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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충전제의 영향을 막기 위해 비보강 NR, BR, SBR 고무 가황물을 원형 변형시켜 노화시킨 후 회복 거동을 

비교하였다. 시료는 상온, 50, 70, 90 ℃에서 10일간 노화시켰다. 측정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회복률은 증가하였다.

노화 후 측정 시간에 따른 회복률의 변화로부터 1.0 초 미만의 순간회복률을 구하였다. 상온 노화에서는 노화 기간이

짧아 고무 간의 회복률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50, 70, 90 ℃에서의 가속 노화 실험 결과에서는 각

고무 간의 회복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BR의 회복률이 가장 우수하였고, SBR의 회복률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90 ℃ 가속 노화 에서는 NR의 회복률이 BR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화 온도가 높아 질수록 초기 회복률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 폭은 SBR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실험 결과는 고무의 반발 특성과 노화에 의한 가교밀도 변화로 설명하였다.

ABSTRACT：Recovery behaviors of unfilled NR, BR, and SBR vulcanizates after aging with a circular deformation were
compared to prevent the influence of reinforcing agent. Samples were aged at room temperature, 50, 70, and 90 ℃ for
10 days. Recovery increased by increasing the measurement time. Instantaneous recoveries less than 1.0 sec were obtained
using the recovery variations with the measurement time. For aging at room temperature, difference in the recoveries of
the rubber samples was not significant because the aging time was too short. However, for accelerated thermal aging at
50, 70, and 90 ℃, difference in the recoveries of the rubber samples was significant. Degree of recovery of BR specimen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s, while that of SBR was lowest. However, for accelerated thermal aging at 90 ℃,
recovery of the NR sampl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BR one. The initial recovery decreased by increasing the aging 
temperature and the decrement of SBR was larger than the others.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explained with the resilience
properties of rubbers and the crosslink density changes by thermal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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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무 가황물은 변형 후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 가려는 회복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무 가황물은 높은 온도에서 오

랜 시간 동안 변형된 상태로 있게 되면 영구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1 고무 가황물은 대부분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

에 영구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면 고무 소재가 갖는 본래의 

특성을 잃는다. 고무 가황물에 힘이 가해져 변형 되었어도 가

교 밀도, 가교 형태, 고분자 사슬의 배열 등 초기 상태가 그대

로 유지된다면 영구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원상태로 완전 회

복이 가능하다.2 영구 변형이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교

밀도의 변화이다.3 고무 가황물은 열 노화에 의해 새로운 가교

를 형성하므로 가교밀도가 증가한다. 고무 가황물이 변형된 

상태로 가교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고무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

하려는 힘을 억제하게 된다. 따라서, 고무 가황물의 영구 변형

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가교밀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고무는 노화로 인해 부품 제작 당시와 제작 후 수 년이 지났

을 때 특성이 달라져 원하는 성능을 얻지 못하고, 제품 전체 

성능의 저하를 야기시킨다. 제품의 설계 단계에 있어서 제품

의 노화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나, 고무 소재의 

상온 노화는 수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온 가속 

노화 실험을 이용하여 실험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상온에서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고무의 회복 거동을 알아보기 위한 변형 실험법 중에는 가

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영구 압축 변형 시험법 (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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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384)이지만, 이 시험법은 시험편의 불균일성 (초기 시험

편의 치수, 가교밀도 차이)과 다량의 배합물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또한 영구 압축 줄음률은 측정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직선 관계를 잘 나타내지 못해 순간 회복률을 측정하는데 큰 

오차 요인이 된다. 원형 변형 시험법은 시험편의 두께를 약 

2 mm로 균일하게 사용하여 직선 모양의 시험편을 원형으로 

변형/고정시켜 노화 후 회복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실험 방

법이 매우 간단하고, 시험편의 크기가 작아 한 장의 인장 시험

편에서 다량의 시험편을 취할 수 있어서 시험편 불균일성에 

따른 실험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1,4 
  보강 고무 시험편을 사용하면 충전제의 영향이 회복 거동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무 종류에 따른 

회복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충전제를 함유하지 않은 비보강 

NR, SBR, BR 가황물을 준비하여 실험하였다. 노화 온도는 

상온, 50 ℃, 70 ℃, 90 ℃였으며, 노화 기간은 동일하게 10일로 

고정하였다. 영구 변형의 주요 원인으로 가교밀도를 들 수 있

으므로, 노화 후 가교밀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Ⅱ. 실    험

  고무 가황물은 고무 (NR, SBR, 혹은 BR, 100.0 phr), 산화 

아연  (2.0 phr), 스테아르산 (2.0 phr), 가황 촉진제 (N-tert-bu-
tyl-2-benzothiazole sulfenamide, TBBS, 1.6 phr), 황 (1.4 phr)으
로 이루어졌다. SMR20, SBR1500 (금호석유화학), BR01 (금호

