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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화 반응조건이 SBR의 표면마찰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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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cerned with the influence of reaction conditions on the surface friction properties of Syrene-
Butadiene Rubber(SBR) sheet when it was chlorinated by chemical treatment method using the sodium hypochlorite and
sulfuric aci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EM photographs of chlorinated SBR surface showed uneven etch-
ing caused by the chlorination. In the FTIR spectra, the intensity of C=C peak of SBR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sodium hypochlorite. Otherwise there was no trace of C=C peak in spectrum of SBR treated with
5 wt% NaOCl with pH 0.1 for 90 seconds. EDX spectra showed that relative content of chlorine of SBR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amount of sodium hypochlorite, and also affected with pH condition of acid solution. Friction angle
and friction coefficient of SBR were influenced with concentration of sodium hypochlorite, but were not with pH condition
of ac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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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무는 타이어와 같은 충격흡수 소재 등의 산업용뿐만 아니

라, 고무장갑, 비옷, 텐트 등 의류 산업 전반에도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무장갑등과 같은 고무제품의 경우 고무

고유의 낮은 유리전이온도로 인하여 표면의 마찰계수가 높으며,

표면 점착성이 있다. 고무제품의 표면의 점착성 저하, 내마모성

향상 등의 표면 특성을 개질하기 위한 화학적 표면 처리 방법

에는 가황이나 염소화 처리방법 등이 있다(Blas et al, 1994).

그 중에서 고무표면의 염소화 처리는 염소가스, 차아염소산나

트륨, 차아염소산칼륨 등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사용한다. 염소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염소화반응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지

만 염소가스의 유독성과 설비부식성, 물에 대한 낮은 용해도 등

으로 실제공정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차아염소산염

수용액을 이용한 염소화처리법은 염소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하여 낮은 유독성과 내 설비 부식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실제 공정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Schoengerg et al., 1979;

Extrand et al., 1988). 

고무 표면 처리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

륨 용액을 이용한 염소화 처리는 표면 마찰을 감소시키는 간단

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무장갑이나 자동차용 와이퍼 블레이

드 등에 응용된다(Rho et al., 1998; Nah et al., 2002). 차아

염소산나트륨 수용액에서 염소가스의 발생을 촉진시키기 위하

여 염산이나 황산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식

으로 염소가스가 발생된다.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산을 동일 반

응조에서 함께 사용하는 1욕법에서는 주로 염산을 사용하며,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산을 각각 다른 반응조에서 사용하는 2욕

법에서는 주로 황산을 사용한다.

또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을 이용한 염소화 처리에서 발

생기 염소가스에 의한 표면 개질반응은 염소원자의 첨가, 치환,

환화 반응을 수반하는 매우 복잡한 형태인 다음과 같은 반응기

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oussier, 1956). 

일반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을 사용한 고무의 염소화

반응은 염소가스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농도관리를 간편하게 하

기 위하여 2욕법으로 처리한다. 2욕법은 고무시편을 계면활성

NaOCl HCl+ NaCl HClO+→

HClO 2HCl O
2

g( )+→

HClO HCl+ 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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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용해된 제 1욕인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먼저 침지한

다음 제 2욕인 산 용액에 다시 침지하여 염소화 반응을 수행

하는 방법이다. 2욕법의 경우 차아나트륨 수용액과 산용액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조의 차아염

소산나트륨이 짧은 시간에 모두 분해되지 않고, 고무표면에 부

착된 차아염소산나트륨만 산 용액조에서 분해되어 유리 염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반응 유리염소의 발생량이 최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SBR의 표면 특성을 개질하기 위하여 2욕법

으로 SBR을 염소화 처리할 때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 산

용액의 pH 등이 염소화 처리된 SBR의 표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사전자현미경, FTIR, 에너지 산란 X-ray 분광기

(EDX), 마찰 계수 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된 고무시편은 SBR 100phr(part per rubber),

