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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선행개발센터 재료분석

1. 개    요

  최근 자동차 산업은 승객과 보행자의 안 성 강

화, 연비 규제가 지속 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구 

환경 문제가 두되면서 오존층 보호를 한 

온 가스 규제, 일부 유기용제의 사용이 지되었

고, 지구 온난화 제어를 한 CO2 배출 감, 기

오염 방지를 한 가솔린 휘발 감 법규가 용

되고 있고, 산업폐기물 책, 리싸이클성 향상 등 

자동차 산업에 한 사회  요구가 다양하고 가혹

해 지고 있다. 자동차용 고무부품도 기존의 기능

인 품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객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감성  품질을 더 요시 하는 단계

에 이르 다. 고무부품은 메인터 스 리화  

고성능, 고내구화 요구로 고무의 노화 상을 정확

히 악하는 것이 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최근

의 자동차 시장은 로벌화, 친환경  가 차

량 개발 등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실 인 요구는 기능향상 뿐만 아니라 비용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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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무부품의 요구특성

표 1. 고무부품의 종류

시스템

부품
엔  진 샤  시 차  체

방진

고무

엔진마운트

퍼풀리

서스펜션 서포트

등속조인트 부트

퍼류

범퍼스토퍼

바디마운트

부시류

머 러행거

호스

연료호스

에어호스

에어클리 호스

인터쿨러호스

냉각계호스

PCV호스

연료호스

이크호스

워스티어링호스

오일쿨러호스

에어호스

연료라인호스

씰

오일씰류

오링류

다이아 램류

가스 트류

부트류

오일씰류

다이아 램류

부트류

가스 트류

마스터실린더컵

웨더스트립

래스런

벨트라인몰딩

원드실드몰딩

기타 벨트 타이어 와이퍼블 이드

이다. 따라서 고무  부품의 품질은 내구성, 신뢰성 

향상에 맞추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보증기간이 사

용자의 환경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향후 맞춤형 신뢰성 향상의 새로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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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요  인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변

색

루

미
소
균
열

오
존
균
열

경

화

연

화

찢
김
․

손

피
로
균
열

처

짐

강
도

하

마
모
․
마
찰

팽

윤

추

출

착

하

분

리

외

산소 ○ ○ ○ ○ ○ ○ ○

열 ○ ○ ○ ○ ○ ○ ○ ○ ○ ○ ○ ○

오존 ○ ○

빛 ○ ○ ○ ○ ○

응력 ○ ○ ○ ○ ○ ○ ○ ○

물․수분 ○ ○ ○ ○ ○ ○ ○ ○ ○

내유․내용제성 ○ ○ ○ ○ ○ ○ ○ ○ ○ ○

첨가물 ○ ○ ○

약품 ○ ○ ○ ○ ○ ○ ○

염소 ○ ○

고체 ○ ○

미생물 ○ ○ ○ ○

내 배합, 혼연, 성형 ○ ○ ○ ○ ○ ○ ○ ○ ○ ○ ○ ○ ○

가공공정 ○ ○ ○ ○ ○ ○ ○

표 3. 고무부품의 노화 요인과 상

이 필요하다.
  자동차용 고무부품은 시스템별로 다음(표 1)과 

같이 분류 된다.
  본문에서는 고무부품 기능  요구사항과 품질 

개선 사례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방진고무

  차량용 방진고무는 하 을 지지하는 기능과 진

동이 운 자에게 달되지 않게 연하는 역할을 

한다. 방진고무는 주행거리  사용기간이 증가함

에 따라 체 인 성능이 하되는데 그 원인은 

크게 외부 환경요인과 기계  요인으로 나  수 

있다.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공기(산소), 온도, 오존 

등의 향을 들 수 있는데, 공기의 침투는 산화반

응을 일으켜 주 사슬의 이 결합 단으로 이어져 

내피로성 열화로 나타나고 가교 도 증가(경화)는 

경도  탄성계수 증가로 이어져 강성 증가로 나

타난다. 온도는 고온 조건에서 산화반응을 가속시

켜 물성을 기하 수 으로 하시키며, 오존은 

주 사슬의 이 결합 단을 일으켜 인장 시 표면

의 미세 크랙을 발생시키게 된다. 기계  요인으

로는 정  하 과 동  하 의 향을 받는데, 정

 분담하 은 구변형(Creep)을 일으키며 강성

변화로 이어진다. 한 동  진동하 은 피로균열 

발생  성장을 진시켜 손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용 방진고무의 성능과 요구특성과 고

