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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944년 실리콘 고무의 첫 특허 출원 이래 이 탄성

제는 실험실 단계를 벗어나 이제 고무산업의 어엿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초기 생산업체인 GE와 다우

코닝은 생산이 다국적 규모로 행해지면서 다른 국내, 
국외 공급자들과 연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KCC에서 2000년 이후 생산을 시작하였다. 실리콘 고

무의 열안정성은 초기부터 인정받아 용도를 개발하

여 왔으나 오늘날 인간 중심의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

는 풍토에서 중요한 다른 특성들을 계속 개발했다. 
크게 두가지 종류의 합성물이 이용된다. 열 노출에 

의해 가교되는 HTV(Hot Temperature vulcanizates)와 

상온 가류되는 RTV(Room Temperature Vulcanizates)
가 그것이다.

2. 구조 

  실리콘 폴리머의 특성은 그들의 분자 구조에서 생

겨난다. 실리콘은 실리카, 규산염 광물 그리고 유기

화합물의 몇가지 특성을 조합했다는 점에서 독특하

다. 실리콘과 유기 합성물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는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에서 보여진다. 

Fig 1. 실리콘의 구조

  유기 합성물은 탄소(C)대 탄소(C) 원자의 골격을 

갖고 있다. 실리콘 골격은 실리콘(SI)-산소(O) 연결 

구조이다. 이러한 화학 결합은 석영, 유리, 모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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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잘 견디는 내열성을 나타내며 오존, 코로나

(방전), 풍화 등에 강하다. 
  그러나 메틸계인 CH3와 같은 유기 연결선이 있어

서 실리콘은 무기물질과 달리 융통성이 있다. 이 고

유의 융통성 때문에 액체 가소제 없이 합성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유기 합성물에서는 어느정

도 탄소가 이중 결합으로 결합된 불포화성이 포함되

어 있다. 이러한 면들은 전기 분야나 고도가 높은 곳

에서 오존 공격을 받기 쉽게 한다. 그러나 실리콘은 

이중 결합이 없어 가혹한 환경과 긴 시간동안에도 

오존에 잘 견딘다. 
  실리콘 분자는 특별한 성질을 얻기 위해 개조된다. 
여기에는 메틸계가 기본이다. 메틸계의 아주 적은 양

을 페닐 또는 비닐계와 바꿈으로써 중요하고 다양한 

성질들을 얻을 수 있다. 페닐계의 첨가는 저온 굴곡

성(low temperature flexibility)과 감마선에 잘 견디도

록 해준다. 비닐 Side-Chains은 가교 성질과 가교된 

고무의 압축 저항성(Compression set resistance)을 향

상시킨다. 유기 고무가 이중 결합으로 인해 오존에 

약한 반면, 비닐 결합은 가교반응중 포화되어 오존에 

잘 저항하는 것을 유지시켜 준다. 

  ASTM(미국재료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리콘의 명

칭을 만들었다. 
  MQ = 메틸 실리콘

  VMQ = 메틸 - 비닐 실리콘

  PMQ = 메틸 - 페닐 실리콘

  PVMQ = 메틸 – 페닐 - 비닐 실리콘 

  RTV 합성은 같은 분자구조를 가진 폴리머를 기초

로 한다. 분자chain은 비교적 불안정한 실라놀

(Silanol)계에 의하거나 공기의 수분에 반응하는 가수 

분해가 잘되는 계열들에 의해 보통 마무리되고 응축

반응(Condensation)에 의해 고무 가교반응에 기여한

다. 기본 RTV 합성물의 분자량은 HTV 합성물보다 

작다.(1만~10만 VS 50만~1백만) 몇몇 RTV는 비교적 

자유로이 흐르는 액상이다. 

3. 제조방법 

  실리콘 폴리머나 검(gum)은 모래와 Alkyl 또는 

Aryl 암염(halides)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잡한 일련의 

화학반응으로부터 생겨난다. 모래나 석영은 처음에 

전기용광로의 카본과 함께 열을 받아서 기초실리콘

으로 압축된다.

