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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butadiene rubber (BR) has been well known that its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re changed when it

is exposed to ultraviolet light undergoing photooxidation. In this study, photooxdiation process of BR vulcanizate was inves-

tigated using a high pressure mercury lamp used as an outdoor lighting, which has high UV radiation efficiency and rea-

sonable cost. Discoloration and crack formation of photooxdized BR vulcanite surface were examined using an image

analyzer. Change of chemical functional groups of BR vulcanite surface by photooxidation was investigated using ATR-

FTIR, and variation of the crosslink density with the UV irradiation time was investigated. By increasing the UV irradiation

time, the crosslink density steeply increased after a period of time and did not increase any more. Formation of hydroxyl

(~OH) and carbonyl (~C=O) groups on the BR vulcanizate surface increased and the1,4-cis unit was converted to the 1,4-

trans unit as the photooxidation was proc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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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부타디엔 고무(BR)은 cis-1,4-unit, trans-1,4-unit과 1,2-unit

의 3가지 미세구조를 가지며, 이들의 비율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된다.1,2 cis-1,4-Unit 함량에 따라 고시스 BR (high cis-BR,

HBR)과 저시스 BR (low cis-BR, LBR)로 분류된다. HBR은

저온 특성 및 탄성이 우수하며 내마모성, 내노화성, 내수성이

우수하고 천연고무(NR),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과 혼합

이 잘 되어 상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LBR은 탄성이

좋고 1,2-unit 함량이 10% 이상으로 반응성이 좋다. BR은 NR,

SBR과 함께 3대 범용고무에 속하며 타이어 트레드, 호스, 신

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BR과 같이 주쇄에 탄소-탄소 이중결합(~C=C~)을 가진 고

무는 열과 자외선 등의 외부 자연환경에 의해 쉽게 열화된

다.1,3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α-탄소의 수소 제거(hydrogen

abstraction)에 의해서 라디칼 공격이 일어나기 쉽다.1,3
 산소 조

건 하에서 라디칼 공격이 일어나면 알코올, 과산화물, 카보닐

화합물과 같은 산화물이 생성된다. BR 혼합물의 내노화성 또

한 다소 열악하므로 BR과 BR 혼합물의 노화 연구가 중요하

다. Sanglar 등은 BR을 질소 분위기 오븐에 넣어 260~500oC

조건에서 열산화 시험을 진행하였고, BR의 미세구조와 온도

변화에 따른 열산화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4 Jiali 등은 자동

온도조절 장비를 이용하여 유기클레이 유무에 따른 BR의 열

적 안정성에 대해 연구하였다.5 Piton 등6은 인공기후장비에

수은램프를 장착하여 BR 박막의 광산화 거동에 대해 연구하

였으며, Zhao 등7은 인공기후장비에 제논램프를 장착하여

EPDM 가황물의 광산화와 열산화 거동을 연구하였다.

고무의 내노화성 평가에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인공기후장비이다. 인공기후장비는 제논램프,

자외선/형광 램프, 카본아크 램프로 태양광을 재현하고, 수분

으로 비를 재현한다.7 인공기후장비는 노화 연구에 높은 재현

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장비의 가격이 고가여서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효율이 높고, 매우 경

제적인 조명용 고압수은램프를 자외선 광원으로 사용하여

BR 가황물의 광산화 시험을 진행하였다. 인공기후장비에 쓰

이는 제논램프와 고압수은램프를 비교해보면 고압수은램프

의 자외선 효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8 광산화 진행에 따른

시험편 표면의 변화를 영상분석으로 관찰하였으며, 감쇠전반

사-휴리에변환 적외선 분광법(ATR-FTIR)을 이용하여 화학

작용기의 생성과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팽윤법으로 가교밀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명용 고압수은램

프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

으로 간이 광산화 시험 장치로 추천할 만하다.

Experimental

BR은 금호석유화학의 BR01을 사용하였다. BR의 광산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충전제가 없는 BR 시험편을 제조하여†Corresponding author E-mail: sschoi@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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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시험편은 BR01에 산화아연 2.0 phr, 스테아린산

2.0 phr, 가황촉진제(N-tert-butyl-2-benzothiazolesulfenaimide,

TBBS) 1.5 phr, 황 1.5 phr을 배합하여, 150oC에서 가황하여

두께 2 mm의 시험편을 제조하였다.

