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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oplastic elastomers (TPEs), a unique class of polymers, combine the processing ease of thermoplastics
with the advanced properties of thermoset rubbers. TPEs can be remelted several times without any significant loss of properties, and can be molded into complex shapes using conventional processing equipment.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TPEs
are ideal for use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in the automotive field. Although the TPE marke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at its niche, the increasing manufacturing push from major companies is expected to open up multiple opportunities for these products in the automotive sector. This manuscript highlights a detailed technological trend of the global
automotive thermoplastic elastomer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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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최근 발전은 놀라울 정도이다. 특

오늘날 미국에서만 수명을 다한 자동차가 매년 약 천오백
만 대에 이를 정도이다. 자동차를 해체한 후 이를 재활용하는

소는 연료 소비를 줄이고 전반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더
욱이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은 TPE를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

것은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수명을 다한 자동차에서 여
러 가지 스페어부품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업체도 속속 등장

공하는 재료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다양한 TPE 제품이 개발
되고 있어 중 단기에 자동차시장에서 TPE가 차지하는 비중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수명을 다한 자동차

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합성고무 주 제조사
들도 TPE와 경쟁할 수 있도록 고온 안정성 및 설계의 유연성

히 열가소성 탄성체를 사용함으로써 수반되는 부품 중량의 감

의 부품의 재활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
지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는 차량을 제조할 때 연비의 효

탑재한 특수 제품들을 포트폴리오에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

율성은 물론 수명을 다한 자동차에 대한 해체 용이성과 재생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가급적이면 재생이 용이한 저독성

어 Aeon Chemicals는 일반그레이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
(NBR)와 함께 수소화시킨 니트릴부타디엔 고무(HNBR), 폴

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무게 비로 보면 강철 판, 평 강철, 알

리에피클로로히드린, 폴리아크릴레이트, 불소고무 등 특수그
레이드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2 이와 같은 방법은 치열한 경

루미늄, 주조강, 아연, 구리, 마그네슘, 납 등 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의 3/4이상을 차지하지만 용적으로 보면 플라

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좋은 방편의 하나가 되겠지만 재생이

스틱과 고무(탄성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편이성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비금속 재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점

불가능하다는 점을 해결할 수 없어 문제로 남아있을 소지가
있다.

늘어나고 있다.1

탄성체 시장에서 중요한 동력은 여러 자동차용 부품에서
PVC, 금속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으며, 경쟁 플라

열경화성 합성고무와 비교하면 열가소성 탄성체(thermoplastic elastomer; TPE)는 설계의 유연성이 뛰어나고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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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과 복합재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이
다. 시장의 크기와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태평양
(APAC) 지역이 성장을 선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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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제

49

타이어는 고려하지 않았다.

외한 시장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랍에미레
이트와 터어키가 탄성체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뜨거운 시장이
되고 있다.1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경우 자동차 생산량이 포화

Results and Discussion

수준에 이르고 있어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역방향
으로 통합된 고분자 제조사들은 원료 가의 변동성에 잘 대처

1. 열가소성 탄성체의 종류와 분류

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지원과 고성

TPE는 고무의 성질과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성질을 동시에

능 제품의 안정적 공급은 경쟁사와 차별하는 주요 인자가 될
것이다.

보인다는 점에서 독특한 하나의 재료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열

자동차용 글로벌 탄성체 시장은 2014년에 약 90억불에 이
르며, 2020년에는 13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합성

가소성 플라스틱과 같은 방법으로 성형할 수 있고 열경화성
고무가 보이는 우수한 성능을 갖는다. 또한 사용 후에도 열가

고무에 비교하여 TPE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

소성 플라스틱과 같이 다시 녹여서 복잡한 형상의 부품으로
성형할 수 있다. TPE는 대개 고무와 같은 탄성과 유연성을 보

며, 이는 기술 혁신으로 저 중량화를 구현함으로써 연료를 절
감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

이며 물성의 손실 없이 조립하고, 재분쇄할 수 있으며 재성형
할 수 있다. 따라서 TPE는 미래 자동차용 재료로 가장 이상

벌 탄성체 시장은 모든 지역에서 합병되고 있어 브랜드 가치
가 주 경쟁 요소가 되고 있고, 제품 성능, 가격, 기술 혁신이

적인 재료의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 없다.

3

또 다른 경쟁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보문에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약
방의 감초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용 탄성체시장의 경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수명을 다한 자동차의 재생 용이
성을 고려하면 열경화성 합성고무보다는 열가소성 탄성체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
동차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이 시도되고 있는 재생 가능한
열가소성 탄성체를 위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보문에서는

Figure 1. Classification of thermoplastic elastomers.

