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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Clay의 표면을 bis[(3-triethoxysilylpropyl)tetra sulfide (TSS)으로 처리하면 clay 표면의 소수성이 증가
될 뿐만 아니라 high temperature vulcanization 형 silicone rubber(HTV)와 화학적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clay와
silicone rubber 사이의 상용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TSS를 이용하여 Na-MMT와 Fe-MMT의 silicate 층 표면에 tetra sulfide 그룹을 도입시킨 Na-MMTS4와 Fe-MMTS4를 각각 제작하였다. 이들 clay를 HTV
silicone rubber와 compounding하여 silicone rubber/clay composites를 제작하였으며, clay의 종류 및 표면개질에
따른 silicone rubber 복합체의 열적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였다.
ABSTRACT：Modification of clay surface was attempted by treating the clay with bis[(3-triethoxysilylpropyl)tetra sulfide
(TSS) to raise the hydrophobicity and to induce a chemical reaction between the clay and the high temperature vulcanization-type silicone rubber matrix with purpose of improving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components, and thereby
Na-MMTS4 and Fe-MMTS4 were synthesized by treating Na-MMT and Fe-MMT with TSS, respectively. Silicone rubber/clay
composites were prepared by compounding the clays with silicone rubber. Thermal stabi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evaluated as a function of the clay types and the surface modification.
Keywords：silicone rubber, clay, silicone rubber/clay composites

Ⅰ. 서

론

최근 나노소재를 이용한 소재의 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clay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1~5 Clay는 입자가 미세하여 그 분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결합 표면적의 증대로 인해 작은 함량에도 불구하고 매트릭스
와 입자간 상호작용이 현저히 증가하여 종래의 충진제 보다
우수한 물성을 나타낸다. Clay를 이용하여 복합재료를 만들었
을 때, 열적 안정성, 내용제성,6 난연성, 가스차단성,7 인장강도
8-10
및 인열강도의 향상 등과 같은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
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고분자 재료에서 보고되어있다.
11~14

Clay에 의한 보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clay와 polymer의
상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Clay와 polymer의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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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도에 따라 clay의 층간 간격이 넓어지는 층간 삽입이 일
어나거나 clay의 적층 구조가 완전히 와해되어 silicate 층이
박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Clay에 의한 보강효과는 polymer
매트릭스 내에서 silicate 층이 완전하게 박리되어 분산되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다.
Silicone rubber는 다른 유기고무 탄성체들과 비교하여 높은
열 안정성, 낮은 표면장력과 우수한 전기 절연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15 충진 되지 않은 상태에서 silicone rubber는 매우
약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므로 충진제를 첨가하여 이를 보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진제의 효과는 이들의 크기가 입자 모
양에 영향을 받으며, silicone rubber와 충진제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15-16
최근 유기물로 개질된 clay와 rubber의 compounding으로 물
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7~21 Clay의 표면을 유
기물로 기능화함으로써 silicone rubber간의 화학 반응을 유도
할 경우 clay와 matrix 사이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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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sodium montmorillonite (Na-MMT)와 nontronite (Fe-MMT)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bis(3-triethoxysilylpropyl)tetrasulfide (TSS)로 처리하여 clay의 표면에 tetra sulfide
group이 도입된 Na-MMTS4와 Fe-MMTS4를 각각 제조하였다.
Silicone rubber에 이들 clay를 compounding하였을 때 복합체의
열적 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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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4.1 X-ray 회절 분석

Wide Angle X-ray Scattering (Rigaku DMAX2500, XRD)은
CuKα radiation ( = 0.154 nm)을 적용하여 회절각 2 를 2˚~10˚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Clay의 silicate 층간 거리는 Bragg's equation (1)을 사용하였다.

