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총설

라이닝용 고무재료의 특성
홍청석․윤종필․표유봉․박수진

1. 고무라이닝의 목적
고무라이닝의 목적은 부식으로 부터 구조물을
보호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되며 건축물의 고무쉬
트 방수나 충격 흡수 목적에도 활용도가 높다.
금속이 부식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이나 산, 또는
알카리 용액에 금속이 놓이게 되었을 때 주위 환

부식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닝용 고무의
특성은 가능한 한 접촉이 되는 수용액 또는 액상
물질의 기화물들이 고무층을 투과하기가 어려워
야 하고, 고무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적어야
한다.

2. 고무라이닝의 사용분야

경의 차이와 금속 자체의 불순물, 잔존응력, 표면
부착물 등의 원인에 의하여 각 부분별 전위차가

고무라이닝은 수십년 동안 환경분야, 정밀화학

발생하고 그 결과 양극부(Anodic area)와 음극부

분야, 수처리분야, 철강분야, 운송분야, 방수분야

(Cathodic area)가 생성한다. 이 때 양극부에서 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강철로 된 구조물이나 콘크

극부로 전류(부식전류)가 흐르는데 이 과정에서

리트로 된 구조물의 방식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양극부의 금속이 이온상태로 용출되어 점차 전해

환경분야는 화력발전소의 배연 탈황 설비를 비롯

질 속으로 용해되어 가는 전기 화학적인 반응을

하여 소각로 등이 있으며, 정밀화학분야는 반응조

부식(Corrosion)이라고 한다.

및 저장조, 수처리분야는 담수화 설비 및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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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순수라인, 철강분야는 ETL, EGL, PL/TCM

유기재료는 산화에 대해서는 금속 재료에 비해

을 비롯한 각종 도금라인, 운송분야는 선박 및 탱

덜 민감한 편이다. 산화는 산화성 화학 약품과 고

크로리의 내부 등이 있으며, 방식을 필요로 하는

무가 접촉하였을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적인 것과

산업의 여러 분야에 고무 특유의 내식성과 정밀한

열에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며 물리적인 특성의 저

가공성, 다양한 기계적 특성을 장점으로 광범위하

하를 야기한다. 예를들면 질산에 SBR이나 NBR이

게 사용되고 있다.

노출된 경우 산화과정은 팽윤을 수반하며 이러한

고무라이닝은 작업 장소 및 가황 방법에 따라

반응들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산화 속도가 빨라진

크게 가압가황형과 상압가황형으로 구분한다. 가

다. 그리고 염소나 오존 등에 노출된 경우 화학반

압가황형은 육로로 운송할 수 있는 관체의 크기를

응은 고무의 표면에서 일어나나 시간과 더불어 점

기준으로 제작한 Auto Clave내에서 약140 ℃를 전

점 깊게 진행되며, 경화된 표면 층은 물리적이거

후한 온도에서 압력을 가하여 라이닝된 관체를 가

나 열적인 충격에 의해서 크랙이 발생한다. 고무

황하는 형태인 반면, 이보다 큰 관체일 경우는 현

라이닝의 요구성능은 구조물의 사용 환경에 의해

지에서 관체에 고무를 붙여 라이닝을 한 후 100

서 달라진다. 화학 발전소의 배연 탈황장치를 예

℃ 이하의 스팀을 가황에 이용하거나 상온에서도

를 들어 설명하면 표 1과 같은 조건 하에서 사용

가황이 일어나는 자연가황형 고무를 사용하거나,

되며 여기에 적용될 고무는 사용 공정을 이해하여

미리 가황된 고무시트를 상온 경화형 접착제를 사

야만이 라이닝 될 고무재료의 최적의 배합 조성을

용하여 접착시키는 상압가황방법으로 구분한다.

구성할 수 있다.