열가소성 탄성체는 Figure 1에 나타냈듯이 크게 블록공중
합체를 기반으로 한 것과 고분자 블렌드로 제조한 것의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4 TPE-S (SBC/HSBC)는 스타이렌 트리블
록 공중합체로서 양 사슬 말단이 폴리스타이렌 블록으로 되
어 있고 가운데에는 아이소프렌 혹은 부타디엔 블록으로 되
어 있다. HSBC(수소화 스타이렌 블록공중합체)는 불포화된
아이소프렌 혹은 부타디엔 단위를 수소화시킨 제품이다.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는 우레탄 기반 선형 분절 블록공
중합체로 경성부분과 연성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TP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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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U)는 경성부분(hard segment)을 구성하는 이소시아네이트

부와 접촉하게 됨으로 감성성질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

와 연성부분(soft segment)을 형성하는 폴리올을 반응시켜 제

으며 가성 비 균형을 고려하면 이 성질에서는 TPO가 우수하

조한다. TPE-E(열가소성 폴리이써 에스터) 혹은 COPE(폴리
이써 에스터 블록공중합체) 탄성체는 경성부분은 반결정성

나 감성 성질 자체는 SBC가 가장 뛰어나다.
모든 종류의 열가소성 탄성체 제조사들은 생산제품의 지속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연성부분은 무정형 폴리에스터
나 폴리이써를 사용한다. TPE-A(열가소성 폴리아마이드) 또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PO, COPA,
VOPE, TPU, SBC의 지속가능성은 유사하며 TPV는 낮은 수

는 COPA(폴리아마이드 블록공중합체)에서는 나일론 6 혹은

준이다. 재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은 그 무엇보

나일론 12를 기반으로 하는 폴리아마이드가 경성부분을 구성
하며 폴리이써가 연성부분을 구성한다. 블렌드에 의한 탄성

다도 중요한 인자의 하나이다. 가격 효율성을 비교하여 보면
TPO>>TPV>TPU>SBC>COPE>COPA 순이며 COPA와

체인 TPE-O (TPO, 열가소성 폴리올레핀)는 2성분 탄성체계
로서 합성고무 성분과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매트릭스에

COPE의 사용이 좀처럼 늘지 않는 것은 가격효율성이 떨어지
기 때문이다. 열가소성 탄성체의 기술적 진보성도 중요한 인

EPDM을 분산시킨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사용하는

자의 하나로서 이와 같은 진보성에 따라 최종 요구에 부응하

고무 성분은 가교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지만 유연성과 강인
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약간 가교시킨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는 제품과 그레이드의 창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제품별 기술적 진보성은 TPO~TPU~SBC>TPV~COPE>COPA

TPE-V (TPV, 열가소성 동적 가교 탄성체: 주로 EPDM/PP
TPV)는 화학적으로 가교된 고무상(EPDM)을 갖는 동적으로

순으로 COPA의 발전이 더딘 것이 눈에 띈다. 단량체의 가용
성이 떨어지고, 중합 공정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가교된 열가소성 탄성체로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단량체 고
무(EPDM)과 폴리프로필렌(PP) 블렌드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다. 제품의 물성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적기에 적절한 가격으
로 공급되기 어렵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현재 글로벌 시

있다. 이축 스크류 압출기에서 컴파운딩을 할 때 PP연속상에

장에서 각 탄성체의 공급사의 수로 미루어 볼 때 공급의 용

EPDM을 균일하게 분산시킴과 동시에 EPDM 매트릭스가 선
택적으로 화학 가교되도록 동적 가교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

이성은 SBC>>TPU>TPO~COPE>COPA 순으로 예측된다.1

조하며 매우 우수한 물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탄성체들는
Figure 1에 나타냈듯이 축합(공)중합, 음이온중합, 찌이글러-

3. 자동차용 열가소성 탄성체 적용 경향

나타 촉매를 이용한 중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되며, 다양

지난 수 년간 TPE는 종래에 사용하던 가교고무를 대체하

한 블렌드 제품도 시장에 나와 있다.

