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2327/2002

  

방사선이용 고기능성 재료제조  

원 유기재료 건 성 평가기술 개발

Synthesis of Functional Materials by Radiation 
and Qualification Testing of Organic Materials 
in Nuclear Power Plant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소

과  학  기  술  부

최종보고서



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사선이용 고기능성재료제조  원 유기재료건 성 평가기술

개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5.

주 연구기     : 한국원자력연구소

주 연구책임자  : 노  창

연구원          : 김 기 엽

연구원          : 강 필 

연구원          : 박 경 란

연구원          : 김 정 일

연구원          : 심 재 운

                                             연구원          : 임 윤 묵  

                                         연구원          : 박 종 석

    연구원          : 박 성 은

    연구원          : 최 은 경

    연구원          : 이    청

    연구원          : 이  호

    연구원          : 김 동 진

    연구원          : 김  우

                                       탁연구기     : 카톨릭 학교

                                    연구책임자      :  홍 재

탁연구기       : 한양 학교

                                             연구책임자      : 서 동 학

탁연구기       : 한양 학교

                                             연구책임자      : 이  무

탁연구기   : 주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      : 배 유 한

탁연구기       : 충주 학교

                                             연구책임자      : 민 병 각





- 3 -

        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이용 고기능성재료제조  원 유기재료 건 성 평가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방사선은 고체 이나 온에서도 용이하게 고분자의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화학 인 방법으로 가공할 수 없는 기능성 재

료나 신소재를 개발하는데 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방사선 가교나 그라

트 기술은 압력을 부가하지 않고, 한 온에서도 고분자를 가교시킬 수 

있어서 화학  방법보다 다양한 고분자에 이러한 기술을 용할 수 있다. 

방사선 그라 트나 가교 기술을 이용하면 최종 제품에는 매 잔사가 존재

하지 않고, 방사선 조사량만 조 함으로서 재 성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하

기 때문에 제품 손실율을 낮출 수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은 가교(하이드로겔 제조)와 멸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 을 갖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 을 활용하여 화상, 상처 치료용 드 싱, 

약물 달체 제조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PTC 특성을 갖는 도성 고분자는 기회로의 보호장치로 유효하게 활

용할 수 있기 때문에 PTC 특성을 발 할 수 있는 고분자재료를 방사선으

로 가공하 다.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제조하는데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하

면 열경화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내부 응력을 일 수 있고, 치수 안정

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해 발생을 일 수 있어서, 방사선을 이용한 에폭시 

복합재료 제조 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방사선으로 불소수지 

스크랩을 조사한 후, 분쇄하여 잉크, 도장 원료로 사용하기 한 연구를 수

행하 다. 

   원자력발 소는 다양한 운 조건에서의 성능 유지는 물론 지진  

사고와 같은 환경 하에서도 가동 지, 방사성 물질의 출 차단, 잔열 제거 

등과 같은 안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  기능을 수행하는 

요한 기기는 내진  내환경 성능 (내진, 진동열화, 동 하 , 열 열화, 방

사선 열화, 자기  내성, 설계기 사고)이 검증되어야 한다.

   국내에는 그동안 성능검증 련법규  기술기 을 마련하고, 일부 기

에서 보유한 시설을 활용하여 부분 인 성능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원 기기의 열화가 기능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결정하기 한 열화 향평

가기술이 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작 공 기기  15% 정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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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검증되고 85%는 해외에서 검증되고 있다. 따라서, 열화시험  열

화특성분석기술에 의한 열화 진단  수명평가기술확립은 원자력성능검증체

계구축사업을 수행하기 한 필수 인 요소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상처 치료용 드 싱 제조  산업화기술 

   동결/융해(freezing and thawing) 방법이나 감마선 조사(gamma-ray 

irradiation) 방법, 는 동결/융해 후 감마선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PVA, 

PVP, 젤라틴, 키토산, 알로에 베라, 숯, 리세린, PEG, 우 탄 막, hexylene 

glycol과 다양한 항균제의 혼합물로부터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하이드로

겔의 물리  물성에 조사선량이 미치는 향을 측하기 해서 의 고분

자 혼합물에 조사선량 25 ～ 70 kGy로 감마선을 조사하 다. 동결/융해는 

고분자 수용액을 물리 으로 가교시키기 해 5회까지 반복하 다. 동결/융

해 방법은 고분자 수용액을 -40 ～ -70℃에서 1시간동안 냉동시킨 후, 상온

에서 해동하 다. 하이드로겔이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측하기 해 겔화율, 팽윤도, 겔강도 같은 물리  성질을 측정하 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동물 실험을 통하여 상처 치료 효과를 알아보았고, 

항균 실험을 통해 하이드로겔의 항균 효과를 알아보았다. 한, 제조된 하이

드로겔의 인공 피부로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해서, 조직 실험을 통하

여 하이드로겔의 조직 합성을 알아보았다.

- 약물 달용 하이드로겔 제조

   하이드로겔은 물리  는 화학  가교, entanglement, 결정구조 때문에 

용해되지 않으며, 많은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친수성 고분자 망상구조로 구

성되어 있다. 고분자 chain에 어떤 능기가 존재하는 하이드로겔은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게 되며, 이러한 외부 환경에 한 민감성을 

이용하여 약물제어용 하이드로겔을 합성할 수 있다. 다른 통 인 방법과 

달리 방사선법은 멸균과 동시에 하이드로겔을 합성할 수 있는 이 장 이

다. 방사선 가공 에 매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공정이 간단하며 하

이드로겔의 가교율을 방사선 조사량으로 간단히 조 할 수 있다. 따라서 방

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약물 달체로 용하는데 효과 이

다. 단백질로 구성된 약물을 경구 투여하는데는 장에 있는 소화효소 때문

에 약물이 활성을 잃어버리기 쉽고, 약물의 흡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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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해결해야할 문제 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PVA, PEO(polyethylene 

oxide)를 방사선 가교하고, 이것에 pH 민감성 단량체인 acrylic acid, 

methacrylic acid를 방사선 그라 트시킨 후, 이것에 인슈린을 loading하여 in 

vitro, in vivo 시험을 하 다. 한 N-isopropylacrylamide와 acrylic acid

의 혼합조성을 달리하고 방사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고, 이것에 

한 물리  특성과 인슈린 in vitro 시험을 하 다. 그리고  

PEGMA(polyethylene glycol methacrylate)와 acrylic acid를 여러 가지 조성

비로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γ-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고 이들 시

료를 이용하여 인슈린 in vitro 시험을 하 다. 

   젤라틴을 방사선 가교하고, 이것에 항암제를 loading하여 이것의 세포 사

멸율을 측정하 다. 

