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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배출가스 및 연비 등 각종 환경관련 규제강

화 및 수익성 향상의 목적으로 인해 자동차 각 부품

의 친환경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품질기간 연장과 보증 수리비용 절감을 통한 품질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각 기능의 요소부

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방진고무부품의 내구성 및 신

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무-점토 나노복합체를 이용

하여 친환경적이며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고무소재를 

개발하였으며, 개발소재에 대한 상온 및 노화상태에서

의 물성시험을 통해 내열성을 평가한 결과 기존 고무

소재보다 기계적 물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

계 초기단계에서도 짧은 기간에 고무부품의 피로수명

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피로내구성을 평

가한 결과, 피로수명예측 식을 이용하여 예측된 수명과 

실제 엔진마운트에 대한 피로시험을 통해 얻어진 피로

수명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개발소재로 제작된 엔진마운트의 수명이 기존소재

보다 길게 나타나 개발소재가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피로내구성도 우수한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2. 고무-점토 나노복합체 개발 

2.1 고무-점토 나노복합체 

고무소재의 역학적 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

Key Words: Nanocomposite(나노복합체), Rubber-Clay(고무-점토), Mechanical Properties(기계적 물성), FEM(유

한요소해석), Fatigue Test(피로시험), Lifetime Prediction(수명예측) 

초록: 실리게이트의 층간에 나노충진제를 삽입하여 합성한 고무-점토 나노복합체에 대해 70–100°C 의 

고온상태에서 정적 및 동적시험을 수행하여 기존 고무소재보다 기계적 물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품의 취약부위에서 발생하는 최대 그린-라그랑지 변형률을 피로손상변수로 하여 

설계 초기단계에서도 짧은 기간에 고무부품의 피로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피로내구성 

을 평가한 결과, 실제 엔진마운트에 대한 피로시험을 통해 얻어진 피로수명과 예측수명이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Nanocomposites were prepared through the compounding of rubber and clay. Measurements of the static and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different compositions over a temperature range 70–100°C showed that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se rubber/clay nanocomposites are superior to those of existing rubber materials. In this 

study, by using the parameter of the maximum Green–Lagrange strain appearing at certain loc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fatigue life and maximum Green–Lagrange strain,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est-piece tests and bench tests 

of actual rubber components are proved. In order to predict the fatigue life of rubber components at the design stage, a 

simple procedure of life prediction is suggested. The predicted fatigue lives of the rubber engine mounts agree fairly 

well with the fatigue lives determined experi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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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강제는 카본블랙(Carbon 

black)과 실리카(Silica)가 있지만 최근에는 나노 크

기의 나노 클레이(Nano clay)가 각광을 받고 있다. 

나노 클레이는 분산에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나노

복합체로 된 경우 표면적이 넓어, 적은 양으로도 

우수한 보강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4)  

고분자 나노복합재료 제조에 사용되는 나노 크

기의 충진제 또는 보강제로는 층상 실리케이트

(Layered silicate), 실리콘(POSS) 나노입자, 탄소나

노튜브(CNT), 금속 또는 무기물의 나노입자 등 다

양한 물질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중에서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로 가장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입자

로는 층상 실리케이트를 들 수 있다.  

고분자 나노복합체 개발의 기술핵심은 층상 물

질인 클레이를 어떻게 변화시켜 고분자가 용이하

게 삽입 되도록 하는 것이다.(5) 특히, 클레이 실리

게이트(Clay silicate)와 같이 나노 크기에서 규칙적 

구조를 가지는 무기재료를 이용하여 층 내에 유기

물을 삽입할 경우 규칙적 구조를 가지는 나노 복

합재료는 응용면에서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클레이의 기본구조는 실리

카 사면체(Silica tetrahedral) 시트와 알루미나 팔면

체(Alumina octahedral) 시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의 음전하량에 따라 vermiculite, 

Montmorillonite 등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배합에 사용된 고무는 니트릴 부타

디엔 고무(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NBR)이고, 

가황 활성제는 아연화(ZnO)와 스타일렌산(Stearic 

acid), 첨가제는 3C 를 사용하였다. 가황제는 순도 

99,9%의 황(SP 325)을 사용하였고 가황촉진제로는 

TT, CZ를 사용하였다. 또한 보강 충진제는 카본블

랙, 클레이, 나노 클레이를 사용하였다.  