3. 고무라이닝의 요구성능
고무의 내식성은 크게 화학적인 변화유형과 물
리적인 변화유형으로 구분한다.
물리적인 변화유형으로서, 예를들면 SBR이나

1,5

흡수탑의 흡수액상은 고체의 수성부유물이고,
주로 석회석 및 염화물, 황화물 등의 가용성 염류
로 되어있다. 또한 SO 2, HCl, HF, NO X 와 같은 가
스상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라이닝 재료는 흡수액에 대해서 화학적인 안정

NR 같은 비극성 고무에 가솔린이 접하게 되면 가
솔린이 고무 속으로 침투하여 팽윤을 일으키며 고
무내 가용성분을 추출한다. 흡수된 가솔린을 증발

표 1. 배연 탈황 장치에서의 방식 조건
장 치

방 식 조 건

시키면 물리적인 특성은 원상으로 회복되는 반면,

온도 : 25~60 ℃

팽윤과 증발과정에서 가솔린 가용성인 노화방지

흡수액상 : 고체

제가 추출되었다면 내노화성이 떨어질 것이며, 가

석회석과 염화물, 황화물 등의 용해염류와
수성부유물이 주체

소제나 가공조제 등이 추출되었다면 경도가 상승
하고 수축이 일어난다.
화학적인 변화유형은 고무와 반응성 화학약품
과 접하였을 때 발생하며 가수분해(Hydrolysis)와
산화(Oxidation)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진다.
가수분해는 산이나 알카리 분위기에서 고무 분
자와 물간의 화학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서 물리적
인 특성의 저하로 나타난다. 팽윤을 동반할 수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폴리에스터계 우레탄과 뜨거
운 물과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100

흡수탑

기타 가스상태의 물질(SO 2, HCl, No X), pH 4~6
흡수액 상부의 가스상 : No x, 미반응 SO 2, HCl
등을 함유한 수증기,
산, 염류의 농축액, pH 1~2
온도 : 25~40 ℃

탱 크 석회석용액 제조 탱크
석고용액 탈수 탱크 등
온도 : 25~50 ℃
석회석용액 제조 탱크로부터 흡수탑으로의
탱 크 반송
석고용액의 흡수탑으로부터 석고탈수
탱크로의 반송 등

고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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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특히 분산되어 있는 고

비례 한다.

체에 의한 마모(슬러리의 낙하, 분무에 의한 충격,

비례상수 Pc는 투과계수라고 부르고 라이닝 층

교반에 의한 마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계적 안

에서 가스분자의 이동로를 나타내는 확산계수 D

정성이 요구된다.

와 고무재료와 접액재료의 화학적 특성과 접촉부

탱크류는 석회석용액 제조 및 석고탈수가 주된

의 모폴로지(Morphology)에 관련된 흡착계수 S의

목적이므로 용액의 균일화를 목적으로한 교반에

적이며, 온도에 따라서도 그 값이 달라지는 가스

의한 마모에 대해서 기계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의 투과를 지배하는 값이다.2,3

배관은 슬러리나 폐액의 반송이 주된 목적이므
로 슬러리의 고속반송에 의한 국부적인 마모에 대
해서 기계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또한 흡수액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도 요구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라이닝에 요구되는 성
능은 다음과 같다.
(1) 수증기, SO 2, HCl, HF, NO X , 기타의 가스에
대하여 낮은 투과성을 가질 것
(2) 산 및 염류에 대하여 화학적 안정성을 가질 것

(1) 투과량(Permeating quantity)
Pc . A . t (p 1 - p 2)
Q = ―――――――――
L

Q = 투과량(Permeating quantity)
Pc = 투과계수(Permeation coefficient)
A = 접촉면적(Surface area)
t

= 접촉시간(Time)

p 1.p 2 = p 1>p 2 의 경우 라이닝의 접액부와 고무
조직 내외의 비접액부간의 부분압

(3) 약 65 ℃까지의 열과 산화에 대하여 안정성

(Partial pressure)