   천연고분자인 소디움 카복시 메틸셀룰로오스(CMC)를 방사선 가교하여, 

방사선 조사선량, CMC의 용매에 한 농도, CMC의 치환도에 따른 가교율

을 측정하 으며, 가교율과 효소 분해와의 계를 조사하 다. 

- 방사선 가교에 의한 고분자 스 치 개발

   본 연구에서는 류가 통과할 때 상온에서는 항이 낮고, 컴펙트한 구조

를 갖고 있으면서, 가능하면 항이 낮으면서 변환 에서는 높은 항을 나

타내는 PTC 고분자를 제조하기 하여 여러 종류의 고분자, 카본블랙, 산화

방지제, 가교제 등을 선택하고 이들의 구조  첨가량에 따른 기 항의 특

성을 고찰하 다. 한 PTC 재료의 반복 인 가열/냉각 조작에 의해서 재

성(reproducibility)이 하하고 융 이상에서 NTC 상이 나타나는 단 을 

극복하기 하여 방사선 조사 효과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고 도 폴리

에틸 이외에 온  고온 용융 수지와 카본블랙과 균일하게 혼합한 후 양

면에 도 성 속박막이 부착한 상태로 시트(sheet)를 성형하고, 이것에 방사

선 조사 가교하여 상온에서의 항은 낮으면서 과 류가 흐를 때 온도가 

격히 상승하여 항이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하 다. 

- 폴리올 핀계 수지의 감마선 가교

 고분자의 방사선조사에 의한 가교는 조사  공기 에 존재하는 산소의 

향을 받는다. 산소의 향으로 고분자의 가교율은 낮게 된다. 이와 같이 

조사선량이 낮은 감마선으로 가교하는 경우는 조사시간이 길게 됨으로 가교

과정  산소의 향을 많이 받게 됨으로 가교율을 높이는 기술이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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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폴리에틸 의 가교효율을 높이는 연구

를 추진하 다. 가교 효율을 높이기 해 이종 고분자  가교제를 사용하여 

이들의 가교 효율을 측정하 다. 

-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복합재료제조기술

라스틱 복합재료는 내약품성, 내식성, 연성이 우수하고, 가벼우면서도 

일반 라스틱 재료에 비하여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항공기 소재, 자제품의 

보드, 스포츠 용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재 사용되고 있는 열경

화 시스템은 VOC가 다량 발생하고, 경화속도가 느려서 환경 친화 이지 못

하지만, 방사선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수지의 종류, 개시제의 종류  함량, 방사선 조사량

에 따른 에폭시 수지의 경화반응 특성에 해 연구하 다. 

   무기물 충진제와 수지 복합재의 기계  물성은 기질의 물성, 충진제의 모

양과 크기, 분산정도와 충진제의 양 그리고 충진제와 기질인 수지의 결합정

도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라 많은 물성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충진제와 

수지의 계면에서의 결합정도와 결합력 등은 물성발 에 매우 큰 향을 주

고, 이러한 결합력은 다양한 커 링제에 의해 향상ㆍ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커 링제로 개질된 나노 크기의 알루미나 분말을 충진제

로 사용하여 열경화성 수지인 에폭시 수지를 자선과 감마선 조사를 통해 

경화하고, 상 으로 낮은 에폭시수지의 강도, 인성  탄성 등의 기계  

물성을 개선하고자 하 다.

- 폐불소수지의 분말화기술 

   불소수지는 강한 C-F 결합으로 내열성,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착성과 

마찰계수가 낮은 특징을 갖고 있어서, 박킹, 밸 , 펌 , 이 라이닝, 다이

어 램 등과 같은 배 재료, 반응용기 내부의 내식 라이닝재료, 내식 필터, 

유수분리용 다공성막, 인조 과 같은 의료용 재료, 형재료, 연테이  

 선 이블 등의 제조에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소수지는 

앞에서 언 한 장 을 갖고 있지만 다른 범용 라스틱에 비하여 가공성이 

좋지 않아, 가공은 주로 선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scrap이 생된다. 

폐불소수지는 한 용매가 없고, 2차 성형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말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rap된 폐불소

수지를 방사선 조사하고 이를 Jet-mill을 통해 분쇄하여 인쇄잉크 형태로 사

용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 이블 연재료의 내방사선성 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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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 소용 선․ 이블의 피복재료  연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표 인 고분자유기재료 LDPE, XLPE, EPR, NBR 등을 선정하여 방사선 

가속열화  열 가속열화시켜 유 율 분석, 열 량분석, 동  기계  특성의 

변화 등을 측정하여 이블 재료의 내방사선성을 평가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 상처 치료용 드 싱 제조  산업화기술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과 겔강도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동결/융해 회수가 반복될수록 증가하 다. 이는 방사선 조사 방법을 이용할 

때, 분자들 사이에 3차원 망상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PVA는 

냉동-해동 조작에 의해서 물리  가교가 형성되었다. 겔화율과 겔강도는 동

결/융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단독으로 이용했을 때보다, 동결/융해 후 방

사선 조사 방법을 이용했을 때에 더 높았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동결/융해 회수가 반복될수록 감소하 다. 

팽윤도는 하이드로겔의 내부에서 겔화가 진행될수록 가교 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겔화율과 반비례하 다. 

   상업용 바셀린 거즈는 상처에 부착한 경우, 상처에 달라붙어 상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함을 갖고 있었지만, 하이드로겔 드 싱은 상업용 바

셀린 거즈보다 부착/탈착이 훨씬 용이하고, 높은 상처 치료 효과를 보여주

었다. 

   우 탄 막을 함유하는 하이드로겔은 겔화율과 겔강도 같은 물리  물성

이 개선되었다. 하이드로겔을 합성할 때 리세린과 PEG를 첨가하여, 하이

드로겔의 수분 증발 속도를 낮출 수 있었다.

   hexylene glycol과 항균제를 함유하는 하이드로겔은 S.aureus, S. 

aeruginosa  E. coli에 해 항균성을 보여주었다.

   조직실험 결과로,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인공 피부로 이용하기에 우수한 

생체 합성을 갖는 것으로 밝 졌다.

- 약물 달용 하이드로겔 제조

PVA를 증류수에 용해시키고, 이것을 방사선 가교하여 하이드로겔을 제

조한 다음 이것에 acrylic acid와 methacrylic acid를 방사선 그라 트하여 

경구 투여용 인슈린 약물 달체를 제조하 다. PVA겔에 방사선 그라 트시

킬 때, 그라 트율은 acrylic acid, methacrylic acid의 농도와 방사선 조사량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 다. 의 pH조건(SGF), 장의 pH 조건(SIF)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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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용액에 방사선 그라 트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측정하여본 결과 

SGF용액에서는 팽윤이 거의 되지 않지만 SIF용액에서는 팽윤이 증 되었다.

