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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연구에서는 EPDM 고무를 기지재로 사용하여 유기 난연제에 따른 난연 특성을 살펴
보았다. EPDM 원료 고무에 카아본블랙, 스테아르산, 산화아연 가교제 등을 배합하여, 난연제가
첨가되지 않은 EPDM 고무 혼합물인 E0를 제조하였다. E0에 인계 난연제인 Tricresyl phosphate 
(TCP)를 인 함량이 0.5, 1, 1.5, 2 phr로 변량 첨가하여 E1～E4를 제조하였고, 적인을 인 함량이
3, 6, 9, 15 phr로 변량 첨가하여 E5～E8를 제조하였다. 또한 브롬계 난연제인 데카브로모디페
닐옥사이드(DBDPO)와 염소계 난연제인 염화파라핀은 각각 브롬과 염소 함량을 3, 6, 9, 15 phr
로 변량 첨가하여 E9～E12와 E13～E16을 각각 제조하였다. 난연제의 종류에 따라 제조된 고무
시료의 인장 및 인열, 경도 등의 기본 물성을 시험하였으나, 난연제 함량에 의한 이들 변화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난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산소지수 시험에서는 E0의 산
소지수가 23.5%를 나타내었으며, 난연제를 첨가한 고무의 산소지수는 23.7～28.5%를 나타내어
서 난연 특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UL94의 수평법에 의한 시험에서 난연제로 적인을
사용한 EPDM 고무 혼합물의 난연 효과가 가장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반면 TCP를 첨가
한 고무 혼합물의 경우, 블리딩(Bleeding)현상이 심하여 시험 결과의 재현성을 얻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난연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함량 증가에 따라 연소율이 감소하였고 난연 효과가 향
상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flame retardant properties of EPDM rubber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flame retardants. Carbon black, stearic acid, zinc oxide cross-linking agent were mix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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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난연제란 연소하기 쉬운 성질을 가진 고분자 재
료에 첨가하여 발화를 늦춰주고 연소의 확대를 막

아주는 첨가제로서 할로겐, 인, 삼산화안티몬 및

수산화 금속 화합물 등이 있다. 그러나 난연제는

단순히 난연 효과만을 발휘해서는 실제 제품으로

서의 사용이 어렵고 또한 연소시 연기 및 독성가

스를 적게 발생하고, 이와 혼합되는 기지재(base 
polymer)와의 상용성과 혼합성도 좋아야 하며, 제
품의 기계적 물성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만족 시켜야한다.1-3

  현재 많이 사용되는 난연제의 종류로는 크게 인
계, 할로겐계, 수산화 금속 화합물, 안티몬계 난연
제로 구분 할 수 있다. 인계 난연제는 분리반응으
로 탄소가 표면층(char)을 형성하여 물리적으로 고
무와 산소를 차폐해 버리고,4-5 할로겐계 난연제는

염화 파라핀이 대표적인 것으로 기상에서 기능을

발휘하며 발생된 불연성 가스는 분해하여 발생하

는 가연성 가스를 열과 산소로부터 차단해 버린다. 
또한 수산화 금속 화합물은 가열시에 결정수를 방

출하여 분해 상변화에 의해서 대량으로 열을 흡수

하고 열전도율을 올려 열의 분산을 도모하며, 안티
몬계 난연제는 삼산화안티몬(Sb2O3)이 대표적이고

연소초기에 삼산화안티몬이 용융되면 고무의 표면

에 피막을 형성하여 산소를 차단하여 내부 흡열반

응에 의해서 착화온도를 올려 자기 소화성을 발휘

한다. 또한 산화안티몬 난연제와 할로겐계를 병용

하면 탈염산 반응이 촉진되어 염소가스가 다량으

로 발생한다.6-7

  염소계 난연제는 크게 염화파라핀, 염화 폴리에

틸렌,8 염화 지방족 고리화합물 및 염소 함유 인산
에스테르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몬트리올 의
정서에 따라 사염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

질로 규제에 들어감에 따라 염소계 난연제의 용매

로 사용되는 사염화탄소는 현재 다른 용매로 대체

되고 있다.
  염소계 난연제의 난연화 메카니즘은 라디칼 작

용에 의해 일어나며, 염소계 난연제의 분해시 Cl 
라디칼을 거쳐 HCl 발생, 연소장에서 활성된 수소
라디칼과 히드록시 라디칼을 분리시킨다. 이런 라
디칼 분리반응은 아래의 반응기구에서 보는바와

같이 Cl 라디칼의 재형성에 의해 연쇄반응을 진행
시킨다. 