  규소(silicon)를 실리콘(silicone)으로 바꾸는 방법

은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제네

랄 일렉트릭 연구소의 Eugene G. Rochow 박사가 개

발한 ‘직접 방식’(direct process)이다. 이 방식은 염화 

메틸 가스가 통과하는 튜브안에서 규와 구리가루에 

열을 가하는 것이다. Methylchlorosilanes의 혼합물이 

생성된다. 

  Dimethyldichlorosilane은 dimethyl 실리콘 껌을 만

드는 기본 중간 생성물이다. 이것은 분류 증류에 의

해 다른 성분으로부터 분리된다. 계속해서 이것은 가

수분해하여 엄격히 통제된 조건에서 응축 중합에 의

해 dimethyl 껌으로 전환되는 silanol-stopped siloxanes
을 형성한다. 대신하여 순환하는 Dimethylsiloxanes 
는 생산되어 원형-개방,기초-촉매 반응에 의해 고분

자인 껌으로 전환된다.

  제조 과정은 고분자 화합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100%에 가까운 순도를 얻기 위해 세밀히 지켜보아야 

한다. 페닐 또는 비닐 성분을 합성물에 끼워넣기 위

해서 적은 양의 페닐이나 비닐 중간 생성물이 di-
methyl 중간생성물과 함께 혼성 중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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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실리콘제조법

4. 실리콘 탄성체의 성질 

  고온에서 유기 과산화물과 함께 가교되든가 열선 

방사(방열)에 의한 상온(room temperature)에서 또는 

RTV 기술에 의해 가교되든지간에 가공된 실리콘 고

무는 열안정성을 나타낸다. 실리콘탄성체는 고온에 

계속 노출되어도 녹지 않는다. 전기 절연체로 쓰일 

때 부드러워지거나 녹거나 과부하된 전도체 밑으로 

흐르지 않는다. 
  실리콘 고무는 다른 탄성체들에 비해 약간 비싼 

편이다. 시장에서 실리콘은 특수고무 범주와 특별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선택되어지

는 것이라 설명되고 있지만 많은 일상적인 제품 분야

에서도 실제 실리콘이 쓰이고 있다. 제품 재설계, 긴 

수명, 적은 유지 수리비가 오히려 경쟁 원료보다 총 

비용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한 성질은 모든 실리콘에 일

반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특성은 배합마다 전문 기

술적인 것도 있고 다양하다.

High Temperature Stability(고온 안정성) 

  실리콘의 내열성은 널리 알려져 특별한 배합

(compound)은 315℃ 이상의 고온에서 지속적인 수명

을 제공한다. 주어진 온도하에서 실제 수명은 지속적

인 유연성, 수축 제한 등 제품에 필요한 성질에 따라 

다양하다. Arrhenius aging 기술을 이용하여 보통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90℃ 이상에서 40년의 

수명이 예측되어졌다. 일반적으로 열이 유일한 기준

이라면 실리콘 고무는 다른 고무보다 315℃ 이상의 

어떤 온도에서도 오래간다. 또한 고온에서 인장강도 

측정을 해도 실리콘이 다른 고무보다 월등하다. 

Flexibility(유연성) 

  상온에서 모든 실리콘 고무 합성물은 신축성이 매

우 좋다. 그리고 반복되는 구부림하에서 구부림 골절

(flexing fracture)에 매우 강하다. MQ와 VMQ는 -55℃
만큼 낮은 온도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한다. 페닐 함유 

중합체인 PMQ와 PVMQ는 -100℃에서도 유연한 합

성물을 만들 수 있다. 이들 같은 제품들은 고온에서 

일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한다. 