이와 같이 pH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는 하이드로겔에 인슈린을 로딩하고, 

이것을 당치를 높게 유지시킨 rat에 투여하여 당치를 측정하여본 결과 

당치를 약 40% 낮출 수 있었으며, 4시간이상까지 지속되었다. 

Polyethylene oxide(PEO)를 방사선 가교한 다음, 이것에 acrylic acid와 

methacrylic acid를 방사선 그라 트하여 경구 투여용 인슈린 약물 달체를 

제조하 다. acrylic acid를 가교 PEO에 그라 트한 하이드로겔이 

methacrylic acid를 그라 트한 하이드로겔보다 인슈린 로딩양이 컸다. 

Polyethylene glycol methacrylate(PEGMA)와 acrylic acid의 비율을 달리

하여 증류수에 용해시키고, 이것을 방사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조성의 차이에 의한 하이드로겔의 형태학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insulin loading한 후 냉동 건조한 것과 상온에서 건조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 다. 냉동 건조한 것은 벌집구조로 되어 있어 약물방출이 기에 많이 이

루어지는 반면에 상온 건조한 시료는 서서히 약물 방출이 진행되었다.

Doxorubicin은 bone sarcoma에 한 항암제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항암제와 같이 부작용이 많다.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 기법으로 

멸균 가교된 젤라틴을 matrix로 하여 이것이 Doxorubicin의 carrier로 사용 

가능한지 실험하 다. 방사선 가교된 젤라틴은 drug delivery system에 합

한 mechanical strength를 나타내었고, 일정한 drug release 경향을 나타내었

다. 한, matrix 자체는 가교도와 상 없이 cell에 해 non-toxic함을 나타

내었으며, 암 주 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분해 효소의 농도는 가교된 젤라틴

의 분해를 진하여 빠른 약물방출을 유도하고, 이러한 빠른 약물방출은 암

세포의 사멸율에 매우 큰 향을 미쳤다. 

CMC를 방사선 가교하여 하이드로겔을 합성하 다. CMC하이드로겔의 겔화

율은 기 물에 한 CMC의 농도, 치환도  방사선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 고, 효소 분해 반응은 겔화율에 반비례하 다. 

   - 방사선 가교에 의한 고분자 스 치 개발

   카본블랙 입자의 크기가 크고 표면 이 작을수록 폴리머 메트릭스 내에 

기 통로를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PTC 세기는 더 크게 되었다. PTC 세

기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그 크기는 증가하 다. 150 kGy 까

지 방사선을 조사하면 카본블랙 고분자 복합재의 NTC 상은 사라지게 되

었는데 이것은 가교구조가 카본블랙의 이동을 효과 으로 차단하여 PTC 거

동을 안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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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60-70oC)에서 PTC를 갖는 카본블랙/폴리에틸 옥사이드(CB/PEO)

의 PTC 특성을 고찰하 다. 폴리에틸 옥사이드의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복

합재의 PTC 세기는 더욱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냈으며, 상온 기 항은 더

욱 낮아지는 특성을 보 다.

   고온용 고분자 스 치로서 합한 메트릭스는 나일론-11, 나일론-12, 아

세탈 그리고 PVDF 으며 이들 수지에 한 최 의 카본블랙 함량은 각각 

60, 55, 60, 50 wt% 다. 각각의 수지는 모두 방사선에 의해서 가교가 되었

으며, 조사선량은 일반 으로 100 kGy에서 PTC의 우수한 경향을 보 다. 

이들 혼합비에 따라서 제조된 고온용 PTC 고분자는 기 항이 0.5Ωcm이하, 

PTC 발생온도가 170-190℃ 사이에서 PTC 세기는 103Ωcm 값을 나타내었다. 

고분자 수지의 종류에 있어서는 나일론이 다른 수지에 비해서 가장 큰 PTC 

세기를 나타내었다. 

   카본블랙/폴리에틸  조성물로 부터 고분자 스 치를 제조하는데 있어, 

고분자수지를 용융  이하에서 열처리하면, 기 상온 항을 약 25% 감소

되었고, PTC 세기는 103Ωcm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 폴리올 핀계 수지의 감마선 방사선 가교

   도폴리에틸 (LDPE),선형 도 폴리에 (LLDPE) 수지의 γ-선 조

사에 의한 가교반응에서 에틸  산비닐 공 합체(EVA)와 가교제 첨가에 

따른 가교율 향상 효과를 연구하 다. γ-선 조사선량과 EVA함량의 증가  

TAIC, TMPTMA등의 가교제가 첨가에 의해서 가교율은 상승하 다. 그것

과 비례 으로 물리  특성과 열 인 특성도 개선되었다. 그리고 γ-선 조사

에 의해서 수지의 겔화율이 증가하면 결정화도는 감소하 다. 

   신규 가교제로서 내열성  내방사선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이미드계를 

도입하여 합성된 가교제를 
60
Co 감마선을 이용하여 1-160 KGy의 범 로 

조사하 다. 합성된 가교제는 LDPE와 좋은 상용성을 보 으며, 60Co 감마

선 조사시, 가교효율은 m-xylylenedimaleimide를 첨가한 것이 가장 우수하

다. 

   -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복합재료 제조기술 개발

   2 종의 에폭시수지 Bisphenol-A, Bisphenol-F를 감마선 는 자선을 

사용하여 50 kGy까지 조사하 다. 에폭시수지의 경화율은 같은 조사선량에 

해서 자선의 경우보다 감마선의 경우가 더욱 큰 값을 보 으며 에폭시 

수지의 굴곡강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개시제로서 

triar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 triarylsulfonium hexafluorophos

-phate 등을 첨가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경화반응  물성을 측정한 결과 

같은 조사선량에 해서 분자량  도가 더욱 작은 Bisphenol-F의 경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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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성이 Bisphenol-A보다 우수하여 Bisphenol-F의 경화도  굴곡강도는 

Bisphenol-A 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한 antimonate계 개시제의 반응

성이 phosphate 계보다 우수하 다.

   자선 경화후 에폭시수지의 인성(toughness)을 향상시키기 해 액상 

elastomer인 carboxyl-terminated butadiene acrylonitrile(CTBN) 등을 

5-20phr 첨가하 다. CTBN 함량 10phr가 개질된 에폭시 수지는 방사선 조사

량이 증가할수록 유리 이 온도  겔화율이 증가하 으며 최  인성값을 나

타내었다.

