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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고무의 내열 및 내화 특성과 같은 열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리콘 고무와 친환경
재료인 펄라이트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혼합하여 실리콘 고무/펄라이트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실리콘 고무/펄라이트 복합체의 특성은 펄라이트의 함량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열중량 분석에서
순수한 실리콘 고무보다 실리콘 고무/펄라이트 복합체가 더 높은 온도에서 분해가 시작됨을 확인하였다. 가스 토치
시험을 통하여 펄라이트가 첨가된 복합 재료의 후면 온도가 순수한 실리콘 고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고,
RABT(Richtlinien für die Ausstatung und den Betrieb won Straβentunneln) 조건에 따른 내화로 시험 그리고
탄화로 시험에서 펄라이트의 함량이 5 wt% 와 10 wt%인 복합체가 뛰어난 열적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주사전자현미경
(SEM)으로 실리콘 고무 내에서 펄라이트의 분산정도를 관찰하였다. 또한 한계산소지수(LOI)는 펄라이트의 함량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In this study, silicone rubber filled with environmentally-friendly perlite was prepared by mechanical mixing
in order to improve thermal properties, such as heat and fire resistances. We found that the properties of silicone rubber
composites depended on perlite concentration by various characterization methods.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 indicated
that the initial degradation temperature of silicone/perlite composite was higher than that of pristine silicone rubber. The
gas torch test showed that the opposite side temperature of composite materials was remarkably low as compared to that
of pristine silicone rubber. In addition, the composites containing 5 wt% and 10 wt% of perlite showed remarkable thermal
stability at elevated temperatur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oth fireproof furnace tests under the RABT condition and
carbonization furnace tests. The images from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showed the degree of dispersion of
perlite in silicone rubber.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limited oxygen index(LOI) was increased with perlite concentration.
Keywords：Silicone rubber, Perlite, Fire resistance, Fireproof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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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실

론

터널 화재 시 내부의 온도는 일반 화재와 달리 화재 발생
후 10~15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고, 터널 내 최고 온도는
연소물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1200 ℃ 까지
상승한다. 예로써 Table 1에 터널내 차량화재 실험에 대한 최
고온도를 간략히 나타내었다.1
터널구조물의 주 재료인 콘크리트는 약 250 ℃ 부근의 온도
에서부터 탈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고온으로 갈수록 탈수현
상이 심해지고 약 900 ℃ 에서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완전한
탈수가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 콘크리트의 표층이
박리되면서 단면결손이 생기는 폭렬 현상(explosive spalling)
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양의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시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내화재료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1
최근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내화성 고분자
재료가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고분자 재료의 내
화성 향상을 위한 방법은 고분자 재료의 자체 개질에 따른
내열성 향상, 난연성 재료와 복합화 하여 고분자 재료를 보호
하거나, 적절한 난연제를 첨가하여 가소성 고분자 재료를 보
호하는 등의 방법이 일반적이다.2 고분자 재료에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난연제의 사용은 가열, 분해, 발열 등의 특정한 연소
단계를 방해함으로써 고분자 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연소 시 유독 가스의 배출을 감소시켜 인명 피해
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2 따라서 난연제는 발화의 확률,
화재의 성장 및 전파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실리콘 고무에 무기계 난연제인 aluminium trihydroxide [ATH, Al(OH)3]와 magnesium dihydroxide
[MDH, Mg(OH)2]를 첨가한 고분자 복합체를 제조하여 난연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 보고에서 실리콘 고무만의 시료는
ATH와 MDH를 첨가한 시편에 비해 열안정성은 높게 나타났
으나 화염에 의한 연소 시 복합체의 경우가 ATH 와 MDH의
자체적인 난연 특성으로 인해 실리콘 고무의 연소를 효과적으
로 억제할 수 있었다.3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고분자 재료인 PDMS(Polydimethylsiloxane)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난연제인 펄라이트의 복합체
를 제조하여 터널구조물 내화재료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
기 위한 열적시험, 내화시험, 난연시험 등을 측정하였다.
Table 1. Maximum Temperature for Vehicle Fire Test
Type

Maximum temperature(℃)