무부품의 노화 요인과 상은 다음(표 2, 표 3)과 

같다. 
  최근 엔진마운트의 고장 요인 분석 사례(그림 

2)를 살펴보면 고무 재료의 결함과 엔진마운트의 

기능 결함이 복합 으로 나타난다. 

표 2. 자동차용 방진고무의 성능과 요구특성

방진고무 방진성능 주 수 진폭
고무의

요구특성

엔진

마운트

주  역의

idling/shake 책

10Hz
후

tan δ up

고주  역의

실내소음/진동 

책

100Hz 소 동배율

서스펜션

부시

실내소음/진동 책

/주행안정성

100Hz
후

고경도

동배율

low friction

구동계

퍼류

구동계의

진동소음 책

200~
500Hz

고온 

역의

tan δ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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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방진고무 고장 요인 분석(사례)

  엔진마운트는 엔진에서의 진동과 소음을 차내

에 달되지 않도록 하기 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다른 고무 보다도 동  특성의 요구가 엄격

하다. 한, 엔진을 장기에 걸쳐 지지하기 해 내

구성, 내열성이 요한 요구특성 이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요구특성에 반하여 고객은 ‘차량이 떨

린다’, ‘진동이 있다’, ‘ 에서 소음이 난다’ . 등의 

NVH(Noise Vibration Hashness)와 연 된 품질 문

제가 계속 보고 되고 있다. 필드 차량의 주요 품질 

유형과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2.1 엔진마운트의 내열성

  상기에서 기술한 엔진마운트는 각 업계의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과거의 손과 같은 심각한

표 4. 재료별 엔진마운트 내구 비교 

구     분 일 반 내열(Ⅰ) 내열(Ⅱ)

10만 km
내구 후

정스 링 상수

변화율 (%)
100(기 ) 30 15

처짐량 (%) 100(기 ) 40 20

그림 3. 엔진마운트 내구 부품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으나, 향후, 엔진마운트의 주

요 기능인 기 승차감이 장기 (10년 20만㎞)으
로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는 새로운 복합  시스템

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2.2 다이나믹 퍼의 진동

  다이나믹 퍼는 특정 시스템의 진동 감을 

해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 으로 한 차량에 2~4개 

정도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고무의 물성이 변하여 퍼의 고유주 수 특

성이 바 게 되며, 원래 목 인 진동 감 효과는 

사라지고 량 증가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림 4. 다이다믹 퍼

  주로 퍼에 착된 고무층(천연고무)이 경화가 

진되어 신차 기에 튜닝된 특정 주 수 역

를 벗어나 진동과 부 을 일으킨다. 스티어링 휠

(운 석)의 진동, 부  문제를 개선하기 하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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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이나믹 퍼의 부품 실차 상 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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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고무재료(천연고무와 스티 부타디엔고무 

블 드) 조성으로 내열성을 기존 보다 30℃ 향상 

시켰다. 개선된 내열 강화 재료를 실차에 장착하

여 장기 주행(20만㎞) 후 기존의 재료와 비교한 결

과 기존의 재료는 주행 후 주 수 특성변화가 

무 커서 진동 연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내열 강

화 재료는 장기 주행 후 에도 차량의 진동 역(운
석)의 기 튜닝 주 수 특성이 유지되는 진동 

연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그림 5)되었다.
  상기 사례는 내구 신뢰성 측면에서 재료  부

품의 노화 정도 데이터와 실체 차량의 주행 마일

리지와의 상 성을 검증한 이다.