    탄소섬유 부직포에 개시제가 포함된 에폭시를 함침시킨 후 진공 백 

(vacuum bag)을 이용하여 성형한 후 자선을 조사하여 탄소섬유가 보강된 

에폭시 복합재료를 제조하 다. 1-ply 탄소섬유/Bisphenol-A 복합재의 굴곡강

도  탄성률은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200 kGy에서 최

 굴곡강도 463KN/mm2, 최  탄성률 23000KN/mm2을 나타내었다. 자선에 

의해 경화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에 충격을 가한 후 흡수된 충격 에 지 

 충격강도를 고찰한 결과, 조사량이 150 kGy까지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 으며, 150 kGy 조사량에서의 충격 에 지  충격강도는 조사량이 50 

kGy 인 경우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 다.      

   알루미나분말이 1, 3, 5 wt% 첨가된 시료의 경우 알루미나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강도, 탄성  인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고, 개질되지 않은 알

루미나분말을 첨가하여 제조된 복합재보다 개질된 알루미나분말을 첨가한 복

합재가 더 높은 기계  물성을 나타내었다. 실란 커 링제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비아민계실란커 링제로 개질된 알루미나분말을 첨가한 

복합재가 아민계실린커 링제를 사용한 복합재보다 기계 물성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 다. 

   - 폐불소수지의 분말화기술

   폐불소수지(스크랩 불소수지)를 감마선으로  1,000 kGy까지 조사하고, 

Jet-mill로 분쇄하 다. 분쇄된 불소수지의 입자는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750 kGy까지 감소하 으며, 750 kGy 조사한 경우, 5μm이하의 불소수지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 이블 연재료의 내방사선성 평가기술

   원  이블 재료로 사용되는 LDPE와 EPR의 방사선 열화에 의한 유 율, 

유 손실계수  tanδ의 변화를 검토하 다. 방사선 조사는 기 에서 선량

율 5 kGy/hr로 최  2000 kGy까지 조사하여 열화 평가하 다. LDPE와 EPR 

모두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산화반응으로 인하여 유 율, 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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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계수, tanδ가 증가하 다. 방사선 열화검증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러한 결과

를 활용할 수 있었다.

   원  이블 재료로 사용되는 XLPE, EPR과 실(seal) 재료로 사용되는 

NBR의 방사선 열화와 열  노화에 따른 열 량분석, 시차주사열량분석을 수

행하 다. 열가속 열화는 열 량분석으로 구한 열분해 활성화에 지를 이용

하여 130℃에서 수행하 다.

   그 결과,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 EPR의 분해온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열  노화에 따른 NBR의 분해온도는 열화에 따른 acrylate 

monomer 함량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조사선량의 증가

에 따른 XLPE의 활성화에 지는 1000 kGy 이상의 고선량 역에서 변화를 

보 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측정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던 고선량 역에서

의 산화반응이 지속 으로 발생함을 확인하 다.

   방사선 가속열화시킨 LDPE, EPR과 열가속 열화시킨 NBR의 열화에 따

른 동  기계  물성을 검토하 다.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하거나, 열가속 

열화시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장탄성율이 증가하 다. 손실탄성율 곡선

에서의 피크  이동으로 부터 유리 이온도의 변화를 확인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 조사기술로 제조한 하이드로겔은 화상/상처 드 싱으로 사용  

- 방사선 조사기술로 제조한 하이드로겔은 특정 장기의 약물 달체로 사용

- PTC 특성을 가진 도성 고분자 복합재료를 고분자 스 치로 사용

- 감마선을 이용한 폴리올 핀 가교기술을 두꺼운 고분자 제품 처리에 활

용

- 방사선 경화기술은 항공기 소재, 자제품의 보드, 스포츠 용품 등에 활

용 가능

- 방사선 분해기술을 이용하여 폐불소수지로부터 불소수지 분말화 공정에  

활용될 수 있음

- 연구결과는 원 의 안   수명연장에 이용될 것이며, 한 기기검증에 

활용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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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ynthesis of Functional Materials by Radiation and Qualification 
Testing of Organic Materials in Nuclear Power Plant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radiation can induce chemical reaction to modify polymer under 

even the solid condition or in the low temperature. Therefore, the 

radiation processing is used as the means to develop the high functional 

polymer and new material which is impossible by chemical process. The 

radiation crosslinking and grafting can be easily adjusted and is easily 

reproducible by controlling the radiation dose. The finished product 

contains no residuals of substances required to initiate the chemical 

crosslinking and grafting which can restrict the application possibilities, 

or can increase the failure rate. An advantageous means of producing 

hydrogels for medical application by radiation is to carry out 

crosslinking and sterilization simultaneously. These studies aim to 

develop new biomaterials such as covering for burns and wound, and 

controlled release of drug.   

   A radiation technology for conductive polymer composites exhibiting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PTC) behavior is useful for electrical 

devices such as circuit over-current protection devices. These studies 

aim to make PTC materials useful in devices that limit electric fault 

currents.   

Radiation-curing of fiber-matrix composites using an electron beam is 

a promising application. There are a number of advantages to electron 

beam curing of composites, compared with conventional thermal 

processing. Radiation curing at ambient temperature allows tighter 

control of part dimensions, and elimination of internal stresses which 

otherwise occur on cooling and which reduce material strength. These 

studies involved radiation curing of epoxy resins with various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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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ller for structural application for aerospace and sport goods.   

  The opposite of crosslinking- chain scission- is the basis of other 

radiation treatments aimed at enhancing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polymers. These studies aim to make PTFE powder from PTFE scrap 

using the radiation degradation, which allows incorporation of the 

material into coatings, inks etc.

   Nuclear power plant has to keep not only its performance in various 

operating condition but also its safety in fatal accident as an 

earthquake. The safety-related equipment has to be qualified for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earthquake, vibrational 

deterioration, thermal degradation, radiative degradation etc. In Korea, 

law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quipment in nuclear power plant 

were established, and several institutes applied their own facilities for 

evaluating the qualification of equipment partly. However, 15% of 

domestic equipment is qualified in the country.  Hence, the 

establishment of deterioration diagnosis and lifetime evaluation 

technology i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performance qualification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s.

Ⅲ. Scopes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Preparation of Wound Dressings 

   Hydrogels from a mixture of PVA, PVP, gelatin, chitosan, aloe vera, 

charcoal, glycerin, PEG, urethane membrane, hexylene glycol and 

antimicrobials were made by ‘freezing and thawing’ or gamma-ray 

irradiation or two steps of ‘freezing and thawing’ and gamma-ray 

irradiation for wound dressing.

   Gamma irradiation doses of 25 ～ 70 kGy, respectively were exposed 

to a mixture of polymers to evaluate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hydrogels. Freezing and thawing was 

repeated up to 5 times to crosslink the polymer solution physically. 