Combustion(산화) 

  규소-산소 뼈대(backbone)는 실리콘 고무가 유기폴

리머보다 더 적은 탄소 함유량을 가진 폴리머가 되도

록 한다. 무기 충전물(filler)의 충분히 사용하여 섞을 

때 결과는 실리콘 배합이 대부분의 유기 대체품보다 

산화 성분을 더 낮은 수준으로 함유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실리콘은 늦게 산화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왔다. 규소 이산화물(dioxide), 탄소산화물, 그리고 수

증기(water vapor)가 대표적인 산화 요인이다. 방염

(flame-retardant) 기술은 특별한 배합에서 유용하게 

발달되어 왔다. 방염에 있어 대체로 염소,브롬, 불소

나 방염첨가제가 할로겐을 사용하는 반면에 실리콘 

고무는 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은 다른 

유기 물질들보다 특별한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산

화중에 이러한 할로겐들을 포함하는 부식성 또는 독

성을 대체로 나타내지 않는다. 산화중의 연기량은 테

프론, 켑톤에 의해 방출되는 양보다 많은 것으로 밝

혀졌지만 대부분의 유기 탄성체보다는 매우 적은 것

으로 밝혀졌다. 

Electricals(전기) 

  실리콘은 절연 저항과 dielectric strength에서 우수

한 탄성체 절연의 전형이다. 전력 계수 그리고 절연 

상수는 낮다. 그러나 빈도 변화율(variations with fre-
quency)은 동축 케이블 부문에서 사용을 제한해 왔

다. 오존과 코로나 저항성은 우수하다. 산화중 형성



97Rubber Technology Vol. 19, No. 3·4, 2018

되는 규소 이산화물 재(ash)는 도체를 매우 심하게 

뜨거운 조건에서 전기 순환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실리콘 고무로 절연할 수 있게 하는 절연 성질을 나

타낸다. 

Physical strength(물리적 힘) 

  stress-strain properties는 성분에 따라 다양하다. 일
반적으로 실리콘은 찢김이나 마모(tear and abration)
성이 일반 유기고무에 비해 약하다

compression set(영구압축율) 

  실리콘 고무는 compression set에 대한 저항력이 다

른 고무에 비해 우수하다

Body tolerance(신체 적합성) 

  생물적인 화합물이 가능하다. 그것들은 인체 유동

체에 잘 견디고 큰 세포 반응이 없다. 

Flungus(미생물) 

  적절히 가교된 실리콘 고무는 균류를 죽이지도 키

우지도 않는다. 대부분 화합물들이 살균제를 포함 안

하지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Radiation resistance(복사,방사능 저항) 

  견딜 수 있는 최대 유용 조사적량(dosage) 수준은 

응용품의 유연성 요구에 따라 다양하다. 실리콘 컴파

운드는 5 × 107to2 × 108rads의 조사적량 수준에서 

만족스럽게 사용가능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기본 폴

리머에서 페닐 응축(concentration)을 증가 시킴으로

서 복사선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졌다. 

Vibration damping(진동 감폭) 

  50℃ ~ 65℃에서 보여지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전달과 주파뿐 아니라 넓은 영역의 주파와 온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실리콘 고무의 능력은 그것은 진

동통제장치에 이상적으로 쓰여지게끔 만든다. 최근 

고급차의 방진고무소재가 실리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Weathering(내후성) 

  햇빛의 오존, 산소, 습기 그리고 다른 환경의 영향

들을 감소시키는 저항성이 있다. 긴 기간의 안정성이 

대부분 다른 고무에 비해 우수하다. 

Thermal stability(열융제, 우주선의 대기권 재돌입시 

피복 물질이 녹아 증발하는 현상) 

  실리콘은 5000℃(9000℉) 이상에서 몇분동안 견딘

다. 폭발중에 하부에는 탄성을 유지하면서 거칠고 강

한 표면 숯이 형성된다.

Realease(떨어짐) 

  표면 성질은 끈끈한 물질의 접착을 막는다. 이러한 

성질은 뜨거운 폴리에틸렌과 접착제와 같은 제품공

정에 쓰이는 실리콘 코팅 로울러의 제조에 쓰여진다. 