2.3 스테빌라이  바 부시의 동 기 노이즈

  스테빌라이  바는 자동차의 륜과 후륜에 부

착되어 자동차의 코 링시 균형을 유지시키는 장

치로, 이곳에 부착되어 바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테빌라이  바 부시가 사용되고 있다.
(그림 6) 동 기 노이즈가 발생 원인으로 고무의 

온 구압축 음율이 요 인자로 거론되고 있다. 
  온 구압축 음율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 

온에서 탄성회복력이 약해져서 바와 부시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여 그 사이로 이물질과 수분이 유입

되어 노이즈 발생의 한 원인이 된다. 즉 구압축

음율이 나쁜 경우 장기간 고무가 바를 지지할 

때 탄성회복력이 약해지고 그 결과 자동차의 소음

에 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하여 승차감  내구

성에 악 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하

여 폴리머 함량비를 조 하 으며,  충진제  첨

가제, 가교 도를 조 하여 재료의 온(-30℃ 분

기하) 구압축 음율을 개선하 다. -15℃ 환

경 조건에서 마찰소음(dB)을 가속도계로 계측한 

스테빌라이저 바 부시

스테빌라이저 바

그림 6. 스테빌라이  바 부시 장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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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마찰소음 측정 결과

결과 그림 7와 같이 노이즈 개선 효과를 얻었다.
  방진고무의 열화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열 

부하, 사용기간, 노면 입력하 , 엔진/변속기의 자

 등으로 내구 품질이 결정되어 지는데, 과거의 

불만족 주요 요인인 고무 재료의 오존  열노화 

부족, 기계  강도의 부족에 의한 크랙, 손 등의 

고객 불만 사항은 하게 어들었다. 향후 방

진고무는 고객의 감성  요구 수 이 높아지고 있

어 일정 사용 기간의 내구성 확보를 기 으로  장

기 사용 후에도 방진의 고유 성질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하는 새로운 설계 기술과 평가 시스템의 연

구가 요구된다.

3. 씰  링

  최근 씰링고무부품에 요구되는 품질은 크게 기

능  품질  감성  품질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기능  품질 에서 보면 첫째, 석유연료를 

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알코올연료, 바이오연료(Bio- 
Fuel)에 한 고무재료의 기계  요구 물성 만족 

 환경법규 응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운 자 

안 과 한 련이 있는 요 보안고무부품(
이크호스, 워스티어링호스 등)들의 안 법규 

 환경법규 강화에 따른 성능 만족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엔진오일, 유
압시스템 작동유, 부동액의 무교환 개발에 따른 

기유(Base oil)  첨가제 변경에 응하는 씰링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지리  치, 문화  

차이에 따라 고무부품에 요구되는 품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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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3.1 연료펌  씰 패킹 구조

  연료시스템내 연료펌  패킹이 유사연료에 포

함된 메탄올 성분에 의해 팽윤이 되어 씰링 성능 

하를 유발시킨 사례이다.
  그림 8을 보면 연료유에 포함된 메탄올의 함량

비에 따른 연료시스템내 사용되고 있는 고무재질

별 체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 로 가로축은 연료

유C에 함유된 메탄올 함량비(%)를 나타낸 것이고 

세로축은 체 변화율(%)을 보여 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무재료별로 메탄올에 한 향

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연료내 

메탄올 함량비가 16~20% 내외로 연료에 포함되었

고 씰 패킹 재질은 2 원계 불소고무로 그림8.의 그

래 와 같이 40℃, 70시간 침  후 체 변화율은 

약 30 ~ 40% 정도로 그로멧 타입 패킹이 스페이서

에 안착되지 못하고 이탈되는 문제가 발생하 다. 
다른 차종의 유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연료펌 내 

씰 패킹의 구조가 오링(O-ring) 타입으로 메탄올에 

의해 팽윤이 발생하더라도 씰링 성능 하에 향

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개선방향은 기존 2원계 불소고무로 제

작된 그로멧 타입의 씰 패킹의 재질을 3원계 불소

고무로 변경하기 보다는 고무 씰의 팽윤이 일정 

부분 있더라도 씰링 성능에 향이 은 오링 타

입의 패킹 구조 변경으로 비용 손실 없이 개선되

었다.