Each cycle of 'freezing and thawing' involved lowering the temperature 

to -40 or -70℃, standing at this temperature for 1 h, then raising the 

temperature to room temperature.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gelation, water absorptivity, and gel strength were examin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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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e the hydrogels for wound dressing.

   The healing test for rats was carried out for the hydrogels 

prepared from various formulations. In vitro and in vivo animal tests 

were employed to evaluate the properties as well as the compatibility 

of the hydrogels in order to figure out the possibilities of the use as 

skin substitutes.

 

   - Synthesis of hydrogels for drug delivery system

   Hydrogels are hydrophilic polymer networks that are capable of 

imbibing large amounts of water, yet are insoluble because of the 

presence of physical or chemical crosslinks, entanglements or 

crystalline regions. Because of the presence of certain functional 

groups along the polymer chains, hydrogels are often sensitive to the 

condition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environmentally 

sensitive behaviors lead to the extensive use of hydrogels in controlled 

drug delivery systems, where they can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thus, regulate drug release or solute diffusion. 

Irradiation, especially if combined with simultaneous sterilization of the 

product, is a very convenient tool for the synthesis of hydrogels. 

Radiation processing has many advantages over other conventional 

methods. In radiation processing, no catalysts or additives are needed 

to initiate the reaction. The advantages of radiation methods are that 

they are relatively simple, and moreover, the degree of crosslinking, 

which strongly determines the extent of swelling in hydrogels, can be 

controlled easily by varying the absorbed dose. Therefore, these 

methods are found to be very useful in preparing hydrogels for 

medical applications, where even a small contamination is undesirable. 

Oral delivery of peptides and proteins to the gastrointestinal(GI) tract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s, and thus under much 

investigation. There are many hurdles, including protein inactivation by 

digestive enzymes in the GI tract, and poor epithelial permeability of 

these drugs. However, certain hydrogels may overcome some of these 

problems by appropriate molecular design or formulation approaches. In 

this work, we have used pH-responsive hydrogels, prepared by a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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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ting technique, as an oral delivery carrier for insulin. We 

investigated the insulin release profile of these pH-responsive 

hydrogels in vitro and in vivo which were prepared by 

radiation-grafting of acrylic acid(AAc) and methacrylic acid(MMA) 

onto crosslinked PVA or PEO(polyethylene oxide). We also examined 

hydrogels from compolymerization of N-isopropylacrylamide and 

acrylic acid for insulin delivery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e systemic toxicities of anti-tumor 

agent(Doxorubicin) for  bone cancer and make this drug more suitable 

for treatment of this cancer, an implantable delivery system with 

gelatin as biodegradable matrix was synthesized by radiation 

crosslinking.     

   Hydrogels of CMC were prepared by the radiation crosslinking, and 

their physical properties and degradation of enzyme were examined.

- Development of polymer switch(PTC) by radiation 

   The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PTC) phenomena of carbon 

black filled polymers have drawn interest for years. The sudden 

increase in resistivity with temperature is described by a PTC, 

whereas the resistivity decrease is described by a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NTC). PTC materials are being put to good use in a 

number of applications, such as self-controlled components. The lack 

of electrical reproducibility and the NTC effect are the two main 

drawbacks to the application of PTC material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al parameters of carbon 

black, including the particle size, surface area, and PTC behavior of 

the conductive polymer, when different carbon blacks are dispersed in 

high density polyethylene. A polyethylene/carbon black composite was 

irradiated with gamma rays to a dosage of 50 kGy, 100 kGy, and 150 

kG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NTC of the conductive 

polyethylene/carbon black composite. In order to improve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PTC composition on exposure to successive thermal 

cycles, the composition preferably needs an antioxidant in addition to 

radiation crosslinking. Accordingly, this study dealt with the effect 

of irradiation and thermal aging on PTC characteristic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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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ive CB/HDPE composite when various types of anti-oxidants were 

added into the CB/ HDPE. 

   Most of the earlier studies were focused on the composites comprising 

CB and polyethylene polym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TC and NTC effects of CB filled polyethylene oxide with low melting 

temperatures below 70oC. The study reported  composites of carbon black 

in polyethylene oxide. Composites with CB/PEO were made from several 

different types of carbon blacks, and the carbon content was 

systematically varied. Irradiation of CB/PEO was tri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NTC of the conductive composite. 

   Nylon, acetal, polyester and PVDF were used to prepare the 

composites showing PTC behavior at a higher melting point than 

polyethylene.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le size of 

conductive fillers and PTC behavior of the composite, when different 

conductive fillers are dispersed in polymer resins, and then the composites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s to a dosage of 50 kGy, 100 kGy, and 

150 kGy. 

   -Gamma radiation crosslinking of polyolefin resi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γ-irradiation on the crosslinking of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and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LLDPE) 

were investigated. The LDPE and LLDPE specimens were prepared by 

blending crosslinking agents with each polymer, and by 

hot-press-molding into a sheet at 130℃. The sample was subjected to γ

-ray radiation dose in the range of 50-150 kGy in nitrogen. The 

crosslinking percentage in these specimens was measured in relation to 

the irradiation dose and the type of crosslinking agents.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rmal properties and crystallinity of specimens were 

examined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dose as well. 

   The effects of γ-irradiation on the crosslinking of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containing polyethylene vinyl acetate(EVA) and 

crosslinking agents were investigated. The mechanical property, thermal 

property, and the crystallinity of these specimens  were investigated after 

irradiation as well. 

  The crosslinking of LDPE was investigated in the pres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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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unctional monomers such as m-xylylenedimaleimide, 

p-phenylenedin-adimide, m-phenylenedimaleimide, 

p-phenylenedimaleimide and 1,3-diisopropylenebenzene. 

- Development of polymer composites by radiation curing

 Epoxy resins are the most important thermosetting polymers 

widely used as matrices in reinforced composites, adhesives in the 

aerospace industry, surface coatings,etc. The use of electron beam 

(EB) to initiate polymerization reactions is one area on which much 

interest has focused. The EB curing of composites offers many 

advantages compared with conventional thermal curing, such as a 

reduced cure time, ambient temperature cure, greater design 

flexibility, and an unlimited materials shelf life. 

   In this study, the radiation process of epoxy was investigated to 

elucidate clearly EB and γ-irradiation effect on curing of epoxy.  

Epoxy was subjected to EB and γ-rays up to 50 kGy. The chem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epoxy resins were examined after 

curing by electron beam and γ-ray irradiation. The thermal properties 

of cured epoxy were investigated using dynamic mechanical thermal 

analysis. The chemical structures of cured epoxy were characterized 

using near infrared spectroscopy.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flexural strength, modulus were investigated. 