Permeability(투과성) 

  가스에 대한 투과성은 다른 폴리머보다 크다. 그러

나 충전제를 잘 선택한다면 수증기에 투과되는 동안 

용액 흡수는 매우 낮다. 

Vacuum(진공) 

  실리콘 고무는 적절히 섞이고 제조된다면 10 - 6TORR
와 125℃에서 측정될 때 가스 분출이 매우 낮다. 

5. 배합(Compounding) 

  실리콘 배합은 적게는 세가지 요소만 포함할 수 

있다. – 껌, 충전제(reinforcing filler), 가교제- 그렇게 

해서도 원하는 성질의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다. 실
리콘 폴리머는 지속적인 유연성, 산화에 대한 안정

성, 빠른 가교속도 능력을 소유한다. 결과적으로 가

소제(plasticizer), 오존방지제, 가황촉진제 등이 필요

없다. 그러나 점점 복잡한 기술에 따라 특별한 성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잡한 약품이 사용되고 있다.

5.1 검(Gums and Reinforced gums) 

  메틸과 메틸페닐 껌들이 초기에는 배합 기초로 쓰

여졌다. 이 껌들은 여전히 어떤 분야에서는 많이 쓰

여지지만 오늘날 배합 기술자들은 주로 비닐계 농축

물을 약간 섞은 폴리머에 의존한다. 이러한 반응계는 

촉매단계에서 분명한 환원을 가능하게 하는 가교제

의 적절한 사용을 허용한다. 덧붙여 dicumyl per-
oxide(VAROX DCP) 그리고 2,5-bis(tertbutyl per-
oxy)-2.5 dimethylhexane(VAROX)와 같은 비닐-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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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촉매제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촉매제들

은 많은 양의 산성 부산물의 형성없이 분해시킨다. 결
과적으로 2차 가교가 불필요한 배합물이 가능해지고 

오븐에 찔 필요성이 적어졌다. 압력변환(compression 
set), 전환, 절연 저항성의 향상도 뒤따른다. 통상적으

로 제조업자들은 순수 껌에서 시작하려하나 여러 가

지 문제점을 야기할수 있기 때문이다. 보강 껌들이 

더 널리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 추천된다. 이 제품은 

폴리머, 보강 filler, 그리고 가공 보완재 또는 다른 

첨가물의 합성물이다. 적당한 껌의 선택으로 특별한 

제조 또는 목표 수행을 만족하는 배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실리콘 껌, 보강 검의 공급자

- Dow corning, General Electric company
- Rhodia. SWS Silicone Corp.
- Union Carbide and Carbon Co.
- Mobay Chemical Corp

미국

- KCC
- HRS 한국

Table 2. 실리콘 껌, 보강 껌의 공급자

5.2 충전제(Fillers)

  매우 미세한 fumed 실리카는 인장력과 인열강도를 

발달시키는 데 쓰이는 주요 강화 충전제이다. 카본 블

랙은 일반적으로 과산화물(peroxide) 촉매제(catalysts)
의 품성을 떨어뜨리는 경향 때문에 잘 안 쓰인다. 
Fumed silica는 실리콘의 우수한 전기 성질에 기여한

다. Semi 강화 충전제는 – 땅의 석영, 탄산 칼슘, 규조

토, 산화금속 등 – 단지 보통의 힘을 주지만, 가공성 

향상 또는 단가 절감등의 다른 장점이 있다. 아세틸

렌 카본 블랙과 은과 같은 금속들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배합물을 만들 때 사용된다.

5.3 가교제(Curing Agent) 

  실리콘은 열에 의해 가교되거나 또는 RTV인 경우 

상온에 의해 가교된다. 