Car

400~500

Bus/Truck

700~800

Train

800~900

Truck with heating products

1000~1200

험

1. 재 료
실리콘인 PDMS(Polydimethylsiloxane)는 Methylhydrosilane
(partA)과 Hydrosilane(part B)이 1 : 1 중량비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HRS사의 HR-PS-120 제품을 사용하였다. 주재인 Part A
는 비닐 그룹을 가진 PDMS이고, 경화제인 Part B는 활성수소
기를 가진 PDMS 가교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들 사이의 가
교반응은 경화제의 활성화수소가 주재의 반응성이 좋은 비닐
그룹을 공격하는 부가반응(Hydrosillylation)에 의해 이루어진
다(Figure 1).4
난연제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진주암을 분쇄 후 고온과
열/발포처리하여 제조한 백색의 다공질 구조로 되어있는 펄라
이트(경동 세라텍사, 파인셀(상품명), 규격 - SS105)를 사용하
였으며, 펄라이트는 단열성, 무독성, 불연성 등의 우수한 내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펄라이트의 화학성분은 Table 2에 나타내
었다.
2. 시험편의 제조
시험편은 400 × 100 × 20 mm 의 주형틀에 Table 3과 같은
혼합비로 기계적 혼합 방법을 사용하여 실리콘 고무와 펄라이
트를 혼합한 후, 주형틀에 넣고 상온에서 경화시켰다.
3. 특성 분석
3.1 열적 분석

시험편의 열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열중량 분석기(TGA,
Auto-TGA Q500, TA Instruments, United States)를 사용하였으
며, 각각의 완전 경화된 시험편들을 20∼30 mg을 채취하여
30∼800 ℃ 까지 20 ℃/min 의 승온 속도로 질소분위기하에서
가열하여 시험편에 가해지는 온도변화에 따른 중량 감소를
분석하 였다.
3.2 가스 토치 시험

가스 토치 시험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가스
토치를 이용하였으며, 가스 토치에서 시편으로 전달되는 화염
의 온도는 약 1,200 ℃ 로 유지하였다. 시편 전면부에 이격거리
10 cm 인 곳에 가스 토치를 설치하고 1시간 동안 시험편에
화염을 전파한 후 시험편의 후면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3.3 내화로 시험

내화로 시험은 건물이나 터널 화재시험에 적용되는 RABT
(Richtlinien für die Ausstatung und den Betrieb won Straβentunneln) curve 가열조건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였다.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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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chemical reaction of poly(dimethysiloxane) rubber.
Table 2. Chemical Components of the Perlite
ComSiO2 Al2O3
ponent

K2O

Na2O

Fe2O3

CaO

MgO

℃까지 승온시킨 후 상온에서 냉각한 다음, 시험편의 외부
변화를 관찰하였다.

wt% 70∼75 12∼16 1.0∼4.0 2.5∼5.0 0.15∼1.5 0.1∼2 0.2∼0.5

3.5 모폴로지 관찰

Table 3. The Mixing Ratio of Silicone Rubber with Perlite

복합재료 제조에 사용한 실리콘 고무, 펄라이트 그리고 실
리콘 고무/펄라이트 복합체의 모폴로지를 관찰하기 위해
SEM(JEOL, 6701F, Japan)을 이용하였으며, 각 시료에 대한 표
면분석 및 복합체 파단면 관찰을 통하여 복합화시 나타나는
펄라이트의 모폴로지 및 분산정도를 관찰하였다.5

Silicone

100

95

90

85

80

Perlite(wt%)

0

5

10

15

20
3.6 한계산소지수 시험

× 400 mm 의 콘크리트 시험편에 제조된 실리콘 복합체 시편
을 부착하고, 콘크리트 내부에 온도 측정 장치를 삽입하여 내
화로 시험 시 내화로 내부에서 전달되는 열에 의한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내화로 시험 종료 후 시험
편의 형상변화와 콘크리트의 폭렬현상 발생 유 ‧ 무를 관찰하
였다.
3.4 탄화로 시험

탄화로 시험은 시편을 질소분위기의 고온에서 불완전하게
산화(탈수소)하여 탄소의 형태로 바꾸는 장치이다. 이에 따라
각 함량별로 시험편들을 탄화로 장치에 넣고, 2 ℃/min, 900

한계산소지수(Limiting Oxygen Index, LOI) 시험은 간편하
고 수치적으로 명확한 화염 특성 값을 보여주는 가장 유용하
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험 중 하나이다. 투명한 직경 75 mm
의 유리관 안에 시험편을 지지대에 수직으로 위치시킨 후 산
소와 질소의 혼합가스를 30초간 흘려준 다음 시험편의 상부를
점화시켜 시편이 적어도 3분간 타거나 또는 50 mm 이상 타도
록 산소와 질소의 양을 조절한 다음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LOI 값을 측정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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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GA curves of the silicone rubber and silicone rubber/perlite composites.