   A major drawback of epoxy resins is their inherent brittleness due 

to their highly cross-linked structure, which has led to extensive 

research efforts to improve their low toughness. It is desirable to 

enhance toughness without adversely affecting the other useful 

properties of the polymer. In this study, CTBN/ DGEBA epoxy resins 

were irradiated with different radiation dose. 

   Polymer composites, such as carbon fiber-reinforced plastics are 

being widely used for many applications. Especially, carbon 

fiber/epoxy composites have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from 

aircraft, aerospace, marine engineering, sporting goods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because they have useful mechanical 

properties including high strength-to-weight and stiffness-to-weight 

ratios, corrosion resistant, impact and damage tolerance characteristics 

and  w ear  properties . In  th is  s tudy , the  E-beam  curab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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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fiber/epoxy composites were manufactured, and these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flexural and impact strengths were investigated. Two 

epoxy resins (BPA, BPF) containing photo-initiators such as 

triarylsulfonium hexafluorophosphate, triarylsulfonium hexafluoro 

antimonate were used as a matrix, and 4H-satin carbon woven fabric 

was used as a reinforcement. And then the electron beam was irradiated 

up to 200 kGy in a vacuum and the inert atmosphere. The properties of 

composites were evaluated and analyzed by various tests.

   In order to improv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epoxy resin, an 

attempt has been taken to disperse nano-sized Al2O3 particles into epoxy 

resin and the particulate epoxy resin was cured by γ-ray radiation using 

cationic initiator. Moreover, a silane-coupling agent was used to 

investigate the particle-matrix adhesion and its effects were studied.

- Preparation of PTFE powder from PTFE scrap

   With a high dissociation energy of C-F bond,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displays a high thermal stability, a high chemical resistance, a 

low friction coefficient, and a low surface energy. The primary use of 

PTFE is in electrical insulation. Bushings, bearings, and packings for 

low-load situations are common. The chemical industry uses PTFE pipe 

linings, valve inserts, gaskets, and tank linings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corrosive fluids. Much PTFE scrap is produced because the 

processing of PTFE is not so easy. Higher energy radiation, such as 

electron beams and gamma degrades PTFE chain through ionization. In 

this study, γ-ray irradiation and jet mill were used to make micropowder 

from scrap PTFE. 

- Evaluation technique on degradation of insulation material in nuclear 

power plant

   In this study, typical polymers such as LDPE, XLPE, EPR, NBR etc. 

for cable jacketing and insulation were selected. Physical properties such 

as dielectric properties,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and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are investigated before and after radiatively and 

thermally accelerated ageing.

Ⅳ.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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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paration of Wound Dressings 

   Gel content and gel strength of hydrogels increased as irradiation 

dose increased, and freezing and thawing was repeated. The chemical 

crosslinking network was formed among molecules by irradiation. 

'Freezing and thawing' of PVA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physical 

crosslinks. Gel content and gel strength were higher when two steps of 

'freezing and thawing' and irradiation were used than only 'freezing and 

thawing' or irradiation. Swelling degree decreased as irradiation dose 

increased, and 'freezing and thawing' was repeated. The swelling degree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gel content because crosslinking 

density increases with increasing gelation. 

   The hydrogel dressings had better healing effect than vaseline gauge. 

Vaseline gauge was so fast in drying rate and sticky to the wound of 

rat.

   The physical properties of hydrogels such as gelation and gel 

strength was improved when urethane membrane was used. The 

evaporation speed of water in hydrogels was low when glycerin and 

PEG were used.

   The hydrogels containing hexylene glycol and antimicrobials showed 

an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the three strains, S. aureus, S. 

aeruginosa and E. coli.

   It was found that the synthesized hydrogels had excellent 

biocompatibility as skin substitute from in vitro and vivo animal tests. 

   - Synthesis of hydrogels for drug delivery system

   pH-responsive hydrogels based on PVA-g-MAA and PVA-g-AAc 

were developed for oral drug delivery. These graft copolymeric hydrogels 

was synthesized using a simultaneous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The 

degrees of grafting of these hydrogels were increased as the 

concentration of MAA and AAc monomers increased. The equilibrium 

swelling measurements of these hydrogels, which were carried out in the 

simulated fluids, showed pH-responsive nature. The in vitro release 

profiles of insulin were obtained in SGF and SIF. The release behavior 

of PVA-g-MAA and PVA-g-AAc-based pH-responsive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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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d that these hydrogels could be applied for the successful oral 

drug delivery to the GI tract. The oral administration of insulin-loaded 

hydrogels to rats decreased 40% of the blood glucose levels  obviously 

for at least 4 h due to the absorption of insulin in the GI tract.

   In order to crosslink the polyethylene oxide(PEO) solution, aqueous 

solution of (PEO) was irradiated by gamma ray. The grafting 

experiments were performed by the subsequent irradiation for PEO 

hydrogel swollen with MMA and AAc solutions in stoppered vial to 

synthesize PEO-g-MAA and PEO-g-AAc hydrogels. The PEO-g-AAc 

hydrogels showed superior insulin release in vitro and in vivo to 

PEO-g-MAA. The main reason of these behaviors is attributable to gel 

properties. PEO-g-AAc hydrogels contained more insulin because they 

had larger pore size for insulin loading than PEO-g-MAA. The oral 

administration of insulin-loaded hydrogels to rats decreased the blood 

glucose levels for at least 4 hr due to the absorption of insulin in the GI 

tract.

   Novel pH-responsive hydrogels based on PEGMA(polyethylene glycol 

methacrylate)/AAc were developed for oral drug delivery using radiation 

copolymerization. The equilibrium swelling measurements of these 

hydrogels in the simulated fluids such as SGF and SIF clearly indicated 

the sensitive pH-responsive characteristics. The freeze-dried hydrogels 

showed faster release of the entrapped insulin because of its highly 

porous matrix structure resulting from freeze-drying compared with the 

air-drying. 

   Doxorubicin is one of the most potent anti-tumor agents used in the 

treatment of bone cancer. However, it produces undesirably adverse 

effects such as cardiotoxicity. In order to make this drug more suitable 

for treatment of bone cancer, an implantable delivery system with 

cross-linked gelatin as the biodegradable matrix was developed. This 

delivery system could possibly improve targeting of the drug as well as 

sustain the rate of release of the drug to the tumor. Radically 

cross-linked gelatin showed non-toxic to the cells and good mechanical 

strength enough to load anti-cancer drug. 

   Hydrogels of CMC were prepared by the radiation crosslinking.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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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of the obtained hydrogel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the solution, substitution degree of CMC and the applied 

dose. Swelling percent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gel percent. 

Enzymatic tests proved that CMC hydrogels characterized by the high 

swelling are more biodegradable. 