ZnO 2.1 phr, 스테아린산 0.6 phr, 탄산칼슘 5.6 phr, 프로세스

오일 5.6 phr, 황(s-80) 1.8 phr, 가황촉진제(CZ) 1.1 phr을 롤

밀에서 1차 혼련한 후 170
o
C에서 캘린더 가공하여 제조하였으

며 이를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캘린더 가공 시 170
o
C에

서 기류시간을 조절하여 초기 동적마찰계수가 1.3 및 1.0인

SBR을 제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차아염소산나트륨, 황산 및

계면활성제는 특급시약을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SBR 표면의 염소화 처리는 소정 농도의 계면활성제와 차아

염소산나트륨이 용해되어있는 용액인 1욕과 소정 농도의 산이

용해되어 있는 2욕으로 구성된 2욕법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SBR 시편을 40초간 염소산나트륨과 계면활성제가 용해된 제1

욕에 침지하여 SBR 표면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층을 형성

시킨 후, 공중에서 30초간 방치하고 2욕인 산 용액에 90초 동

안 침지하여 염소화 처리 후 물로서 2회 세척하였다.

염소 처리된 SBR 표면의 염소화 반응은 FTIR 분광계를 이

용하여 ATR(Attenuated Total Reflection)법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에너지 산란 X-ray 분광기(EDX)를 사용하여 SBR 표면

에 반응된 염소 원소의 존재 유무와 함량을 확인하였다. EDX

로 분석한 스펙트럼에서 염소 피크의 면적을 전체 피크 총 면

적에 대한 비로 구하여 이를 상대염소량으로 하였다. 염소화 처

리에 의한 표면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사용하여 관찰

하였으며, 표면의 정적 마찰특성은 마찰각도 측정기를 사용하

여, 수평상태에서 마찰판이 경사질 때 최초로 미끄러짐이 발생

하는 각도를 마찰각도로 측정하였다. 동적 마찰계수로서는 질

량 1 Kg, 직경 76 mm인 스텐리스 추가 시편위에서 수평방향으

로 운동할 때 나타나는 저항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표면 형태

미처리 SBR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 3%, 5% 및 7%

용액으로 염소화 처리된 SBR의 표면 전자현미경사진을 Fig. 1

에 나타내었다. 미처리 SBR에 비하여 염소화 처리된 SBR 표

면에서 에칭에 의한 불균일한 요철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차

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에칭에 의한 표면 요

철 현상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염소화 처

리 과정 중 차아염소산나트륨 처리에 의하여 SBR 표면에 존

재하던 저분자량 물질 및 각종 첨가제 등이 표면에서 이탈되어

나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 처

리만으로도 SBR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 및 저분자 물질들이 효

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염소화 반응을

위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에 SBR을 침지한 경우 SBR

표면으로부터 탈리된 이물질들이 용액에 침적되는 것을 가시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2. FTIR 분석

발생기 염소에 의한 SBR 표면개질에서의 주된 반응은 SBR

표면에 존재하는 이중결합에 염소이온이 부가되는 부가반응으

로 알려져 있다. Fig. 2에 미처리 SBR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3% 및 5% 용액에 침지 후 pH 0.1의 산 용액에서 90초 동안

염소화 처리한 SBR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미처리

SBR에서는 탄소-탄소 이중 결합에 해당하는 1550 cm
-1 
영역에

서의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3%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으로 염소화 처리함에 따라 1550 cm
-1 
영역에서의 피크가 현저

Fig. 1. Procedure of two step chlorination of 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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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5% 용액으로 처리한

SBR에서는 이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염소화 처리에 따라

1550 cm
-1
영역에서의 피크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이유는 SBR

표면에 존재하는 이중결합(C=C)에 염소원자의 부가반응이 진

행되어 SBR 표면의 이중결합(C=C)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SBR을 염소화 처리함

에 따라, 미처리 SBR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650 cm
-1 
영역에

서의 피크가 새롭게 나타났다. 염소화 처리에 따라 새롭게 나

타난 650 cm
-1 
영역에서의 피크는 탄소-염소 결합에 해당하는

피크로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새로운 탄소-염소 결합이 형성

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SBR의 표면개질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탄소-염소 결합의

650 cm
-1 
영역에서의 피크의 강도가 증가하였다. 

