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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PT 실란커플링제가 침전 실리카로 보강된

오일씰용 NBR복합소재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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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실란커플링제인 bis-(3-triethoxysilpropyl)tetrasulfide (TESPT)가 실리카 충전 오일씰용 NBR 복합소재

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복합소재의 가교거동과 가교밀도는 ODR (oscillating disk rheometer)

과 톨루엔 팽윤비 시험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기계적 물성은 가황물을 공기 내열 노화 및 ASTM No.3 oil에 내유

노화시켜 시험 전 후 값을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과 Shore A 경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오일씰의

성능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소재의 탄성회복은 가황물에 굽힘 변형을 주어 노화시킨 후 시편이 회복되는 

길이를 측정하여 회복 각(angle of recovery)을 계산하였으며, 저온에서의 탄성회복거동은 TR (temperature re-

traction) 시험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Taber식 마모시험기를 사용하여 가황물의 내마모성을 측정하고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하여 마모면의 형상을 관찰하였다. 시험결과 실리카가 충전된 복합물에

TESPT가 첨가되면 복합물의 흐름성이 향상되고 실리카와 NBR 간의 상호작용 및 가황물의 가교밀도가 향상되어 

가황물의 경도, 100% 모듈러스, 탄성회복성, 내마모성, 내열노화성 및 ASTM No.3 오일에 대한 내유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The effect of the silane coupling agent, bis(triethoxysilypropyl)tetrasulfide (TESPT), on mechanical properties
of a silica-filled NBR compound for oilseal was investigated. Curing behavior and crosslinking density of the compounds
were measured using ODR (oscillating disk rheometer) and swelling ratio in toluene.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 
and shore A hardness tester were used in order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mechanical properties of original vulcanizates
and aged ones with heated air and ASTM No. 3. oil. Recovery of elasticity which influences the performance and service 
life of oilseal was investigated by giving bending deformation to vulcanizates in aging condition. After bending aging test,
recovery distance was measured and calculated angle of recovery from it. TR (temperature retraction) test was performed
on these vulcanizates to determine the low temperature recovery behavior. Wear resistance was measured by Taber type 
abrasion tester. In addition, SEM was used to characterize the morphology of the worn surface of vulcanizates. The result
showed that addition of TESPT into silica-filled compound improves not only compound flow-ability, interaction between
NBR and silica and crosslinking density, but also hardness, 100% modulus, recovery of elasticity, wear resistance, heat
resistance and ASTM No.3 oil resistance of vulcaniz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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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동차 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라 사용되는 고무복합소재의 

특성은 다양화되고 보다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어 고무복합소

재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조합의 첨가제

들이 사용되고 있다. 흔히 사용되는 고무복합소재의 첨가제들

은 충전제, 가소제, 가공조제, 가황제와 같이 부가기능에 따라 

분류되고 각각의 첨가제 종류 중에서 적용대상이나 조건에 

따라 선택이나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많은 첨가제들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1 이들 중 충전제는 고무복합소재의 기계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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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카본블랙이 

대표적이다.2 하지만 카본블랙은 천연 및 합성고무의 보강제

로써 매우 유용하지만 천연가스와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석유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향후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상승 

및 석유의 고갈, 그린 라운드와 같은 환경제약요인이 있어 이

를 대체할 수 있는 보강성 충전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3-4 침전 실리카는 복잡한 aggregate 구조와 

작은 입자크기 때문에 카본블랙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보다 

탄성률 및 인열저항 등이 현저하게 좋아지며 발열 및 내마모

성 역시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중요한 보강 충전제 

중 하나이며 산업용 고무제품 및 타이어에 사용되고 있다.5 
하지만 실리카는 표면의 수산화기 때문에 실리카 입자 간 수

소결합을 형성하여 카본블랙과 비교하면 고무 내에서 분산이 

어렵고 고무와의 상호작용이 약하여 가황물의 기계적 물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실리카가 높은 비율로 고무에 첨가되면 

secondary network를 형성하여 배합물의 점도를 상승시켜 가

공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므로 실리카는 동일한 비표면적을 가지는 카본블랙과 비교하

면 보강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각

종 방법이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이 중 실리카 표면을 실란커

플링제로 화학적 처리하여 충전제-충전제간 상호작용을 감소

시키고 고무와 충전제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가

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6-9 일반적으로 실란커플

링제는 실리카 표면의 수산화기와 반응 할 수 있는 알콕시기

를 가지고 있으며 TESPT의 경우에는 분자내에 tetrasulfide도 

가지고 있어 고무복합소재 가황 시 고분자 분자와 실란커플링

제 사이의 화학적 결합을 유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TESPT
는 실리카와 고무간 화학적 연결 다리 역할을 하여 고무와 

