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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부분의 고무 소재는 매우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

어 있다 (표 1). 각종 유기물 첨가제인 저분자량 유기

물과 고분자 물질인 고무, 산화아연을 비롯한 다양한 

산화금속류, 그리고 카본블랙과 실리카를 비롯한 다

양한 보강성 충전제와 비보강성 충전제를 사용한다. 
고무는 천연고무 이외에 매우 다양한 합성고무가 사

용되고 있다. 매우 다양한 원재료의 구성을 갖는 고

무 복합소재 완제품의 구성 성분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을 갖고 제대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다. 하지만, 고무 소재와 원재료의 정확한 정성 분석

과 정량 분석 그리고 배합물과 가교물의 특성을 분석

을 위한 정밀한 화학 분석은 수입검사, 생산품의 품

질관리, 신제품 연구와 개발, 고장 분석, 그리고 벤치

마킹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고무 소재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와 고무 배합물 

그리고 완제품의 화학 분석에는 매우 다양한 분석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간이 시험 방

법은 제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분석 결과의 신뢰성

이 높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을 위주로 간

단히 소개하였다. 고무 소재에 사용하는 원재료의 화

학 분석은 물론이고, 배합물과 가교물의 성분 분석 

방법과 특성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대표적 품질 문

제 중 하나인 외관 오염의 원인을 화학 분석 방법을 

통하여 규명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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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무 배합물 구성 성분

성 분 종 류

저분자량 유기물
노화방지제, 황, 가황촉진제, 지방산, 
공정조제 등

고분자량 유기물 천연고무, 합성고무

입자상 물질 카본블랙, 실리카, 클레이 등 충전제

산화금속류 산화아연, 산화마그네슘 등

기타 페놀계 레진 화합물(중분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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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재료 분석 방법

  원재료 분석에서 기본적이며 필수적으로 수행해

야 할 것은 성분과 순도 분석이다. 원재료를 저분자

량 유기물, 고분자량 유기물, 입자상 물질, 금속 산화

물, 그리고 페놀계 레진 화합물로 분류하여, 이들의 

성분과 순도를 분석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분

석 방법을 표 2에 정리하였다.

2-1. 저분자량 유기물 원재료의 분석 기법

  고무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저분자량 유기물 원재

료는 일부 노화방지제(IPPD, HPPD 등)와 가황촉진제 

등 순도가 높은 단일 화합물의 원재료와 여러 성분이 

섞인 혼합물 형태(TMQ, 왁스, 가공조제 등)의 원재료

가 있다. 순도가 높은 원재료는 그 성분이 무엇인지

를 먼저 분석하고 순도는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합물 형태의 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구성 

성분이 무엇이며 각 성분의 함량비는 어떻게 되는지

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순도 원재료의 성분 분석(정성 분석)은 일반적

으로 적외선분광법(infrared spectroscopy, IR), 핵자기

공명분광법(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NMR), 질량분석법(mass spectroscopy, MS)을 이용하

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IR 스펙트럼, NMR 스펙트

럼, 그리고 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하면, 원재료의 분

자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고순도 원재료의 순도는 IR, NMR, MS의 스펙트럼 

해석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시차주사열량분석법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를 이용하면, 
순도에 따른 녹는점 변화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순도

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미지 시료에 적용할 수는 없

다.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분리해야 하

므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저분자량 원재료는 대부분 기체 크로마토그

래피(gas chromatography, GC)를 이용하면 분리할 수 

있으며, 분자량이 비교적 크고 휘발이 잘 되지 않거

나 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원재료는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LC)를 이용하면 분리

할 수 있다. 원재료 표기 성분과 분리된 불순물을 정

량하여 그 순도를 결정할 수 있다. 미지 시료인 경우

나 불순물 종류를 파악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크로마

토그래피의 검출 방법으로 질량분석법을 적용한 기

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1이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2을 사용하면 된

다. 그림 1에 노화방지제 HPPD를 GC/MS로 분석하

여 얻은 GC/MS TIC 크로마토그램이다. 작은 크로마

토그램은 확대한 것으로 HPPD 원재료에 있는 미량

의 불순물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미량

의 불순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불순물의 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하여 화학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원재료의 경우, 원재료와 

불순물의 종류를 알고 있다면 GC와 LC를 사용하면 

표 2. 원재료 성분과 순도 분석 방법

성 분 분석 방법

저분자량 

유기물

적외선분광법(IR), 핵자기공명분광법(NMR),
질량분석법(MS),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
액체크 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

고분자량 

유기물

적외선분광법(IR), 핵자기공명분광법(NMR),
열분해-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Py-GC/MS),
크기배제 크로마토그래피(SEC)