CH4 + Cl․ → HCl + CH3․

H․ + HCl → H2 + Cl․

OH․ + HCl → H2O + Cl․

O․ + HCl → OH + Cl․

  염소계 난연제는 삼산화안티몬과의 병용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아래

EPDM rubber to produce the base rubber E0 without the addition of flame retardants. Phosphorus flame 
retardant Tricrecyl phosphate(TCP) was added to E0 in 0.5, 1, 1.5, 2 phr to make E1～E4 samples and 
red phosphorus was added in 3, 6, 9, 12 phr to make E5～E8 samples. A flame retardant of the bromine 
family Decabromodiphenyloxide(DBDPO), and a chlorinated paraffin retardant of the chlorine family was 
added to E0 in 3, 6, 9, 12 phr to make E9～E12 and E13～E16 samples, repectively. Basic phys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strength, tear strength and hardness were measured for all the rubber samples 
with various flame retardant additions. There was no substantial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Oxygen 
index and UL94 were measured to study flame retardant properties. From oxygen index measurements 
E0 sample showed a value of 23.5%, indicating the improvement of flame retardant properties. Also from 
UL94 measurements, it was found that addition of red phosphorus resulted in maximum flame retardant 
effect. It was found that increasing the amount of addition resulted in decreasing combustion rate and 
improving flame retardant effect regardless of the kind of flame retardant.

Keywords：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flame retar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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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술한 연쇄반응과 같이 라디칼 분리작용, 탈수
탄화작용에 의해 상승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Sb2O3 + 2HCl → 2SbOCl + H2O

5SbOCl(s) → Sb4O5Cl2(s) + SbCl3(g)↑

4Sb4O5Cl2(s) → 5Sb3O4Cl(s) + SbCl3(g)↑

3Sb3O4Cl(s) → 4Sb2O3(s) + SbCl3(g)↑

  또한 최근에 염화파라핀은 플라스틱, 도료 및 섬
유의 난연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염소함량이

높은 것은 소량의 배합으로도 난연효과를 발휘하

고 또한 열가소성수지, 고무 및 플라스틱과의 상용
성이 우수하여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

나, 동일 분자내에 염소와 인을 함유한 난연제는

염소와 인을 단순히 브렌드한 것보다는 큰 상승효

과를 발휘하며, 축합형과 비축합형으로 구별되는데
비축합형은 저점도, 고난연성으로 가격은 저렴하나
분자량이 작아 휘발성의 문제가 있다.
  1999년 독일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법안이 phase-
Ⅱ에 강화됨에 따라 비할로겐화 기술이 중요시되

고 있으며, 비할로겐화 연구는 일본의 전선케이블

화재사고에 의해 전선재료 분야에 처음 시도되었

으며 금속수산화물인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
네슘과 적인, 멜라민 등의 질소화합물이 적용되어

다량 배합에 따른 합성수지 물성의 저하와 유독성

포스핀 가스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계
난연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성형재료에 인산

에스테르를 첨가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범용 플라
스틱, 폴리올레핀, 폴리스티렌에도 비할로겐화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인계 난연제의 기술적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무의 난연성 시험방법으로는 Fenimore와 Mar-
tin이 제안한 연소시험으로 1960년대 도입된 산소

지수(limiting oxygen index: LOI)법9-10이 있으며 또

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난연 평가

기준으로 UL94법이 있다.11 UL(Underwriters La-
boratories)94법은 수평법과 수직법이 있으며 모든

시험편의 자기소화성을 평가한다.
  고무의 난연성 시험에 있어서 연소와 더불어 중

요한 것은 발생하는 연기의 양과 그 종류이다. 일
반화재 사고의 경우, 죽은 자의 대부분은 질식에

의한 것이다. 연기는 유독성이 높고, 특히 연소시

산소의 결핍과 일산화탄소의 발생이 일어난다. 가
황 고무의 경우, 탄산가스와 일산화탄소 외에 황과
질소함유 가스가 존재한다. 또 어떤 종류의 방염제
존재가 잠재적인 연기의 양과 유독성을 증가시키

