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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ing behavior, mechanical properties, hot-air aging resistance, abrasion properties,thermal properties, etc.,
of EVM/EPM/APP (ammonium polyphosphate)/DPER (dipentaerythritol)/EG (expandable graphite) and EVM/EPM/ATH
(aluminium trihydroxide) flame retarding systems in ethylene vinyl acetate rubber (EVM) blends with EPM (ethylene propylene rubber) were sequentially examined. For both flame retarding systems, the torque values increased with the content
of EPM rubber and with the vulcanization time. As the content of EPM rubber increased, the scorch time became shorter,
whereas the optimum cure time followed an increasing trend. For the EVM/EPM/APP/DPER/EG flameretarding system,
as the content of EPM rubber increased, the hardness did not change,whereas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decreased. A hot-air aging resistance test at 150°C showed that the heat resistance decreased with the EPM content regardless of the kinds and contents of flame retardants. As the EPM content increased, the abrasion rate became higher and the
abrasion resistance of the EVM/EPM/APP/DPER/EG flame retarding systems exceeded that of the EVM/EPM/ATH flame
retarding counterparts. In comparison with the EVM/EPM/ATH flame retarding systems,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EVM/
EPM/APP/DPER/EG flame retarding system showed an increasing tendency.
Keywords: EVM, EPM, EVM/EPM/APP/DPER/EG, EVM/EPM/ATH, scorch time, optimum cure time

충진제로 난연성을 개선하고 기계적 성질을 유지하거나 향상
시킬 수 있다. 탄성소재의 연소하기 쉬운 성질을 감소시키기

Introduction
오늘날 고분자재료는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
고 있으나 가연성에 의한 화재 위험은 그 응용을 제한하고 있
다.1,2 따라서 고분자 재료의 점화 또는 타는 성질을 감소시키

위한 몇 가지 방안으로서10-13 먼저 난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난연성 단량체나 난연성
고분자를 블렌딩하는 것이다. 두번 째는 탄성체를 특정한 시

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주제이다. 할로겐 함유
화합물은 고분자 재료에 대한 효과적인 난연제이나3 환경적

약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고무를 통상적인 난연제
로써 혼련하는 것으로 고분자 혼련물에 난연제를 첨가하는 경

인 관심 때문에 몇 가지 할로겐 함유 난연제들은 점차 사용

우 일반적으로 난연제의 이행이 발생한다. 또한 고분자 재료
내부로 대부분의 난연제가 침출하는 경우에는 고분자 재료와

4

이 금지되고 있다. 비독성이고 환경적으로 무해하지만 비할
로겐 화합물, 특히 무기물질은 많은 사용량을 요구함으로써

이들 첨가제의 비상용성 때문에 물리적 성질 및 기계적 성질

고분자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손상시킨다. 인을 기반으로 한
난연제는 효과적인 비할로겐으로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내구성을 감
소시키고 제품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분자 재료

난연고분자 재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5-8 하지만 인을 기반
으로 한 난연제는 고분자 재료를 가소화함으로써 모듈러스,

의 블렌딩은 양호한 기계적 성질, 동적 성질, 가공성 및 노화
성질 등의 물성을 갖는 새로운 소재를 만든다. 고분자 블렌드

유리전이온도 및 강도 등을 낮춘다.9 삼산화안티몬을 포함한

물의 물성은 일반적으로 고분자 재료의 성질14, 블렌드 조성15-17
및 계면 접착18-22 등의 요소에 의하여 제어된다. 난연성 고무

무기산화물은 그들 스스로는 난연성을 발현시키지 못하며 다
만 상승제로서 작용하여 브롬이나 발포성 난연제의 난연효과

를 배합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

를 개선시킨다. 고분자 재료의 난연성을 효과적으로 개선시
키기 위한 다른 방법은 고분자 재료를 나노 크기의 무기입자

는 고무의 고유한 물리적 성질 및 기계적 성질과 개질된 연
소 특성을 절충하는 것이다.23,24 하지만 개질된 고무가 사용

로 보강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비교적 적은 양의

되는 분야는 고무의 물리적 성질 및 기계적 성질에 있어서 생
기는 변화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들어 고무의 기계적

