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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완화를 이용한 고무시편의 가속수명시험 연구

이수영⋅유지혜⋅이용성*⋅김홍석**⋅정성균**⋅신기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시스템연구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2016. 1. 5. 접수 / 2016. 1. 27. 수정 / 2016. 1. 29. 채택)

A Study on the Accelerated Life Test of 

Rubber Specimens by using Stress Relaxation

Su-Yeong Lee⋅Ji Hye You⋅Yong-Sung Lee*⋅Hong Seok Kim**⋅Seong-Kyun Cheong**⋅Ki-Hoon Shin**†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for Energy System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ceived January 5, 2016 / Revised January 27, 2016 / Accepted January 29, 2016)

Abstract : Rubber parts are widely used in many applications such as dampers, shock absorbers, and seals used in railway and 
automotive industries. Much research has thus far been conducted on property estimation and life prediction of rubber parts. To predict 
the service life of rubber parts at room temperature, most prior work adopts the well-known Arrhenius model that needs the accelerated 
life test in high-temperature conditions. However, they may not reflect the actual conditions of use that rubber parts are usually used 
under a specific strain condition during long period of time. In this context, we propose a method for the life prediction of rubber parts in 
actual conditions of use.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the accelerated life test using stress relaxation during which three relatively 
high elongation percentages (100%, 200%, and 300%) are applied to the rubber specimens. Rubber specimens we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KS M 6518 standard and three stress relaxation testers were fabricated for actual experiments. Finally, a inverse power 
model for life prediction was derived from experimental results. The predicted life was compared with the actual test life for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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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무 재료는 철도, 자동차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반

드시 필요한 요소 부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무

는 금속과 달리 물성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사용하

는 주위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

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재료 분야이다. 특히 고무의 수

명 예측은 산업분야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와 직접적

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고무의 물성 평가 

및 사용 수명 예측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Meera 등1)은 고무에 첨가되는 첨가제의 종류 및 그 

비율에 따라 응력완화 (stress relaxation) 현상이 많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Oman 등2)은 고

무재료의 크리프 특성과 응력완화 현상 사이의 상관관

계를 파악하였으며, Yang 등3)은 온도에 따른 고무의 

응력-변형률 관계의 변화를 인장, 압축, 전단 시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Woo 등4)은 노화온도가 높고 노화시

간이 길수록 고무 부품의 물성변화가 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아레니우스 모델 (Arrhenius model)을 사

용하여 고무 부품의 경도, 두께, 스프링 상수 등의 특

성 변화율에 따른 사용 수명을 예측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고무 부품을 특정 고온 조건에

서 일정 기간 동안 방치 후 경도, 스프링 상수 등의 특

성 값이 초기 값 대비 일정비율 (예 75%)로 감소할 때

를 수명으로 정하여 먼저 고온수명을 평가한 후, 아레

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일반 상온에서의 수명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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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5-8).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사용기간의 

증가에 따른 고무 부품의 노화특성만으로 수명을 예측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고무 부품의 수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고무 부품은 일반적

으로 산업현장에서 인장 또는 압축된 상태로 장시간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실제 사용 조건을 고려한 고무

의 수명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 조건을 10%, 20% 혹은 

30% 신장 혹은 압축 등의 연신율 (elongation)로 가정하

여 사용수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

무 시편에 100%, 200%, 300% 등의 가속 연신율을 인

가한 후 시간에 따른 힘의 변화를 관찰하고, 측정된 힘

이 초기 값 대비 75%가 될 때를 수명으로 가정하여 가

속수명을 평가하였다. 평가된 가속수명에 여러 가지 

가능한 가속수명 예측 모델 중 역승모델 (inverse power 
model)을 적용하여 30% 인장 사용조건에서의 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실제 시험 수명과 비교하여 오차율을 

분석하였다.

2. 시험편 및 실험 장비 

본 연구에서는 고무 시편을 특정 연신율로 인장 시

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힘의 감소, 즉 응력완화 현상

을 관찰 기록하기 위한 시험 장비를 제작하였다. 