게 된다. 그러나 실제 화재사고의 경우, 할로겐계
난연제가 존재하면, 연기나 유독 가스가 중대한 문
제로 야기되어 화재사고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무독성인 인과 무기염의 난연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EPDM 고무만으로
는 원하는 고무의 물리적 성질과 난연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최종 혼합물의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서 충전제, 가교제 및 촉진제 등의 종류와 양
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기본 배합비을 설정하여 제

조하였다. 이에 난연제로 인계 및 할로겐계 화합물
을 첨가하여 난연성이 부여된 EPDM 고무 혼합물
을 제조하여, 난연제의 종류 및 함량에 따른 인장
및 인열강도 등의 물리적 특성을 시험하였다. 또한
산소지수법과 UL94법 그리고 FT-IR을 이용하여 연
소가스의 성분 분석을 통하여 고무 시험편의 난연

성을 고찰하였다.

Ⅱ. 실 험

1. 원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 원료 고무로 사용한 EPDM은 한국
폴리켐의 KEP 330을 선택하였으며, 고무제품의 보
강제로 사용되는 카아본 블랙은 금호석유화학(주)
의 SRF(Semi-Reinforcing Furnace Black) N-774를 사
용하였다. 가교제는 일본 NOF사의 1,1-비스-3,3,5-
트리메틸사이크로헥산인 3M-40을 사용하였고, 충
전제로는 독일 Hoffmann Mineral사의 비닐트리에폭
시 실란을 코팅처리한 AKTISIL VM56을 사용하였
다. 또한 비극성 고무에 주로 사용되는 칼슘 비누
의 포화 지방산 아마이드 혼합물로 가황 활성 효

과를 갖는 독일 Struktol사의 WB16을 가공 윤활조
제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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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연제는 인계와 할로겐계를 사용하였으며, 인계
는 인 함량이 8.4%인 Tricresyl phosphate(TCP)와 인
함량이 99%인 적인(red phosphorus)을 사용하였다. 
할로겐계 난연제로는 브롬 함량이 83%인 데카브

로모디페닐옥사이드(DBDPO)와 염소계로 염소 함

량이 70%인 염화파라핀을 사용하였다.

2. 고무 시험편 제조

2.1 고무 배합

  고무의 각종 물성 시험과 난연성 시험을 수행하
기 위해 제조된 시료의 고무 배합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혼련된 고무를 상온에서 24시간 정도 숙성시킨

다음 난연제가 포함되지 않은 고무를 E0로 표시하
였다. 인 함량이 8.4% 인 난연제 TCP가 첨가된 것
은 E1～E4, 인 함량이 99%인 적인은 E5～E8, 할로
겐 난연제 중 브롬 함량이 83%인 DBDPO는 E9～
E12 및 염소의 함량이 70%인 염화파라핀의 경우

는 E13～E16로 명명하였다.

2.2 시험편 성형

  Table 1에 기술한 고무 배합비로 유압 프레스

(CARVER-2518)를 이용하여 금형 온도 170℃에서
15 ㎫의 압력을 가하여 레오메터에서 측정한 t90에

따라 EPDM 고무 혼합물을 가황시켰다.

3. 물성 시험

  본 연구에서는 고무의 기본적 물성인 경도, 인장
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노화시험 등을 KS M 
6782, 6783, 6784, 678812-15에 따라 측정하였다.

4. 난연성 시험

  본 연구에서는 Table 1과 같이 배합된 EPDM 고
무 혼합물에 난연제로 인계 및 할로겐계 화합물을

첨가하여 난연성 시험편으로 제조하였다. 난연제의
종류 및 함량별로 KS M 3032와 ISO 458916-17에 따

라 산소의 최저 농도를 구하는 산소지수법과 UL94
의 수평법에 따라 EPDM 고무 혼합물의 연소시험
을 하였으며 ISO 566018에 따라 연소가스 포집통에

서 EPDM 고무 혼합물을 연소시켜 발생된 가스의
조성등을 FT-IR을 통해 확인하였다.