을 가질 것
(4) 높은 내마모성을 가질 것 - 특히 슬러리가

L = 고무두께(Layer thickness)
(2) 투과계수

닿는 면
(5) 우수한 내구성을 가질 것

① 투과계수 Pc(Permeation coefficient)
(고무재료와 접액재료의 화학적 특성과 접촉

4. 고무의 가스투과성과 내액성의 상관

부 Morphology에 관련)

관계
Pc = S · D

4.1 수증기 투과계수
고무라이닝을 방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도중 블리스터(Blister)가 발생하여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많다. 블리스터는 액상매질에 닿아있는 라
이닝 부가 고온이고 하지금속이 저온인 상태에서

S = 흡착계수(Sorption coefficient)
D = 확산계수(Diffusion coefficient)
② 투과계수 Pc의 온도 의존성
Pc

=

P0 · e (-E/RT)

사용되는 관체나 파이프 등에 많이 보이는 현상이다.
파이프나 소용량 구조물인 경우 보온을 하여 온

P 0 = 상수

도구배를 적게 하기가 용이하나, 대형장치는 외부

E =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

보온이 어렵기 때문에 라이닝 소재의 수증기 투과

R = 기체상수

계수를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T = 절대온도

라이닝 소재를 통과하여 투과되는 수분량(또는

고무라이닝 소재의 수증기 투과계수의 측정 방

가스량) Q는 표면적 A, 접촉시간 t, 라이닝 접액면

법은 플라스틱 필름의 투습도 측정방법(JIS Z0208)

과 하지금속 접착부의 온도 및 고무 조직 내외의

을 사용하거나 ISO-2782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수

비접액부간의 부분압 차에 비례하고 두께 L에 반

값을 구한다.(그림 1, 그림 2)

Rubber Technology

Vol. 10, No. 2, 2009

101

Key
1.
2.
3.
4.
5.
6.

7.
8.
9.
10.
11.
12.

high-pressure side
low-pressure side
permeable packing
themometer
clamp
test piece

tubeand valve for flushing
presure gauge
gas inlet
scale
liquid
capillary

그림 1. Apparatus for constant-pressure methods
with horizontal capillary

표 2. 라이닝용 고무의 배합구성
NRS

NRH

IIR

Key
1. pressure gauge
2. gas-inlet valve
3. by-pass valve
4. clamping screws
5. datum mark
6. U-tube

7.
8.
9.
10.
11.
12.

scale
flexible tube
gas-outlet valve
reservoir
handle
screw

그림 2. Apparatus for constant-pressure and
constant-volume methods with vertical
capillary
표 3. 가황된 고무의 물리적 특성

Cl-IIR
(PVC)

NR

100

100

0

0

IIR

0

0

100

0

Cl-IIR

0

0

0

100

카본블랙

20

0

20

20

무기충전제

80

0

80

0

PVC 파우더

0

0

0

80

경질고무분말

0

100

0

0

S

2.5

35

1

0

기 타

20~30

20~30

20~30

20~30

고무종류
시험항목

NRS

NRH

IIR

Cl-IIR
(PVC)

경 도(shore)

63(A)

75(D)

50(A)

65(A)

인장강도(MPa)

7

25

9

4

신장율(%)

350

3

600

320

증류수

11

4.5

4.1

18

부피팽창율 수돗물
(%)
해수
(80℃×30 日)
염산
(35%)

7

1.5

1.2

9

3

0.5

0.4

4

8

3.5

15

4.1

0.58×
-6
10

0.11×
-6
10

1.2×
-6
10

수증기투과성
2.98×
2
mg.mm/mm .mmHg.Hr
-6
10
(ZIS Z028, 25℃)

투과계수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고무의 종류
에 영향이 가장 크고, 그 외에 가황도, 배합성분의

은 천연고무연질배합(NRS)과 천연고무경질배합

영향도 크다.