2.1 고무시편 제작

고무의 인장, 압축 등 실제 사용조건을 반영하여 수

명예측을 하기 위해 고무 시편을 준비하였다. 고무 시

편은 차량 댐퍼에 사용되는 NR55 (Shore hardness 55) 
천연고무로 KS M 6518 규격 아령형 3호를 기준으로 

Fig. 1과 같이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에 대한 인장시험을 통해 Fig. 2와 같은 

응력-변형률 선도를 얻을 수 있다. Fig. 2(a)는 일정한 

인장 속도로 로딩 (loading) 및 언로딩 (unloading) 반복 

시 고무 시편에서 나타나는 응력-변형률 이력 곡선을 

50%, 100%, 150% 연신율에 대해서 각각 보여주고 있

다. 고무는 변형을 받으면 초기 상태의 분자구조가 재

배치 되면서 강성이 낮아지고 탬핑 특성이 변하게 되

는 뮬린스 효과 (Mullins effect)가 나타난다. Fig. 2(a)에
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로딩-언로딩 반복 시 나타나

는 뮬린스 효과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b)는 시험에 사용한 NR55 고무시편의 인장시

험 시의 응력-변형률 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시험결과 

Fig. 2(b)에서와 같이 최대 연신율 은 531%, 최대인장

강도는 255.1 kgf/cm2로 나타났다.

Fig. 1. KS M 6518 dumbbell rubber specimen.

(a)

(b)

Fig. 2. Stress-strain curve during tensile test : (a) Mullins effect 
at 50%, 100%, and 150% elongation tests, (b) stress-strain curve 

for NR55 before failure. 

2.2 응력완화 시험기 제작

Fig. 3(a)와 같이 시험기는 고무 시편을 인장한 상태

로 힘의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로드 셀

(load cell)과 수신기를 포함하고 있다. Fig. 3(b)는 최종 

제작된 시험기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기는 총 3대를 제작하여 각각의 시험기 별로 최

대 6개의 고무 시편을 동시에 장착 할 수 있도록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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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Stress relaxation tester: (a) schematic diagram, (b) 
system set-up.

었다. 본 시험에서는 표준 고무 시편 별 편차에 따른 

실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험기 별로 4개의 

고무 시편들을 동시에 장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험기의 시편 장착부에는 사포를 부착하여 고무 시편

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준비하였다.

2.3 시험기 셋업(set-up)
NR55 고무의 사용수명을 평가하기 위해 연신율 30% 

를 실제 사용조건으로 가정하였으며, 힘의 측정값이 초

기값 대비 75%가 되는 시간을 사용수명으로 정의하여 

Fig. 4. 100%, 200%, and 300% elongation test.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b)의 인장시험에서 얻은 

NR55 고무 시편의 최대 연신율 531%에 가까운 연신율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보다 이상적인 가속수명시험이 될 

수 있다. 또한 시편별 특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시편을 동시에 시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Fig. 4와 같이 최대 연신율 531%보다 작은 

가속수명시험 조건인 100%, 200%, 300% 연신율로 각 

시험기별로 4개씩의 고무 시편을 장착하고 인장시켜 

일정기간 동안 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토론

고무 시편은 재료 특성상 온도가 시험 결과 값에 많

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험기 주변 온도는 항상 23℃
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1 실험 결과

응력완화 시험 결과 Fig. 5와 같이 연신율 100%, 

Fig. 5. Load (kgf) vs. time (hour).

Fig. 6. Ratio of loads vs. time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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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00%에서 초기 하중은 각각 7.49 kgf, 16.91 kgf, 
38.73 kgf로 측정되었으며, 13시간 뒤 5.96 kgf, 11.95 
kgf, 25.8 kgf로 각각 감소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른 힘의 측정값이 초기 값 대비 75%
가 되는 시간을 사용수명으로 정의하여, 힘의 감소율

을 파악하기 위해 초기 하중으로 힘을 표준화하여 Fig. 
6에 도시하였다. 힘이 75%가 되는 지점에서의 수명은 

연신율 300%에서 1.2시간, 200%에서 4.5시간, 100%에

서 12.25시간으로 측정되었다.

3.2 가속수명시험 모델

고무의 가속수명시험 모델로 온도를 가속변수로 사용

하는 식(1)의 아레니우스 모델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여기서, k : 특성 값의 노화 반응속도 정수, A : 상수

E : 활성화 에너지 (J/mol), 
R : 기체상수 (8.314 J/mol·K) 
T : 절대온도 (K)

위 식(1)을 온도 T1에서의 수명 t1, 온도 T2에서의 수

명 t2를 이용하여 식(2)의 온도와 수명 관계식으로 표현

하면,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의 변화는 고온에서 단시

간의 변화와 같게 되어 상온에서의 수명 평가가 가능

하다9).

ln
   




  (2)

아레니우스 모델은 식(2)와 같이 고온에서의 수명을 

이용하여 상온에서의 수명을 평가한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의 가속수명시험은 고무의 기계적 특성변화를 

관찰하여 정상사용조건에서의 수명을 평가하고자 하

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모델의 사용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가속수명시험 모델 중 역승 모델

을 적용하였고 가속변수를 연신율로 주어 정상사용조

건에서의 수명을 예측하였다. 
역승 모델은 식(3)과 같으며, 식(3)에서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식(4)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3)의 가속변수 x로 연신율을 사용하였다. 식(4)에서 상

수 k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가속수명 연신

율에 대한 사용수명 평가가 필요하다. 만약 실험 데이

터가 3개 이상이면 최소 자승법 (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해 수명예측식을 구할 수 있다.