†

Corresponding author E-mail: parkcy@pknu.ac.kr

성질이 주요 관심사인 타이어 산업에 있어서 탄성 모듈러스

106

Il Kyung Sung et al. / Elastomers and Composites Vol. 52, No. 2, pp. 105-113 (June 2017)

가 약 10~20% 변하면 상당한 변화로 간주되며 이것은 제품

고무에 대한 소련을 수행하고 이어서 충전제와 고무 배합약

에 난연성을 부여하는 잇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품을 함께 투입하여 4분간 더 혼련한 후 1차 혼련물(compound)

는 무기 난연제와 유기 난연제의 차이를 확인하고 난연성을
최적화할 목적으로 EVM/EPM 블렌드 가황체에서 APP/

을 상온에서 24시간 방치하여 숙성시켰다. 2차 혼련은 6
in × 12 in인 개방롤(open roll)에서 1차 혼련물과 가교제를 가

DPER/EG 난연 시스템과 무기계 난연제인 수산화 알루미늄
(ATH) 시스템이 가황체의 가교특성, 내열노화성, 마모특성 및

하여 40oC에서 5분간 균일하게 혼련하여 고온 프레스에서 압
축성형 함으로써 고무 가황물을 제조하였다. EVM에 EPM의

열적성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함량별 블렌드 가황체의 조성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perimental

EVM/EPM의 블렌드 비율은 각각 100/0, 70/30, 50/50, 30/70
및 0/100 phr로 하며 난연제로는 APP/DPER/EG의 경우 40/
10/10 phr로 고정하여 T-1, T-2, T-3, T-4 및 T-5으로 나타내었
다. 무기계 난연제인 ATH는 난연성이 효과적인 함량인 150

1. 실험재료
EVM는 Lanxess Chemical Co. 제품으로 VA 함량이 70 wt%

phr를 고정하여 T-6 T-7, T-8, T-9 및 T-10으로 나타내었다. 최

인 Levaprene 700 grade를 사용하였으며, EPM은 금호폴리켐
(주) 제품으로 에틸렌 함량이 52 wt%, Mooney 점도(ML1+4,

종배합시편은 Rheometer(Monsanto ODR 2000T)를 이용하여
ASTM D 2084 규격에 준하여 160oC에서 가교도를 검토한 결

125oC)가 40인 KEP 110 grade를 사용하였다. 난연제로서

과 기준으로 160oC에서 20분간 프레스에서 시험용 시편을 제
조하여 기계적 물성 및 기기 분석을 통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ammonium polyphosphate (APP)는 인 함유량 30% 이상,
dipentaerythritol (DPER)은 순도 90% 이상, expandable graphite
(EG)는 150 mesh 제품을 사용하였다. 무기계 난연제로서
aluminium trihydroxide (ATH)는 순도 99.8% 이상, 평균입자

3. 물리적 성질 및 열적 성질

경이 8 µm인 일본 Showa Denko, H-32 제품을 사용하였다.
유기 과산화물 가황제인 dicumyl peroxide (DCP)와 TAIC는

3.1. 가교특성

Rhein Chemie사 제품이고, 활성제로는 금속산화물인 MgO를,
충진제로는 semi reinforcing furnace (SRF)를 사용하였다.

값을 지나는 시간 축과 평행한 직선을 긋고 두 직선 간 거리
를 F1 으로 하고 최소 토크점에서 F1의 10% 및 90%에 해당

2. 시험편의 제조

하는 토크 값을 나타내는 점을 통과하는 시간 축에 평행선을
긋고, 가황곡선과 교차하는 점까지의 시간을 각각 T10, T90 으

고무 가황체의 가황상태 분석은 최소 토크값 및 최대 토크

로 표시하여 각각 스코오치 시간 및 최적 가황시간이라 정의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혼련(mixing)으로 분리 배합하여 시

하고, 두 값의 차이를 가황속도 R = T90-T10 이라 정의한다. 한
편 스코오치란 배합고무가 저장 중 또는 캘린더링, 압출 및 기

편을 제조하였다. 1차 혼련 공정은 1.6 L 용량의 Banbury 혼
련기로서 속도는 30 rpm으로 하고 초기온도 및 최종 온도는

타 가황공정 이전의 가공작업 중에 가황을 일으켜 가소성이
감소함으로써 탄성이 증가하거나 제품가공이 불가능하게 되

각각 50oC, 80oC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1분간 전단력에 의해

Table 1. Basic Formulation of EVM/EPM/APP/DPER/EG and EVM/EPM/ATH Composites
Material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EVM