실리카간의 상호작용 및 분산성을 향상시켜 고무복합소재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켜준다.10-11

  오일씰은 동적으로 운동하는 축의 틈 사이로 오일의 누유를 

막아주는 기계적인 요소로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공간이 작으

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2 하지만 오일씰

의 씰링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외부인자의 영향

을 받는다. 오일씰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작동 환경에서 seal lip의 축에 대한 탄성회복이다. 축의 편심

으로 인해 발생되는 요동운동으로 인한 틈을 seal lip이 얼마나 

빠르게 탄성회복을 가지고 대응하느냐이다. 또한 오일씰은 오

일과 접촉함과 동시에 동적으로 움직이는 축과도 접촉을 하고 

있어 고무복합소재의 내유성과 마찰에 대한 내마모성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오일씰용 고무복합소재는 오일씰

의 성능과 수명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기계의 

작동 환경과 특성에 따라 오일씰에 사용되는 적절한 특성을 

가지는 고무 복합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13

  본 연구에서는 카본블랙 충전제 대신 실리카와 실란커플링

제인 TESPT를 사용하여 오일씰용 친환경 고성능 고무 복합소

재 개발에 목적을 두었다. 오일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고무복합소재의 탄성 회복성은 회복 각 및 TR시험을 통하

여 측정하였다. 또한 고무복합소재의 가황거동, 기계적 물성 

및 마모시험을 통하여 실란커플링제가 침전 실리카 충전 고무

복합소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토하고 제품 내구시험을 

통하여 실리카의 오일씰용 고무복합소재 적용에 대해 연구하 

였다.

Ⅱ. 실    험 

1. 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된 침전 실리카는 Rhodia사의 CTAB (cetyltri-
methylammonium bromide) 표면적 155 m2/g인 Zeosil 155를 사

용하였으며, 카본블랙은 Evonik Korea사의 HAF (N330)를 사

용하였다. 실리카 표면처리를 위해 사용된 실란커플링제는 고

무복합소재 가교 시 고무와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도록 분자

구조 내에 4개의 황 원소를 가지고 6개의 에톡시기를 가지는 

양 기능성 실란커플링제인Degussa의 bis(triethoxysily propyl) 
tetrasulfide (Si-69)를 사용하였다. NBR은 금호석유화학㈜의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33%인 KNB35L를 사용하였으며, 가소

제는 ROHM and HASS사의 bis(2-(2-butoxyethoxy)ethyl)adipate 
(TP-95)를 사용하였다. 촉진제는 N-cyclohexyl benzothiazyl 
2-sulfenamide (CBS), tetramethyl thiuram disulfide (TMTD)를 사

용하였고, 산화아연(ZnO), 스테아릭산, 황 등은 일반 고무용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Figure 1에 TESPT의 화학적 구조를 나타

내었다.

2. 고무복합재료 및 시험편 제조

  고무복합소재의 제조는 Mirae Rubber & Plastic Machinery사
의 3 L Kneader와 (주)봉신의 8 inch roller (속도비 1.2:1.0)를 

사용하였다. Kneader 배합 조건은 충전율 0.8, Chamber 온도 

120 ℃, Rotor 속도 30 rpm, 배합 시간 12 min로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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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emical structure of TE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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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용되었으며, TESPT가 다른 배합제의 영향을 받는 것

을 최소화하고 침전 실리카표면의 수산화기와 TESPT의 에톡

시기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침전 실라카와 

TESPT를 먼저 투입하여 혼합 후 나머지 배합제를 단계별로 

첨가 하였다. 침전 실리카 표면의 nm2 당 8개의 OH기가 존재

하고14 TESPT의 에톡시기가 모두 수산화기와 반응한다고 가

정하고 TESPT 첨가량을 계산하였다. 통상 화학반응은 100%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반응 효율을 올리기 위해 반

응온도를 상승시키고 과량으로 반응물을 첨가하지만, TESPT
의 경우 황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반응온도를 올리고 과량으

로 첨가 시 배합 중 배합물의 스코치 위험성이 있어 계산 값의 

양만 첨가하였다. 황과 촉진제는 master batch와 함께 8 inch 
roller에서 nip gap 1 mm로 배합하였으며, TESPT 내의 황이 