고무 가황물에 잔류하는 유기물은 FTIR 분석에 방해되어

아세톤으로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시험편은 0.5 cm × 3.5 cm

크기로 잘라 사용하였다. 고압수은램프는 동성전자사의 DSH

300L(135V, 2.5A, 300W)을 사용했다(Figure 1). 고압수은램프

의 파장범위는 250~460 nm이다.9 고압수은램프의 광량은

YK-35UV(Lutron electronic enterprise Co.)로 측정하였다. BR

가황물을 조명등 내부에 고정한 후, 고압수은램프를 조사하

여 30분 간격(30분 조사 후 30분 휴식)으로 총 10시간 동안

광산화시켰다. 고압수은램프의 광량은 고압수은램프의 전원

을 켜 약 1시간 안정화 시킨 후 내부에 광량계를 고정하여 측

정하였다. 고압수은램프의 초기 광량은 0.114 mW/cm2였다.

노화 전후 시험편 표면을 영상분석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

다. 영상분석기는 EG tech video microscope IT plus 4.0을 사

용하였다. 노화 전후 시험편 표면의 화학 작용기의 형성과 변

화는 ATR-FTIR로 분석하였다. ATR-FTIR 장비는 Perkin

Elmer 사의 Spectrum 100을 사용하였다.

노화 전후 시험편의 가교밀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시험편을 0.5×0.5 − 1.0×1.0 cm2 크기로 잘라 무게를 측정한

다(wd). 자른 시험편을 톨루엔에 2일간 담근 후 팽윤된 시험

편의 무게를 측정한다(ws). 측정된 결과는 Flory-Rehner 식10

을 이용해 가교밀도를 계산하였다. 식 (1)은 시험편 중 고무

성분의 부피분율(Vr)로 wd, wf, ws는 각각 팽윤 전 고무의 무

게, 충전재 무게, 팽윤 후 시험편 무게이다. ρr은 BR 의 밀도

로 0.91 g/cm3, ρs는 용매인 톨루엔의 밀도로 0.8669 g/cm3를

사용했다. 식 (2)는 고무와 팽윤 용매 간의 상호작용계수(χ,

interaction parameter)로 χβ는 0.34를 사용하였고, δs은 톨루엔

의 용해도 상수(solubility parameter, 18.35 MPa1/2)이고, δr은

BR의 용해도 상수(17.18 MPa1/2)이다.11 식 (3)은 가교밀도(Xc)

로 Vs는 톨루엔의 몰부피(106.29 cm3/mol)이다.11

(1)

(2)

(3)

Results and Discussion

고압수은램프를 사용한 조명등은 자외선 필터를 장착해 외

부로 방출되는 자외선을 제거한다. 따라서 조명등 내부에 시

험편을 놓으면 고압수은램프에서 방출하는 자외선을 그대로

조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편을 조명등 내부에 장착

하여 자외선을 조사하였다. 조명등 내부 온도는 전원을 켠 후

급격히 상승하여 90oC 정도에서 평형에 도달하였다. Figure 2

는 노화 전후 시험편 표면의 40배와 300배 확대영상이다. 자

외선 조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의 색상이 점차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외선 조사로 인해 시험편 표

면에 발색단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짝이중결합(conjugated double bond)의 형성이다. Figure 3은

노화 시험편을 톨루엔에 팽윤한 후 건조하여 표면을 확대 촬

영한 것으로, 크랙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광조사 시간

이 긴 것의 시험편이 더 큰 크랙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다.

크랙의 형성은 자외선 조사로 인해 고분자 사슬이 끊어졌다

는 것을 의미한다.

노화 전후 시험편의 가교밀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4에 제시하였다. 광산화 초기에는 가교밀도 변화가 없

었으며, 광조사 1.3시간부터 3.9시간까지 가교밀도가 급격히

Vr = 
wd wf–( )ρr

wd wf–( )/ρr + ws wd+( )/ρs

-----------------------------------------------------------

χ = χβ + 
vr

RT
------- σs σr–( )2

Xc mol/cm
3( ) = − 

ln 1 Vr–( ) + Vr + χ Vr

2⋅

Vs Vr

1/3 Vr

2
-----–⎝ ⎠

⎛ ⎞
--------------------------------------------------

Figure 1. High pressure mercury lamp apparatus used in this

study for photooxidation.