◎ 열 가교(Thermal Vulcanization) 

  열의 적용(the application of heat)에 의해 강화된 유

기 과산화물은 메틸이나 비닐계에 교차선(crosslinks)
을 형성한다. 이러한 반응에 대한 제안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Table 3. 가교 메커니즘 

  각 촉매제 공급자는 공급된 촉매제의 안전한 취급

과 사용을 위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촉매 

사용의 선택을 위한 특별한 설명은 실리콘 공급자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상온가교(Room temperature vulcanization) 

  실리콘 배합중 RTV 류의 가교는 응축 또는 첨가 

반응에 기인한다. 응축 반응은 에틸 규산염(silicate), 
그리고 주석(stannous octate)같은 금속 염 촉매제와 

같이 교차선의 출현을 필요로 한다. 

Table 4. RTV

  한 성분의 RTV실리콘 고무에서 교차선은 methyl-
triacetoxy silane과 같은 물질이다. 대기중의 수분은 

고무 같은 성질을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닐계

가 폴리머에 있다면 추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촉매제(-chloroplatinic acid와 같은)의 출현

(presence)에서 각 분자마다 여러 규소-수소 본드를 

함유한 실록산(siloxanes)과 비닐계를 함유한 폴리머

를 결합하여 얻어질 수 있다. 그 반응은 약간 높은 

온도에서 촉진될 수 있다. 

Table 5. 열가교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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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제 종류와 양에 따라 가류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교제의 선택은 프레스, 트랜

스퍼, 인젝션 몰딩, 압출, 켈린더링(calendering)과 같

은 성형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열가교에 쓰이는 전통적인 peroxides 가 다음에 열

거되어 있다. 
  - Benzoyl Peroxide
  - Bis (2,4-dichlorobenzoyl Peroxide)
  - Dicumyl Peroxide (VAROX DCP)
  - 2,5-Bis(Tert-Butylperoxy)-2,5 

Dimethylhexane(VAROX)
  - Ditertiary Butyl Peroxide
  - T-Butyl Perbenzoate 

  이러한 물질들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활성 요소의 100% 농축(concentration)을 가진 

고체, 액체에서부터 가교제의 더 낮은 농축을 가진 

가루와 반죽 마스터 뱃치에 이른다. 대부분 사용되는 

peroxide는 매우 양이 적기 때문에 적당한 산포를 위

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장과 작업에도 주의해

야 한다. 

◎ 복사선 가교(Radiation curing) 

  실리콘 고무는 복사 가교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 2차 가교(Oven curing) 

  유기 고무는 가교후 2차 가교를 거의 안한다. 실리

콘 고무도 어떤 제품은 2차 가교가 필요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 2차 가교가 필요하다. 2차가교를 통해 촉

매 용해물과 저분자 실리콘 폴리머는 전기 성질, 
compression set 와 그 반대에 대한 저항성, 감소된 

연기 방출등의 향상되어지면서 제거된다. 또한 노화 

성질도 안정된다. 2차 가교 정도는 제품과 성질에 따

라 다르다. 보통 아주 낮은 compressing set가 250℃에

서 24시간 가교하여 얻어진다. 대부분의 적용에서는 

사용온도보다 28℃(50℉)도 높은 온도에서 1~2시간 

가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기 oven이 보통가교는 사용되는데 수평 공기 흐름

이 더 좋다. (냉각 상태에서 2시간 안에 150℃에 도달

해야 한다.) 

5.4 첨가제(Additives) 

  필수 성분은 거의 없지만, 실제 배합은 특별한 가

공성과 성질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하다. 
  저분자 실리콘 용액은 미가황 고무의 구조발달을 

지체시킨다. 따라서 밀링과 성형 과정 사이의 일할 

수 있는 수명을 연장시킨다. 이러한 프로세스 보조제

(process aids)는 보통 강화 껌 마스터 뱃치에 짜 넣어

진다. 몇가지는 실리콘 공급사로부터 상업적으로 판

매되어 유용하게 사용된다. 