4.1 산소지수법

  산소지수법에 의한 난연성 평가는 KS M 3032 

Tabel 1. Recipe of EPDM Mixtures
(unit : phr)

Compound E0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E11 E12 E13 E14 E15 E16

EPDM(KEP 330) 100

Stearic acid 1

ZnO 5

Carbon black(SRF N774) 5

Filler(AKTISIL VM56) 100

Lubricant(WB16) 2

Crosslinking agent(3M-40) 5

Flame
retardant

P

TCP
(P: 8.4%) 6.0 11.9 23.8 35.7

Red
phosphorus
(P: 99%)

3.03 6.06 9.09 15.15

Halo-
gen

DBDPO
(Br: 83%) 3.61 7.23 10.84 18.07

Chlorinated
paraffin
(Cl: 70%)

4.29 8.57 12.8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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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ISO 4589의 시험방법에 따라 Fire Instrumen-
tation, Ltd.(UK)의 산소지수 측정기(Oxygen Index 
Test Apparatus)로 시험하였다. 투명한 통 안에 산

소의 농도를 설정하여 산소와 질소의 혼합가스를

일정하게 유지한 다음 수직으로 시험편(10×14×3 
mm)을 장착하여 위쪽을 점화시켜 불이 타들어 갈
때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최저 농도를 계산하였

다.

4.2 UL94법

  고분자 화합물의 자기소화성을 평가하는 시험방
법으로 수직법과 수평법이 있다. 시험편의 크기는
12.7×12 mm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법을 이용하여 고무의 자기

소화성을 평가하였다. 시험 방법으로는 시험편을

수평으로 고정시켜 점화한 후 분당 타 들어간 길

이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험편의 두께가 3.05 
mm～12.7 mm인 경우 분당 연소 길이가 38.1㎜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시험편 두께가 3.05 mm인 경

우에는 76.2 mm 이내여야 한다. 이러한 분당 연소
길이의 허용치를 만족하였을때, HB(Horizontal Bur-
ning) 등급판정을 한다. 시험편의 수는 3개로 하여
시험하였다.

4.3 FT-IR를 이용한 연소가스 조성 분석 및 연소

율 측정

  ISO 5660의 시험방법에 따라 방사 히터에 노출

된 면을 제외하고 알루미늄 호일로 시험편 홀더를

감싼 다음 시험편(20×20 mm)을 고정시켰다. 또한
가스 포집통의 방사 히터 온도를 800℃로 고정한

후 시료를 태워 연소율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발생

된 가스를 포집한 다음 FT-IR로 가스의 조성을 분
석하였다.
  가스 포집 및 분석은 시료의 질량 감소가 분당

150 g/m2 미만 일 때까지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연소율은 시험 전 무게와 시험 후 무게를 측정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A-B
A ×100= (%)

Ⅲ. 결과 및 고찰

1. 가교 거동

  본 연구에서는 EPDM 고무 혼합물의 시험편 제
조를 위하여 KS M 668719에 따라 170℃의 온도에
서 진동디스크형 가교 측정기로 90%의 가교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Table 2에 기술하였다.
  인이 함유된 난연제인 TCP의 경우는 난연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가교시간이 감소하였고 적인과

브롬계 난연제의 경우는 가교시간에 별다른 영향

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염소계 난연제인 염화파라

핀은 난연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가교시간이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PDM 고무 혼합물의 가교
반응시에 TCP가 가교 촉진제로 작용하였으나, 염
화파라핀은 EPDM 혼합물의 반응을 지연시킨 결과
로 보았다.