Figure 2. Discolorization of the BR samples photo-oxidized for

different UV irradiatio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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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후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가교밀도 변화

를 보면 약 1.3시간의 유도기를 지나 약 2.7시간 동안의 급격

한 광산화 진행 과정을 거친 후 성숙기로 접어든다고 할 수

있다. 

노화 전후 BR 시험편 표면의 화학적 변화를 ATR-FTIR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FTIR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특징적 봉

우리들에 대한 해석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수산화기(~OH)

영역(3600~3200 cm−1)과 카보닐기(~C=O) 영역(1830~1600

cm−1)에서 생성된 산화물의 종류와 그 세기를 분석하였고, 불

포화기의 C-H out-of-plane 진동 영역(1000~650 cm−1)에서 불

포화 미세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광산화에 의한 화학 작

용기의 형성과 광조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상세히 관찰하기

위해 FTIR 스펙트럼을 작용기별로 확대하였다. Figure 5는 카

보닐기 영역의 변화, Figure 6는 수산화기 영역의 변화, Figure

7은 C-O 단일 결합 영역의 변화, Figure 8은 알데히드의 C-H

stretching 영역의 변화, 그리고 Figure 9는 C-H out-of-plane 진

동 영역의 변화를 보여준다.

카보닐기 영역(Figure 5, 1830~1600 cm−1)에서 광산화 초기

에 1695, 1718, 1728 cm−1에서 흡수 봉우리가 나타났다. 이들

은 각각 α,β-불포화 카보닐 화합물, 카복실산 그리고 α,β-불포

화 에스터와 알데하이드의 흡수 봉우리에 속하며, 광조사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였다. 한편 광조사 4 시간이

지나면서 1772 cm−1에서 어깨 봉우리가 관찰되었고, 광조사

10시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이것으로 광산화 반응의 마지

막 단계에서 락톤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산화기 영역(Figure 6, 3200~3600 cm−1)에서 넓은 흡수 봉

우리가 나타났고 최대 세기 봉우리가 3270 cm−1에서 3434

cm−1 로 이동하였다. 이는 광산화 초기 3270 cm−1에서 봉우리

를 나타내는 과산화물이 형성되었다가 알코올이나 카복실산

등 수산화기를 가지는 다른 산화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1

C-O 단일결합 영역(Figure 7, 1300~1000 cm−1)은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산화 초기에 1042 cm−1, 1262

cm−1 그리고 1094~1120 cm−1 영역에서 봉우리가 나타났으며

광산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1042

cm−1 는 α,β-불포화 알코올의 영역에 속하며, 1262 cm−1은 카

복실산 영역 그리고 1094~1120 cm−1는 포화 이차 알코올의

Figure 3. Magnified images (×300) of the irradiated BR samples

after swelling in toluene and drying. The times marked in the

images are the irradiation times.

Figure 4. Variation of the crosslink density of BR vulcanizate by

photooxidation with the UV irradiation times.

Table 1. Assignment of the FTIR Bands

Wavenumber (cm−1) Group Remark

3600-3200 hydroxyl(alcohol, peroxide, hydroperoxide) O-H stretch

1728 α,β-unsaturated ester C=O stretch

1718 carboxylic acid C=O stretch

1695 α,β-unsaturated carbonyl C=O stretch

1680-1610 C=C, conjugated vinyl C=C stretch

966 1,4-trans unit unsaturated C-H out of plane bending

912 1,2-unit (vinyl) C-H out of plane bending

734 1,4-cis unit unsaturated C-H out of plane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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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속한다.6,13 광산화 초기 알코올 화합물과 카복실산이

형성되었고, 광조사 3시간 이후 알코올 화합물들은 더 이상 증

가하지 않지만 카복실산은 광조사 10시간까지 계속 증가하였

다. 한편, 광조사 4시간 이후 락톤이 형성되어 광산화 10시간

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알데하이드의 C-H 진동 봉우리(Figure 8)가 2750 cm−1에서

나타났다. BR의 광산화 반응 중에 발생하는 불포화 또는 포

화 알데하이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조사 3시

간까지 그 세기가 증가하다가 이 후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광산화 과정에서 알데하이드가 다른 산화

물질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C-H out-of-plane 진동 영역(Figure 9, 1000~650 cm−1)

에서 1,4-trans, 1,4-cis 그리고 1,2-vinyl 미세구조(각각 966,

912, 734 cm−1)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광산화 시험이 진

행됨에 따라 1,4-cis 봉우리의 세기가 감소하는 반면, 1,4-trans

와 1,2-vinyl 봉우리의 세기는 증가하였다. 고시스 BR의 경우,

광산화 과정에서 cis-trans 이성질체화가 일어난다. 자외선 조

사로 인해 회전이 자유로운 라디칼 화합물이 생성되고, 이 라

Figure 5. ATR-FTIR spectra (C=O region) of the BR samples

photo-oxidized for different UV irradiation times.