(NRH), 부틸고무배합(IIR), PVC를 함유한 염소화

표 2와 표 3은 라이닝용 소재로서 활용도가 높
102

부틸고무의 증류수와 수돗물, 해수, 염산(35%)에
고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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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80 ℃에서 한달 동안 침적시켰을 때 부피

자들과 흡착된 소재가 확산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

팽창율을 측정한 결과와 침적 전의 물리적 특성

들을 도식화 한 것이다.
표 5는 PVC가 충전된 염소화부틸고무의 팽윤

및 수증기 투과계수 값이다.
고무라이닝 소재의 화학적 안정성은 평형상태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서 수분이 고무 표면에 흡착

로 되기까지의 흡수량으로 평가되며 고온이 될수

하여 평형 팽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록 기계적 성질의 저하가 빨리 진행한다.
표 4. 라이닝 소재의 접액시 흡착

경질천연고무가 연질천연고무에 비하여 수분의
흡수가 늦은 것은 가교구조가 치밀하며 망목쇄의
농도가 높아 고무 분자의 운동이 저하한 것과 관

(1) 흡착(Sorption)
→ 물질이 고무 표면 또는 계면에 축적 또는 농
축되는 현상

련이 있으며 연질임에도 불구하고 수분의 흡수가
적은 부틸고무의 경우는 주쇄에 부착된 메칠렌

→ 흡착제와 피착물에 대한 고유한 특성

(Methylene)기가 분자 운동을 저하시킨 결과에 기

가황된 고무와 흡착제와 흡착 요소

인한 것이다.4
그리고 수분의 흡수는 수분 자체의 특성과 고무

고무의 종류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충전제나 가황제 등의 각종
배합제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지며 가황도에 따

온

충전제의 종류

기타 배합제의 종류

고무의 표면 구조 및
표면 특성

도

가교도

라 망목쇄 농도의 차가 발생하므로 수분의 흡수
뿐만 아니라 기계적 성질도 차이가 난다.

5

4.2 물의 종류와 고무의 내수성
6

Water cluster 의 크기와 형태와 물 극성의 크기

흡착제 농도

표 5. 라이닝 소재의 접액시 확산 인자

(2) 확산(Diffusion)

에 따라 내수성이 결정된다. 증류수는 산소에 편

기체 분자나 원자 또는 고체나 액체 상태를 구

재된 음이온이나 수소에 편재된 양이온이 뚜렷한

성하는 분자가 포텐셜(Potential)차에 의하여 높은

극성을 나타내며 Cluster가 작다.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수돗물과 바닷물은 물분자 중 음이온이 많은 산

가황된 고무와 흡착제의 확산 요소

소 부근에 용해된 각종 양이온(Fe ++, Mg ++, Zn ++,
+

Na 등)들이 산소에 편재된 음이온들과 Cluster를
형성하여 물분자 Cluster가 크게 형성되고 물분자
에 편재된 산소의 음이온 활성도가 낮아져 반응성
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바닷물은 양이온이 현저하게 많이 용해되

고무의 종류
고무와 충전제와의
WET 특성
온

충전제의 종류

가교밀도
흡착제 농도

고무의 확산 특성
압

도
시

간

어 있으므로 Cluster의 크기가 크고, 또한 Cluster

배합제 중 흡착제
용해 가능 성분

력

소재의 내부 기공

의 형성 능력이 커서 물분자의 산소 음이온의 활
성도는 급속하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Cluster의 크기는 물분자의 활동도와 연
관이 있으며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
으며 온도에 따라 가역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추
론할 수 있다.