는 과정에서 성장하였다. 접합 성질이 개선되고, 다양한 방법
으로 성형을 할 수 있어 설계의 다양성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

2. 열가소성 탄성체의 성질 비교

문에 사용의 편리성을 지향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
었다. 프탈레이트와 같은 첨가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PVC를

TPO, TPU, TPV, SBC, COPE, COPA 등 대표적인 6가지의

비롯한 다른 공학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게 된 점도 기

열가소성 탄성체를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속
성은 매우 복잡하고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내마모성, 경도,

술 혁신과 함께 TPE의 시장을 넓히는 요인이었다.6 예를 들
어 슈퍼 TPV의 등장은 기술 혁신의 산물이다. 고비용의 열경

내후성, 인간공학적 감성, 지속가능성, 가격, 기술적 진보, 공
급 용이성 등의 인자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5 위 6가지의 열

화성 탄성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엔진룸과 같은
보다 극한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의 TPV 성능이 업

가소성 탄성체의 내마모성을 비교하면 COPE~VOPA~SBC>

그레이드되었다. 현재 섭씨 135에서 170도에 이르는 고온에

TPV>TPU>TPO 순이다. 최근 자동차 바닥매트용으로 SBC가
SBR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내마모성과 제품의 마

서 오일과 그리스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레이드가 시장
에 나와 있다.

감성질 때문이다. COPE는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한 탄성체이
기 때문에 항속 조인트 부츠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경도는

오늘날 잘 발전된 특수 화학반응을 이용하면 TPE를 폴리
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PC),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

COPA~COPE>TPU>TPO>>TPV순이다. 또한 내후성의 경우

타이렌(ABS), PC/ABS블렌드, 폴리에스터, 폴리아마이드 및

TPV>SBC>>COPA~TPO~TPU>>COPE순이다. 내후성은 웨
더 씰(weather seal)에 사용되는 탄성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폴리스타이렌과 같은 이종 재료에 강하게 접착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딱딱한 플라스틱의 표면을 TPE

로서 어떤 형태의 외부 위험요소로부터도 차량 내부를 보호
해야 하기 때문이다. EPDM의 상당 부분이 TPV로 대체되고

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플라스틱 구조물의 감성 성질을 크
게 개선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이 자동차의 내장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내후성에 기인한다. 인간공학적 감성성
질도 매우 중요한데 SBC>TPO~TPU>TPV~COPA>>COPE

재 및 외장재에 사용하는 각종 부품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이다. 바이오 TPE도 자동차에 적용하는 예가 점

순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의 상당히 많은 부품은 인간의 피

점 늘어나고 있다. 다른 TPE와는 달리 바이오 TPE는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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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내열성이 우수하고 자동차 오일과 연료에 내성을 지

다른 TPE가 보이는 성질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실제 사용

니는 터보 과급기 호스가 필요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양은 미미한 편이지만 자동차 대기업들의 요구가 증가할 것
이기 때문에 향후 이 제품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적합한 재료로는 실리콘 고무를 들 수 있다. 실리콘은 내열성
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섭씨 200도 이상의 온도에도 처하

자동차용 열가소성 탄성체가 실제로 적용되기 까지는 일련
의 가치사슬이 긴밀한 협력관계로 역동적인 협력관계가 이루

는 터보 과급기 호스로 적합하다. 실리콘 고무는 엔진 룸에 있
는 오일과 연료와 같은 자동차용 유체에도 높은 저항성을 지

어져야 가능하다(Figure 2). 화학 제조사들이 원재료 혹은 단

니고 있다. 터보 과급기 호스는 낮은 투과도, 광범위한 온도

량체를 고분자 제조사에 공급한다. 탄화수소에 기반한 원재
료 외에도 식물에 기초한 생분해성 원재료도 있을 수 있다. 고

에서 자동차 유체에 대한 저항성과 같은 탁월한 열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다우코니사는 써모폴사에 혁신적인 다단 솔루

분자 제조사는 단량체를 중합하여 SBC, TPO 및 TPU와 같은
탄성 재료를 제조한다. 다우와 엑슨모빌과 같은 거대 고분자

션을 제공했다. 다우코닝사는 써모폴사를 위해 내열성이 우
수하고 내화학성이 탁월한 실리콘 고무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제조사는 역 통합을 통하여 원재료 공급과 가격의 균형을 맞

이와 같이 현장 적응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다우코닝사는

추기도 한다. 고분자 제조사는 탄성체를 컴파운딩 사에 직접
공급하거나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한다. 컴파운딩사는 컴파운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고, 써모폴사는 자동차
제조사의 규격에 부합하는 터보 과급기 호스를 적기에 공급

딩 된 탄성체를 부품제조사에 직접 공급한다. 직접 공급이 주
를 이루는 것은 부품 제조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레시피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제품
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토털 솔루션

로 컴파운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품제조
사는 자동차 제조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특정 요구를

이 출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선점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충족하여 추후 자동차 제조사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나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수 있도록 레시피가 개발된다. 이렇게 제조된 컴파운딩 제품
은 부품회사로 넘겨져 자동차회사의 규격과 설계에 적합하도

4. 자동차 부위별 열가소성 탄성체 적용

록 부품을 제조하게 된다. 부품이 엔진 룸, 웨더 씰링 시스템
및 다른 내 외장 용으로 사용되게 되므로 각 용도에 따라서
개발되는 컴파운딩 기술은 TPE를 자동차에 적용할 때 중요