Table 6. 실리콘고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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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색소는 칼라 실리콘 고무에 사용되어진다. 실
리콘 오일이나 껌에서 마스터뱃치는 보통 작업하기 

깨끗하고 분산하기 쉽다. 
  특별한 비할로겐 성분의 미세한 양이 방염을 향상

시킨다. 
  특유의 고온 안정성이 특별한 oxide와 octoates를 

첨가하므로써 증대된다. 
  물리,전기 성질,접착성, 발포 그리고 다른 성질들

이 첨가제 기술로 영향 받는다. 

6. 상업적인 배합(Commercial Compounds) 

  대부분 제조업자들은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믹싱

하는 것보다 컴파운드 형태로 실리콘을 구입하기를 

선호한다. 검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불

편한점이 있어 다양한 완성 컴파운드들이 쓰인다. 넓
은 영역의 배합이 수요와 산업의 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쓰여진다. Table 5.4는 표준 배합으로 제시된 주

요 성질의 전통적 가치의 확대를 가리킨다. 특별한 

응용을 위한 제품의 추천이 실리콘 제조업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7. 가공공정(Processing)

◎ 혼합(Mixing) 

  roll mills, dough mixers, banbury mixer 그리고 이와 

비슷한 보통의 고무용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다. 
  Open roll mills는 1.1:1 에서 1.4:1 의 롤의 속도비로 

물로 냉각되어져야 한다. 
  유기고무에 비해 실리콘 작업시 roll 속도가 보통 

빠르다. 미가교 실리콘은 대부분의 유기 고무 배합보

다 점착력이 약하다. 내부혼합기(inner mixer)의 사용

은 큰 용량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동력과 제조 비

용을 절감하면서 균일한 컴파운드를 가능하게 한다. 
가교제의 첨가시에는 컴파운드의 온도가 세밀히 모

니터링 되어야 한다. 최대 허용 온도는 가교제의 선

택에 따라 다르다. 그 혼합물을 사용전에 24시간 또

는 그이상 저장함으로써 그 충진제(filler)의 표면은 

폴리머에 의해 충분히 싸여지고(wetted) 컴파운드 균

일함이 향상된다. 
  실리콘 혼합시 몇가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밀한 크기의 실리카를 조심스럽게 다루기(피부

접촉, 흡입을 피할 것등) 

  peroxide를 다룰 때 제조업체의 주의를 따를 것. 
  기계에서 사용되어지거나 환경에 의해서든 유기 물

질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해 철저한 청결 유지를 할 것.

◎ Freshening 

  촉매나 다른 공정전에 콤파운드의 재작업(re-work-
ing)과 부드럽게 하기(softening)위한 공정이다. 목적

은 공정 작업성의 최적화이다. Freshening은 보통 Roll
에서 행해진다. 적은 green strength에서 점착이 약한 

배합은 일반적으로 roll간의 간격이 점차 작아지는 

넓게 setting된 roll을 필요로 한다. 높은 green strength 
실리콘은 보통 처음에 좁은 roll 셋팅을 통과하여 결

과적으로 점차 roll의 분리를 한다. 
  불충분한 freshening은 molding중에 flow lines를 초

래하고 압출중에 거친 표면이 나타난다. 과도한 

freshening은 증가된 tackness와 green strength의 손실

을 야기하므로 적당한 Freshening이 필요하다.

◎ Molding 

  Compression과 transfer 기술 모두 115 ~ 175℃의 온

도 사이에서, 그리고 5.52 ~ 10.34MPa 사이의(800 ~ 
1500 psi까지) 압력에서 사용된다. Injection molding
은 200 ~ 235℃의 온도와 69 ~ 82.74 MPa(10,000 ~ 
12,000psi) 사이의 압력을 필요로 한다. Compression 
molding은 가장 간단하고 융통성이 있어 가장 널리 