  (3) 

여기서, L : 사용수명(hour), A 및 k : 상수, 
x : 가속변수

ln ∙ ln ln (4)

또한 역승 모델을 사용해 구한 수명으로 가속수명시

험에서의 시험기간 단축 가능정도를 나타내는 가속계

수 (acceleration factor)를 식(5)와 같이 구할 수 있다10).

 









 
 



(5)

여기서, AF : 가속계수

 : 정상조건에서의 사용수명

 : 가속수준에서의 사용수명

  : 정상조건에서의 연신율

 : 가속수준에서의 연신율

A, k : 상수

3.3 역승모델을 이용한 수명예측 결과

응력완화 시험기의 로드 셀에 의해 측정된 힘이 초

기 힘 대비 75%가 되는 시간을 사용수명으로 판단하

여, 연신율과 실험적으로 구한 사용수명을 이용하면 

역승모델 식(4)의 두 상수값 A와 k를 구할 수 있다.
Table 1은 3 세트의 실험결과 값 (100%-12.25시간, 

200%-4.5시간, 300%-1.2시간)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수명예측 식(4)의 두 상수값 k와 

ln(A) 그리고 예측수명 및 실제수명과의 오차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100%, 200% 실험값만 사용할 경우 예측수명 (69.75 

시간)이 실제수명 (170.14시간) 보다 59%정도 과소평가

되었다. 한편 200%, 300% 실험값만 사용할 경우 1183% 
정도로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300% 실험값만 사용할 경우 8.2% 정도만 과소평가 되

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명 예측식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00%, 200%, 300% 실험값

을 모두 사용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사용수명을 예측하

면 가장 작은 5.9%의 수명오차만 발생하였다. 
식(6)과 Fig. 7은 각각 최소자승법으로 계산된 수명

예측식과 연신율-수명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ln ∙ l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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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fe prediction by inverse power model

elongation k ln (A) lifetime (h) error (%)

100%
200% 1.4448 9.159 69.75 -59.0%

200%
300% 3.2599 18.776 2182.96 1183.0%

100%
300% 2.1147 12.244 156.25 -8.2%

100%
200%
300%

2.0425 12.023 160.14 -5.9%

Fig. 7. Inverse power model plot. 

수명예측 식(6)을 통해 구한 예상수명으로 식(5)의 

가속계수 (AF)를 연신율 100%, 200%, 300%에 대해서 

구하면 각각 14.22, 38.72, 145.21을 얻을 수 있다. 즉 

가속계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200%, 300% 실험값을 

이용하여 수명예측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가속수명

실험이 될 수 있지만 Table 1에서와 같이 큰 오차를 발

생시키기 때문에 사용이 부적절하다. 오히려 100%, 
300% 실험값만 이용했을 때, 비교적 작은 오차를 보이

고 있어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가장 적합한 연신율 조

건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장 연신

율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향후 압축 연신율을 가속변

수로 하는 수명예측식 유도 및 다양한 고무모델에 대

한 신뢰성 검증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무부품의 실제 사용 조건을 10%, 
20% 혹은 30% 신장 혹은 압축 등의 연신율로 가정하

여 사용수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

무 시편에 100%, 200%, 300% 등의 가속 연신율을 인

가한 후 시간에 따른 힘의 변화를 관찰하고, 힘이 초기 

값 대비 75%가 될 때를 수명으로 가정하여 가속수명

을 평가하였다. 평가된 가속수명에 여러 가지 가능한 

가속수명 예측 모델 중 역승모델을 적용하여 30% 인
장 사용조건에서의 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실제 시험 

수명과 비교하여 오차율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NR55 고무재료로 제작한 KS M 6518 아령형 인

장 시편을 이용한 실험결과 정상 사용조건 연신율 

30%에서 역승기반 예측식 수명 (160.14시간)은 실제 

실험수명 (170.14시간)과의 오차가 5.9% 정도로 비교적 

작아, 실제 수명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30% 
이하의 연신율 수명 예측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연구를 통해 유도한 역승기반 고무수명예측 

모델은 향후 실질적인 사용조건에서 인장 혹은 압축 

하중을 받고 있는 다양한 고무부품의 수명예측에 적용

이 가능하여, 산업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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