타이어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사용하는 열가소성 탄성체는
Figur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크게 내장재, 외장재, 성형 부품,

요소의 하나이다.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부품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에

엔진 룸, 웨더 씰의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1 본 보문에서는
이 5가지 분야의 상세한 부품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부품에

맞추어 대응하는 방법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7 다우코닝사는
자동차 제조사가 원하는 설계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기

사용되는 재료와 특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자동차에 사용하는 탄성체의 용적은 2014년 현재 웨더 씰

술지원을 통하여 적기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북미 자동차 제조사들은 비용 절감과 까다로운 배

에 29.1%로 가장 많고, 이어서 외장재에 22%, 언더후드(엔진

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엔진 설계를 변경하였다. 특수 호

룸)에 19.5%, 내장재에 16%, 성형 부품용으로 13.4% 사용되
고 있다(Figure 4).1 이와 같은 추세는 2020년에도 크게 변하

스제조사로 유명한 써모폴사는 현재보다 섭씨 20도에서 30도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했다. 더욱이 오일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보다 나은 인간 환경 공학적 가치
를 가져다 주는 소재를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내

과 연료의 접촉은 물론 엔진의 여러 가지 가혹한 조건에서도
견뎌야 했다. 써모폴사는 유연하고 소음과 진동을 흡수할 수

장재가 차지하는 용적이 상대적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된다.
4.1. 내장재용 열가소성 탄성체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되는 열가소성 탄성체는 크게 에어백,
외피, 바닥재로 나눌 수 있다(Figure 5).8 에어백에 주로 사용
되는 탄성체는 실리콘 고무와 TPO이며 열안정성, 내열성, 내
충격강도, 자외선 안정성, 저온 내충격성이 요구되며, 휘발성
유기물질의 배출이 없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TPV, TPU
및 COPE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에어백 커버로
는 TPO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커버를 제조하는

Figure 2. Value chain for the developments of automobile parts.

성형 기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에어백 커버는 주로 사출성형
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성형 과정에서 열에 의해 분해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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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ive major automobile sections employing thermoplastic elastomers.

나지 않고 고온과 높은 전단응력을 견뎌야 하고 용융 유동성
이 우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유일한 탄성체가
TPO이며, 가격이 저렴하여 COPE와 TPU와 같은 값비싼 재
료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일론-6,6와 나일론6, 폴리에스터 등으로 제조된 에어백을 액상 실리콘 고무로 코
팅함으로써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적 충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내장재 외피에 사용되는 탄성체 역시 TPO가 주로 사용되
고 있다. 외피로 적합하기 위해서는 그립 특성이 우수하여야
Figure 4. Present and future uses of elastomer for automobile
parts.

Figure 5. Interior application scope of thermoplastic elastomers.

할 뿐만 아니라 감성적 품질(soft touch)도 우수하여야 한다.
또한 내스크래치성과 내충격강도가 우수하여야 하고 착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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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보되면서 밀도가 낮고, 비중이 낮아야 하며, 재생이 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충격강도, 내스크래치성, 자외선 안

능하여야 한다. TPO외에도 SBC, TPU(슬러시 성형), TPV 및

정성, 내후성 등이 중요하며 착색성과 경도도 중요한 인자이

COPE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TPO가 SBC 및 TPU와
비교하여 가성비가 가장 우수하다. 그럼에도 SBC를 팔걸이,

다.9 TPO를 대체하여 TPU, SBC, 실리콘 고무도 일부 사용되
고 있다. 로커 판넬에 TPO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가성비가 가

계기판, 콘솔외피에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SBC
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 제조사의 노력에 기인한다. 예를

장 우수하기 때문이며, 경쟁 탄성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
도와 내충격성의 균형이 우수하다. 따라서 다른 외장재로도

들어 Kraton의 SBC 기반 슬러시 성형 그레이드는 여러 부품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TPU는 마감 성질이 매우 우수하

제조사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이 제품의 비중이 낮
아 경쟁 재료보다 40%나 가볍게 제조할 수 있으며, 심미성이

고 손쉽게 원하는 색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매우 얇은 두께
에고 스크래치에 내성을 갖도록 설계할 수 있어 고급 사양의

뛰어나고 보다 인간 공학적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최고급 사양의 차량에는 TPU가 주로 사용되는데 팔걸이

차종에 적용되고 있다. 실리콘의 사용양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내후성이 매우 우수하고 자외선 안정성이 뛰어날 뿐

커버로 가장 선호되는 재료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 아니라 해당 부품의 중량을 줄이는데 특히 효과적이기 때