험
  sin

(1)

1. 재 료
= 정수
 = XRD 광선의 파장
 = 결정 평면사이 공간의 거리


Na-MMT는 cation exchange capacity가 92.6 meq/100 g으로
Southeastern Clay 사 제품이다. Fe-MMT (Fe(Ⅲ) [Al0.33(Na0.33)
Si3.67]O10(OH)2)는 Ward's Natural Science Establishment 사 제품
(49E 5108)을 사용 하였으며, clay의 표면 개질에 사용된 TSS
는 Shin-Etsu Chemical 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Silicone rubber로는 구성 물질이 dimethyl, methylvinylsiloxane (>60%), dimethylsiloxane (30~60%), silica (10~30%)인 양말
단기로 비닐기를 가지고 있는 PDMS (polydimethylsiloxane)를
사용하였다. 이는 제품명이 GP-30인 DOW CORNING 사에서
공급받았으며 기타 다른 정제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Silicone rubber의 경화제로는 제품명이 LS-5인 DOW CORNING
사의 2,5-dimethyl-2,5-di(t-butylperoxy)hexane (DMBPH)를 사
용하였다.
2. Clay의 표면개질
Na-MMTS4의 제조를 위하여 메탄올 (65 wt%)/증류수 (35
wt%)의 혼합액에 HCl을 적당량 넣어 교반한 뒤 TSS를 첨가하
고 2시간 동안 교반하여 수산화를 시킨 후 20 g의 Na-MMT
를 넣은 혼합물을 70 ℃로 14시간 이상 교반하였다. 반응물을
걸러내고 에탄올로 여러 번 씻은 뒤 진공오븐에 48시간 이상
완전히 건조 하고 grinding하였다. Fe-MMTS4도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3. Silicone rubber/clay composites의 제작
Silicone rubber 100 g과 경화제 (DMBPH) 1 g을 toluene 400
g에 넣고 상온에서 교반하여 Silicone rubber를 완전히 녹인
후 clay 5 wt%를 넣었다. Clay의 분산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위
해 sonicator를 사용하여 초음파에서 3시간 노출시키면서 교반
하였다. 혼합물의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60 ℃ 진공오븐에서
48시간 이상 건조 하였다. 건조된 혼합물은 press에서 10분간
170 ℃온도와 ~14 MPa의 압력을 가하여 2 mm두께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Silicone rubber 복합체 시편은 200 ℃의 convection
oven에서 4시간 동안 2차 경화를 하였다.



= 결정면과 입사된 빛 사이의 회절각

4.2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Philips CM200)으로 120
kV 상태에서 TEM image을 관찰하였다. Silicone rubber는 저온
에서 고무상 탄성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ULTRAMICROTOME (RMC-Boeckeler, MT-X ULTRAMICROTO-ME)로
cryosectioning을 극저온에서 실시하였다.
4.3 TGA

TGA (TA instruments, Q50)는 시료의 무게를 10~15 mg으로
하고 질소 기류 (90 ml/min) 하에서 20 ℃/min의 승온 속도로
25 ℃~750 ℃의 온도범위로 실시하였다.
4.4 기계적 물성

인장물성은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LLOYD
Instruments, Model No. LR10K)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KS
M 6782에 의해 테스트 속도는 500 mm/min으로 조정하였고
load cell은 500 kgf을 사용하였다. 시편은 아령형 3호 (KSM
6518) 형태로 제작하여 각각의 측정값은 최소한 5번 이상 측
정하여 평균값을 내었다.
인열강도 측정 역시 UTM을 이용하였으며, 시편은 트라우
저 형태로 제작하여 KS M 6783에 의해 100 mm/min의 테스트
속도로 조정하였고, load cell은 500 kgf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측정값은 최소한 5번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었다.
4.5 가교 밀도

가교밀도는 팽윤 실험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편을
약 2 g씩 동일한 크기로 잘라내고 이를 toluene에 무게가 변하
지 않을 때까지 담근 후 최종 무게변화를 측정하여 다음의
Flory-Huggins 식에 의해 결정하였다.
단위체적당 가교분자의 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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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은 clay의 표면 개질 과정과 TSS로 개질된 clay 표
면에 존재하는 silane이 silicone rubber와 반응하는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TSS와 clay의 표면에 있는 silanol group과의 축합
반응을 통하여 clay의 표면에 tetra sulfide group이 도입되며,
이에 따라 clay 표면의 소수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TSS의
tetra sulfide 기가 HTV 형 silicone rubber와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clay와 silicone rubber 사이의 상용성이 향상될
수 있다.
Figure 1은 질소기류 하에서 측정된 Na-MMT, Na-MMTS4,
Fe-MMT, Fe-MMTS4의 TGA 그래프이다. Figure 1(a)에 의하
면 Na-MMT의 경우 750 ℃까지 승온하였을 때 초기 질량의
7.3 wt%가 감소한 반면, Na-MMTS4의 경우에는 9.24 wt% 이상
의 질량 감소가 나타났다. Figure 1(b)는 Fe-MMT와 Fe-MMTS4
의 경우 각각 13.2 wt%와 14.1 wt%의 질량 감소가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TSS로 개질된 clay가 개질하기 전
의 clay보다 더 많은 질량 감소를 나타내는 것은 clay 층 표면에
도입된 TSS의 분해에 따른 추가 질량 손실에 기인한다.23 특히,
Na-MMT와 Na-MMTS4 사이의 질량감소의 차이가 Fe-MMT와
Fe-MMTS4사이의 질량감소 차이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

Figure 1. TGA profiles of the pristine and the modified clays.

