR 고
무 블 드의 가황체로 부터 얻은 시편에 하여 

노화시키지 않은 것과 노화시험을 행한 것들의 물

성치를 Table 3, 4에 나타내었다. 경도는 Shore A 
 Shore D의 두 종류로 크게 나 어지며, 고무가

황체의 움푹 들어감(indentation)에 한 항의 정

도를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SBR고무의 첨가량이 50wt% 까지는 반 으로 고

무시료의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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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ardness of unaged and air aged EPDM/SBR 
blends for different measuring time at 70℃.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of Air aged EPDM/ 
SBR Blends Determined at 70℃

Measurement Condition: 70℃×8h

T-1 T-2 T-3 T-4 T-5

Hardness(Shore A) 72 75 77 74 68

Tensile Strength
 (☓105 N/m2) 127.4 41.2 58.8 87.2 127.4

Measurement Condition : 70℃×30h

T-1 T-2 T-3 T-4 T-5

Hardness(Shore A) 73 77 78 76 69

Tensile Strength
 (☓105 N/m2) 121.5 34.3 55.9 83.3 122.5

Measurement Condition : 70℃×72h

T-1 T-2 T-3 T-4 T-5

Hardness(Shore A) 74 79 80 78 70

Tensile Strength
 (☓105 N/m2) 114.7 29.4 49.0 80.4 119.6

Measurement Condition : 70℃×96h

T-1 T-2 T-3 T-4 T-5

Hardness(Shore A) 74 82 84 80 73

Tensile Strength
 (☓105 N/m2) 107.8 24.5 46.1 76.4 102.9

상의 조성에서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기 

의 가열 노화시험의 경우에 열은 산화를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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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ensile strength of unaged and air aged 
EPDM/SBR blends for different measuring time at 70℃.

시킴으로써 주요한 열화 인자가 된다. 공기 의 

노화시험에 있어서는 후경화(post cure)에 기인하여 

노화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료의 경도가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내열노화시험에 있어서 

SBR고무 단독의 경우는 이 결합이 다량 존재하

므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내열성이 나빠진 결과 경

도가 최소값을 보이고 있다. 
  Figure 6에는 노화시키지 않은 EPDM/SBR고무 

혼련물  70℃의 오 에서 8～96시간 동안 가열 

노화시킨 EPDM/SBR고무 혼련물의 조성비율에 따

른 인장강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측정값은 5
회 시험한 평균값이다. 먼  공기 에서 가열 노

화시키지 않은 EPDM/SBR의 조성비율에 따른 인

장강도 변화를 보면 SBR고무의 량이 25wt%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며 그 이상의 SBR첨가량에서

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 으로 공기 

에서의 노화시간을 달리하여 가열노화 시킨 경

우는 가열 노화시키지 않은 시료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노화시간이 길어짐에 따

라 인장강도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Table 5  Figure 7에는 일정농도의 오존에 

한 노출시간이 시편의 환경 항성에 끼치는 향

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오존농도 50pphm, 
분 기 온도 100℃의 조건하에서 20% 신장된 시

편을 사용하여 내오존시험을 행하 다. 일반 으로 

오존의 존재는 고무의 표면에서 에 띄는 뚜렷한 

기계  손상을 일으켜 crack을 만든다. 사진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오존에 8시간 노출시킨 후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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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 30 h 72 h 96 h

Figure 7. Photographs representing ozone resistance test of EPDM/SBR blends at 100℃ for various reaction
time.

Table 5. Ozone Resistance Test of EPDM/SBR Blends 
for Various Measuring Time 

Test 
time(h) T-1 T-2 T-3 T-4 T-5

8 NC NC NC NC After 6 h 
fine crack

30 NC NC NC NC After 6 h 
fine crack

72 NC NC NC NC After 6 h 
fine crack

96 NC NC NC NC After 6 h 
fine crack

 

NC: No Crack

수한 SBR 고무만의 경우 (T-5)는 약간의 crack이 

발생하기 시작하 으며, 96시간까지의 시험에 있어

서 오존과의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SBR 고무 

단독의 경우(T-5)에는 반 으로 crack이 발생함으

로써 내오존성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지만 SBR 고무에다 EPDM 고무를 첨가함으로써 

내오존성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수 있었다. 즉, 
EPDM 고무의 첨가량이 25wt% 이상에서는 시편 

표면에 어떠한 crack 흔 도 보이지 않아 EPDM 
고무의 우수한 내오존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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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Open 2-roll에서 EPDM과 SBR을 소련한 후 다른 

배합약품들을 첨가하여 고분자 블 드법에 따라 

배합하 다. 그리고 나서 가열 스에 의한 압축

성형법으로 고무가황체를 제조하여 가황특성, 기계

 성질  내오존성 등의 물성을 측정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즉 EPDM과 

SBR의 블 드에 있어서

  1) SBR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가황곡선에서 토크

가 증가하 다.
  2) SBR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스코치 시간  최

가황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 다. 
  3) 최 토크는 SBR 25wt%에서 최소값을 보인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4) SBR 50wt%에서 무우니 도가 최 값을 보

인 후 그 후에서는 감소하 다.
  5) EPDM의 고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오존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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