바닥재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탄성체는 SBC로서 내스크
래치성과 내마모성을 갖추어야 하고 찢김 강도가 우수하여야

문이다.
자동차 와이퍼에는 EPDM이 주로 사용되고 CR이나 실리

하며, 젖은 분위기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야
한다. SBR과 TPU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바닥매트에는 SBR

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내구성이 중요하며,
이 외에도 내후성, 자외선 안정성, 팽윤저항성, 흐름성과 함께

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내마모성이 뛰어나고 찢김 강도도 우
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량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SBC

부드러운 마감성질이 중요하다. EPDM이 주로 사용되는 것은
자외선 안정성과 팽윤 저항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물론 가

가 SBR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SBC를 사용하면 비중을 낮

성 비의 균형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CR은 무엇보다도 내구성

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함이 속속 입
증되고 있다. TPU는 자동차 내부 음향시스템 바닥 특히 차체

이 매우 우수하며 내마모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으나 열경화
성 고무라는 단점이 있어 EPDM이 시장을 계속해서 지배할

금속판과 접촉하는 층에 있는 분리기에서 주로 볼 수 있다. 합
성고무 및 TPE 중에서 소음 감소 소재로서 TPU가 가장 뛰어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 고무는 최고급 사양의 차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기 때문이다.
4.2. 외장재용 열가소성 탄성체

4.3. 엔진 룸(언더후드)용 열가소성 탄성체
엔진 룸에 사용되는 탄성체는 매우 여러 가지이며 육안으

외장재로 사용되는 열가소성 탄성체는 크게 보호용 판넬과
자동차 와이퍼로 나눌 수 있다(Figure 6). 로커 판넬, 범퍼 페

로 볼 수 없는 부품이 많이 있다(Figure 7). 또한 극심한 환경
에서도 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열가소성 탄성체

이셔, 차폐장치, 트림, 사이드 몰딩 등 보호 판넬에는 TPO가

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이 많다. Table 1에 엔진 룸에 사용

Figure 6. Exterior application scope of thermoplastic ela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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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Under hood application scope of thermoplastic elastomers.

되는 열경화성 고무의 종류와 간단한 특성을 나타냈다. 전달
계통에 사용하는 호스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호스 중에서 연

고무(NBR)이며 경쟁 탄성체로는 불소고무, 실리콘, 수소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HNBR), 에피클로로히드린

료 호스에 주로 사용되는 탄성체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ECO) 등이 있다. 내열성이 우수해야 하고, 침투성 강한

Table 1. Type and properties of representative thermosetting elastomers for automobile parts.10
Synthetic rubber

Key properties

Application

Working
temperature

vibration damping, automotive
resistant to ozone and weathering, Water poor water resistance, very
transmissions components requiring
low resilience below 70°C
resistance to hot oil or fuel

-10~150°C

Polychloroprene
(Neoprene®)

excellent balance of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low gas
permeability, excellent flame resistance, excellent rubber-metal
bonds and good resilience, poor electrical properties

belting, coated fabrics, cable
jackets, seals and gaiters

-35~100°C

Epichlorohydrin

similar to nitrile rubber but with better heat, oil and petrol
resistance, excellent resistance to acids, alkalis and ozone, poor
compression set limits

fuel systems, bladders,
diaphragms and rollers

-35~125°C

EPDM

excellent heat, ozone and chemical resistance, good physical
properties and resistance to polar fluids, excellent low temperature
resistance and electrical resistance, poor resistance to petroleum
based fluids and di-ester lubricants

accumulator bladders, cable
connectors and insulators,
diaphragms, gaskets, hoses and
seals

-45~150°C

Polyacrylic
Rubber

Fluoroelastomer
(Viton®)

most suitable rubbers for continuous use at temperatures of 200°C
accumulator bladders, diaphragms,
and up to 300°C for short periods, excellent resistance to ozone and
gaskets, O-rings and seals operating
weathering, oils and most chemicals, expensive, unsuitable for use
in especially harsh environments
with phosphate esters and ketones

-10~200°C

Nitrile Rubber
(NBR)

moderate physical properties but good abrasion resistance, low gas
permeability, poor ozone resistance, electrical properties, and flame accumulator bladders, diaphragms,
resistance, not suitable for use with use with polar solvents, gaskets, hose, liners, O-rings and
seals
compounded with PVC to improve ageing, flame, petrol and ozone
resistance

-25~100°C

better oil, chemical, and thermal resistance than NBR, excellent
resistance to sour oil and gas, steam, hot water and ozone, excellent accumulator bladders, diaphragms,
Hydrogenated Nitrile
physical properties and dynamic behaviour at elevated temperatures, gaskets and seals, especially for the
Rubber (HNBR)
oil and gas industries
poor electrical properties, poor flame resistance and attack by
aromatic oils and polar organic solvents

-25~17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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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만 적용되고 있다.