나노 복합체의 합성은 대량생산에 유리하고 용

액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환경측면에서도 유리한 

방법인 고분자를 용융상태에서 실리케이트의 층간

에 직접 삽입하는 용융삽입법을 이용하여 고분자 

층상 실리게이트로 제조하였다.  

 

2.2 고무-점토 나노복합체 물성평가 

나노 클레이 종류 및 첨가제 배합비에 따라 개

발된 NBR-1, NBR-2, NBR-3, NBR-4나노 복합체의 

기계적 물성(6)은 Fig. 1 에서와 같이 경도와 신율

(Elongation at break)은 나노 클레이 종류에 따라 영

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3 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천연고무(NR)와 

개발소재(NBR-2)에 대한 내열성을 평가하기 위해 

70°C와 100°C에서 70시간 노화시험 한 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개발소재의 인장강도 변화는 70°C 에서는 

약 1.86%, 100°C 에서는 7.44%로 기존소재의 5%와 

20%에 비해 변화가 작게 나타났다. 또한 신율변화는 

70°C 에서는 약 8.8%, 100°C 에서는 15.36%로 기존소

재의 13.3%와 46.6%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으

며 25% 모듈러스 변화도 작게 나타나 개발소재의 내

열성이 기존소재 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a) Hardness         (b) Elongation at break 
 

Fig. 1 Mechanical property of nanocomposite material 
 

 

(a) 70°C               (b) 100°C 
 

Fig. 2 Mechanical property of existing material 
 

 

(a) 70°C               (b) 100°C 
 

Fig. 3 Mechanical property of nanocomposite material 
 

 

(a) 70°C               (b) 100°C 
 

Fig. 4 Dynamic property of exist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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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0°C               (b) 100°C 
 

Fig.5 Dynamic property of nanocomposite material 
 

  
(a) 85°C                (b) 100°C  

 

Fig. 6 Heat aging property of existing material 
 

  
(a) 85°C                (b) 100°C  

 

Fig. 7 Heat aging property of nanocomposite material 

 

Fig. 4~5 는 상온 및 노화상태에서 저장탄성계수 

및 손실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기존소재에 

비해 온도변화에 따른 동특성 변화도 작게 나타나 

개발소재에 대한 동특성도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개발소재에 대한 장기 열 노화물성을 파

악하기 위해 70°C, 85°C, 100°C에서 1, 2, 4, 7, 10, 15, 

20, 25, 30, 35, 40, 50일 동안 열 노화시킨 후 일정

시간에서의 경도, 인장강도, 신율, 모듈러스 변화

를 기존소재(NR)와 비교, 검토하였다. 

Fig. 6~10 은 기존 및 개발소재에 대한 50 일간 

노화물성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기존소재는 

85°C에서는 40일, 100°C에서는 20일만 노화되어

도 경화되어 시편이 파손되었으나, 개발소재는 모

든 온도에서 50 일 동안 노화시켜도 파손되지 않

아 개발소재의 내열성이 우수하였으며 인장강도, 

신율 및 25% 모듈러스 변화 등 노화물성도 개발

소재가 월등히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a) 85°C                (b) 100°C  

 

Fig. 8 Change of tensile strength for rubber materials 
 

  
(a) 85°C                (b) 100°C  

 

Fig. 9 Change of elongation at break for rubber materials 
 

  

(a) 85°C                (b) 100°C  
 

Fig. 10 Change of 25% modulus for rubber materials 
 

2.3 고무-점토 나노복합체 피로내구성 평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품질 및 

내구성 보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고무부품에 대한 피로

수명 및 내구성 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방진고무부품들은 차량 주행 

중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품으로 신뢰성 보증기간 확대 추세에 따라 피로

내구성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 초기단계에서도 짧은 기간에 비

교적 정확하게 부품의 피로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개발소재의 피로내구성을 평가하

였다.(7)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고무부품의 피로수명 예측 

방법은 고무소재의 물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부

품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최대 그린-라그랑

지 변형률과 변위와의 관계를 구한 다음에 부품과 

같은 물성을 갖는 3 차원 피로시편에 대해 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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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3 dimensional dumbbell specimen 

 

험을 수행하여 최대 그린-라그랑지 변형률과 피로

수명과의 관계를 구한 후, 최종적으로 부품의 유한

요소 해석결과와 시편의 피로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부품의 피로수명을 예측하고, 예측된 피로수명과 

부품의 피로시험결과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

된 피로수명 예측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고무부품의 피로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일한 고무재료의 피로수명선도가 있어야 하므로 

고무부품의 피로하중에 의한 최대 인장변형률을 

재현할 수 있는 Fig. 11과 같은 3차원 피로시편을 

설계, 제작하여 피로시험을 수행하여 부품의 내구

수명을 평가하는데 이용하였다. 