쓰인다. Transfer molding은 복잡한 부품과 많은 수의 

cavity, 많은 양의 molding에 적합하다. Injection mold-
ing은 짧은 가교 타임과 균일함을 제공하고 최고의 

물성과 대량 생산에 적당하다. 철, 청동, 황동, 알루미

늄이 compression molds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좋은 

마무리(high finish)가 필요한 제품은 크롬 판이 추천

된다. 
  트랜스퍼와 인젝션에는 크롬 판을 댄 철(chrome- 
plated steel)이 요구된다. 트랜스퍼와 인젝션을 위한 

gate는 다른 유기고무에 사용되는 것보다 적어도 

25% 커야 한다. 제조중에 금형 이형제 사용이 필요하

다면 합성세제를 0.5% 물에 희석하여 스프레이 기술

로 사용한다. 유기 고무 제조에 널리 쓰이는 실리콘 

이형제는 너무 잘 융화되어 실리콘 고무에는 적당하

지 않고 보통 고무 산업의 방법으로 사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라이 아이스 냉동사상이 유기고무의 

사상에 사용되어지는 반면에 실리콘의 낮은 내한성

은 냉동사상에 있어 질소 용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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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출 

  고무압출기가 사용되는데 1:1에서 4:1 범위의 압력

비를 갖춘 스크류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12:1
에서 16:1의 길이/지름비가 잘 작동된다. 압출기 목 

부위의 positive 압력, 투입 roller의 조합은 압출을 더

욱 균일하게 하고 일정한 지름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

이 된다. 스테인레스 steel screens는 역압(back pres-
sure)을 발생시키고 오염된 미립자를 제거하는 데 좋

다. 실리콘고무 압출에서는 Drawdown(끌어내림)는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는다. 냉각수는 상승되는 마찰

열을 조절하기 위해 그리고 필연적인 compound 스코

칭을 조절하기 위해 쓰인다. 압출은 막대, 채널, 튜브, 
wire류 등의 제조에 쓰인다. 그것은 또한 molding 공
정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도 쓰인다. 압출된 부분은 

보통 완전 포화된 스팀, 뜨거운 공기, 또는 압출 공정

의 필수 부분으로서 뜨거운 유동상(fluidized beds)에 

짧은 노출을 통해 가교된다. 낮은 green strength때문

에 미가교 실리콘 고무를 감개에 올리기가 힘들고 

필연적으로 off-line 복사선 가교 시스템에서 가교하

게 된다. 

◎ Calendaring(켈린더링) 

  실리콘 고무는 힘들이지 않고 캘린더에서 조작될 

수 있다. 컴파운드에 들어갈 작업량을 조절하기 위해 

초기 milling동안 under-freshening 하는 것이 가장 좋

고 그리고 freshening 공정을 완성하기 위해 캘린더에 

의존하는 것이 또한 가장 좋다. 
  캘린더를 셋팅할 때 더 빠르고 다 차가운 roll을 

위한 실리콘의 준비가 필요하다. 예로, 거꾸로 된 L모
양의 4 roll 캘린더가 쓰인다면 거기에는 첫번째 롤보

다 수직 롤이 1.1배 빠른데 결과적으로 두번째, 세번

째, 네번째 롤에서 감소된 온도는 적당한 이동

(transfer)을 생산할 것이다. 수직롤의 추천 온도는 top 
roll은 대략 50℃, 중간 roll은 상온, 바닥 roll은 수냉각

된 온도를 사용한다. 시동 속도는 대략 1분에 1 또는 

2feet이고 보통 속력은 5~10feet이다. 네덜란드 풍의 

옷의 안감, 폴리에틸렌 시트, 코팅된 종이 등이 쓰일 

수도 있다. 가교와 캘린더된 시트가 롤형태로 저장될 

때 roll의 두께는 1 foot를 넘지 않는 것이 추천된다. 

