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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osites of EVA/EPDM including aluminum trioxide (ATH) as a fire retardant were manufactur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low temperature property and flame resistance in the rubbery materials. The ratio of EVA to

EPDM didn’t affect the flame resistance of the rubber composites. The addition of ATH resulted in increase of the flame

resistance. In the evaluation of the cold resistance, the increasing EPDM content showed enhancement of cold resistance

in the composites due to increasing low Tg EPDM. It was found out that tensile strengths of the composites showed a max-

imum value at 100 phr of ATH by reinforcing effect, but a minimum value at 200 phr of ATH owing to slippage between

the flame retardant by the external stress. In the measurement of solvent resistance in tetrahydrofuran, the increasing ATH

content yielded enhancement of solvent resistance by reducing swelling of the composite, and increasing EPDM content

also resulted from increase of the solvent resistance by reduction of polarizability as well as increase of crosslink in the com-

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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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VA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는 우수한 물리적,

기계적 특성이 필요한 케이블 및 와이어 재킷 재료, 저전압 전

기 케이블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4 EPDM (Ethylene-Pro-

pylene-Diene Monomer) 고무는 에틸렌과 프로필렌과 디엔이

불규칙적으로 결합한 삼원중합체로서 내오존성, 내열성, 내습

성, 내한성 등의 특성과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와

이어 및 케이블용 재료로 많이 이용된다.5,6

고분자 재료는 보통 쉽게 연소되고, 연소 중 유독한 매연이

방출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고분자 재료의

열분해를 억제하거나, 가연성 기체의 발생을 막고 산소 공급

을 안정화 하여 연소의 연쇄 반응을 차단시켜 연소반응을 억

제 할 수 있다.7 고분자 재료의 난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법으로는 불연성 물질의 첨가, 표면의 물리화학적 처리, 난연

제의 첨가에 의한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8 특히 경제성 및

환경친화적인 문제에 의하여 난연제 첨가에 의한 방법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 이러한 난연제는 고분자 재

료와 혼화성이 좋아야 하고, 제품의 기계적인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7

현재 사용되는 난연제는 구성성분에 따라 유기계와 무기

계로 분류된다. 유기계는 주로 인계, 브롬계, 염소계 등이 있

으며, 무기계는 수산화알루미늄, 안티몬, 수산화마그네슘

등으로 분류된다.8 이들 중 수산화알루미늄(aluminum tri-

hydroxide, ATH)은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방출되지 않고 경

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여 난연제로서 사용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9,10 ATH는 180-200 oC에서 알루미나

(Al2O3)와 물로 분해된다. 분해 반응 시 흡열반응이 일어나

고, 발생된 물이 가연성 가스를 차단하여 난연성을 나타내게

된다.9

본 연구에서는 EVA의 난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TH를

첨가하였고, EVA의 취약한 내한성을 보강하기 위해 EPDM

을 첨가하여 EVA/EPDM/ATH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복합체의 난연성과 내한성을 평가하였고, 무니 점도,

유변학적 성질, 인장강도, 경도 및 내용제성과 같은 물성을 조

사하면서 복합체에서 ATH 함량에 따른 물성 변화와 EVA와

EPDM 비율에 따른 물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urcho@korea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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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1. 실험 재료

고분자로 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EVA, Hanwha

chemical, 1328, VA content : 28.0, Tg; −30 oC), ethylene-

propylene-diene-terpolymer (EPDM, Kumho polychem, KEP-

570P, Mooney Viscosity : 53 (ML1+4.125 oC), ENB content:

4.5 wt%, ethylene content : 70 wt%, Tg; −43 oC)을 사용하였

다. 배합 시 사용된 난연 충전제로 aluminum trihydroxide (ATH,

Samchun chemical, powder), 가교제로 dicumyl peroxide (DCP,

Acros organics, 99%), 활제는 stearic acid (SA, Samchun

chemical, 95.0% EP)를 사용하였다.