입자상 

물질

입도분석법, 오일흡수가(OAN) 측정법,
주사전자현미경법(SEM),
투과전자현미경법(TEM)

금속 

산화물
에너지분산분광법(EDS)

페놀계 

레진 

화합물

크기배제 크로마토그래피(SEC),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

 

 

Retention time

 
 

그림 1. 노화방지제 HPPD의 GC/MS TIC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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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성분 종류와 함량을 분석할 수 있다. 미지 시료

나 혼합된 원재료의 구성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에는 GC/MS나 LC/MS을 사용하면 정성분석과 정량

분석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그림 2에 노화방지제 

TMQ를 GC/MS로 분석하여 얻은 GC/MS TIC 크로마

토그램이다.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고분자량 유기물 원재료의 분석 기법

  고분자량 유기물 원재료인 고무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IR과 NMR을 들 수 있다.3 그
림 3과 4에 SBR의 IR 스펙트럼과 NMR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IR과 NMR로 고무 종류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배합물이나 가교물은 

분석이 곤란하다.
  시료 상태에 상관 없이 고무 종류를 분석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열분해-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법(Py-GC/MS)을 들 수 있다.4 Py-GC/MS는 고분자를 

비활성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생성된 열분해생성물

의 종류를 분석하여 고분자 종류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 그림 5에 SBR의 Py-GC/MS TIC 크로마토그램을 

제시하였다. SBR의 경우 특징적으로 butadiene과 bu-
tadiene dimer인 4-vinylcyclohexene(4-VCH) 그리고 

styrene이 나타나므로 이를 근거로 SBR임을 알 수 있

다.
  고무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크기배제 크로

마토그래피(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SEC)를 사

용한다.5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무는 대부분 분자량

이 수 십만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고온 SEC를 

사용해야 분자량 분포 측정이 가능하다.

2-3. 입자상 원재료의 분석 기법

  배합 후에도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원재료는 각종 

충전제이다. 입자상 원재료의 특징은 입자 크기와 형

상이다. 입자 크기는 보통 입도분석법(particle size 
analysis)을 이용하고 측정하고 있다. 오일흡수가(오
일흡수수, oil absorption number, OAN) 측정법은 주로 

카본블랙의 구조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며, 
보통 디뷰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를 사

용하여 측정한다. 입자 형상을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

서는 고배율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법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과 투과전자현미

경법(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을 사용

한다.

 

Retention time

 

 

그림 2. 노화방지제 TMQ의 GC/MS TIC 크로마토그램.
그림 3. SBR의 IR 스펙트럼.

그림 4. SBR의 H-NM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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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화금속류 원재료의 성분 기법

  산화아연이나 산화마그네슘은 물론이고 탈크나 

클레이 등도 산화금속류이다. 이들의 성분은 금속 성

분으로 결정된다. 금속의 종류와 함량 분석에서 유도

결합플라즈마 분광법((inductively coupled plasma-op-
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이나 ICP-MS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시료 전처리 과정이 필

요하다. 시료 전처리 과정 없이 산화금속류 원재료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에너지분산

분광법(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혹
은 EDX)을 들 수 있다. EDS는 SEM에 장착하여 사용

하면 입자의 크기와 형상 분석과 더불어 구성 성분에 

대한 결과도 얻을 수 있다.

2-5. 페놀계 레진 화합물의 분석 기법

  페놀계 레진은 합성 시 사용하는 페놀 유도체의 

종류와 알데히드의 종류 그리고 합성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얻어지며, 그 사용처도 매우 다양하

다. 또한 결합된 페놀 유도체의 수는 물론이고 페놀 

유도체의 연결 부위와 말단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

에 수 십 – 수 백 종의 매우 다양한 화합물들이 섞여 

있다. 이들의 개략적인 분자량 분포나 평균 분자량은 

SEC나 HPLC를 이용하면 분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조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 LC/MS를 이용하면, 개개 

성분을 분리하여 분리된 각 성분을 질량 스펙트럼으

로 규명할 수는 있으나 완벽한 분리는 힘들다.
대기압 이온화(atmospheric pressure ionization, API) 
방법을 사용한 질량분석법(API-MS)을 이용하면, 페
놀계 레진을 분리하지 않고 바로 분석하여 그 구성 

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6 그림 6은 대기압 화학 이온

화(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zation, APCI)-질
량분석법(APCI-MS)를 이용하여 얻은 레졸 레진의 

표 3. 고무 배합물과 가교물의 성분 분석 방법

항 목 분석 방법

조성비 분석 열중량분석법(TGA), 총유기물 추출법

저분자량 유기물

종류와 함량 분석

저분자량 유기물 추출법,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

고무 종류 분석
고무 성분 추출법, 적외선분광법(IR), 핵자기공명분광법(NMR),

열분해-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Py-GC/MS)