고무복합소재 가황물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황의 첨가 비율을 조정하여 배합하였다. 또한 기존 오일씰

용 고무복합소재의 경도와 동일 경도를 얻기 위해 실리카 첨

가 비율을 조정하였다. 제조된 배합물들의 시편은 170 ℃에서 

ODR로 측정한 적정 가황시간(tc90)으로 유압프레스를 이용하

Table 1. Compound Formulation     (unit: phr)

H1 H2 H3 H4 H5

3ℓ Kneader mixing step

NBRa 100 100 100 100 100

Carbon blackb 48 - - - -

Silicac - 48 48 48 30

TESPTd - - 9 9 5.6

Talc 20 20 20 20 20

Stearic acid 2 2 2 2 2

ZnO 10 10 10 10 10

TMQe 2 2 2 2 2

Plasticizerf 5 5 5 5 5

Two-roller mixing step

TMTDg 2.5 2.5 2.5 2.5 2.5

CBSh 3 3 3 3 3

Sulfur 0.8 0.8 0.8 0.53 0.8

Total 193.3 193.3 202.3 202.03 180.9
aKNB35H: acrylonitrile-butadiend rubber with 33% acrylonitrile 

content
bHAF: N330
cZeosil 155: silica with CTAB155 m2/g surface area
dSi-69: bis(triethoxysilypropyl)tetrasulfide
eTMQ : 2,2,4-trimethyl-1,2-dihydroquinoline
fTP-95: bis(2-(2-butoxyethoxy)ethyl)adipate
gTMTD: Tetramethyl thiuram disulfide
hCBS: N-cyclohexyl benzothiazyl 2-sulfenamide

여 두께 2 mm로 제작하였다. Table 1에 고무복합소재 배합표

를 나타내었다.

3. 실험 방법

3.1 가황특성 측정

  각 배합물의 가황특성은 ODR (Kunhaw engineering, Model; 
KHR-2000)을 이용하여 170 ℃에서 스코치 시간(ts1) 및 적정 

가황시간(tc90)을 측정하고 cure rate index (CRI)를 아래의 식(1)
에 따라 계산하였다. 

  CRI = 100/(tc90 - ts1) (1)

또한 가황물의 가교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황물을 톨루엔

에 상온에서 70 시간 침지 시킨 후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시료의 시험 전 후 무게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2)로 

팽윤도(%)를 측정하였다.

  팽윤도 = 100 × (W1-W0) / W0 (2)

여기서 W0은 침지 전의 가황물의 무게이며 W1은 침지 후의 

무게를 의미한다.

3.2 가교고무의 물리적 특성 시험

  가교고무의 물리적 특성 시험은 각 배합물당 3개의 시편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경도측정은 ASTM D 676에 따라 Shore 
A 경도계를 사용하여, 각 배합물당 5 point를 측정하여 평균값

을 구하였다. 100% 모듈러스는 ASTM D 412의 Die C형으로 

절단한 후 UTM (Kunhaw engineering, Korea)을 사용하여 상온

에서 500 mm/min의 속도로 측정하여 기계적 물성을 평가 하

였다. 또한 가황물을 노화시험기와 내유시험기(Kunhaw en-
gineering, Korea)에 각각 넣고 100 ℃에서 70시간 시험 후 경도, 
인장강도 및 회복 각을 측정하고, 시험 전 후 값을 비교하여 

고무복합소재의 내열성, 내유성 및 탄성회복성을 평가하였다. 
내유성은 ASTM No.3 오일에 침지하여 변화 값을 측정하였으

며, 탄성회복성시험은 2 mm 두께의 sheet 시험편을 가로 100 
mm, 세로 10 mm로 절단 후 양끝 부분이 서로 닫도록 구부려 

고정시키고 상온, 내열 및 내유노화 후 시편 양끝을 고정하고 

있는 핀을 제거하고 30분간 방치 하여 회복된 시편의 양 끝 

거리를 측정 하였다. 회복된 거리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3)을 

이용하여 회복 각을 계산하였다. 