100

75

50

25

0

100

75

50

25

0

EPM

0

25

50

75

100

0

25

50

75

100

Stearic acid

1.5

MgO

3.0

Aflex 18

2.0

Carbon black SRF

50

Process oil

10

TAIC

1.5

DCP

6.0

APP/
DPER/
EG
ATH

APP

40

DPER

10

EG

1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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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스코오치는 조기가황(premature cure)

고무가 마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끄러짐 현상이 수반되

이라고도 하며, 무우니 점도계에 의하여 측정된 미가황고무

어야 한다. DIN 마모시험기는 독일 시험표준에 명시된 고무

의 스코오치 시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작은 로우
터를 사용하고 작동온도는 125oC 또는 145oC로 하여 다이스

마모시험 방법을 기초로 제작된 시험기로서 시험 소요시간이
짧고 시험이 간단하여 합성고무 제조업체 등에서 품질관리용

를 덮은 후 1분 간격으로 점도를 기록한다. 최저 점도에서 무
우니 단위로 5 포인트 상승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시험기는 탄화규소를 입힌 회전드
럼 위에 시편을 일정하중으로 누른 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본 실험에 있어서 가교특성 측정은 Rheometer (Monsanto

일정거리를 움직이는 동안의 마모량을 측정한다. 시편에 가

ODR 2000T)를 이용하여 160oC에서 가황특성을 측정하였다.

해지는 수직하중을 변화시키며 시험할 수 있다. 또한 DIN 마
모시험기는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고무의 내마찰성을 평가하

3.2. 기계적 성질
가교고무는 낮은 변형영역에서는 탄성적 거동을 나타내므

는 시험기로서, 연마포(60 mesh)를 휘감은 회전드럼의 마찰
면에 시험편을 일정하중을 주어 마찰하고 마모의 체적손실로

로 낮은 변형에서 측정되는 경도는 가교고무의 탄성률을

써 시험편의 마모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타이어와 벨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물성시험은 시
료를 파괴하는 데 비하여 경도시험은 비파괴 시험이고 휴대

트 등에 사용된다. 표준규격은 ASTM D 5963, ISO 4649, DIN
53516, JIS K 6369, JIS K 6264, KS M 6624 등을 근거로 제

하거나 측정이 간편한 스프링 경도계가 널리 이용된다. 이어
서 인장강도는 가교고무를 평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며 미가

작한다. 본 실험에서는 마모 특성 규격 중 DIN 53516에 따라
표준 시험편의 마모량이 200 mg이 되는 조건에서 수행하여

교 고무의 최적가황 조건의 판정에도 활용되는 고무재료의

마모값을 확인하였다.

특성 체크에 중요한 시험항목으로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 시험기는 로드셀 방식이다. 한편 신률은 고무를 신장

3.5. 열적 성질

시켰다가 수축시키는 경우 정확하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가지 않고 약간 늘어난 상태로 복원된다. 이와같이 원래보다

열중량 분석기(TGA)는 시료에 온도 프로그램을 가하여 시
료의 질량변화를 시간이나 온도의 함수로써 측정하며 그 과

늘어난 길이를 신률로 표시하며 고무탄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시료를 신장시켜 시험시편이 파괴되는 순간의 신률을 파단신

정에서 재료의 질량손실은 증발이나 가스상 부산물을 생성하
는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된다. 특히 TGA 실험 시 재료는 가

률로 정의한다. 본 실험에 있어서 고무 시편의 기계적 성질

스상 분위기에 민감하여 사용된 purge gas가 질소, 헬륨, 아르

은 KS M 6518의 가교고무 시험 방법에 따라 경도는 스프링
식 경도계(Shore-A)를 사용하여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

곤 등과 같은 불활성이 아닌 경우 시료는 가스(O2, air)와 반
응하여 예를 들면 산화분해거동과 관련해 산소를 purge 하여

였다. 인장시험기(Instron 5565)를 사용하여 아령형 3호로 절
단된 시험편을 이용하여 500 ± 25 mm/min의 인장속도로 시

분해거동을 연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질량변화는 매우 감
도 있는 전자저울에 의해 연속적으로 측정하므로 열중량 분

험편이 절단될 때까지 시험을 하여, 인장강도와 파단신률을

석 시 전자저울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열중량

구하였다.