그림 8. 메탄올 함유 연료에 한 고무재료 거동

3.2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컵 씰 팽윤

  클러치 시스템은 다수의 고분자부품으로 복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으로 고무로 성형

된 호스류, 씰류, 그리고 라스틱으로 성형된 피

스톤, 실린더 바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린더 

내부에는 2개의 컵 씰이 있으며, 이 컵 씰의 내주

면에 있는 주립(main lip)에 의해 씰링을 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장기 사용시  클러치 마스터 실린

더 내부에 액압이 부족하여 압력 달이 원활하지 

않아 클러치 페달이 원래 치로 회복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액압이 달되지 않은 원인을 조사

한 결과 실린더 내부에 있는 컵 씰의 팽윤으로 컵 

씰 내경이 증 되어 피스톤과 컵 씰 내주면 주립 

사이에 미세 틈이 일어나 압력 달이 원활 하지 

않는 상을 확인하 다. 컵 씰의 팽윤을 유발시

키는 인자를  찾아 내기 하여 클러치 마스터 실

린더 작동유로 사용되고 있는 이크 오일과  

컵 씰의 합성 시험으로 컵 씰의 팽윤과 내경 변

화는 없는 결과를 얻었다. 시스템내 타 고분자부

품 과의 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 버 탱크

와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를 연결시켜주는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rubber) 고무호스에서 가

소제, 오일 성분이 빠져나와 컵 씰을 팽윤시키는 

시험 데이터를 얻었다. 일반 으로 고무 부품을 

성형 할 경우에는 고무 분자간 윤활제로 가소제를 

고무혼연시 소량 투입하는데, 한 선정을 해 

원소재 종류  성형 부품의 요구조건(경도, 내한

성, 유체, 타부품 향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 이다.  EPDM 고무호스에서 가소제로 사용

하고 있는 오일은 석유계 탄화수소로 비극성인 

EPDM 고무호스와 상용성은 좋으나, 호스로부터 

소량 추출이 될 경우 EPDM 재질의 컵 씰을 팽윤

시킨다. 일반 으로 이크  클러치 시스템내 

EPDM고무부품 의 혼연에는 물유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개

선방향은 EPDM고무호스 배합시 투입되는 가소

제를 삭제함으로써 컵 씰의 팽윤을 개선시킨 사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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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차체 웨더스트립 마모

  비와 물, 먼지 등의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하며 

주행  바람소리와 진동을 감시켜주는 웨더스

트립은 차량의 차체에 장착되어 도어를 닫았을 때 

폐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웨더스트립류의 주

요 이슈  하나는 바디사이드부 웨더스트립의 조

기 마모 상이다. 특히, 승객의 승/하차가 빈번한 

택시에서 나타나며, 운 자의 체구가 크고 승/하차 

습 이 웨더스트립에 엉덩이를 걸치고 승차하는 

경우가 북미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 웨더스트립

은 크게 스폰지부와 캐리어부로 구성되며 주로 고

무배합에 발포제를 첨가하여 압출과정에서 스폰

지 타입으로 발포시킨다. 자동차용 웨더스트립은 

발포 처리된 스폰지 표면에 코 층이 도포되며, 
코 층은 웨더스트립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요소

의 하나이다. 기존의 코 제는 웨더스트립의 동

결방지를 하여 도포된 것으로 실리콘 계열을 사

용하 다. 실리콘은 온에서 웨더스트립이 동결

에 의한 찢어짐, 열되는 상과 노이즈를 방지

하는 역할을 한다. 실리콘 계열은 내마모성이 취

약하므로 기존 웨더스트립 제품들은 외부의 마찰

에 의하여 쉽게 마모되어 찢어지는 취약 이 있

다. 이러한 상을 개선하기 하여 시험 조건  

품질 규제치를 재설정하 으며, 우 탄과 불소 성

분을 혼용하여 코 제에 마모성능을 부가하 다. 
코 제의 개선 과 개선후의 웨더스트립 내마모성 

비교 결과 30배 이상의 내마모성이 향상되었다.