  회복 각 = 2 × [sin-1(D0/D1)] (3)

여기서 D0은 초기의 시편길이이며 D1은 상온, 내열 및 내유시

험 후 회복된 시편의 길이를 의미한다. 저온 회복거동은 TR 
시험기(Kunhaw engineering, Korea)를 사용하여 ASTM D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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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시편을 50% 신장하고 -70 ℃ chamber에 10분간 침지 

후 1 ℃ / min 속도로 승온시켜 온도에 따른 신장회복거리를 

측정하였다. 시편은 길이 50 mm, 폭 2 mm, 두께 2 mm인 시편

을 사용하였다.

3.3 마모시험 및 마모면 SEM분석

  고무복합소재의 마모시험은 Taber식 마모시험기로 평가 하

였다. 시험은 1 kg의 하중 하에서 70 rpm으로 10,000회 실시하

고, 시험 전,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마모율을 계산하였다. 마모

륜(abrasive wheel)은 H22를 사용하였으며, 시험 후의 마모면

을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Model; S-4300)으로 측정하여 마모면의 morphology를 관찰하

였다. 

3.4 오일씰 제품 시험

  오일씰 제품 시험은 회전 내구시험기((Kunhaw engineering, 
Korea)를 이용하여 대기압 하에서 100 ℃, 축 회전 속도 5,000 
rpm, 축부편심은 0.2 mm total indicator reading (TIR)으로 70 
시간 실험하였으며, 시험 유체는 ASTM No.3 오일을 사용하였

다. 실험 후의 오일씰 내경 치수 및 긴박력(radial load)변화를 

측정하여 내구력을 평가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가교특성

  ODR을 이용하여 측정한 각 배합물의 가교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나타낸 각 배합물의 최대 torque 값

(Tmax)을 비교해보면 침전 실리카 배합에 TESPT가 첨가된 

H3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침전 실리카의 충전으

로 배합물의 stiffness가 증가하고 TESPT의 첨가로 가교밀도가 

상승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최소 torque 값(Tmin)은 기

존의 카본블랙 배합 H1에 비하여 침전 실리카 배합 H2의 값이 

0.73 N.m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침전 실리카 표면의 

수산화기가 수소결합에 의해 서로 응집체를 형성하여 배합물

의 흐름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침전 실리

카 충전 배합에 TESPT가 첨가된 H3, H4 및 H5는 H2에 비하여 

낮은 Tmin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H2, H3 및 H4의 CRI값을 

비교해보면, H3가 H2에 비하여 가교속도가 느리며, 배합물의 

황 함유율을 H2와 동일하게 배합한 H4가 가장 낮은 CRI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TESPT의 첨가로 배합물의 황 함유

율이 높아져 스코치 시간(ts1)은 감소되지만, TESPT와 가교제

간의 복합 반응으로 가교 반응속도가 감소되어 나타난 현상으

로 판단된다. 또한, TESPT의 combined sulfur보다 배합 시 첨가

된 free sulfur가 배합물의 적정 가황시간(tc90)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Table 2. Cur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unds at 170 ℃

H1 H2 H3 H4 H5
Maximum torque (Tmax), N.m 2.58 3.41 4.08 3.85 2.73
Minimum torque (Tmin), N.m 0.45 1.18 0.54 0.54 0.53
Scorch time (ts1), sec 87 95 75 76 93
Optimum cure time (tc90), sec 207 200 203 226 240
Cure rate index (CRI), sec-1 0.83 0.95 0.78 0.67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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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 of TESPT on swelling ratio of the vulcanizates 
in toluene.

  Figure 1에 나타낸 가황물의 톨루엔 팽윤도 값을 비교해보

면 동일 비율로 보강제가 첨가된 배합물 중 TESPT가 첨가된 

H3와 H4가 157%와 161%로 가장 낮은 팽윤도 값을 나타내었

었다. 이는 TESPT 내의 tetrasulfide가 가황물의 가교밀도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H5 배합물의 경우 침전 실리카와 

TESPT의 첨가량을 조정하여 기존 카본블랙 배합물인 H1과 

경도를 같게 한 배합물로 H3와 비교해보면 침전 실리카 충전

량이 최대 torque 값(Tmax), ts1 및 tc90 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교고무의 물리적 특성

2.1 경도

  각 배합물들의 내열 및 ASTM No.3 oil 내유 노화시험 

전 후의 Shore A 경도 값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노화시험 

전의 경도는 H1와 H2의 경우 72 Hs로 동일한 경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침전 실리카 배합에 TESPT가 첨가된 H3과 H4의 경우 