분석은 휘발성 물질, 고분자, 카본블랙, 탄소섬유, 회분 및 충
진제 등의 함량을 검출하는데 이상적인 조성분석법이며, 고

3.3. 내열노화성
공기 가열 노화시험은 가장 일반적인 시험으로 공기 가열

분자가 연소되는 온도영역에서는 분해속도가 고분자마다 서
로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고분자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

항온조 내에 시험시편을 걸어놓고 회전시키면서 가열공기와

다. 물질의 조성에 의한 특성은 각각의 무게감소 단계의 온도

접촉 노화시킨다. 인장노화시험은 시험시편을 가열 항온조에
서 노화시킨 후 꺼내어 실온에서 16~96시간 이내에 실행해야

와 구간의 높이로 결정되는 데 물이나 잔류용매, 첨가유 등의
휘발성 물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방출된다. TGA 곡

한다. 열노화에 의한 내열성 시험은 경도, 인장강도, 신률 등
의 변화로 평가하는 데 가끔 가열 노화시험 과정 중 인장강

선 중 무게감소 단계는 DTG 곡선의 피이크로 나타낼 수 있
으며 DTG 곡선의 기울기는 질량손실이나 질량증가의 속도를

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것은 고무분자의 가교

나타낸다. 분해단계의 온도영역은 기체상 산물이 시료로부터
확산 방출되기 쉬운 정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반응성 환경하

가 아직도 진행 중이란 의미이다. 본 실험에서의 내열노화 특
성은 공기가열 노화시험기(Toyoseiki 45-P)를 사용하여 ASTM
o

에서 시료 표면의 기체 교환이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열 중

D 573에 의거하여 수행하였으며 내열노화 시험조건은 150 C
에서 각각 72시간, 96시간, 168시간 등으로 하여 노화 후의 실

량 분석기(TGA, Auto-TGA Q500, TA Instruments)를 이용하
여 질소분위기하에서 30~800oC의 범위 내로 하고 20oC/min

험 결과를 구하였다.

의 승온 속도로 진행하여 온도에 따른 질량 감소를 측정하였
다. 여기서 각각의 경화된 시료들을 20~30 mg씩 채취하여 열

3.4. 마모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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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가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EVM/EPM/APP/

Results and Discussion

DPER/EG 시스템에 비하여 EVM/EPM/ATH 시스템과 같이
무기난연제를 첨가하는 경우는 무기충진제의 첨가에 의한 경
향과 동일한 거동을 보이며 가황체의 무우니 점도가 증가함

1. 가교 거동
ASTM D 2084에 준하여 Rheometer (Monsanto ODR 2000T)

으로써 토크값이 커지고 이러한 경향은 경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를 이용하여 160oC에서 가황도 시험결과를 Figure 1 및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는 EPM 고무량을 달리하는 EVM/

EVM/EPM 블렌드계에 있어서 EPM 고무량의 증가에 따른

EPM 블렌드계에 있어서 가황시간에 따른 토오크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두 가지 난연계 모두

초기 가황시간(scorch time: T5, 단위: min) 및 최적가황시간
의 변화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보이는 것처

EPM 고무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크값이 증가하는 경향

럼 EPM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가황시간은 짧아지고 이

Table 2. Cure Characteristics of EVM/EPM/APP/DPER/EG and EVM/EPM/ATH Composites
145oC
Scorch

160oC
MDR

Unit

T-1

T-2

T-3

T-4

T-5

T-6

T-7

T-8

T-9

MV

-

13.2

18.5

26.1

32.8

33.8

19.9

29.8

41.5

51.7

T-10
50.2

T5

min

5'17"

4'78"

4'00"

3'50"

3'15"

3'55"

3'15"

3'05"'

2'66"

2'36"

T10

min

1'73"

1'56"

1'35"

1'25"

1'23"

1'73"

1'62"

1'56"

1'37"

1'35"

T50

min

4'92"

4'90"

4'65"

4'61"

4'31"

5'2"

5'21"

5'21"

5'24"

4'97"

T90

min

12'98"

13'58"

13'6"

13'75"

14'20"

16'63"

16'72"

17'03"

17'47"

17'9"

ML

dNm

0.56

1.12

1.82

2.25

2.39

0.95

1.79

2.65

2.71

2.89

MH

dNm

13.08

14.72

16.93

17.59

18.4

20.78

21.73

24.14

24.4

24.96

Figure 1. Cure characteristics of EVM/EPM with different kind of flame retardants at 160oC.