부풀지 않고 침투되거나 분해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압축변

엔진 벨트에는 CR, EPDM, NBR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형 저항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냉매 호스에는 EPDM이 주로
사용되며, NBR, 네오프렌 혹은 폴리클로로프렌 고무(CR),

엔진 벨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로내성, 내마모성, 내노화
성, 내열성, 내후성, 내오존성, 내수성, 내화학성 등이 우수하

TPV, 실리콘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역시 내열성이 뛰어나야
하고 유연성과 함께 저온 저항성, 내오존성, 수분 침투 저항

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 탄성체 외에 다른 탄성체는 거의 사
용되지 않고 있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145도에 이르는 광범

성이 우수해야 한다. 오일 호스로는 NBR이 주로 사용되고,

위한 온도에서 동적 피로내성과 내마모성이 특히 중요하고 압

HNBR, 불소고무, 실리콘, 폴리아크릴 고무(ACM)이 함께 사
용된다. 내구성, 인장강도, 내오일성, 흐름성이 중요하다. 라

축 줄음율도 낮아야 하기 때문에 브이벨트에 CR이 주로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적인 이유로 EPDM과 NBR도 사용

디에이터, 터보 과급기, 브레이크, 클러치 및 공조시스템과 같
은 곳에 사용하는 호스로는 EPDM이 주로 사용되고 SBR,

되고 있다.
전선과 케이블 재킷에는 COPE가 주로 사용되고, TPV,

TPV, 실리콘 등이 경쟁 재료이다. 내구성, 찢김강도, 내팽윤

TPU, 불소고무, AEM/ACM, 실리콘 고무 등도 사용되고 있

성, 압축변형 저항성, 내침투성이 뛰어나야 한다.
다른 경쟁 재료에 비하여 여러 가지 물성에서 뛰어나기 때

다. 고온 내구성, 오일과 그리스에 대한 내성, 내부식성, 내파
단성이 우수하여야 하고, 할로겐을 사용하지 않는 난연성의

문에 연료 호스로 불소고무가 오랫동안 주로 사용되었다. 가
격 또한 저렴한 편이지만 배출가스 규제가 심화되고, 엔진룸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엔진룸의 전선과 케이블 재킷에 COPE
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1) 저온(−70oC) 신축성이 우수하

온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연료혼합이 달라지면서 사용 양이 급
격히 줄고 있다. 불소의 양을 조절하여 NBR과 실리콘 대비

고 내열성(125oC)도 우수하기 때문이며, 2) 오일, 그리스 및 다
른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이 매우 우수하고, 3) 할로겐이 전혀

비교우위 재료로 남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

없는 탄성체이기 때문이다. TPU는 센서, 제어 및 배터리 케

어 불소의 양을 낮춤으로서 압축 영구변형을 줄일 수 있으며
연료 내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불소의 양을 크게 하면 산화

이블에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온 신축성,
내후성, 내마모성, 인열저항성과 같은 성질이 COPE에 미치

물의 침투를 막는데 효과적이다. NBR은 오일 호스용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이 재료가 내오일성이 뛰어나고 다른

지 못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보다 복잡한 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자 디바이스가 점점

경쟁 재료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더 조밀해지고 통합되고 있다. 따라서 내열 용량이 크게 상승

러나, 최근들어 HNBR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데 엔진 룸에
필요한 내열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다. 냉매와 공조 호스

할 수 밖에 없고 광범위한 온도 차이에도 견디는 실리콘과 같
은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현재 실리콘은 여러 가

로는 우수한 저온 물성과 내침투성 및 내팽윤성으로 인하여
EPDM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TPV의 사용양이 점점 늘어나

지 센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씰과 개스킷으로는 NBR이 주로 사용되고, EPDM, CR,

고 있는 점이 눈에 뛰는데 이는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 설계
의 신축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리콘

HNBR, ACM, 불소고무, 실리콘 고무 등도 사용되고 있다. 고
온 내구성, 오일과 그리스에 대한 내성, 내파단성이 우수하여

고무도 특히 고급 사양의 차종에서 냉매 및 터보 과급기 호

야 하고, 압축 줄음율이 낮아야 하며 저온 신축성이 뛰어나야

스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EPDM 및 다른 열경화성 고무와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비하여 여러 가지 물성의 균형이 우수

한다. 실, 특히 오링에는 NBR이 가장 보편적인 재료이다. 주
로 변속장치, 엔진커버 씰, 유출방지 백밸브, 오일필터 씰에 사

하기 때문이다. 즉, 파단, 벗겨짐, 오존 및 노화 내성이 우수
하고 고온 피로 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아라미드 강화 그레

용되고 있으나 연료 씰과 개스킷용으로 불소고무의 사용이 점
점 늘어나고 있다. 고온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EPDM

이드의 설계도 가능하다.