Table 2. Curing Time(t90) of EPDM Rubber Mix-
tures at 170℃

(unit : min)

Product t90

E0 21:22

TCP

E1 18:58

E2 18:41

E3 14:24

E4 13:35

Red phosphorus

E5 22:36

E6 22:14

E7 21:19

E8 20:22

DBDPO

E9 22:52

E10 20:33

E11 20:13

E12 21:04

Chlorinated paraffin

E13 22:52

E14 25:44

E15 26:25

E16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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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고무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시험 항목으로 경도,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를
시험하였다. 또한 노화시험은 경도, 인장강도와 신
장률의 시험으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2.1 경 도

  TCP를 첨가한 EPDM 고무 혼합물의 경도를 살
펴본 결과 현저히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TCP의 양이 증가할수록 시험편의 경도도 함께 감
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노화 후에 측정
된 경도 역시 TCP의 함량 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TCP가 액상 첨가제
로서 EPDM 고무와의 상용성이 좋지 않으며 일부
연화제로 작용하여 TCP 함량 증가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적인을 난연제로 첨가

하여 제조한 시험편의 경도는 적인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시험편의 경도가 다소 향상됨을 알 수 있

었으나 그 차이는 매우 작았다. 할로겐계 난연제

중 DBDPO를 첨가한 고무의 경도는 브롬이 난여

제로 들어간 고무는 난연제를 첨가하지 않은

EPDM 고무 혼합물 보다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그 변화의 폭은 매우 미비하였다. 난연
제로 염화파라핀을 사용한 고무의 경도를 살펴보

면 난연제를 첨가하지 않은 EPDM 고무 혼합물 보
다 다소 시험값이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염화파라핀이 일부 가소제로 사용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인장강도

  난연제로 TCP를 첨가하여 제조한 EPDM 고무
혼합물의 인장강도는 TCP의 함량 증가에 따라 인
장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난연제인 TCP가 EPDM 고무와 상
용성이 좋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경도

변화의 결과와도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었다.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EPDM Compound 

Product
Hardness

(Hs)
Tex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Tear strength

(N/㎜)

Aging test
(70℃, 96h)

Hardness
(Hs)

Tex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E0 68 8.33 350 22.0 69 8.47 320

E1 65 8.03 400 20.8 66 8.14 330

E2 61 7.80 480 21.7 63 8.03 410

E3 55 7.52 520 21.0 56 7.72 480

E4 51 7.47 550 20.4 51 7.52 520

E5 70 9.41 370 20.1 71 9.51 350

E6 71 9.01 360 22.1 72 9.27 330

E7 71 8.92 370 21.2 73 9.14 320

E8 72 8.88 380 22.2 74 9.10 320

E9 71 8.49 370 21.9 72 9.06 360

E10 70 8.45 370 21.5 72 8.88 340

E11 70 8.04 380 21.4 71 8.41 350

E12 71 7.77 360 21.2 73 8.35 330

E13 68 8.04 500 23.0 69 8.52 450

E14 67 7.77 530 25.4 68 8.39 510

E15 66 7.63 580 27.3 67 7.95 520

E16 66 7.40 580 27.8 68 7.68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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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을 난연제로 사용한 EPDM 고무 혼합물에

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노화 후의 인장강도
역시 상온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다른 난연제 보다 보강효과가 뛰어남

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난연제가 첨가되지 않은

EPDM 고무 혼합물에 비해서 인장강도가 크게 향
상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난연제로 첨가된 적인
이 EPDM 고무 혼합물 사이에서 가교제로 작용하
여 다소 인장강도가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난연제로 할로겐계인 DBDPO를 사용한 고무 혼
합물의 인장강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브롬의 양이

3, 6 phr의 경우는 난연제가 첨가되지 않은 EPDM 
고무 혼합물 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9, 15 
phr를 첨가한 경우는 인장강도가 다소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노화 후와 상온시의 인장강도를 비
교하면 노화후의 인장강도가 상온시의 인장강도보

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할로겐계 염화파라핀을 난연제로 사용한 고무의
인장강도 변화는 그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강

도는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3 신장률

  TCP를 난연제로 첨가한 고무 시험편의 신장률은
경도나 인장강도와는 달리 난연제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신장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
한 노화 시험후의 신장률도 TCP의 함량 증가에 따
라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액상 난연제인

TCP가 EPDM 고무 혼합물과 성형시에 오일과 같

이 가소제로 작용하여 신장률이 증가한 것으로 여

겨진다. 그러나. 적인을 난연제로 첨가한 고무 시

험편의 신장률과 DBDPO을 난연제로 첨가한 고무
시험편의 신장률의 경우는 난연제의 함량이 증가

하여도 별다른 변화 없이 난연제가 첨가되지 않은

EPDM 고무 혼합물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염소계인 염화파라핀을 난연제로 사용한 고무

시험편의 신장률을 살펴보면, 난연제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신장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염화파라핀이 고온에서 분

해되어 발생된 염소기가 EPDM 고무의 사슬을 절

단함으로서 다른 첨가제들과의 반응이 향상되어

신장률이 상승한 것으로 사료된다. 