2. 배합과 가교

오픈 롤밀을 사용하여 EVA, EPDM, ATH, SA를 넣고 80 oC

에서 약 20분간 소련한 후 DCP를 넣고 다시 약 30분간 혼련

하여 배합고무를 제조하였다. EVA/EPDM/ATH 복합체의 배

합은 Table 1의 처방과 같다. 고무의 가교는 온도 조절이 가

능한 압축프레스를 이용하여, Rheometer 측정 결과 가교가 완

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점인 180 oC에서 7분간 가교하여 고

무 쉬트를 제조하였다.

3. 분석 및 측정

EVA/EPDM/ATH 복합체의 무니 점도를 ASTM D1646에

따라 측정하였다. 무니 점도는 Mooney Viscometer (MV, Myungji

Tech, MV2000)을 이용하였으며, 100 oC에서 시편을 1분간

예열 후 4분간 무니 점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EVA/EPDM/ATH 복합체의 유변학적 성질 및 적정 가교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Rheometer (RM, Myungji Tech,

DMR200)을 사용하여 ASTM D5289에 따라 180 oC에서 12

분간 시간에 따른 토크 변화를 측정하였다. 가교 속도 CRI

(cure rate index)는 식 (1)로 계산하였다.

CRI = (1)

한계 산소 지수(Limiting Oxygen Index, LOI)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가교 공정 후의 EVA/EPDM/ATH 복합체의 난연 특

성을 알아 보았다. LOI 측정은 ASTM D2863에 따라 시편을

제조하였고, Limited & Temperature Oxygen Index Tester

(Festec, Oxygen Index Tester 2005)를 사용하여 180초 동안

불을 붙여 실시하였다. 시편당 5회씩 실시하여 평균값을 측

정하였다.

내한성 측정은 KSM 6676의 방법에 따라 저온 충격 취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가교 공정 후의 복합체의 시편을 5개 제

작하여 −35 oC, −40 oC, −45 oC의 시험 온도로 조절한 다음, 시

편을 타격하여 파괴가 되는가를 조사하였다.

경도는 ASTM D2240에 따라 Shore A 경도계(TIME, TH200)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개의 가교 공정 후의 복합체 시

편을 제작하여 5개의 측정점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였다.

인장강도와 성형가공 시 압축프레스의 형틀 두께를 약 2

mm로 하여 EVA/EPDM/ATH 복합체 쉬트를 제작 한 후

ASTM D412-A의 규격에 맞추어 아령형 시편을 제작하여 만

능재료시험기(United calibration, SFM-1)를 이용하여 인장속

도 500 mm/min으로 총 5개의 시편을 측정하여 최대값 및 최

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내용제성 평가를 위한 복합체의 팽윤 거동을 KSM 6518에

따라 측정하였다. 가교가 완료된 EVA/EPDM/ATH 복합체를

tetrahydrofuran용매에 48시간 동안 침전한 후 침전 전(W0)과

후(W)의 무게 변화를 식 (2)에 따라 백분율(Q)로 환산하여 나

타내었다.

 (2)

Results and Discussion

1. 무니 점도

EVA/EPDM/ATH 복합체 배합물의 무니 점도를 측정하였

고, 그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ATH의 함유량이 증가

할수록 무니 점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ATH가 많을수록 복합체의 경도가 증가하면서 무니 점도가 상

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PDM의 함유량이 많아질수

록 무니 점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EPDM의 함

유량이 증가하면서 가교도의 증가로 인하여 사슬 유연성이 감

소하여 무니 점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00

T90 T10–
------------------

Q %( ) = 
W W0–

W0

--------------- × 100

Table 1. Sample Information; (a) Polymer Content; (b) Compound-

ing Formulation

(a)

Polymer Content 

(wt%)
V10 V9 V8 V7

EVA 100 90 80 70

EPDM 0 10 20 30

(b)