석유화학)을 각각 NR, SBR, BR로 사용하였다. 고무 배합은 

Banbury 배합기를 사용하여 실행하였고, 시험편은 두께 2 mm 
인장 시험편 몰드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원형 변형 시험 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실시하였다. 자
세한 사항은 이미 보고된 문헌에 나와 있다.1,4 첫째, 두께가 

2 mm인 고무 시험편을 인장 방향으로 100 mm, 폭  8 mm로 

자른다. 둘째, 직선 시험편을 원형으로 말아 양 끝을 스테이플

러 핀으로 고정한다. 셋째, 변형 시킨 고무 시험편을 상온에서 

10일 동안 노화 시키고, 오븐에서 50, 70, 90 ℃에서 10일 동안 

노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노화된 고무의 핀을 제거하고 

6.9×10-3, 2.1×10-2, 4.2×10-2, 0.16, 0.33, 0.5, 1, 4, 7, 10, 15, 20, 
30일 후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각 고무의 양 끝 거리

를 측정한다. 고무 시험편을 각각 세 개씩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노화 전 후 각 시험편의 가교 밀도 측정은 팽윤법을 사용하

였다. 노화 후 시험편은 노화 후 1일된 시험편을 사용하였다. 
고무 시험편을 THF에 3일, n-hexane에 2일 동안 담궈 고무 

안에 들어 있는 유기 첨가물을 추출하였으며 상온에서 2일 

동안 건조시켰다. 그리고 유기 물질이 추출된 고무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건조시킨 고무를 톨루엔에 담궈 팽윤시킨 후 고

무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팽윤비(Q)는 Q = (Ws-Wu)/Wu로 계산

되었다. Ws는 팽윤된 고무의 무게, Wu는 팽윤 전 고무의 무게

이다. 보통 팽윤비의 역수 (1/Q)를 겉보기 가교밀도로 사용한

다. 본 실험에서는 노화 전 고무 시험편과 각각의 노화 온도에

서 10일 동안 노화 시킨 고무 시험편, 그리고 노화 후 30일 

동안 상온 방치한 고무 시험편의 가교밀도를 측정하여 비교하

였으며, 시험편은 각각 세 개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열 노화에 의한 비보강 NR, SBR, BR 가황물의 원형 변형으

로부터의 회복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노화 후 핀을 제거하고 

6.9×10-3일 (10분)부터 30일까지의 측정 시간에 따라 고무의 

양 끝 거리를 측정하였다. 고무의 원형 변형으로부터의 회복

률은 R(%) = 100 x (lgap / llin)으로 계산하였다. lgap은 노화된 

고무의 양끝 거리이며, llin은 직선 시험편의 길이(100 mm)이다.
  Figure 1은 상온에서 노화시킨 시험편의 원형 변형으로부터

의 회복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BR 가황물의 회복률은 NR이

나 SBR 가황물의 회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BR가황물은 초

기부터 거의 100%에 가까운 회복률을 보였다. NR과 SBR 가
황물도 초기 회복률이 98% 이상이었다. 상온 노화 실험에서

는 초기 회복률이 98%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고무가 노화에 

의한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고온 가속 

노화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상온에서 노

화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상온에서 10일간 노화는 고무 시험편에 영향을 주기에는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2는 50 ℃에서 노화시킨 시험편의 원형 변형으로부

터의 회복 거동이다. 상온 노화 실험과 마찬가지로 BR 가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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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ariation of the recoveries of the aged rubber vulcan-
izates after removal from the circular deformation with the meas-
urement time. The sample was thermally aged for 10 days at room 
temperature. The squares, circles, and triangles indicate the NR, 
SBR, and BR vulcaniza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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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ariation of the recoveries of the aged rubber vulcan-
izates after removal from the circular deformation with the meas-
urement time. The sample was thermally aged for 10 days at 50℃. 
The squares, circles, and triangles indicate the NR, SBR, and BR 
vulcaniza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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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ariation of the recoveries of the aged rubber vulcan-
izates after removal from the circular deformation with the meas-
urement time. The sample was thermally aged for 10 days at 70℃. 
The squares, circles, and triangles indicate the NR, SBR, and BR 
vulcanizates, respectively.