2.4 인열강도

  난연제로 TCP, 적인 및 DBDPO가 첨가된 EPDM 
고무 혼합물의 인열강도는 난연제의 종류와 함량

에 따라 인열강도가 난연제를 첨가하지 않은

EPDM 고무 혼합물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인
계와 할로겐계인 DBDPO가 EPDM 고무 혼합물의

인열강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할로겐계인 염화파라핀을 첨가한 EPDM 
고무 혼합물의 경우는 난연제의 함량 증가에 따라

인열강도가 향상됨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인열강
도가 항장적과 비례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결과

로서 인장강도와 신장률의 곱으로 얻어지는 항장

적이 염화파라핀을 난연제로 사용한 EPDM 고무
혼합물이 가장 큰 인장강도와 신장률 곱의 결과로

서 확인할 수 있었다.

3. 난연성 시험

3.1 산소지수

  난연제를 첨가하지 않은 EPDM 고무 혼합물의

산소지수는 23.5%를 나타내었다. EPDM 고무 혼합
물에 난연제로 TCP를 첨가하여 나타낸 Figure 1의
산소지수를 살펴보면 TCP의 함량 증가에도 불구하
고 산소지수 값이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의 적인을 첨가한 EPDM 고무 혼합물의

산소지수를 살펴보면, 적인의 함량 증가에 따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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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I of EPDM rubber mixed with TCP as a 
function of phosphoru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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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OI of EPDM rubber mixed with red 
phosphorus as a function of phosphoru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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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OI of EPDM rubber mixed with DBDPO 
as a function of bromin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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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OI of EPDM rubber mixed with chlorinated 
paraffin as a function of chlorine content.

소지수는 26.7～28.5%로 크게 향상됨을 볼 수 있

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른 난연제들 보다

산소지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소과정에서 가연성물질과 반응하면 탄화막을 형

성하는데 이때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차단하여 난

연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할로겐계 난연제인

DBDPO를 첨가한 EPDM 고무 혼합물의 산소지수

는 26.1～28.2%로 측정되어 Figure 3에 나타내었다. 
EPDM 고무 혼합물에 브롬계의 난연제로 첨가한

DBDPO가 EPDM 고무 혼합물의 난연성을 증가시

켜 산소지수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DBDPO의 함량이 15 phr 첨가된 경우가 큰 값을

나타내었다.염화파라핀이 난연제로 들어간 EPDM 
고무 혼합물의 경우 염화파라핀의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산소지수는 24.6～25.7%로 향상됨을

Figure 4에서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EPDM 고무
에 난연제로 적인을 첨가한 경우가 다른 난연제를

첨가한 경우보다 난연성이 가장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3.2 UL94의 수평법에 의한 난연성 시험

  EPDM 고무 혼합물의 UL94의 수평법에 의한 난
연성의 시험은 모든 시험편이 두께 3.05 mm 이하
인 경우로 분당 연소 길이가 76.2 mm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고무 혼합물의 분당 연소 길이가
기준치 이하이므로 94HB 등급에 해당되었다.
  부기사항으로 시험편에 불꽃 점화부분에서 25.4 
mm에 1차 표시선, 1차 표시선에서 76.2 mm 떨어
진 부분에 2차 표시선을 표시하여 연소상태를 살

펴보았다. 또한 다음과 같이 등급을 나누어 표현하
였다.

  A：2차 표시선 도달 전에 자연적으로 꺼짐(탄
거리까지의 연소속도 측정)

  B：2차 표시선 도달 전에 불꽃 덩어리가 떨어지
면서 꺼짐(탄 거리까지의 연소속도 측정)

  C：2차 표시선 넘어서까지 불꽃이 있음(정상적
인 연소속도 측정)

  D：1차 표시선 도달 전에 불꽃 덩어리가 떨어지
면서 꺼짐(연소속도 측정 불가)

  E：1차 표시선 도달 전에 자연적으로 꺼짐(연소
속도 측정 불가)

  Table 4는 EPDM 고무 혼합물의 연소속도와 부

기사항을 나타내었다.