Figure 2. Scorch time (a) and optimum cure time (b) of EVM/EPM with different kind of flame retar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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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저장 안정성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어서

서 경도, 인장강도 및 파단신률 등의 기계적 특성과 내열노화

최적 가황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동일한 가교조건하에서는 적

특성 거동을 나타내었다. EVM/EPM/APP/DPER/EG 가황체

정가황이 어렵고 미가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반
적으로 최적 가황시간이 길어지면 생산성은 감소하게 된다.

의 경우는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EPM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경도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인장강도와 파단신률은 감소

2. 기계적 특성 및 내열노화특성

하였다. 여기서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Figure 2에서 보
이는 것처럼 EPM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적가황시간이 길
어지고 가황계수의 저하로 탄성값이 낮아진 데 기인한 것으

Figure 3~5에는 EVM/EPM 블렌드에 있어서 EPM 고무량
의 변화에 따른 APP/DPER/EG 및 ATH 난연 시스템에 있어

로 판단된다. EVM/EPM/APP/ DPER/EG 가황체와 비교하여
EVM/EPM/ATH 가황체의 경우는 EPM 함량이 증가함에 따

Figure 3. Hot-air aging resistance of EVM/EPM with different kind of flame retardants in terms of hardness for different measuring time
at 150oC.

Figure 4. Hot-air aging resistance of EVM/EPM with different kind of flame retardants in terms of tensile strength for different measuring
time at 150oC.

Figure 5. Hot-air aging resistance of EVM/EPM with different kind of flame retardants in terms of elongation at break for different
measuring time at 1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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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t-air Aging Resistance of EVM/EPM/APP/DPER/EG and EVM/EPM/ATH Composites Determined from 150oC × 72 hrs, 96
hrs, 168 hrs
Hardness (Hs)
Unaging

Aging Test
150oC, 72 hrs
Aging Test
150oC, 96 hrs
Aging Test
150oC, 168 hrs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72

71

71

70

68

80

79

78

74

74

Elongation (%)

390

360

350

300

280

370

350

350

290

250

Tensile strength (Kgf/cm2)

106

104

92

82

81

88

86

78

75

74

Hardness (Hs)

75

77

76

78

74

89

88

87

81

80

Elongation (%)

370

340

280

260

220

350

330

310

250

220

Tensile strength (Kgf/cm2)

100

92

82

78

78

88

75

70

68

67

Hardness (Hs)

81

80

80

80

78

92

90

89

83

81

Elongation (%)

310

310

240

240

190

310

290

268

210

187

Tensile strength (Kgf/cm2)

92

85

80

72

70

93

70

64

62

58
T-10

Hardness (Hs)

83

82

81

82

80

T-6

T-7

T-8

T-9

Elongation (%)

250

230

180

160

150

80

79

78

74

74

Tensile strength (Kgf/cm2)

90

81

75

68

62

370

350

350

290

250

라 상대적으로 경도가 증가하고(82 → 91), 인장강도와 파단
신율은 상대적으로 감소의 폭이 컸다. 이와같이 경도가 증가
한 이유는 적정한 난연 수준을 얻기 위하여 ATH를 다량 첨
가하는 경우에 ATH 입자 사이에 응집현상이 발생한 데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장강도와 파단신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고무 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25,26 150oC에서 내열 노화시간 72, 96, 168시
간 후의 노화시험 결과로 부터 나타난 인장강도의 급격한 감
소는 노화 전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 중의 가
열 노화시험의 경우에 있어서 열은 산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주요한 열화인자가 된다. 난연제의 종류와 함량에 상관없이
EPM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내열성이 저하하는 것은 과산화물