Ⅲ. 실험결과 및 고찰

Figure 3. Gas torch test curves of the silicone rubber and silicone
rubber/perlite composites.

Table 4. Maximum Temperature of Opposite Side of the Sample
at the Gas Torch Test

1. TGA 시험
실리콘 고무에 난연제인 펄라이트를 함량별(5, 10, 15, 20
wt%)로 첨가하여 제조된 복합체의 열 중량 변화곡선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실리콘 고무에 비해 펄라이트를 첨가
한 복합체의 경우 약 10~50 ℃ 더 높은 온도에서 초기중량감소
를 보였고, 이는 첨가된 펄라이트가 실리콘 내부 및 외부에서
실리콘고무로 전달되는 열을 대신 흡수하여 실리콘고무의 분
해를 저해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최종잔류량은 순수한 실
리콘 고무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펄라이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최종잔류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물리적으로 첨가된 펄라이트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리콘 고무의 가교반응을 방해하여 전체적인 가교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교도에 의해 열에
의한 분해가 촉진되는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실리콘 고무 내에 존재하는 Si-O결합은 열에 의해 분해되더라
도 휘발되지 않고 ash인 비정질 실리카(SiO2)로 존재한다.7,8
따라서 펄라이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실리콘 고무에 포함된
Si-O결합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경화 시 가교도의 감
소 때문에 최종잔류량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가스 토치 시험
Figure 3는 가스 토치를 이용한 시편 후면의 온도를 측정한
화염 시험 결과이다. 그래프에서 보면 실리콘 고무에 비해 펄
라이트를 첨가한 시편들에서 후면의 온도변화가 더 낮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스 토치 시험 시 나타난 후면의

Sample

Silicone

Perlite
5wt%

Perlite
10wt%

Perlite
15wt%

Perlite
20wt%

Maximum
temperature

359℃

236℃

222℃

228℃

245℃

최고온도는 실리콘 고무의 경우 359 ℃ 이고, 펄라이트 함량이
10 wt% 인 복합체의 경우 후면의 최고온도는 222 ℃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러 번의 반복시험에서 실리콘 고무의
경우 가스 토치에서 전달되는 화염에 의해 시험편에 균열이
발생하여 화염이 시험편의 후면까지 확산되어 온도가 급격하
게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펄라이트를
첨가한 복합체 시험편들의 경우 가스 토치의 화염에 의한 외
형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함량에서 콘크리트의
폭렬 발생 온도인 250 ℃ 보다 낮은 후면 온도를 나타냈다
(Table 4). 이러한 결과는 다공질 구조인 펄라이트에 의해 시험
편의 화염 노출 부위로부터 후면으로의 열전달이 방해되었고,
또한 펄라이트 첨가 시 화염에 노출된 표면에 형성되는 ash의
양이 증가하였으며, 형성된 ash에 의해 실리콘 매트릭스에 전
달되는 화염 및 열의 확산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
다. 가스 토치 시험 결과 펄라이트가 10 wt% 첨가된 시험편에
서 가장 낮은 후면온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펄라이
트의 적절한 함량 첨가에 의해 실리콘 매트릭스 내에서 펄라
이트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넓은 범위에 걸쳐 화염 및 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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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화로 시험
내화로 시험은 기존 터널 및 건물 화재의 경우에 적용하는
RABT curve 가열 조건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4의
(a)는 내화로 장비의 사진이고 (b)는 내화로 시험 결과를
RABT curve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b)에서 보듯이
펄라이트가 15 wt%, 20 wt% 포함된 경우에는 내화로 시험
후 각각 1시간, 20분경과 후 시편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
다. 이것은 첨가된 펄라이트가 실리콘 고무의 결합력을 현저
히 약화시켜 급작스런 고온에 실리콘 고무 매트릭스가 견디지
못하여 붕괴된 현상으로 판단된다. 반면 펄라이트를 5 wt%,
10 wt% 를 첨가한 복합체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콘크리트
의 후면 온도가 300 ℃ 를 넘지 않고, 고온에서 견디는 현상을
보였으며, 가스 토치 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펄라이트 10
wt% 가 첨가된 시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범위를 나타내
었다.
내화로 시험 결과에서 펄라이트가 10 wt% 첨가된 시편이
본 연구 목적인 건축 구조물의 내화재료에 적용이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된다.

(a)

4. 탄화로 시험

(b)
Figure 4. (a) Fireproof furnace equipment (b) Graph of fireproof
furnace tests.