(80℃ 증류수에서 30 일 동안
고무가 Swelling 되는 과정의 예상 경로)

1단계 : 수분의 흡착

고온이 되면 물의 Cluster 크기가 열에너지에 의

표 4는 라이닝 재료가 접액시 흡착에 관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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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작게 변화하여 흡착과 침투가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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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교 반응 도중 형성된 물에 가용성인 ZnCl2가 녹
아서 고무 조직 내에 물이 차있는 방을 형성한다.
3단계 : 수분 확산의 진행 → 표면부터 Swelling이 일어남

① 치환된 히드록실기와 물분자가 수소결합을 하
여 친수 영역이 두터워지면서 망목쇄의 재배열
또는 붕괴를 일으킨다.
② 물에 가용성인 ZnCl2가 녹아서 고무 조직 내에
물이 차있는 방을 형성한다.
③ 물이 차있는 방이 수분 침투 경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온도 변화에 따라 기액 상변화에
따른 펌프의 역할도 한다.
④ 방 주위의 고무 망상 조직은 온도 변화에 따른
2단계 : 수분의 확산

물이 차 있는 방의 반복 팽창수축에 따라 기계

① 고무에 분산된 PVC가 100 ℃ 정도로 가열되면

적인 피로가 배가된다.

PVC 입자의 표면에서 염산이 생성한다.
고분자 탄소와 연결된 Allylic 염소원자는 열에
의하여 쉽게 탈리되고,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대로 연속해 있는 상태로 이중결합의 π전자
가 단일결합에도 약하게 결합되어 있어 두 결
합의 중간 특성이 있는 Conjugate double bond
가 형성된다. (Zipper 반응) 8
② 수용액 중에서 양성자 친화도가 1632 kj/mol인
히드록실음이온이 양성자 친화도가 1395 kj/
mol인 염소음이온9과 치환반응을 일으키고, 사
슬에 치환된 히드록실기가 많아질수록 PVC
표면은 친수화한다.

4단계

① 벌어진 고무 망목쇄 사이로 대형 Water Cluster
및 큰 이온들의 이동 통로를 형성한다.

104

고무기술

제10권 제2호, 2009

표 7. 내부온도 80 ℃와 외부온도 20 ℃ 조건에
서 부틸고무 라이닝 재료의 물 확산 시
험(1년)(KCH자료)1
Water content wt.-%

Water content wt.-%

도의 미소 공기공이 존재하고 있다.
공장내의 가공에서는 가황관에 의한 가압가황
을 하므로 이러한 미소 공기공은 고무시트 밖으로
압출되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설치 현장에서의
상압가황에서는 고무 쉬트 중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배합재의 연구에 의해 어느정도는
개선이 가능하나 완전하지는 않으므로 최근에는
진공식 쉬트 성형기가 널리 사용된다. 가황된 쉬

Thickness 4mm
Thickness 8mm

트의 밀도가 낮으면 수분을 포함한 매질의 투과가
Rubber thickness mm
(starting from medium side)

용이하게 된다. 가황된 쉬트 중에 공기가 남아 있
으면 이 부분은 두께가 얇으므로 조기에 블리스터
가 발생한다.

4.3 라이닝 두께 및 보온의 효과
수증기 투과량 Q는 라이닝 두께 L에 반비례하
고, 포화농도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은 두께 L의
2승에 비례한다.
고무라이닝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 당연히 블리
스터의 발생까지의 시간을 길게 하는게 가능하지
만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하는 것은 하지금속과의
접착 가공성을 곤란하게 하므로 1회 작업시 두께

5.2 접착
하지금속과의 접착이 양호하면 투과한 매질(수
분)은 접착층을 파괴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고
블리스터의 발생 시간이 지연된다.
그러나 접착력이 약하든가, 접착에 내구성이 없
다든가, 접착상태가 균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착
층에 도달한 매질은 쉽게 블리스터로 성장한다.

는 4 mm 전후가 바람직하며, 두껍게 할 경우는 한

5.3 가황

번 라이닝 한 다음 다시 그 위에 라이닝 하는 것이

고무재료의 고유성질은 고무를 충분히 가황함

안정성인 면을 확보할 수 있다.