3.3 FT-IR를 이용한 연소가스 조성 분석 및 연

소율 측정

  가스 포집통에서 방사 히터 온도를 800℃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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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urning Rate and Class

Product Burning rate
(mm/min) Class

E0 14.5 B

TCP

E1 14.4 B

E2 14.0 B

E3 13.6 B

E4 13.2 B

Red phosphorus

E5 - D

E6 - D

E7 - E

E8 - E

DBDPO

E9 - D

E10 - D

E11 - D

E12 - E

Chlorinated
paraffin

E13 12.8 B

E14 9.5 B

E15 6.9 A

E16 4.7 A

정한 후, 시료를 태워 연소율을 측정한 결과, 난연
제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EPDM 고무 혼합물의 연
소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난연제가
첨가되지 않은 EPDM 고무 혼합물과 난연제를 첨
가한 각각의 EPDM 고무 혼합물의 연소가스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CO, CH4, C2H4, C2H6, HCHO 등
의 가스가 배출되었다. 먼저, TCP를 함유한 EPDM 
고무 혼합물에서는 TCP의 양이 증가할수록 연소율
의 감소폭은 미비하였으며, 또한 연소가스 배출량
은 다른 난연제를 사용한 EPDM 고무 혼합물보다
많았으며, TCP의 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난연제로 적인과 DBDPO를 첨가한
EPDM 고무 혼합물은 연소율이 감소하였고, 연소
가스 배출량도 감소하였다. 난연제로 염화파라핀을
첨가한 EPDM 고무 혼합물은 난연제의 양이 증가
함에 따라 연소율의 감소폭은 다른 난연제를 사용

한 EPDM 고무 혼합물보다 컸다. 연소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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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bustion gases absorbance of EPDM 
rubber compound with chlorinated paraffin as a function 
of chlorine content.

은 다른 EPDM 고무 혼합물의 연소가스 배출량과
같이 감소하였으나, 난연제로 사용된 염화파라핀의
경우는 염소의 반응으로 인체에 유해한 염산가스

가 검출되었다. 또한 염산가스의 배출량은 Figure 5
에 나타났듯이 그 배출량은 소량 증가하였다.

Ⅳ. 결 론

  EPDM 고무 혼합물에 난연제로 인계, 적인계, 브
롬계 및 염소계를 첨가하여 EPDM 고무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험편의 물리적 시험과 난연성 시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산소지수 시험 결과 난연제를 첨가한 고무 시
험편의 산소지수는 2.3.7～28.5%까지 나타났으며, 
산소지수를 통한 난연 효과는 적인〉DBDPO〉염
화파라핀〉TCP 순으로 높았다.
  2. UL94 수평법의 시험 결과, 모든 고무 시험편
은 난연성이 우수한 94HB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고무 시험편의 자기 연소성은 적인〉DBDPO〉염
화파라핀〉TCP 순으로 우수하였다.
  3. 연소율을 측정한 결과, 난연제의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연소율은 감소하였고, TCP를 난연제로

사용한 EPDM 고무 혼합물을 제외하고 연소가스

배출량도 감소하였다. 또한 염화파라핀이 난연제로
첨가된 EPDM 고무 혼합물에서는 염화수소 가스가
소량 발생하였다.
  4. 물리적 특성 시험 결과, 난연제의 종류 및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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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증가에 따라 커다란 물성 차이는 보이지 않았

으나, 인열강도에서는 염화파라핀을 난연제로 첨가
한 EPDM 고무 혼합물이 가장 우수하였다. 
  5. TCP를 제외한 나머지 난연제는 EPDM 고무
혼합물과 상용성이 좋음을 알 수 있었다.
  6. TCP를 첨가한 EPDM 고무 혼합물은 블리딩

현상이 심하여 재현성 있는 시험 결과를 얻지 못

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난연제의 종류와 함량은 EPDM 
고무 혼합물의 물리적 특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산소지수법과 UL94법 그리고 연소가

스 분석을 통하여 난연제가 고무 시험편에 미치는

영향은 적인과 DBDPO가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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