은 Fe-MMTS4에 비해 Na-MMTS4가 더 많은 양의 TSS와 결합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silicone rubber에 clay를 첨가하여 제조한 복합
체의 morphology와 silicone rubber 내에서 clay의 분산정도는
XRD와 TEM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Clay의
(001) 면에 해당하는 XRD의 특정 패턴은 clay의 silicate 층의
간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001)의 peak에 의해 clay가 silicone
rubber matrix 내에서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TEM을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a)는 Na-MMT, Fe-MMT와 TSS로 개질된 NaMMTS4 및 Fe-MMTS4의 XRD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NaMMT와 Fe-MMT의 2  값은 각각 2  =7°과 2 =5.6°이므로 그
층간 간격이 1.26 nm와 1.58 nm이었다. Na-MMTS4의 경우에
서도 역시 개질 전 clay인 Na-MMT와 같은 위치의 2 값을 나
타냄으로 층간간격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clay
의 silanol group이 silicate 층의 평평한 표면보다 가장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점토와 TSS 사이의 화학 반응이 silicate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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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Scheme of the reaction between the TSS-modified clay and silicone rubber.
23~25

가장 자리에서 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Fe-MMTS4의 경
우에는 미미하게나마 peak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2 =5.8°의
값을 나타내어 Fe-MMT를 TSS로 변형함에 따라 층간 간격이
소폭 감소함을 보였다. 이는 Fe-MMT를 실란으로 개질하는

과정에서 층간 물질의 유실이나 clay의 개질 과정에서 용매에
의해 swelling되었다가 다시 건조되는 과정에서 층간의 ionic
force가 변화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Fe-MMT
를 TSS를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Fe-MMTS4를 제조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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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D patterns of (a) the clays, (b) Fe-MMT and modified clay without silane, and (c) the silicone rubber/clay composites. (1. silicone rubber/Na-MMT, 2. silicone rubber/Na-MMTS4,
3. silicone rubber/Fe-MMT, 4. silicone rubber/Fe-MMTS4)

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을 때 Fe-MMT의 층간 간격이Figure
2(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Silicone rubber를 서로 다른 clay와 compounding하여 제조한
복합체의 XRD 패턴을 Figure 2(c)에 도시하였다. Silicone rubber/Na-MMTS4 복합체의 경우 Na-MMTS4 자체의 XRD peak
위치와 같은 2 =7°에서 peak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5.9°에서도
어깨 peak을 나타내었다. 이는 Na-MMTS4의 일부는 층간 간격
이 변하지 않았으나 일부는 층간 간격이 넓어졌음을 나타내므
로 silicone rubber matrix 내에서 Na-MMTS4의 일부는 silicone
rubber 분자에 의하여 intercalation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Na-MMTS4가 같은 정도로 층간 간격 확장을 보이지 않은 것은
silicone rubber matrix 내에서 Na-MMTS4의 분산이 uniform하
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sonication만으로는 용액 블랜딩에 의하여 clay 층의
uniform한 분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Silicone rubber/Na-MMT 복합체의 경우에는 XRD 특성 peak
의 위치가 7.2°에서 나타나, Na-MMT가 7°에서 특성 peak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silicone rubber와의 compounding에 의하
여 Na-MMT의 층간 간격이 소폭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Fe-MMT와 Fe-MMTS4를 silicone rubber와 compounding한 복
합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Fe-MMT는 5.6°,
Fe-MMTS4는 5.8°에서 XRD 특성 peak을 보이는 반면 이들을
silicone rubber와 compounding 한 silicone rubber/Fe-MMT와 silicone rubber/Fe-MMTS4는 각각 6° 및 5.86°에서 특성 peak을
보였다. Clay를 고분자와 compounding할 때 clay의 층간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compounding 과정에서 고분자가
clay의 층간 간격에 침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액 compound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Na-MMT와 Fe-MMT는 유기화 되지 않은 clay이기 때문에 silicone rubber와의 compounding 후 층간 간격이 다소 좁아진 것
은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원인을 밝히
기 위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Silicone rubber/clay 복합체의 morphology를 TEM을 이용하
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
(a), (b), (c), (d)는 각각 silicone rubber/Na-MMT, silicone rubber/Na-MMTS4, silicone rubber/Fe-MMT, silicone rubber/FeMMTS4의 TEM image이다. Silicone rubber/Na-MMT의 경우
clay의 층이 박리되지 않고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반면 silicone rubber/Na-MMTS4의 경우 Figure 3 (b)의 “1” 부근
에는 clay의 층간 간격이 “2” 부근에 비하여 좀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silicone rubber/Fe-MMT나 silicone rubber/Fe-MMTS4의 경우에는 특별히 층간 간격이 증가한 것은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내열온도가 높은 무기물질을 유기재료에 혼합
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면 복합체의 내열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7 Figure 4는 질소기류 하에서 neat silicone r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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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EM images of the silicone rubber/clay composites.
((a) Silicone rubber/Na-MMT (b) Silicone rubber/Na-MMTS4 (c) Silicone rubber/Fe-MMT (d) Silicone rubber/Fe-MMTS4)