3.3. EDX 분석

SBR의 표면 개질을 위한 2욕법 염소화 처리는 차아염소산

용액인 1욕에 침지되는 과정에서 SBR 표면에 부착된 차아염

소산나트륨이 2욕의 산에 의하여 분해되어 염소기체가 발생되

고, 이때 발생한 염소기체에 의하여 염소화반응이 일어난다. 따

라서 2욕법에 의한 염소화 처리에 의하여 SBR 표면에 반응되

는 염소량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와 산의 농도 즉 pH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처리 SBR과 차아염소산나트

륨 3% 및 5% 용액으로 염소 처리된 SBR의 EDX 스펙트럼

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미처리 SBR의 경우에서는 3.8 Kev에

서 Ca 피크 및 9.8 KeV에서 Zn의 주 피크가 나타나고 있으

나, 2.6 KeV에 해당하는 염소 피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칼

슘과 아연은 SBR 배합에서 사용된 탄산칼슘 및 산화아연 등

에 의해 나타나는 피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아염소산나트

륨 3% 용액으로 염소처리 한 SBR에서는 2.6 KeV 영역에서

염소 피크가 나타나고 있으며, 피크의 크기는 칼슘이나 아연에

비하여 매우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5% 용

액으로 염소처리 한 SBR에서는 3%의 경우 보다 염소 피크

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SBR 염소 처리과정에서 1욕의 염소산나트륨의 농도와 2욕

의 pH가 SBR 표면의 상대적 염소량에 미치는 영향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SBR 표면의 염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1욕의 염소산나트륨의 농도가 6%까지는 2욕인 산용액의

pH가 0.1 및 0.3인 경우가 pH가 0.05 및 0.07인 경우에 비하

여 상대염소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SBR 표면에

Fig. 2. Scanning electronic micrographs of SBR controlled(a) and chlorinated with 3%(b), 5%(c) and 7%(d) NaOCl with 0.1 pH for 90 second. 

Fig. 3. FTIR spectra of SBR controlled and chlorinated with NaOCl

with pH 0.1 for 90 second. 

Fig. 4. EDX spectra of SBR controlled and chlorinated with NaOCl with

0.1 pH for 90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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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상대염소량은 1욕인 염소산나트륨의 농도와 2욕인 산

용액의 pH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R 표면에 상대농

도 30%정도의 염소를 도입하기 위한 염소화처리반응은 pH가

0.05나 0.07로 낮은 경우보다는 0.1정도의 경우 즉 산의 농도가

0.1 mol/l 이하인 경우가 보다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pH가 0.05이하인 강산인 경우 2욕에서 차아염소산

나트륨과 산과의 반응에 의한 염소기체의 발생속도가 너무 빠

르기 때문에 용액 내에서 형성되는 염소기체의 기포가 크게 형

성되어 염소기체의 반응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실

제로 2욕의 pH가 0.05인 경우가 pH 0.1인 경우에 비하여 2욕

의 용액 내에서 생성된 염소기체의 기포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

는 현상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3.4. 표면 마찰 특성

SBR은 실온 이하의 매우 낮은 유리전이온도를 지니기 때문

에 실온에서는 고분자쇄의 세그멘트 운동이 활발하여 점착성을

지니게 되며, 따라서 높은 표면마찰계수를 나타낸다. 염소처리

를 통하여 SBR 분자쇄에 염소기가 도입되면 SBR 표면의 유

리전이온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표면에 존재하는 고분자 쇄의

움직임이 어려워지므로 SBR 표면 점착성이 저하되고 마찰계

수도 낮아지게 된다. SBR의 염소화에 의한 표면 개질에서 차

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 및 산 용액의 pH가 최초 미끄러짐이

일어나는 각도인 마찰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Figure 5에 나타내

었다. SBR의 염소화 처리에서 전반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각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염소산나트륨의 농도 5%에서 가장 낮은 SBR의 표면 마찰각