으로써 완전히 발휘된다. 배관 등의 공장 제작 제

또한 블리스터의 발생은 라이닝 내외면의 온도

품은 가황관을 사용하고, 온도는 110 ℃~150 ℃,

차, 즉 수증기 분압의 차를 적게 함으로써 상당히

압력은 1~4 kgf/cm 2G 의 포화증기로 가황하는데

지연시킬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 한편, 현장

5. 라이닝 가공
블리스터의 발생을 포함해서 장기간의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고무라이닝의 수명을 생각하면 라이
닝 가공 기술은 중요하다.

시공의 경우는 이러한 가황방법은 일반적으로 이
용할 수가 없으며 아래와 같은 시공 방법을 적용
한다.
① 상압(대기압)하에서 최고온도 100 ℃로 증기
또는 온수로 가황한다.
② 미리 가황한 쉬트로 라이닝 시공한다.

5.1 쉬트(Sheet)
고무는 통상 카렌다(Calender), 롤러(Roller), 또

③ 자연가황 고무 쉬트로 라이닝 시공한다. (가
황은 약40 ℃에서 수개월 걸린다)

는 압출기(Extruder) 등을 사용해서 쉬트 모양으로

이러한 가황방법에는 각 각 일장일단이 있다.

성형되지만, 성형기술이 좋지 않으면 쉬트의 밀도

①의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하

가 저하한다든지 쉬트 중에 공기가 끼어들어 가기

는 유럽에서는 주로 ②의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도 한다.

①의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기술적으로 가황을

쉬트의 밀도가 낮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을 정
Rubbe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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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경우(가황용 증기의 공급을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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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라이닝용 고무 재료의 요구특성
(Sheet 재료일 경우)

고무의 성질
① 경도
② 인장강도
③ 신장율
(1) 물리적 특성

(2) 화학적 특성

(3) 가공특성

요

특

성

경질고무의 경우 높을 수록 좋으나, 연질고무의 경우 내마모성을 요구하
는 Slurry 를 취급하는 라인이 아닐때는 적정 가황의 정도를 측정하는 인
자라고 고려한다.

④ 전기전도성

절연성이어야 한다.
Pinhole 측정시 전도성일 경우 측정이 불가능하다.

⑤ 접착강도

클수록 좋다.

⑥ 충격강도

경질고무의 경우 내충격성(기계적, 열적)이 우수하여야 한다.

① 내수성

클수록 좋다.

② 내화학성

클수록 좋다.

③ 가스 투과성

낮을수록 좋다.

① 쉬트 가공성

Calender 작업, 압출 작업이 용이하여야 하며 수축이 작고, 가공면이 깨
끗하여야 한다.

② 절단 가공성

칼이나 인두로 쉽게 재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생지의 강도

생지 위에 사람이 올라섰을 때 사람의 체중에 의하여 변형이 가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

④ 점착성

쉬트 간의 점착성이 양호하여야 한다.
→ 손으로 쉽게 박리할 수 있어야 하고, 기저와는 스카치테이프 정도의
점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는 경우 등)에는 ②의 방법이 적당하다. ③의 방법
은 시공 전에 라이닝용 고무의 이동이나 보관중에
냉각이 필요하고, 가황 후 고무의 성능도 ①이나
②에 비해 약간 떨어진다.

6. 라이닝용 고무 소재의 요구특성
고무라이닝은 작업시 기후 조건이나 사용 조건,
구조물의 형태 등의 작업장의 조건과, 창조성과
섬세함을 갖춘 장인정신이 투철한 인적요소와, 가
공성이 좋고 사용시의 물리 화학적인 요구성능을
충족시키는 재료의 조합으로서 라이닝의 품질이
완성된다.
라이닝용 고무 Sheet 재료의 특성은 표 8의 특성
을 가능한 한 충족하여야 하며, 시공 후 핀홀 시험
을 비롯하여 타진 검사, 경도 검사를 실시하여 완
벽을 기하는 정성이 완성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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