82 Hs와 80 Hs로 H1과 동일한 보강제 충전량으로 8~10 Hs 
경도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5의 경우 H1보다 

적은 충전량으로 동일 수준의 경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

상은 TESPT의 에톡시기가 침전 실리카표면의 수산화기와 반

응하여 침전 실리카 충전제간의 응집현상을 감소시켜,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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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TESPT on Shore A hardness of the vulcani-
zates.

matrix내에서 침전 실리카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고 tetrasulfide가 

배합물의 가교밀도를 증가시켜 경도가 상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열 노화시험 후 배합물의 경도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H2
가 노화 전 경도에 비해 8 Hs 상승하여 가장 큰 변화 값을 

나타내었다. 내열 노화 시 가황물의 경도변화는 가황물내에 

잔존하는 황, 아연 화합물 및 가황촉진제가 열에 의해 추가적

으로 반응하여 가교밀도를 증가시켜 일어나게 되는데, H2의 

경우 침전 실리카에 의해 흡착된 가황제가 내열노화 시 반응

하여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ASTM No.3 오일 내유 노화 후의 경도변화는 침전 실리카 

충전 배합물 보다 카본블랙 배합인 H1이 5 Hs 감소하여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TESPT가 첨가된 배합물의 경도는 

노화 전의 경도와 유사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침전 실리

카 충전제로 보강된 배합물이 카본블랙 충전 배합물보다 

ASTM No.3 오일에 대하여 내유성이 좋으며 TESPT의 첨가로 

더 우수한 내유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2.2 100% 모듈러스

  고무복합소재는 노출 환경에 따라 기계적 물성이 변하게 

되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가황물은 고

온 환경에서 새로운 가교 network이 형성되어 가교밀도가 변

하고, 오일 침지환경에서는 고분자 사슬에 오일이 침투되어 

가황물의 기계적 물성이 저하된다. Figure 3에 내열 및 내유노

화 전 후의 100% 모듈러스를 나타내었다. 노화 전의 경우 

TESPT가 첨가된 배합물이 H1 및 H2에 비해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이는 침전 실리카표면과 반응 한 TESPT가 가황 시 

tetrasulfide에 의해 고무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가교밀도가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며, 팽윤도 시험 결과와 같

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H2와 H5의 100% 모듈러스 값은 

각각 2.48 MPa와 4.52 MPa로 H5가 H2에 비해 100% 모듈러스 

값이 82.2%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0% 모듈러스는 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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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TESPT on 100% modulus of vulcanizates.

실리카의 충전량보다 실리카와 고무 matrix간의 상호작용 및 

가교밀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황물의 내열 노화 후 100% 모듈러스는 노화 전에 비하여 

모두 상승한 결과를 보였으며, ASTM No.3 oil 내유 노화에서 

TESPT가 첨가된 가황물은 기본 값에 비하여 상승하는 반면 

H1 및 H2는 동등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내열 노화로 인

해 가황물에 추가적 가교 network이 형성되어 100% 모듈러스

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유 노화 후의 H1 및 H2는 가황

물의 팽윤현상으로 인해 분자간의 거리가 멀어져 추가 가교 

network를 형성하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100% modulus는 가황물의 가교밀도, 충전제와 고무 matrix
간의 상호작용 및 팽윤도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2.3 탄성 회복성

  고무복합소재의 휨 변형에 대한 저항성은 오일씰의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로 본 연구에

서는 회복 각 및 TR 시험으로 측정하였다. Figure 4의 (a)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화시험 전의 회복 각은 H2가 147.5 도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는 유사 수준을 나타내었다. 가황물은 

일정이상의 변형을 받으면 변형 부위의 가교 network이 변형

되고 충전제와 고무간의 상호작용이 약해져 회복력이 저하된

다. H2의 경우 가교밀도가 가장 낮아 휨 변형 시 인장되는 

부분의 가교 network이 변형되어 탄성회복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정 가교밀도 이상에서는 동등 수준의 회복 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열 노화시험 후의 회복 각은 TESPT가 첨가된 배합물이 

높은 탄성 회복성을 보였으며, H2가 88.8 도로 가장 낮은 회복 

각을 보였다. 고무 가황물은 변형에 의해 고분자 사슬 배열이 

변하고 열 노화에 의해 새로운 가교를 형성하여 가교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변형된 상태로 가교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고무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려는 힘을 억제하게 된다. 15 따
라서 H2의 낮은 회복 각은 배합물 중 가교밀도 변화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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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TESPT on (a) angle of recovery and (b) original, (c) thermal aged and (d) ASTM No.3 oil aged vulcanizates 
of low temperature retraction.