Component (phr) A0 A100 A150 A200

Polymer 100 100 100 100

ATH 0 100 150 200

DCP 3 3 3 3

SA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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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변성 및 가교밀도

EVA/EPDM/ATH 복합체의 가교 진행 상태와 적정 가교 시

간을 알기 위하여 Rheometer를 사용하여 토크 값을 측정하였

다. 그 결과를 Table 2 및 Figure 2에 나타내었다. ΔM은 최대

토크(MH)와 최소 토크(ML)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로, ATH

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ΔM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ATH의 증가가 복합체의 경도를 증가시키면서 토크를 증

가시킨 것으로 해석되며, EPDM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ΔM

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EPDM의 증가는 디엔 단

위에 의한 가교밀도 증가를 가져오면서 토크 값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난연성

난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EVA/EPDM/ATH 복합체의

LOI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EPDM의 함량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TH의 함량에 따라 난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ATH가 흡열 반응을 하며 수분을 방출하면서 열

을 빼앗고, 가연성 가스를 희석시켜 난연 특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1. Mooney viscosity of EVA/EPDM/ATH composites.

Table 2. Rheometer Data of EVA/EPDM/ATH Composites; (a) V10; (b) V9; (c) V8; (d) V7

(a)

Sample T10 (min) T90 (min) CRI (min−1) MH (dN·m) ML (dN·m) ΔM (dN·m)

A0 0.58 3.30 36.76 5.4 0.0 5.4

A100 0.47 3.37 34.48 10.3 0.1 10.2

A150 0.47 3.23 36.23 17.9 0.5 17.4

A200 0.55 3.78 30.96 30.1 0.5 29.6

(b)

Sample T10 (min) T90 (min) CRI (min−1) MH (dN·m) ML (dN·m) ΔM (dN·m)

A0 0.53 3.27 36.50 5.8 0 5.8

A100 0.45 3.07 38.17 12.0 0.3 11.6

A150 0.53 3.80 30.58 26.1 0.3 25.8

A200 0.47 3.56 32.36 54.7 1.1 53.7

(c)

Sample T10 (min) T90 (min) CRI (min−1) MH (dN·m) ML (dN·m) ΔM (dN·m)

A0 0.53 3.02 40.16 6.7 0.0 6.6

A100 0.60 2.83 44.84 13.6 0.1 13.4

A150 0.45 3.40 33.90 55.1 2.1 53.0

A200 0.38 3.08 37.04 63.8 2.6 61.2

(d)

Sample T10 (min) T90 (min) CRI (min−1) MH (dN·m) ML (dN·m) ΔM (dN·m)

A0 0.47 3.32 35.09 22.1 0.2 21.9

A100 0.47 3.45 33.56 43.8 1.0 42.8

A150 0.42 3.27 35.09 61.1 1.9 59.2

A200 0.42 2.65 44.84 64.2 3.3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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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한성

내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EVA/EPDM/ATH 복합체의 저

온 취화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

과 EPDM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각 온도에서 깨지는 개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EVA (Tg; −30 oC)에

비해 저온특성이 좋은 EPDM (Tg; −43 oC)의 함량이 증가되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ATH의 효과는 전

반적으로 미미하지만 (a)에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충

전제의 증가로 고무 복합체의 저온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내

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b), (c), (d)에서는 Tg가 낮

은 EPDM이 증가하면서 복합체의 저온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ATH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경도

EVA/EPDM/ATH 복합체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4

에 나타내었다. ATH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ATH가 충전제로 작용하여 고무분자의

거동을 제한해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EPDM의

함량 증가에 따라 경도가 소폭 감소하는데 이는 Tg가 낮은

EPDM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복합체의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6. 인장강도

EVA/EPDM/ATH 복합체의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2. Vulcanization curves of EVA/EPDM/ATH composites; (a) V10; (b) V9; (c) V8; (d) V7.