의 회복률이 NR과 SBR 가황물의 회복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

타났다. 노화 온도가 비교적 낮아 회복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 
초기 회복률은 BR이 98% 정도였고, NR과 SBR은 94% 정도였

다. 30일 후의 회복률은 BR의 경우에는 거의 100% 정도였고, 
NR과 SBR은 98% 정도였다. Figure 3은 70 ℃에서 노화 시킨 

시험편의 원형 변형으로부터의 회복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상온과 50 ℃ 노화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BR 가황물의 회복

률이 NR이나 SBR 가황물의 회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SBR가황물은 상온이나 50 ℃노화 실험에서는 NR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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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ariation of the recoveries of the aged rubber vulcan-
izates after removal from the circular deformation with the meas-
urement time. The sample was thermally aged for 10 days at 90℃. 
The squares, circles, and triangles indicate the NR, SBR, and BR 
vulcanizates, respectively.

황물과 비슷한 회복 거동을 보여주었으나, 70 ℃ 노화에서는 

NR가황물에 비해 회복률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70 ℃ 

노화에서의 초기 회복률은 NR, SBR, BR 가황물이 각기 86, 
80, 91% 정도였으며, 30일 후의 회복률은 NR은 90%를 넘었으

나 SBR은 90% 미만이었다. Figure 4는 90 ℃에서 노화 시킨 

시험편의 원형 변형으로부터의 회복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SBR 가황물의 회복률은 NR이나 BR 가황물의 회복률보다 매

우 낮게 나타났으며, 초기 회복률은 50%를 약간 웃돌고 30일 

후에도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그쳤다. 반면, NR의 경우에

는 70 ℃까지의 노화에서는 BR에 비해 현저히 낮은 회복률을 

보였지만, 90 ℃ 노화에서는 BR보다 우수한 회복률을 보였다.
  실험 결과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노화 온도가 높을수록 

고무 가황물의 회복률은 감소하였다. 이는 가교밀도 변화 정

도로 설명할 수 있다. 고무 가황물의 가교밀도는 전반적으로 

노화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상온과 50 ℃에서 10일간

의 노화 후에는 가교밀도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70
℃ 와 90 ℃ 노화 후에는 가교밀도 증가가 뚜렷이 나타났다. 
하지만 BR의 경우, 70 ℃에서 10일간의 노화 후에도 가교밀도

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노화 후 바로 측정한 가교 밀도와 노화 

후 회복률 측정 30일이 경과한 후의 가교 밀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상온에서 30일 간 방치는 가교밀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NR, SBR, BR 시험편 중, 
고온 가속 노화 후 가교밀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SBR 
가황물이었으며, 그 다음이 NR 가황물이고 BR 가황물의 가교

밀도 증가가 가장 작았다. 가교밀도 변화는 물성의 변화를 일

으키고 영구 변형을 유발시킨다.5 가교 밀도 변화율은 새로운 

가교의 형성과 이미 존재하는 가교의 분해 간의 경쟁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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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결정된다. 새로운 가교의 형성은 가교밀도의 증가로 

나타나고 기존 가교의 분해는 가교밀도의 감소로 나타난다. 
고무 가황물에는 가황 후에도 황, 아연 혼합물, 가황 촉진제 

잔류물 등과 같이 가교 중간체나 가교제 등이 잔류하게 되는

데, 이들에 의해 새로운 가교가 형성될 수 있다.6 열 노화에 

의한 가교밀도의 증가는 새로운 가교의 형성이 기존 가교의 

분해를 능가할 때 나타난다. 노화 후 가교밀도의 변화 정도로 

회복률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즉, 회복률이 낮은 경우는 대체

적으로 가교밀도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SBR이 다른 고

무에 비해 회복률이 작았고 가교밀도 증가 폭은 가장 컸다. 
가교밀도 변화 이외에 고무의 반발 탄성 특성도 회복률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BR은 NR이나 SBR에 비해 반발 

탄성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s 1~4에 나타난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회복률은 

측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Figure 1~4의 직선 최적화식을 모은 것인데, 상관 계수가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러한 직선 관계로부터 실험에서 측정

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에서의 회복률 (순간 회복률)을 구

할 수 있다. 씰링과 방진 특성은 고무 부품이 갖는 독특한 특성 

중 일부이고, 고무 부품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 중 하나가 

씰링이나 방진 소재이다. 씰링과 방진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

기 위해서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회복하여 빈 공간을 메우는 

순간 회복률이 우수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 힘에 의한 변형 

후 1 초 이내의 순간 회복률은 실험으로 측정하기 매우 곤란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형 변형 시험법에서 얻은 시간에 

따른 회복률의 변화는 우수한 직선 관계를 보이므로 외삽에 

Table 1. Linear Curve Fitting Equations for the Recoveries from 
the Circular Deformation after the Thermal Aging (Figures 1 ‐ 
4).