◎ Bonding(접착) 

  성형과정에서 다른 자재와 실리콘 고무를 붙이는 

것이 필요할 때 실리콘 표면 때문에 약간 어렵다. 그

러기 때문에 특별 제작된 프라이머(primer)와 접착제

가 사용된다. 자체적으로 붙는 콤파운드(self-bonding 
compounds)는 다양한 표면에 접착하는 것을 증진시

키는 특별 첨가제를 포함한다. 한 성분의 RTV(the 
one-component RTV) 실리콘은 다양한 기면에 좋은 

접착을 얻는데 특별히 다양하다. 성형과정에서 실리

콘 오일 성분의 풀처럼 반죽된 촉매제는 고무 기면의 

접촉면으로 퍼질 수 있어 접착력을 감소시킨다. 가장 

좋은 결과는 높은 활성온도에서 비산성 생산, DRY 
촉매제가 추천된다. 표면을 SAND BLASTING, 
SOLVENT WASHING, VAPOR DEGREASING 등 가

능한 기술을 모두 동원하여 붙이기 좋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OVEN CURING은 접착력을 최

대화한다. 

◎ 발포(foaming) 

  발포제를 첨가하여 시트, 압출, 각종 성형물들을 

제조하는 실리콘 스폰지를 만들 수 있다.

◎ RTV compounds 

  RTV 실리콘은 다양한 범위의 점도에서 쓰인다. 이
것들은 보통 sealing, 틈메우기, 둘러싸기, flow-mold-
ing 그리고 injection Molding 기술 등에 의해 사용된다. 

8. 응용

◎ 자동차 

  지난 10년간 실리콘 고무는 꾸준히 시장으로부터 

성장을 하여왔다. 실리콘의 내열성이 이러한 성장의 

주요 요인이다. 배기 기준이 강화되면서 엔진의 온도

도 상승되어 대부분의 엔진 부품의 공해 제어 장치도 

바뀌었다. 소비자의 더 강력한 옵션 요구도 또한 이 

엔진 온도를 높였다. 실리콘으로 덮히거나 절연된 이

그니션 케이블이 대부분의 새로운 차의 표준이 되었

다. 이러한 케이블은 높은 엔진 온도 환경뿐 아니라 

높은 35-45KV a-c에 이르는 현대 ignition 시스템의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높은 내전성을 가진다. 
  실리콘은 냉각/히타 호스, O-RING, 실린더 LINER 
SEALS과 트랜스미션, 윤활계, 수압 시스템 등에 쓰

이는 다른 SEAL에 널리 쓰인다. RTV의 다양성과 편

리함도 많이 발견된다. 그밖의 용도: 전기 전압 

REGULATOR, IGNITION SYSTEM, 스파크 콘트롤 

컴퓨터, Formed in place 가스켓, 접착제, 수리 부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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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다. 또한 방진용고무로서 마운트에 사용된

다.(Fig 2)

Fig 2. 실리콘고무의 엔진마운트

◎ 우주/항공 

  내열성- air frame opening seals, connectors, dust-
boots and shields, aerodynam -ic seals, gasket, cushion, 
blanket, anti-icing hose 
  내오존성 – oxygen mask, tubing, control regulator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피복이 녹아 증발하

는 현상 방지 낮은 가스 방출 성질을 갖춘 sealant 등

◎ 각종 응용품 

  television – RTV silicone 
  anode(양극) caps (수분, corona, ozon, flame 저항성) 
  wire, insulation, oven door gasket 
  defroster(서리 제거) wire

◎ 전기 전자 

  전선케이블, 선박용 케이블, 가스켓

◎ Gasketing 

  기존 가스켓은 RTV로 많이 대체하고 있음 

  밥솥가스켓

◎ Food and health 

  아기 젖꼭지, 음식, 컨베어 벨트, 의료계 확장은 청

결 신소재로 인해 점점 줄어드는 편임 

치과 보철기구, 피하 이식, 수술 튜브, 혈액 산소 공급

장치 등

Fig 3. 액상 실리콘소재 젖꼭지

◎ 가구 몰딩 

  RTV liquid rubber :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소재, 
아크릴 소재에서 실리콘 몰드는 pattern detail의 훌륭

한 transfer임

◎ 건축 

  각종 실런트(seal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