충전제 종류 분석
충전제 추출법, 오일흡수가(OAN) 측정법, 입도분석법, 주사전자현미경법(SEM), 

투과전자현미경법(TEM), 에너지분산분광법(EDS)

그림 5. SBR의 Py-GC/MS TIC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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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레졸 레진의 APCI-MS 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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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스펙트럼이다. APCI-MS 질량 스펙트럼의 해석

을 통하여 레졸 레진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3. 고무 배합물과 가교물의 성분 분석 방법

  고무 배합물과 가교물의 성분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정보는 조성비, 저분자량 유기물 종류와 

함량, 고무 종류, 그리고 충전제 종류 등을 들 수 있

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표 3에 정리하였다.

3-1. 고무 배합물과 가교물의 조성비 분석

  고무 배합물과 가교물의 구성 성분은 저분자량 유

기물, 고분자량 유기물, 카본블랙, 그리고 산화금속

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4가지 성분 함량은 열중량

분석법(thermogravimetric, TGA)을 이용하면 대략적

으로 분석할 수 있다.7 대략적 분석 결과란 카본블랙

과 산화금속 함량은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나 저분자

량 유기물과 고분자량 유기물인 고무 함량에 대한 

정보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7에 고무 배합물의 TGA 열분석도를 나타내

었다. 고무 배합물의 TGA 분석은 비활성 조건에서 

시작하여 고무 성분이 모두 열분해되어 사라진 이후

인 600oC 이상에서 분위기를 공기로 전환하여 카본

블랙을 연소시켜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저
분자량 유기물 성분은 대부분 휘발되어 사라질 수 

그림 7. 고무 배합물의 TGA 열분석도.

그림 8. 고무 시험편에서 추출한 유기물의 GC/MS TIC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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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일부는 끓는점이 높아 고무 성분이 열분해되

는 구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정해야 

한다.
  고무 시험편 내에 존재하는 저분자량 유기물 성분

은 속실렛 추출에 의해제거할 수 있다. 유기물 추출

에 의한 손실량을 저분자량 유기물 함량으로 사용하

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가교된 시험편이 아

닌 배합물의 경우에는 완전한 유기물 추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3-2. 저분자량 유기물 종류와 함량 분석

  고무 배합물이나 가교물에 있는 저분자량 유기물

의 종류와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물을 

추출해야 한다. 고무 시험편에 있는 유기물은 시험편

을 잘게 잘라 적당한 용매에 담가 추출한다. 추출한 

유기물은 GC/MS를 사용하면 그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8 그림 8에 고무 시험편에서 추출한 유기물을 

GC/MS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열적으로 안정

하지 않거나 분자량이 큰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LC/MS를 시용하면 분석할 수 있다.

3-3. 고무 종류 분석

  원재료 고무의 분석 방법인 IR과 NMR을 이용하여 

고무 배합물이나 가교물에 사용한 고무의 종류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무 성분을 추출해야 한다. 
다른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고무 성분만의 추출은 

쉽지 않다. 특히 가교물의 경우에는 가교 결합을 끊

어야만 고무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 고무 배합물이

나 가교물에서 고무 성분을 추출하는 시료전처리 과

정 없이 고무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Py-GC/MS를 들 수 있다. 두 가지 성분 이상이 혼합된 

블렌드 고무 시스템의 경우에도 Py-GC/MS 분석을 

이용하면 고무 조성비를 얻을 수 있다. 

3-4. 충전제 종류 분석

  고무 배합물이나 가교물에 사용한 충전제 종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전제 성분을 추출해야 한

다. 고무 시험편을 비활성 분위기에서 열분해한 후 

산으로 처리하면, 카본블랙을 추출할 수 있다. 실리

카나 클레이, 탈크 등의 경우에는 고무 시험편을 산

소가 있는 조건에서 태우면, 카본블랙이 제거된 충전

제 성분을 얻을 수 있다. 추출한 충전제 성분은 입도

분석법, OAN, SEM, TEM, EDS 등을 이용하여 분석

한다.

4. 고무배합물과 가교물의 특성 분석 방법

  충전제가 포함된 고무 배합물의 특징은 결합 고무

에 의해 결정되며, 가교물의 특징은 가교 종류와 밀

도에 의해 결정된다 (표 4).