ber와 silicone rubber/clay 복합체를 상온에서 750 ℃까지 승온
시키면서 측정한 TGA 그래프이다. Figure 4(a)에 의하면, silicone rubber/Na-MMT와 silicone rubber/Na-MMTS4 복합체는 모
두 약 500 ℃ 부근에서부터 질량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silicone
rubber/Na-MMT 보다 silicone rubber/Na-MMTS4가 더 높은 열
적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silicone rubber/Na-MMTS4 복
합체에서 형성된 C-S 결합(699 kJ/mol)이 C-C 결합(607 kJ/mol)
보다 더 큰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S 결합이
포함된 silicone rubber에서 분해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28 고분자 내에 “S” 성분
은 고분자의 난연성을 향상시키며 이는 이들 성분이 비교적
쉽게 숯을 형성하는 것도 silicone rubber/Na-MMT에 비하여
silicone rubber/Na-MMTS4의 질량 감소가 더 천천히 일어나는
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된다. Silicone rubber/Fe-MMT 및 silicone
rubber/Fe-MMTS4는 neat silicone rubber와는 다르게 100~200
℃ 부근에서도 소폭의 질량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Figure 1(b)

가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Fe-MMT 및 Fe-MMTS4가 100
℃ 부근에서 이미 질량 감소를 나타내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반면 silicone rubber/Fe-MMT 및 silicone rubber/Fe-MMTS4가 500 ℃ 이상에서는 오히려 neat silicone rubber
보다 질량 감소가 더 느리게 일어나고 있으며 silicone rubber/Fe-MMT가 silicone rubber/Fe-MMTS4 보다 질량 감소 속도
가 더 느린 것이 관찰되고 있다. Fe-MMT의 적층 면 사이에
존재하는 Fe3+이온은 radical scavenger로서 Fe3+＋R․ →Fe2+＋
R+와 같이 radical을 trapping하므로 열분해 시에 생성되는 잉
여 라디칼을 소진 시켜 유기 복합체의 열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Fe-MMTS4의 경우에는 clay 층의 가장
자리에 주로 결합 되어 있는 silane 화합물이 Fe3+이온과 silicone rubbber의 접촉을 방해하여 Fe3+이온에 의한 radical trapping 효과를 저하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30
Table 1에는 UTM으로 silicone rubber/clay composites의 기계
적 물성을 조사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Na-MMT, Na-MMT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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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GA profiles of neat silicone rubber and silicone rubber/clay composites.