은 내후성과 저온 신축성이 필요한 냉매 씰, 라디에이터 펌프

튜브와 배관에는 COPE가 주로 사용되고, EPDM, TPV,
NBR, ECO, AEM, 불소고무 등도 사용되고 있다. 튜브와 배

씰, 환경 씰 및 실린더 라이너 씰 등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용도에서 더 우수한 재료로는 실리콘 고무가 있다.

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구성, 내후성, 자외선 안정성, 팽윤
저항성, 내화학성, 찢김 강도, 흐름성 등이 우수하여야 한다.

HNBR과 ACM과 같은 특수 탄성체는 고급 사양의 차량에 특
수한 씰과 개스킷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PDM과 COPE가 주로 사용되며, COPE는 내유성과 내화학
성이 뛰어나고 구부림 강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 강
도도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최적의 열가소성 탄성체라 할 수

4.4. 웨더 씰용 열가소성 탄성체
웨더 씰은 크게 차체 씰과 유리창 씰로 나눌 수 있다(Figure

있다. 이와 같은 물성 때문에 COPE는 PVC와 다른 플라스틱
을 대체하는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ECO, SEM, 줄소고무

8).11 차체 씰에는 EPDM이 주로 사용되고, TPV, SBC, 실리
콘 고무 등도 사용되고 있다. 초고온 및 저온 내구성, 구동 진

등은 가격이 비싸고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 최고급 사양의

동에 적응하는 신축성, 자외선 안정성, 오일과 연료, 세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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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Weather seal application scope of thermoplastic elastomers.

(메탄올)에 대한 내성, 소음차감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유리창
씰에도 EPDM이 주로 사용되고, TPV, SBC, 실리콘 고무 등

있는 내열성과 저온 신축성과 어우러져 창문, 후면 데크 웨더
스트리핑 씰 등의 이상적인 재료이다. 그러나, 최근에 차체 및

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자외선과 오존 안정성이 우수하여야
하고, 초고온 및 저온 내구성, 구동 진동에 적응하는 신축성,

유리창 씰에 상당히 많은 양의 EPDM이 TPV로 대체되고 있
다. TPV를 사용하면 경화 공정이 필요 없고 후 손질공정을 단

자외선 안정성, 오일과 연료, 세척액(메탄올)에 대한 내성, 소

순화시킬 수 있어 싸이클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생산

음차감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경쟁 재료에 비하여 가성비 균형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성이 크게 개선되고 최종 부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그
럼에도 전통적인 일반 TPV제품은 EPDM에 비하여 접착성이

차체 씰에는 EPDM이 지배하고 있다. 뛰어난 내오존성, 내노
화성, 내후성은 EPDM의 주 특성이며 150oC까지 사용할 수

크게 떨어져 성형제품을 TPV로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전망된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고성능 TPV 제품보다

Figure 9. Various molded parts application scope of thermoplastic ela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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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저항성, 내화학성, 인열저항성, 유동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스로부터 탈형하거나 조립에서 창문에 마운팅하는 등의 여러

산업 현장에서 CR을 NBR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제조 과정에서 탈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서이다. 대부분의 로커 패널이 TPO로 생산되기 때문에 로커

엔진오일에 대한 내성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수명을 연장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밋용으로 SBC가 가장 빠

패널 씰로 TPO가 널리 사용된다. 실리콘은 새로운 재료로 특
히 선루프 씰에 유용하다. 고온에서도 열화 없이 장기 사용이

르게 성장하고 있다. 내노화성과 내파단성이 최적이기 때문
이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SBC는 EPDM과 경쟁하는 재료로서 UV
안정성이 뛰어나 특히 창문 씰에 사용할 수 있다. EPDM 기
반 부품의 경우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할 경우 변색되고 심

5. 자동차용 열가소성 탄성체 적용 전망

지어는 파손까지 일어날 수 있다.