Figure 6. ATR-FTIR (hydroxyl region) spectra of the BR samples

photo-oxidized for different UV irradiation times.

Figure 7. ATR-FTIR spectra (C-O region) of the BR samples

photo-oxidized for different UV irradiation times.

Figure 8. ATR-FTIR spectra (C-H stretching region of aldehyde)

of the BR samples photo-oxidized for different UV irradiation times.

Figure 9. ATR-FTIR spectra (C-H deformation region) of the BR

samples photo-oxidized for different UV irradiatio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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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칼이 전파되면서 탄소-탄소 이중결합의 입체형태가 변화하

는데 1,4-cis에서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한 입체형태인 1,4-

trans가 우세하게 형성되며 cis-trans 이성질체화가 일어난다.14

1,2-Vinyl 봉우리의 세기가 증가한 것은 뒷부분에 메커니즘

(Scheme 3)과 함께 설명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고압수은등에서 방출하는 자외선에

의한 BR의 광산화 메커니즘을 Schemes 1, 2, 3에 제시하였

다. Scheme 1은 자외선 조사에 의한 광산화 개시에 대한 메

커니즘이다. 반응 초기 α-탄소의 수소 제거반응에 의해 알릴

자리에 라디칼이 발생하고 hydroxyperoxide를 형성한다.1

Scheme 1. Initiation reaction for the photooxidation of BR vulcanizate.

Scheme 2. Formation mechanism of various oxidation products during photooxidation of the BR vulcanizate.

Scheme 3. Mechanism for the formation of crosslink and vinyl group of BR by photo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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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과 같이, hydroperoxide로부터 발생된 alkoxy radical

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거쳐 알코올, 알데하이드, α,β-불포

화 카보닐 화합물, 카복실산, 에스터와 락톤 등의 수산화물과

카보닐 화합물을 형성한다. ATR-FTIR 스펙트라 분석과 가교

밀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광산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광산화 초기에는 과산화물이 형성되고, 이후 약 2.7시

간 동안 알코올과 α,β-불포화 카보닐 화합물, 카복실산 그리

고 에스터, 알데하이드 등의 산화물이 형성되는 급격한 광산

화가 진행되며, 성숙기 들어서며 카복실산과 락톤이 형성

된다.

Scheme 2는 α-탄소의 수소 제거반응에 의해 알릴 자리 라

디칼이 자리 옮김 반응으로 탄소 원자 간에 가교가 형성되는

것을 나타낸 메커니즘이다.12 BR이 수은등의 자외선에 노출되

면 BR 탄소 사슬이 끊어지고 알릴 자리 라디칼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라디칼 자리 옮김 반응으로 생성된

vinyl 말단을 가진 라디칼이 서로 다른 라디칼 사이에 탄소 가

교결합을 형성하며 vinyl 말단의 생성이 증가한다.14 이와 같

은 과정을 Scheme 3에 나타내었다.

Conclusion

간단한 조명용 고압수은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BR 가

황물의 광산화 거동을 조사하였다. 자외선 조사에 의한 광산

화가 진행됨에 따라 BR 시험편 표면이 점차 노랗게 변했고

크랙이 발생하였다. 가교밀도는 광산화 초기에는 변화가 없

다가 급격히 증가한 후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자

외선 열화 과정 초기 hydroperoxide가 생성되었고, 이 후 카

르복실산, 알코올, 알데하이드, α,β-불포화 카보닐 화합물, 에

스터, 락톤 등 다양한 산화물이 생성되었다. 광산화에 의해

1,4-cis 결합이 1,4-trans 결합으로 변하는 cis-trans 이성질체

화가 일어났으며, 라디칼 자리 옮김 반응으로 1,2-vinyl 말단

의 형성이 증가하였다. 조명용 고압 수은램프를 사용한 실험

결과는 일반 자외선 기후 장비를 사용한 결과와 유사하며 조

명용 고압 수은램프는 자외선 기후 장비에 비해 간단하고 경

제적이어서 간이 가속 광산화 시험 장비로 추천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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