심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되며, TESPT가 첨가된 배합물의 

경우 실리카 표면이 TESPT와 반응하여 배합 시 실리카 표면

에 가황제를 흡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초기 가교밀도를 높여 

변형상태에서 추가적인 가교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STM No.3 오일 내유 노화 후의 회복 각의 경우 TESPT가 

첨가된 가황물이 내열 노화 후 보다 높은 회복 각을 보였으며, 
H1과 H2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황물의 팽윤으로 인하여 

가교밀도 변화가 내열 노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

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며, 초기가교밀도가 낮은 H1과 H2
는 휨 변형을 가했을 시 인장 변형부분의 가교 network이 변형

되고 ASTM No.3 오일에 의한 가황물의 팽윤현상으로 인해 

고분자 사슬의 거리가 멀어져 추가 가교 network이 형성되지 

못한 반면 압축 변형부분은 추가 가교 network을 형성하여 

회복하려는 힘은 제거되고 변형을 유지시키려는 힘은 생겨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H3와 H5의 결과 값을 비교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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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TESPT on abrasion property of the vulcani-
z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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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EM images of (a) H1, (b) H2, (c) H3, (d) H4 and (e) H5 vulcanizate after abrasion test.

면 H5의 탄성회복성이 H3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H5의 

낮은 침전 실리카 충전량으로 인해 고분자 사슬의 mobility가 

H3보다 좋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온, 내열 

및 내유 환경에서의 탄성회복성은 초기 가교밀도, 가교밀도의 

변화 및 분자사슬의 mobility가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b)는 가황물의 노화 전 TR 시험 결과로 TESPT가 첨가

된 배합물이 저온에서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빠른 회복거동을 

나타내었다. 이는 침전 실리카와 반응하여 공유결합을 형성하

고 있는 TESPT의 사슬이 침전 실리카와 고무 matrix간의 유동

성을 부여 해주고, 고무와 침전 실리카간의 상호작용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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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상태에서의 외부 변형에 대해 빠른 회복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H5의 경우 침전 실리카의 적은 충전량으로 

인해 고무 사슬 mobility가 좋고 TESPT의 첨가로 침전 실리카

와 고무간의 상호작용이 증대되어 가장 빠른 회복거동을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c)와 (d)는 내열 및 내유노화 후의 저온 회복성 시험

의 결과로 내열 노화 후의 저온 회복성은 노화 전과 동등 수준

을 나타내는 반면 내유노화 후의 저온회복성은 회복거리 10 
mm 를 기준으로 TESPT가 첨가된 배합물의 온도에 따른 회복

거리 그래프가 노화 전의 결과 값보다 1.8 ℃ 오른쪽으로 이동

하여 저온 회복성이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H1과 H2의 

회복거동은 -20 ℃ 이후 구간에서 노화 전 보다 빠르게 회복하

였는데 이는 ASTM No.3 오일이 가황물에 침투 되어 고무사슬 

mobility에 영향을 주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ure 4의 

결과 값을 종합해 볼 때 고무 가황물의 외부변형에 대한 탄성

회복성은 가교밀도변화와 고무 사슬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마모시험 및 마모면 SEM분석

  오일씰의 수명 및 성능은 고무복합소재의 마모성과도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 각 배합물의 가황시편을 Taber식 마모시

험기에서 시험한 후 시편의 중량 감소량을 측정하여 Figure 
5에 마모율로 나타내었다. 침전 실리카만 충전된 H2의 경우 

9.61%의 마모율을 나타내는 반면 TESPT가 함께 충전된 H3, 
H4 및 H5는 각각 2.98%, 3.56% 및 3.79%를 나타내었다. 이는 

마모율 5.45%를 나타낸 H1보다 우수한 결과로 침전 실리카가 

충전된 배합물에 TESPT를 첨가하면 복합소재의 내마모성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ure 6에 나타낸 마모면 morphology의 SEM 관찰 결

과를 보면 H1과 H2의 면이 TESPT가 첨가된 배합물 보다 더 

거친 것을 관찰 할 수 있으며 H3가 가장 평탄한 면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마모시험과 팽윤도시험 결과와도 부합되는 