- Development of polymer switch(PTC) by radiation 

   The PTC intensity increased as the carbon black loading decreased 

with the same particle size and surface area of carbon black. When the 

composites were irradiated with γ-rays up to 150 kGy, the NTC behavior 

seen with the non-irradiated samples disappeared, indicating that the 

crosslinked network effectively prevented carbon black migration, thereby 

stabilizing the PTC behavior of the composites

   PTC characteristics of carbon black/polyethylene oxide that had  PTC 

at low temperature (60-70oC) were investigated. The PTC intensity of the 

composite increased as the molecular weight of polyethylene oxide 

increased, while the electrical resistivity at room temperatue decreased as 

the molecular weight of polyethylene increased. 

   The PTC behavior of a polymer resin having a high melting 

temperature(170-190
oC), such as Nylon, PVDF, Polyesters, and acetal 

resin, was investigated. The resistivity at room temperature of nylon-12 

/CB composite was below 0.5Ωcm. The nylon-12 /CB composite showed 

the highest resistivity at the same carbon black loading. 

   The effect of irradiation and thermal aging treatment on PTC 

characteristics of a conductive CB/HDPE composite was studied. The 

radiation crosslinking enhanced the PTC intensity. This result is due to 

the effect that crosslinking enhances the shear modulus of polymers and 

that CBs are strongly attached to crosslinked polyethylene network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istivity curve of conductive 

composite without antioxidant and with antioxidant. A dramatic decrease 

in the PTC intensity of composite without antioxidant was observed as 

thermal aging time increases. It was found that addition of antioxidant in 

CB/HDPE composition was effective to reduce resistivity change in 

conductive polymer composition. 

   -Gamma radiation crosslinking of polyolefin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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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ffects of γ-irradiation on the crosslinking of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LLDPE) containing 

polyethylene vinyl acetate(EVA) and crosslinking agents were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crosslinking of the 

irradiated specimens increased with increasing irradiation dose and EVA 

content, and the addition of crosslinking agents.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rmal properties of specimens were improved in 

proportion to an increase in the degree of crosslinking. The crystallinity 

of original resins and blends decreased with increasing crosslinking 

density.

   Among multifunctional monomers, m-xylylenedimaleimide is the best 

in gel fraction enhancement. And also, radiation-induced crosslinking of 

LDPE was studied in the presence of m-xylylenedimaleimide and 

1,3-diisopropylenebenzene as multifunctional monomers.LDPE crosslinked 

with m-xylylenedimaleimide displayed higher tensile strength than that 

crosslinked with triallyl cyanurate. In case of elongation property, the 

usage of m-xylylenedimaleimide crosslinker showed the better result than 

those of commercial crosslinkers such as triallyl cyanurate and 

trimethylol propane triacrylate.

- Development of polymer composites by radiation curing

   Two kinds of epoxy resin, DGEBA and DGEBF, were cured for the 

fundamental investigation of EB and γ-irradiation on physical properties 

of cured epoxy resins. Epoxy was irradiated with γ-ray and EB to a 

dosage of 10-50 kGy in N2 atmosphere. The more the absorbed radiation 

dose and content of initiator were, the higher the gel fractions of the 

sample were.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TASHFA gave a positive 

effect on gel fraction compared with that of TASHFP. The gel fraction 

of DGEBA with γ-ray was higher than that of the epoxy with EB at 

the same dose. The stress at yield of all epoxy resins increased with 

increasing irradiation dose.

   The gelation of CTBN modified epoxy resins increased with 

increasing radiation dose, but decreased with increasing content of 

CTBN. Also, tanδ peaks are shifted to higher temperature with 

according to gelation. The stress at yield and Young's modulus of CTBN 

modified epoxy resins were improved with increasing content of CT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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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ly, 10phr CTBN modified epoxy resin had the highest toughness 

at yield. 

   The e-beam curable carbon fiber/epoxy composites were 

manufactured with two epoxy resins containing photo-initiators and 

4H-satin carbon woven fabric. The gel contents of the composites 

increased considerably with the increase of irradiation dose, and reached 

almost 100% with the irradiation dose of 200 kGy. Gel contents of the 

composites using BPF and TASHFA are higher than that of BPA and 

TASHFP. The flexural stresses of carbon fiber/BPF composites are 

higher than those of carbon fiber/BPA composites at the same radiation 

dose. With the same gel contents, however carbon fiber/BPA 

composites had a higher flexural stress compared with the carbon 

fiber/BPF composites due to the large molecular weight of BPA. 

   Hybridization of the epoxy composites by nano-sized Al2O3 fillers 

showed the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The nano-sized 

alumina fillers treated by silane-coupling agents improved the adhesion 

between alumina and epoxy matrix. The hybrid composites containing 

over 5-weight percent of filler showed low gel fraction because of the 

inhibition of propagation reaction due to the chain transfer and the 

residual hydroxyl group of the alumina particle. 

- Preparation of PTFE powder from PTFE scrap

   Scrap PTFE was irradiated up to 1,000 kGy by γ-ray, and then 

subjected to jet mill. The particle size of PTFE decreased as the 

irradiation increased. Finally, we produced PTFE micropowder below 5

μm  by jet mill after irradiation at 750 kGy.

   - Evaluation technique on degradation of insulation material in 

nuclear power plant

LDPE and EPR used for cable material of nuclear power plant were 

exposed up to 2000 kGy of gamma ray at dose rate of 5 kGy/hr. The 

degradation was measured using dielectric constant, loss factor and tan

δ. Dielectric constant, loss factor and tanδ were increased owing to the 

oxidation reaction for both LDPE and EPR as irradiation  increased. 

These data showed that dielectric constant, loss factor and tanδ could 

be used for radiative degrad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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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an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were used to evaluate radiatively and thermally aged XLPE, EPR and 

NBR used for cable and seal material respectively. The thermally 

accelerated ageing was carried out at 130℃ by using of activation 

energy calculated from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Decomposition 

temperatures of XLPE and EPR decreased with increasing radiation dose. 

On the other hand, the decomposition temperature of NBR increased  

because of reduction of acrylate monomer. The activation energy of 

XLPE changed at high irradiation over 1000 kGy. It proved the evidence 

that the oxidation reaction which did not appeared from other tests, 

continuously occurred in high radiation range.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radiatively accelerated LDPE, EPR 

and thermally accelerated NBR were investigated. Storage modulus of 

the specimen increased with increasing radiative and thermal ageing.  

The change of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was verified by the shift of 

the peak at the loss modulus curve. 

Ⅴ. Application Plan of the Project Results

- The hydrogels synthesized by radiation can be utilized for wound 

dressing and controlled release of drug such as insulin, anti-cancer 

medicine and antibiotics. The synthetic technology of hydrogels for 

wound dressing was transferred to Hugel Co. 