4-1. 고무 배합물의 특성 분석 방법 

  고무 배합물의 특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표적 

요소가 결합 고무(bound rubber)이다. 결합 고무는 충

전제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물리적으로 강

하게 밀착되어 해당 고무에 대한 용해도가 우수한 

용매에 의해 추출되지 않는 고무를 의미한다.9 결합 

고무는 보통 강하게 결합한 것(밀착 결합 고무, tight-
ly bound rubber)과 느슨하게 결합한 것(느슨한 결합 

고무, loosely bound rubber)로 나눈다. 결합 고무 함량

은 유기물 첨가제와 미결합 고무를 추출하여 측정한

다. 총 결합 고무 함량은 상온에서 측정하고, 밀착 

결합 고무 함량은 고온(100oC 이하)에서 측정하며, 
느슨한 결합 고무 함량은 총 결합 고무 함량과 밀착 

결합 고무 함량의 차이로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결합 

고무 함량이 증가할수록 고무 배합물의 강도가 증가

하며 가교물의 모듈러스 등도 향상된다.

4-2. 고무 가교물 특성 분석 방법 

  가교밀도는 주로 용매 팽윤법과 Flory-Rehner 식을 

이용하여 구하며,10 NMR을 이용하여도 가교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11 황 가교는 단황 가교, 이황 가교, 
그리고 다황 가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

로 우수한 물성을 구현할 수 있다. 가교밀도뿐만 아

니라 가교 형태에 따른 가교밀도 비율도 고무 제품의 

화학적×물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 티올(thiol) 화
합물과 아민 화합물의 혼합물용액으로 이루어진 황

가교 분해 시약(화학 탐침 용액, chemical probe sol-

표 4. 고무 배합물과 가교물의 특성 분석 방법

항 목 분석 방법

고무 배합물 결합 고무 형태와 함량 측정법

고무 가교물 가교 종류와 밀도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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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on)을 사용하면 이황과 다황 가교 결합을 선택으로 

분해할 수 있다.12 이를 이용하여 단황 가교, 이황 가

교, 그리고 다황 가교의 가교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5. 고무 소재의 고장 분석: 외관 오염 원인 

분석 방법

  고무 제품의 품질 문제나 고장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원인 규명을 위한 화학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외관 오염은 자주 발생하는 품질 

문제 중 하나로, 제품의 성능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굴 수 있으므로 즉

시 대처가 필요하다. 외관 오염 원인을 가용성 유기

물 적층, 불용성 유기물 적층, 그리고 표면 크랙 등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방법을 표 5에 

정리하였다.

5-1. 가용성 유기물 적층에 의한 외관 오염 

물질 분석 방법 

  유기물 적층에 의한 외관 오염의 원인 규명은 적층 

유기물을 채취하여 그 성분을 분석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적층 유기물이 용매에 잘 녹는 가용성 성분이

면, 채취한 유기물을 적당한 용매에 녹여 GC/MS나 

LC/MS로 분석하면 그 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9에 외관 오염을 일으킨 적층 유기물을 채취하여 

GC/MS로 분석하여 얻은 크로마토그램을 제시하였

다.

5-2. 불용성 유기물 적층에 의한 외관 오염 

물질 분석 방법 

  유기물 적층에 의한 외관 오염이나 적층 유기물이 

어느 용매에도 녹지 않는 불용성인 경우에는 GC/MS
나 LC/MS로 분석할 수 없다. 불용성 물질에 의한 외

관 오염은 오염 물질을 채취하여 IR로 분석하거나 

있는 그대로 감쇠전반사-적외선분광법(ATR-IR)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그 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13 그림 

10에 칼슘 스테아린산의 표면 적층에 의한 외관 불량 

제품의 외관 오염 물질을 ATR-FTIR로 분석하여 얻은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5-3. 표면 크랙에 의한 외관 오염 분석 방법 

  물질의 적층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외관 오염 

표 5. 외관 오염 원인 분석 방법

외관 오염 원인 분석 방법

가용성 유기물 적층
적층 유기물 채취와 용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

불용성 유기물 적층 감쇠전반사-적외선분광법(ATR-IR)

표면 크랙 영상분석법(image analysis), 주사전자현미경법(SEM)

그림 9. 가용성 유기물 적층에 의한 외관 오염 물질의 GC/MS 
TIC 크로마토그램.

그림 10. 불용성 유기물 적층에 의한 외관 오염 물질의 
ATR-FTI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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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제품 표면에 잔크

랙이 발생하면 빛의 산란에 의해 백화 형상과 유사한 

외관 오염으로 보여진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분석법

(image analysis)이나 SEM을 이용하여 표면을 확대하

여 관찰하면 잔크랙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14 그림 

11에 표면 크랙에 의한 백화 현상이 발생한 제품의 

표면 확대 영상과 단면의 SEM 영상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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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표면 크랙에 의한 백화 발생 제품의 표면 확대 영상(왼쪽)과 단면의 SEM 영상(오른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