자동차용 열가소성 탄성체 중에서 TPO를 선택하려는 경향

4.5. 성형 부품용 열가소성 탄성체

이 매우 강한 편이다. 사실 TPO는 내장재와 외장재 용으로 이
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TPO제조사들은 시장 확산

자동차에 사용되는 성형 탄성체부품은 종류도 다양하고 각
부품 별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도 까다롭다. 그러나, 크게 부

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가소성 탄성체 재료로서
TPU를 선택하려는 경향도 큰 편이다. 내장재와 외장재 용으

츠/벨로우즈, 마운트, 그로밋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Figure 9).12 부츠와 벨로우즈에는 COPE가 주로 사용되고, 실

로 대세가 되고 있는 TPO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TPU제조사들은 가성 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특단의 방향을

리콘 고무, CR, TPV, EPDM 등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부츠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COPE도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와 벨로우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마모성, 오일과 그리스
에 대한 내성, 저온 신축성, 고온 내성, 굴곡 피로 내성의 성

항속 조인트 부츠 외에도 여러 성형 부품에 적용하려는 움직
임이 강한 편이다. 현재 TPO를 선택하려는 경향은 보통인 편

칠을 갖추어야 한다. 내구성, 성능 및 성형성의 최적 밸런스
를 가지고 있는 소재가 COPE로서 가혹한 조건에서도 사용할

이다. 이를 타파하고 웨더 씰에 적용하기 위해서 TPV제조사
들은 내마모성과 금속 및 타 플라스틱 부품과의 접합 능력을

수 있는 시스템 비용이 가장 낮다. 따라서 부츠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 수 년간 내환경성과 내피로성에서 문

배가시킬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를 안고 있는 CR과 EPDM을 빠르게 대체하였다. 더욱이 엔

자동차 제조사에서 SBC의 선택에 대해서 소극적인 편이다.
SBC 제조사들은 탁월한 내후성을 지닌 제품을 개발하여 SBC

진 룸과 새시의 조업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고온에서도 동적
인 굴곡 피로내성이 뛰어난 실리콘 고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

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창문 캡슐화용으로 선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PA를 선택하려는 경향은 보통인 편이

지고 있다. 다우코닝과 같은 메이저 사들은 COPE를 실리콘
고무로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실리콘 고무를 시장에

지만 가격이 비싸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과 선호도에 적합한 특수 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어 매우 가혹한 조건을 견디는 실리콘 고무의 전

하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망도 밝다 할 수 있다. 엑손모빌과 같은 TPV 제조사들도 새
로운 그레이드를 출시하고 있으나 COPE와 강력한 경쟁을 해

Conclusion

야 한다는 점에서 부츠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마운트에는 EPDM, NBR, TPU가 주로 사용되고, COPE,

사실 부품이 자동차에 장착되기 까지는 자동차 회사, 부품
제조사, 컴파운딩사 및 탄성체 제조사가 긴밀한 협조가 이루

CSM, HNBR, SBC, PVE, TPV 등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마
운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엔진오일에 대한 내성이 뛰어나야

어져야 가능하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주요 인자는 경량화, 연비, 가격, 브랜드 균일도, 글로벌 가치,

하고, 진동 흡수능력이 탁월해야 하며, 마감성, 접착성도 우수
하여야 한다. 엔진 마운트에는 NBR과 EPDM이 주로 사용되

제품 포트폴리오이다. 반면 부품제조사는 기술지원, 부가 서

는데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데 탁월하기 때문이다. HNBR과
CSM과 같은 특수 제품은 가격을 고려한 자동차회사의 판단
에 따라 사용이 좌우된다. TPU는 탁월한 마감성으로 자동차
내부의 미적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어 SBC와 함께 차체 마
운트에 주로 사용된다.
그로밋에는 COPE가 주로 사용되고, EPDM, TPV, NBR,
ECO, PVC, AEM, 불소고무 등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로
밋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구성, 내환경성, 자외선 안정성, 팽

비스, 최적 리드타임, 가성비, 자동차사 인증기준 확보 등의 인
자에 주로 관심이 있고, 컴파운딩사는 설계의 유연성, 최적의
기계적, 화학적 성질, 공급선 확보, 기술 지원 등의 인자에 관
심이 있다. 이와 같은 인자에 미치지 못하는 요구사항이 발생
되면 탄성체 제조사와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새롭게 설
계, 제조된 그레이드는 컴파운딩 사에 제공되어 부품회사로
컴파운딩 제품이 넘겨져 부품으로 제조한 후 자동차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
다. 탄성체 제조사와 컴파운딩 제조사가 통합되면 이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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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동차 제조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창출할 수 있고, 따라서 치열한 경쟁
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시장에서 종래의 열경화성 고무를 재생 사용이 가
능한 열가소성 탄성체로 대체하는 일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자동차 회사, 부품제조사, 컴파운딩
사 및 탄성체 제조사가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
를 유지하면서 자동차의 특정 부품이 요구하는 규격을 만족
할 수 있는 그레이드를 창출하는 일은 탄성체 원료를 시술 선
진국에서 수입함으로써 오는 불편함과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적기에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각 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전략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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