기존 및 개발소재의 피로수명을 파악하기 위해 

3 차원 피로시편에 대해 변위제어시험기를 이용하

여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2(a)는 기존 및 개발소재에 대한 최대인장

변위와 피로수명과의 관계를 나타낸 선도로 인장

변위가 클수록 피로수명이 감소하여, 최대인장변

위를 피로손상 변수로 하면 시험조건에 상관없이 

피로수명을 잘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로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해진 최대인장 변위

와 피로수명과의 선도를 피로시편에 대한 유한요

소 해석으로부터 구해진 최대 인장변위와 최대 변

형률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Fig. 12(b)와 같이 최대 

변형률과 피로수명과의 관계선도로 잘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고무소재에 대한 피로수명

예측은 식 (1)과 같이 최대 변형률과 피로수명과

의 관계식으로 도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소재보다 개발소

재의 피로내구성이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존소재 : 

  

개발소재 :                                  (1) 

             

 
(a) Maximum displacement  (b) Maximum G-L strain 

 

Fig. 12 Fatigue life curve of rubber materials 

 

 

    
 

(a) FEA           (b) Load-displacement 
 

   
 

(c) Failure              (d) Fatigue life 
 

Fig. 13 FEA and fatigue test of engine mount 

 
앞에서 제안한 고무부품 피로수명예측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동차 방진고무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엔진마운트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과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3(a)는 엔진마운트에 대한 해석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금속과 고무와의 접착부위와 센터부위

에서 최대 변형률과 응력이 발생하여 취약부위임

을 알 수 있었으며 하중-변위선도는 Fig. 13(b)와 

같이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특성시험결과가 잘 일 

치하여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c)와 (d)는 엔진마운트의 피로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피로균열은 해석에서 최대변형률이 

발생하는 부위에서 발생하여 해석과 시험결과가 

잘 일치하였으며 개발소재로 제작된 엔진마운트의 

수명이 기존소재보다 길게 나타나 개발소재가 내

구성이 향상된 고무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예측된 고무부품의 피로수명을 검증하기 위해  



고무-점토 나노복합체 물성 및 피로내구성 평가 

   

 

1203 

  
(a) Existing material    (b) Nanocomposite material 
 

Fig. 14 Compare with prediction and experimental life 

 
고무시편에 대한 피로수명예측 식을 이용하여 예

측된 수명과 실제 엔진마운트에 대한 피로시험을 

통해 얻어진 피로수명과의 관계는 Fig. 14 와 같이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고무부품에 대한 피로수

명 예측방법을 활용하여 고무부품에 대한 유한요

소 해석결과를 이용하면, 고무부품에 대한 피로시

험을 하지 않고도 수명을 예측할 수 있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고무

부품의 품질고도화 및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무-점토 나노복합체를 이용하

여 친환경적이며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방진고무

소재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무-점토 나노복합체의 합성은 대량생산에 

유리하고 용액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환경측면에

서도 유리한 방법인 고분자를 용융상태에서 실리 

케이트의 층간에 직접 삽입하는 용융삽입법 을 이

용하여 고분자 층상 실리게이트로 개발 소재를 제

조하였다.  

(2) 개발된 소재에 대해 상온 및 노화 상태에서

의 물성시험을 수행하여 인장강도, 신율 및 모듈

러스 변화 등 기계적 물성이 개발소재가 기존소재 

보다 월등히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3) 설계 초기단계에서도 짧은 기간에 비교적 

정 확하게 고무부품의 피로수명을 예측할 수 있 

는 방법을 개발하여 개발소재의 피로내구성을 평

가하였다. 

(4) 시편에 대한 피로수명예측 식을 이용하여 

예측된 수명과 실제 엔진마운트에 대한 피로시험

을 통해 얻어진 피로수명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

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개발소재로 제작된 엔

진마운트의 수명이 기존소재보다 길게 나타나 개

발소재가 내구성이 향상된 고무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5) 본 연구를 통해 고무부품의 설계, 해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제반 기술을 구축하여 관련기술의 

고도화를 달성하였으며, 고무부품의 성능 및 신 

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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