Figure 3. Limited oxygen index of EVA/EPDM/ATH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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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에 나타내었다. ATH의 함량이 100 phr일 때 가장 높

은 인장강도 값을 나타내었고, 이는 충전제가 적절하게 보강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150 phr에서는 고분자의 함

량이 줄어들면서 인장강도가 100 phr의 경우보다 감소하였

다. 200 phr일 때는 충전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감소하

였다. ATH가 일정량 이상으로 존재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무

매트릭스의 양이 줄면서 ATH입자들끼리의 응집현상이 증가

하고 고무 계면 사이의 상호작용보다는 ATH입자들끼리의 상

호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즉, ATH입자들끼리의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복합체의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11 

7. 내용제성 

내용제성을 조사하기 위한 팽윤 거동 실험을 통해 EVA/

Table 3. The Number of Broken Specimen in the EVA/EPDM/ATH

Composites; (a) V10; (b) V9; (c) V8; (d) V7

(a)

Sample −35 oC −40 oC −45 oC

A0 0 1 2

A100 0 1 2

A150 1 1 2

A200 1 2 3

(b)

Sample −35 oC −40 oC −45 oC

A0 0 1 2

A100 0 1 2

A150 0 1 2

A200 0 1 2

(c)

Sample −35 oC −40 oC −45 oC

A0 0 0 0

A100 0 0 1

A150 0 0 1

A200 0 0 1

(d)

Sample −35 oC −40 oC −45 oC

A0 0 0 0

A100 0 0 0

A150 0 0 0

A200 0 0 0

Figure 4. Hardness of EVA/EPDM/ATH composites.

Figure 5. Tensile strength of EVA/EPDM/ATH composites.

Figure 6. Swelling behavior in tetrahydrofuran of EVA/EPDM/ATH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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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M/ATH 복합체의 침전 전과 후의 무게 변화를 측정한 결

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ATH 및 EPDM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팽윤도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ATH가 첨가됨으

로써 복합체 내의 고분자 함량은 줄어들고 충전제의 함량이

많아지면서 tetrahydrofuran의 침투가 보다 어려워져 팽윤도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EVA의 이스터 구조가

EPDM에 비해 tetrahydrofuran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즉, EVA는 이스터 구조를 가져 극성을 띄며,

tetrahydrofuran도 에테르 기를 가져서 극성을 가지지만, EPDM

은 비극성 고분자로 tetrahydrofuran에 잘 용매화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EPDM이 증가할수록 가교도가 증가하면서 용매에

의한 팽윤도는 감소하였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EVA에 난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ATH를

첨가하였고, EVA의 부족한 저온특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EPDM을 첨가시켜 EVA/EPDM/ATH 복합체를 제조하고, 제

조된 복합체의 난연성, 내한성 및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무

니 점도를 측정해본 결과, ATH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그리

고 EPDM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무니 점도가 상승하는 경

향을 보였다. Rheometer에 의한 유변성과 가교밀도 측정에서

는 ATH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ΔM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EPDM의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ΔM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난연성 평가에서는 EPDM의 함량에는 큰 영향을 받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TH의 증가에 따라 난

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PDM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내한성이 우수하였는데 이는 Tg가 낮고 저온특성이

좋은 EPDM의 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었다. 복합체의 경도

는 ATH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그리고 Tg가 낮은 EPDM 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인장강도는 ATH의 함량이 100 phr

일 때 가장 높은 인장강도 값을 나타내었고, 200 phr일 때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ATH가 일정량 이상으로 존재

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무 매트릭스의 양이 줄면서 더 많은

ATH입자들끼리 외부 응력에 의한 미끄러짐 현상에 의하여 인

장강도가 감소하였다. 복합체의 팽윤 거동 조사에서 ATH 및

EPDM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

다. 즉, ATH가 첨가됨으로써 충전제의 함량이 많아지면서

tetrahydrofuran의 침투가 보다 어려워져 팽윤도가 감소하며

EPDM이 많아지면 가교밀도와 비극성이 증가되면서 팽윤도

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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