3.4 고무 부품의 변색

  첫째,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엔진룸, 차체부

에 부착된 고무부품의 변색과 이러한 부품과 

하고 있는 상  부품의 오염도 품질의 주요 요인

이다. 구체 인 를 보면, 주로 EPDM고무가 

용되는 라디에이터 호스, 리 버 호스와 엔진룸 

 차체 와이어링 보호용 그로멧류가 일정 시간 

경과 후 백화(Blooming) 상으로 나타난다. 호스 

 그로멧은 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감성  

측면에서 보면 품질의 하나다. 라디에이터 호스와 

그로멧 표면에 흰색 계열의 이물질은 가황제, 
진제, 활성화제, 노화방지제, 오일 등으로 분석된

다. 일반 으로 블루 (Blooming)은 미가황 혹은 

가황고무  배합약품의 일부가 고무의 표면으로 

석출하여 고무의 표면에 피어나는 상으로 황, 
라핀계 오일, 스테아린산,  어떤 종류의 노화

방지제 등은 블루 되기 쉽다. 블루 에 향을 

주는 인자는 일반 으로 ⅰ) 가황제, 진제의 종

류  투입량 ⅱ) Polymer 구조에 의한 배합제의 

용해성 ⅲ) 블루 의 속도 ⅳ) 가류 활성화제 사용 

ⅴ)가류조건 ⅵ) 미가황고무의 표면 Blooming  
ⅶ) 유효가황과 Blooming 등과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개선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서 일정 마일리지

별로 부품을 수거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정  분석

하 다.
  상기의 이물질 성분들은 고무내부에서 용해되

지 않고 과포화 상태로 잔존해있다가 표면으로 석

출되는데 그림 9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
  고무 컴 운드내에 용해도 이상의 농도로 존재

하는 약품은 용해도 이상의 양에 해서 결정화하

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배합물 내에 과포화 상

표 5. 이물질 성분

유  기  물 무  기  물

 Paraffin Oil,
 DISPER,
 CZ, BZ, DTDM, TT

 Zn, S, Si, Al,
 Ca, K, Cl 

그림 9. 블루  상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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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존재하는 과잉 성분이 확산에 의하여 표면으

로 이동하여 결정으로 석출된다. 따라서 개선방향

은 고무 배합시 투입되는 가황제, 진제, 노화방

지제, 산화아연 등의 투입량을 조 하여 과포화 

상태로 고무내부에 잔존하지 않도록 하 으며, 
한 배합제 선정시 Polymer와의 용해도를 고려하

다. 재  조건에 온도, 습도, 오존 stress를 부여하

여 장시간 시험(건식, 습식, 복합환경 조건)을 실

시한 결과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향후, 고무부품

이 차량에 장착되어 일정 기간 경과 후 Lab. 시험 

결과와 필드 조건과의 상 성 있는 데이터와 재발 

방지 로세스를 정립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4. 결    론

  자동차용 고무부품은 자동차의 기술동향(안
성, 연비, 환경, 가차)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최

근  사회 , 환경  요구와 고객의 요구 조건이 더 

엄격해 지고 있다. 고무부품은 과거 10여년 동안 

많은 노력과 신소재, 신기술 도입, 고무 컴 운트 

개량으로 재료의 내열성, 내오존성, 내유성, 내연

료투과성, 내화학성, 내마모성 등의 측면에서 품질

이 획기 으로 개선되었다고 단된다. 그러나, 차
량 사용 환경  작동 조건을 고려한 시스템  기

능과 고내구성이 지속 으로 요구된다. 한, 지역 

 국가별(북미, 유럽, 국, 인도, 러시아 등) 요구

품질과  환경조건의 격한 차이를 충족 시킬 고

무품질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검증 가능한 신뢰

성 향상과 측 기술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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