및 Fe-MMT, Fe-MMTS4는 모두 인장 강도를 강화시키는 충진
제로 작용하여 clay의 종류와 무관하게 silicone rubber의 인장
강도와 파단신율 및 인열강도를 향상 시켰다. 특히 TSS로 개
질된 Na-MMTS4와 Fe-MMTS4가 첨가된 silicone rubber composites의 물성이 pristine clay가 첨가된 silicone rubber composite
에 비해 더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lay는 높은 aspect ratio와 판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고분자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Na-MMT와
Fe-MMT를 compounding한 silicone rubber의 경우에는 carbon
black 이나 silica를 compounding하였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보강 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Fe-MMTS4와 Na-MMTS4를
compounding하였을 경우에는 인장 물성이 현저히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lay의 표면을 tetra sulfide silane으로
유기화함에 따라 clay 표면의 소수성이 증가하여 실리콘 고무
와 상용성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tetra sulfide 기의 존재로
인하여 silicone rubber 분자와의 화학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silicone rubber와의 interaction이 향상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
된다.
뿐만 아니라 Fe-MMTS4와 Na-MMTS4를 compounding하였
을 때 인장강도가 향상된 것은 silicone rubber와 clay 사이에
sulfide 결합이 생성되어 가교 밀도가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oluene을 이용한 팽윤도를
조사함으로써 silicone rubber composites의 가교밀도를 측정하
였다. Figure 5에 의하면 예상과는 달리 가교밀도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가하였다:
Silicone rubber/Fe-MMTS4 ＜ Silicone rubber/Na-MMTS4 ＜
Silicone rubber/Fe-MMT ＜ Silicone rubber/Na-MMT ＜ Neat
silicone rubber
Table 1에서 Silicone rubber/Fe-MMTS4, Silicone rubber/Na-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ilicone Rubber/clay Composites
Sample code

Tensile Strength Elongation Tear Strength
(MPa)
(%)
(MPa)

Silicone rubber

3.84

498

0.55

Silicone rubber/
Na-MMT
Composites

5.15

691

0.60

Silicone rubber/
Na-MMTS4
Composites

6.39

982

0.92

Silicone rubber/
Fe-MMT
Composites

4.23

1402

0.78

Silicone rubber/
Fe-MMTS4
Composites

5.22

1343

1.18

Figure 5. Degree of crosslinking of neat silicone rubber and silicone rubber/clay composites measured from the swelling behavior
in toluene by using the Flory-Huggins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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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S4 및 Silicone rubber/Fe-MMT의 인장신율이 특히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이들의 가교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TSS로 개질된 Na-MMTS4와
Fe-MMTS4가 첨가된 silicone rubber composites의 가교밀도가
neat clay를 첨가했을 때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silicone rubber의 가교에 필요한 silicone rubber의 비닐
기 중 일부가 clay에 도입된 tetra sulfide와 반응하여 silicone
rubber의 가교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FeMMT를 첨가함에 따라 silicone rubber composites의 가교밀도
가 낮아지는 것은 이 clay 내에 있는 Fe3+이온이 radical scavenger로 작용하여 radical의 일부를 trapping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Matrix인 실리콘고무의 가교밀도가 저하할 경우 실리콘 고
무의 인장 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장신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장 강도 역시 증가하므로 TSS로 개질한
clay는 실리콘 고무의 toughness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
인 첨가제라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Clay와 silicone rubber 사이의 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Na-MMT와 Fe-MMT를 TSS로 처리하여 Na-MMTS4와 FeMMTS4를 각각 제작하였다.
Fe-MMTS4에 비해 Na-MMTS4가 더 많은 양의 TSS와 결합
되었으며 silicone rubber/Na-MMT, silicone rubber/Fe-MMT 및
silicone rubber/Fe-MMTS4 내의 clay의 경우 silicone rubber와의
compounding에 따라 층간 거리가 소폭 감소한 반면 silicone
rubber/Na-MMTS4 에서는 일부 clay의 층간 거리가 확장되었다.
Silicone rubber/Na-MMT 보다 silicone rubber/Na-MMTS4에
서 더 높은 열적 안정성이 관찰되었으며 silicone rubber/FeMMT 및 silicone rubber/Fe-MMTS4의 경우 Fe-MMT의 적층 면
사이에 존재하는 Fe3+이온의 radical scavenger 효과로 인하여
100~200 ℃ 부근 이외의 온도에서 더 높은 열적 안정성을 보였다.
Na-MMT, Na-MMTS4 및 Fe-MMT, Fe-MMTS4는 모두 인장
강도를 강화시키는 충진제로 작용하여 clay의 종류와 무관하
게 silicone rubber의 인장강도와 파단신율 및 인열강도를 향상
시켰으며 특히 Na-MMTS4와 Fe-MMTS4가 첨가될 경우 가교
도가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ilicone rubber composites의 물
성이 더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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