결과로 TESPT내의 tetrasulfide가 가황 시 고무와 공유 결합하

여 침전 실리카와 NBR 고무와의 상호작용 및 가황물의 가교

밀도를 증대시켜 내마모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오일씰 제품 내구성

  오일씰 제품 상태에서 배합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80 
ton 유압프레스를 이용하여 내경 45Ø의 제품을 tc90으로 성형 

한 후 절단하여 main lip을 형성하였다. 오일씰의 main lip부는 

회전축 및 작동유체에 접촉하여 유체의 누유를 막는 가장 핵

심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배합물의 내마모성, 내유성, 내열성, 
탄성 회복성 등의 특성에 복합적 영향을 받는다. Figure 7에 

나타낸 내구시험 후의 오일씰 내경변화 값을 보면 카본블랙 

배합인 H1이 0.34 mm의 변화 값을 나타내었으며 H2가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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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ange of inner diameter of oil seal after dur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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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 of TESPT on radial load of oil seal.

mm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TESPT가 첨가된 배합물의 경우 

카본블랙 배합인 H1보다 낮은 변화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TESPT의 첨가로 배합물의 내마모성이 증가하여 내경변화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H5의 경우 가장 낮은 변화 값인 0.21 
mm 나타내었다. 
  긴박력은 오일씰의 lip부가 오일의 누유를 막기 위해 축

(shaft)를 조여주는 힘을 말하는데 Figure 8에 나타낸 내구 시험 

전의 긴박력 값을 비교해 보면 동일 충전비율에서 침전 실리

카가 충전된 H2는 1.55 kgf로 카본블랙이 충전된 H1보다 0.54 
kgf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실리카 충전제의 첨가로 고무

복합소재의 stiffness가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H3와 H4의 경우 각각 2.04 kgf 및 2.03 kgf로 TESPT를 첨가할 

경우 더 높은 긴박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H5의 경우 

H1보다 적은 충전 비율로도 동등 수준의 긴박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내구시험 후의 긴박력은 시험 전의 값보다 감소하

였는데 이는 내구시험 시 회전 축과 lip부의 마찰로 인해 lip부
가 마모되고 탄성회복력이 저하되어 긴박력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며 H2의 경우 내마모성과 탄성회복력이 배합물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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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약하여 내구시험 전 후의 긴박력 값 차이가 0.94 kgf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카본블랙 대용의 침전 실리카 충전제를 사용

한 고무복합소재에 TESPT의 첨가가 고무복합소재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오일실 적용에 대해 연

구하였다. 가교특성 결과를 통하여 침전 실리카가 충전된 배

합물의 경우 TESPT의 첨가로 Tmin값, 스코치 시간 및 가황 

속도가 감소하고 가교밀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TESPT가 실리카와 반응하여 침전 실리카간의 응집 현상을 

줄이고 가황 시 TESPT내의 tetrasulfide group이 가류제 및 촉진

제와 반응하여 복합 가교 network를 형성시켜 복합물의 가교 

거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가황물의 기계적 물성

인 경도, 100% 모듈러스 및 내마모성 또한 TESPT의 첨가로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TESPT의 첨가로 가교밀도와 침

전 실리카-고무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탄성 회복성의 경우 저온, 내열 및 ASTM No.3 oil 내유 환경

에서 각 배합물 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TESPT가 첨가

된 배합물이 우수한 탄성회복성을 보였다. 이는 시험 환경에

서 새로운 가교 network 형성의 차이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며, 저온 회복성의 경우 TESPT의 첨가로 고분자의 mo-
bility가 향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제품 내구시험 

결과 TESPT의 첨가로 오일씰 제품의 내경 치수 안정성 및 

긴박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TESPT의 첨가로 배합

물의 내마모성이 증가 하고 탄성 회복성, 내열성 및 내유성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침전 실리카가 보강제로 충전된 배합물에 

TESPT를 첨가 할 경우 TESPT의 에톡시기와 실리카 표면의 

수산화기가 부분적으로 반응하여 침전 실리카 간의 응집현상

을 줄여 배합물의 흐름성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ESPT의 tetrasulfide group이 가황 시 NBR의 allyl group와 공

유 결합을 형성하여 침전 실리카와 NBR 고무와의 상호작용 

및 가황물의 가교밀도를 증대시켜 복합물의 경도, 100% 모듈

러스, 탄성 회복성 및 내마모성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침전 실리카 충전 복합물에 TESPT의 첨가로 기존의 

보강 충전제인 카본블랙이 충전된 고무복합소재보다 복합물

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고 오일씰 제품의 내구성 또한 향

상시킴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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