Figure 5에서 순수한 실리콘 고무의 경우 탄화가 진행되는
동안 열에 의해 시험편내의 사슬 결합들이 깨지면서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실리콘 고무/펄라이트
복합체는 탄화가 진행되는 동안 실리콘 고무의 부피가 수축되

0wt%

5wt%

10wt%
(a)

15wt%

20wt%

0wt%

5wt%

10wt%
(b)

15wt%

20wt%

Figure 5. Carbonization of silicone rubber and silicone rubber/perlite composites (a) before, and (b)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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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성을 감소시킨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Figure 6의 탄화
후 시험편들의 무게 감소율을 보면 펄라이트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무게 감소율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펄라이
트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화 시 실리콘 고무/펄라이트 복
합체의 가교를 저하시킴으로서 고온에서 복합체의 균열을 더
심하게 발생시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는 형상을 보였고, 펄라이트는 실리콘 고무의 내부 및 외부에
서 실리콘 고무로 이동하는 열을 흡수하여 복합체들의 초기
형상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펄라이트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균열이 심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은 첨가된 펄라이트가 증가됨에 따라 경화 시 실리콘 고무의
낮은 가교반응으로 결합력을 낮춰 고온에서 실리콘 고무의

5. 모폴로지 관찰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실리콘 고무/펄라이트
복합체의 모폴로지를 관찰하였고, Figure 7는 실리콘 고무에
펄라이트를 5 wt%, 10 wt%, 15 wt%, 20 wt% 혼합한 복합체의
SEM 사진이다. 펄라이트는 수많은 판상들이 마치 꽃다발처
럼 형성되어 있는 다공성 구조를 보였으며, 실리콘 고무 혼합
시 실리콘 고무가 펄라이트의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펄라이
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폴로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펄라이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15 wt%, 20 wt%)
복합체 내에서 펄라이트의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6. 한계산소지수 시험
Figure 6. Weight loss of silicone rubber and silicone rubber/perlite
composites after carbonization.

한계산소지수 시험(Limiting Oxygen Index, LOI)은 고분자

(a)

(b)

(c)

(d)

(e)

(f)

Figure 7. Photographs of SEM; (a)Perlite, (b)Pure Silicone rubber, (c)Perlite 5wt%, (d)Perlite 10wt%, (e)Perlite 15wt%, (f)Perlite
2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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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에 더욱 잘 견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내화로
및 탄화로 시험 에서 펄라이트가 5 wt%, 10 wt% 첨가된 시험
편들이 15 wt%, 20 wt% 가 포함된 시험편들보다 고온에서
더욱 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폴로지 분석 결과 실리
콘 고무 내의 다공성 판상 구조인 펄라이트의 분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계산소지수 LOI는 펄라이트가 첨가됨에 따라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내화재료로서 가장 적합한 실리콘 고무/펄라이트 복합체의
혼합비는 펄라이트가 10 wt% 첨가된 복합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감사의 글
Figure 8. LOI of the silicone rubber and silicone rubber/perlite
composites.

재료의 연소성 및 난연성을 평가하는 지수로서 재료가 연소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최저의 산소의 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LOI는 고분자 물질의 난연성을 평가하는데 반드시 측정해야
할 파라미터 중 하나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LOI가 30 %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그 재료는 난연성을 갖는
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LOI가 클수록 고분자 재료의 난연성은
우수하다.9 Figure 8은 순수한 실리콘 고무와 실리콘 고무/펄라
이트 복합체의 한계산소지수 시험을 비교한 결과이다. 결과에
서 보면 LOI 값이 순수한 실리콘 고무와 비교하였을 때 펄라
이트가 첨가된 경우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로서 펄라이트의 함량에 따른 복합체의 난연 성능 향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은 실리
콘 고무/펄라이트 복합체 내에 존재하는 펄라이트가 화염 접
촉 시 열을 흡수하여 실리콘 고무의 분해를 지연시켜 연소
시 산소의 함량을 더욱 필요로 하여 LOI 값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고무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난연제
인 펄라이트를 혼합한 복합체의 열분해 특성과 난연 특성을
분석하였다. TGA 열 분해 결과 순수한 실리콘 고무보다 난연
제인 펄라이트를 첨가하였을 때 더 높은 온도에서 초기 분해
거동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가스 토치 시험을 통해서 순수
한 실리콘 고무보다 펄라이트가 첨가된 시험편이 화재 시 화

본 연구는 2010년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국토해양기술연
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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