Aging
temperature Rubber Curve fitting equ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r)
NR y = 0.40 log x + 99.07 (r = 0.991)

Room
temperature SBR y = 0.45 log x + 99.28 (r = 0.985)

BR y = 0.02 log x + 99.89 (r = 0.973)
NR y = 1.11 log x + 97.22 (r = 0.998)

50℃ SBR y = 1.21 log x + 96.99 (r = 0.990)
BR y = 0.52 log x + 99.08 (r = 0.953)
NR y = 1.84 log x + 90.45 (r = 0.975)

70℃ SBR y = 2.68 log x + 85.78 (r = 0.997)
BR y = 0.93 log x + 93.47 (r = 0.982)
NR y = 2.75 log x + 69.91 (r = 0.972)

90℃ SBR y = 2.75 log x + 57.90 (r = 0.977)
BR y = 1.86 log x + 68.57 (r = 0.990)

20 30 40 50 60 70 80 90
30

40

50

60

70

80

90

100

In
st

an
ta

ne
ou

s 
re

co
ve

ry
 (%

)

Aging temperature (oC)

Figure 5. Instantaneous recoveries of the aged rubber vulcanizates 
at 10‐6 day (0.09 sec) after removal from the circular deformation 
with the aging temperature. The squares, circles and triangles in-
dicate the NR, SBR and BR vulcanizates, respectively. 

의해 1 초보다 짧은 시간의 순간 회복률을 구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 얻은 회복률과 측정 시간과의 직선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우수하였다. Table 1의 식에서 측정 

시간인 “x” 값에 1.0×10-6 일 (0.09 초)를 대입하여 이 때의 회복

률인 순간 회복률 “y” 값을 구할 수 있다. Figure 5는 그 결과를 

노화 온도에 따른 변화로 도식한 것이다.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이, 노화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무의 

순간 회복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R가황물의 순간 

회복률이 가장 높으며 SBR가황물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R가황물이 열 노화에 의한 영향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고, SBR가황물이 열 노화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화에 의한 가교밀

도의 증가 폭과 반발 탄성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노화에 

의한 가교밀도의 증가 폭이 BR이 가장 작고 SBR이 가장 컸으

며, BR의 반발 탄성이 다른 고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가교밀도 변화가 작다는 것은 노화에 의해 기존 가교가 분해

되거나 새로운 가교가 형성된 정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구 변형이 적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반발 탄성이 우수하

다는 것은 변화를 일으킨 외부 힘을 제거하였을 때 원 상태로 

회복하는 속도가 빠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간 회복률 결

과는 가교밀도 변화량과 반발 탄성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SBR의 낮은 순간 회복률은 SBR 사슬의 이동성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SBR은 스티렌과 부타디엔의 공중합체

인데, 스티렌은 페닐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페닐기 간의 강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SBR 사슬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그 결과 

순간 회복률을 느리게 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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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원형 변형 시험법은 측정 시간에 따른 고무의 회복률이 우

수한 직선적 관계를 보이므로 고무의 순간 회복률을 측정하기 

위한 좋은 시험법으로 증명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고무 

가황물의 회복률은 노화 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되었다. 상
온, 50 ℃, 70 ℃에서 노화시킨 경우, BR가황물의 회복률이 가

장 높았다. NR가황물과 SBR가황물의 회복률은 상온과 50 ℃ 

노화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70 ℃와 90 ℃ 가속 노화에

서는 NR이 SBR보다 월등히 우수한 회복 거동을 보였다. 또한 

NR은 90 ℃ 가속 노화에서 BR보다 우수한 회복 거동을 보였

다. 열 노화 후 SBR가황물이 NR과 BR가황물보다 회복률이 

낮은 이유는 열 노화 후 겉보기 가교밀도 변화량이 NR과 BR
가황물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원형 변형 시

험법으로 비보강 고무가황물의 회복 거동에 대한 직선 식을 

얻을 수 있었고, 비교적 우수한 상관 계수를 나타냄으로써 매

우 짧은 시간 내의 회복률인 순간 회복률을 구할 수 있었다. 
BR의 순간 회복률이 다른 것에 비해 우수하였고, SBR의 순간 

회복률이 가장 낮았다. 순간 회복률의 차이는 노화에 의한 가

교 밀도의 증가 폭 이외에 고무의 반발 탄성 특성과 SBR의 

고분자 사슬의 유동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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