3. 마모 특성 측정
Figure 6에는 DIN 마모시험기를 이용하여 내마모성을 나타
내었다. 내마모성은 난연제와 고무간의 상호작용에 밀접한 연
관성이 있으며, 상호작용이 강할수록 가황체의 탄성률은 높
아지고 마모율은 낮아진다.28 EVM/EPM 블렌드에 있어서
EPM 고무량이 증가할수록 탄성률 저하로 인하여 마모율이
높아지고, 두 가지 종류의 난연 시스템에 있어서 APP/DPER/
EG 시스템이 ATH 시스템보다 내마모성이 우수함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적정한 난연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다량의 ATH를 첨가하는 것보다 APP/DPER/EG의
경우 각 난연제 및 충진제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응

가황에 의한 C-C 결합의 약화 및 가교밀도의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27 EVM/EPM 블렌드에 있어서 EPM 고무량

집현상이 저하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 변화에 따른 APP/DPER/ EG 및 ATH 난연시스템의 노화
전후의 물성치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4. 열적 성질 측정
EVM/EPM 블렌드에 있어서 EPM 고무량의 변화에 따른 두

Figure 6. Din abrasion loss of EVM/EPM with different kind of flame retar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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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GA (a) (b) and DTG (c) (d) curves of EVM/EPM with different kind of flame retardants.

가지 종류, 즉 APP/DPER/EG 및 ATH 난연 시스템별 EVM/
EPM 가황체의 열적 특성 조사에서는 TGA를 이용하여 분해

량 손실 피크는 더 낮아졌다. 단독 ATH 난연제 첨가에 비하
여 APP/DPER/EG 난연시스템의 경우 낮은 피크를 보이며 결

온도 및 구간 등을 조사하였으며, Figure 7(a, b, c, d)에 그 결
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7(a, b)에서 보이는 것처럼 EVM/

과적으로 열안정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PM의 분해는 300oC~500oC에서 두 번의 분해 단계를 거친

Conclusion

다. 300oC 이전에 유기물이 분해되고, 300oC~500oC에서 폴리
머의 완전 분해가 일어나며, 500oC 이상에서 연소 잔여물로

본 연구에서는 EVM/EPM 함량별 APP/DPER/EG 난연 시
스템과 수산화 알루미늄(ATH) 난연시스템의 가교 거동, 기계

회분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9,30 내열성
의 척도가 되는 5%의 무게 감량은 EPM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단독 ATH 난연 시스템보다 APP/DPER/EG 시스템이 분

적 성질, 내노화성, 마모특성, 열적 성질 등을 측정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해 온도가 330oC에서 300oC, 310oC로 감소하였다. 무게 감량
은 폴리머의 분해, 주요 사슬의 파괴 그리고 잔여 탄소의 연

1. 두 가지 난연계 모두 EPM 고무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크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가황시간이 길어짐에 따

소를 포함한다. Figure 7(c, d)는 DTG[TGA thermogram의 미
분, Derivative TG]를 나타낸 것이다. EPM의 함량이 증가할

라 EVM/EPM/APP/DPER/EG 시스템에 비하여 EVM/EPM/
ATH 시스템의 경우 가황체의 무우니 점도가 증가함으로써 토
크값이 점차 더 증가하고 있다. 또한 EPM 함량이 증가함에

수록 중량 손실구간이 높은 온도구간에서 관찰되었고, 열 중

Table 4. DIN Abrasion Loss of EVM/EPM/APP/DPER/EG and EVM/EPM/ATH Composites
3

DIN Abrasion loss (mm )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462

480

497

510

535

510

520

568

618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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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초기 가황시간은 짧아지는 반면에 최적 가황시간은 길
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EVM/EPM/APP/DPER/EG 가황체의 경우 EPM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인장강도와 파단
연신율은 감소하였다. EVM/EPM/ATH 가황체의 경우는
EPM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도가 증가하고, 인
장강도와 파단신율은 상대적으로 감소의 폭이 컸다. 150oC에
서 내열 노화시간 72, 96, 168시간 후의 인장강도의 급격한 감
소는 노화 전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난연제의 종류
와 함량에 상관없이 EPM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내열성이 저
하하였다.
3. EPM 고무량이 증가할수록 마모율이 높아지고, APP/
DPER/EG 시스템이 ATH 시스템보다 내마모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4. EPM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중량 손실구간이 높은 온도
구간에서 관찰되었고, 열 중량 손실 피크는 더 낮아졌다. 단
독 ATH 난연제 첨가에 비하여 APP/DPER/EG 난연시스템의
경우 낮은 피크를 보이며 결과적으로 열안정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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