을 나타내었으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마찰각도가 거의 평형

상태를 나타내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가 5%이상에서는

EDX로 분석한 SBR 표면의 염소량이 증가함(Fig. 4 참조)에도

불구하고 표면 마찰각도가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정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에서는

SBR 표면에 발생하는 에칭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찰각

도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정 염소 농도 그리고

EDX로 분석한 SBR 표면의 염소량은 2욕인 산용액의 pH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SBR의 표면 마찰

각도에서는 2욕인 산용액의 pH는 실험 범위 내에서는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SBR 표면

에 일정농도 이상의 염소기가 도입되면 표면의 염소량이 증가

하여도 표면마찰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2욕법에 의한 SBR의 표면 염소화 처리에

서 표면 마찰각도는 1욕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 5%인 경

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욕인 산용액의 pH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BR 표면에 염소화 반응에 의하여 염소기가 도입되면, SBR

표면을 형성하고 있는 고분자쇄의 유리전이온도가 높아지면서

SBR 표면 고분자들의 분자 운동성이 저하되어 마찰계수가 낮

아지게 된다. SBR 표면을 염소화 처리한 경우 1욕인 차아염소

산나트륨 용액의 농도와 2욕인 산용액의 pH가 SBR의 표면 동

적마찰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Fig. 6에 나타내었다. 1욕인 차아

염소산나트륨 용액의 농도 5%까지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SBR 표면의 동적마찰계수가 현저하게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염소산나트륨 농도 5% 부근에서 평

형상태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Fig. 5에 나타난 마찰각도와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면의 동적 마찰계수가 1.3과 1.0인 SBR을 염소화 처리한

경우 1욕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가 표면마찰계수에 미치

는 영향을 Figure 7에 나타내었다. 동적마찰계수가 1.3인 SBR

을 염소화 처리한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낮은 농도 영역인

3%까지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가 현저하게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마찰계수 1.0인 SBR의 경우에는 마

찰계수의 감소가 보다 완만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차아

염소산나트륨의 농도가 4%이상에서는 두 종류의 SBR의 동적

마찰계수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 용액의 pH 역시 SBR의 마찰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면 마찰계수를 저하시키기 위하

Fig. 5. Relative Cl contents of SBR chlorinated with various concentra-

tion of NaOCl 0.1 pH for 90 second.

Fig. 6. Concentration of NaOCl versus friction angle of SBR treated

with chlorination for 30sec.



 염소화 반응조건이 SBR의 표면마찰 특성에 미치는 영향 105

여 SBR을 염소화 처리하는 경우 SBR의 초기 표면상태 즉 초

기 마찰계수는 염소화 처리에 따른 마찰특성의 개선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SBR의 표면특성을 개질하기위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으

로 염소화 처리한 경우, 염소처리에 따라 미처리 SBR에 비해

1550 cm
-1
에서의 이중결합(C=C) 피크는 감소하였으며, 미처리

SBR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650 cm
-1
에서의 C-Cl 피크 강도

는 증가하였다. SBR 표면에 존재하는 염소의 상대량을 확인하

기 위하여 EDX 스펙트럼에서 미처리 SBR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던 2.6KeV 영역에서 염소 피크가 나타났으며, 이 피크는 차

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 강도가 증가하였

다. SBR을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염소화 처리에 함에 따라

SBR의 표면 마찰각도와 동적 마찰계수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으

며,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농도 5%에서 부터는 마찰특성의 큰 변

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SBR 염소화 처리를 위한 산용액의 PH

는 SBR의 표면 특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SBR의 표면특성을 개질하기위하여 차아염소산나

트륨으로 개질하는 경우 차아염소산 나트륨의 농도는 5%가 적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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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centration of NaOCl versus friction coefficient of SBR

treated with chlorination for 30sec.

Fig. 8. Concentration of NaOCl versus friction coefficient of two type

SBR treated with chlorination for 30sec. at pH 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