- A radiation process for conductive polymer composition exhibiting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PTC) behavior can be utilized for   

circuit over-current protection devices. 

- Radiation crosslinking technology by gamma ray can be utilized for 

the crosslinking of the thick polymer products.

   -  Radiation-curing of fiber-matrix composites using an electron 

beam can be applied for structural application for aerospace and sport 

goods.   

- Radiation degradation can be used to make PTFE powder from 

PTFE scrap, which allows incorporation of the material into coatings, 

ink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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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will be utilized in the nuclear 

equipment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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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 상처 치료용 드 싱 제조  산업화기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고령 인구가 차지

하는 비율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성 질환인 욕창과 정맥 응

 등의 만성 인 피부 손상 환자의 증가로 상처 치료용 드 싱(dressing)의 

수요가 증하고 있다. 한 생활수 의 향상으로 인한 빈번한 교통사고나 외

상  화상 환자도 증하는 실정이다.

   단순히 상처의 노출을 막고 외부로부터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 공

기 투과성과 습기 흡수성이 우수하여 상처 분비물의 조 이 가능하고, 박테리

아의 번식을 막으며, 형태 변형이 은 다양한 상처 치료용 드 싱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드 싱으로의 요구되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

인 드 싱을 하이드로겔(hydrogel) 드 싱이라 말하고 있다. 드 싱의 요구

되는 특성으로는 1) 상처와의 면에서 당한 습기의 유지 능력, 2) 상처 

분비물(exudate)의 조  능력, 3) 드 싱의 상처에 한 부착과 제거의 용이

성, 4) 외부와의 가스, 수증기 달 능력, 5) 외부로부터의 단열의 가능성, 6) 

박테리아의 침입에 한 항력, 7) 인체에 무독성, 8) 투명성, 9) 약물 투약

량 조  가능성, 10) 고탄성 이지만 우수한 기계  물성, 11) 살균처리, 12) 

유용한 장성 등을 들 수 있다. 

   20 세기에 생체 재료 분야에서는 신체 조직을 신할 수 있는 천연 는 

인공 물질에 한 연구가 활발하 다. 이런 다양한 생체 물질들 에 하나인 

하이드로겔은 액, 신체 분비물, 신체 조직 등과 했을 때에 매우 좋은 

신체 합성을 보여 주었다.

   그 이후로는 하이드로겔이 콘텍트 즈(contact lens), 화상 치료용 드 싱

(burn wound dressing), 인공  는 막(membrane)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생체 기 에 하는 물질의 표면 코 에도 많이 사용된다.

 특히 하이드로겔 드 싱은 화상 치료의 일시 인 덮개(covering)로 가장 

합하다. 80% 이상의 물을 함유하고 있어 치료효과를 가속화시킨다. 하이드로

겔 드 싱은 당한 습기가 있어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피부 상처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가교 방법을 이용하여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사

용할 목 으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는데 주로 이용되던 합성 고분자인 PVA

와 PVP를 사용하 다. PVA는 다양한 하이드로겔과 막의 제조에 자주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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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으며, PVP는 화상, 피부 궤양 등의 상처 치료와 수술 후 드 싱으로 응

용되는 생체 합한 물질로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한, 방사선 가교 방법

을 이용하지 않았던 천연 고분자인 젤라틴과 키토산을 사용하 다. 젤라틴은 

온도에 따라 졸-겔 상태가 변화하는 생분해성 고분자로 약물 달 체계, 상

처 치료용 드 싱 등에 응용되고 생체조직재생에 인공 메트릭스로도 응용되

며, 키토산은 무독성, 생체 합성, 생분해성을 갖는 생체 의학  고분자로 

상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 부터 화상과 상처

의 치료와 피부 질환 치료를 포함한 피부 치료에 리 사용되어온 알로에 

베라와 탈취(흡착), 습도조 , 공기정화 기능, 여과기능, 환원기능을 갖는 숯

을 첨가하여 치료 효과를 조사하 다. 한, 하이드로겔의 건조 속도 지연을 

해 리세린과 PEG(poly(ethylene glycol)를 첨가하여 하이드로겔의 보습 

유지 특성에 해 연구하 다. 비교  강도가 낮다는 하이드로겔의 단 을 

보완하기 해서 우 탄 막을 제조하고 그 에 하이드로겔을 형성시켜 겔

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 다. 천연고분자인 키토산과 같은 천연

항균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멸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기능성 첨가제인 항균제가 필요하여, 보습효과가 

있어 화장품 제조  피부 기 제로 많이 이용되면서, 항균성을 갖는 

hexylene glycol과 항균제로 리 사용되는 chloamine-T, chlorhexidine, 

silver acetate, silver nitrate, silver sulfate, sulfadiazine sodium salt, zinc 

oxide, chlorhexidine digluconate, metronidazole, silver sulfadiazine을 첨가하

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특성을 겔화율, 팽윤도, 겔강도로 알아보고, 동물 실

험과 항균 실험을 통하여 하이드로겔의 드 싱으로의 치료 효과도 찰하

다. 한,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조직 합성을 평가하 다.

- 약물 달용 하이드로겔 제조

   하이드로겔이란 단량체(monomer) 혹은 고분자에 가교제나 방사선, 

자선을 이용하여 3차원 polymeric networks를 구성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가교 하이드로겔 에서 외부의 환경의 자극요인에 따라 이온결

합, 소수성 결합을 단계 으로 혹은 작스럽게 이루어 

swelling/deswelling 함으로써 부피의 변화나 gel-sol변화를 일으키는 종

류를 ‘Intelligent' 는 ’Smart' hydrogels이라 한다. 

   하이드로겔에 변화를 래하는 외부 환경 요인에는 온도, 기장, 용

매의 성분, 빛, 압력, 소리, 자기장 등의 물리  요인과 pH, i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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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특정 물질의 인지 등 화학 , 생화학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외부의 한 자극에 의해 능동 으로 팽윤 변화하는 하이드로겔은 콘

택트 즈 소재, 상처 도포제, 흡착제, 약물 달제재, 막 소재 그리고 

chromatographic packing 소재로 이용된다. 

   pH-sensitive hydrogels의 제조에는 목 에 따라 acid (carboxylic 

acid 는 sulfonic acid ) 혹은 basic ( ammonium salt group )을 갖는 

monomers 나 polymers를 사용한다. 

   Acid group을 갖는 음이온성 고분자는 낮은 pH에서 용해가 잘되며, 

가교되어 hydrogels이 되었다면 낮은 pH에서 수축한다. 반 로 basic 

group을 갖는 양이온성 고분자는 음이온성 고분자의 성질과 반 된다.

   pH-sensitive hydrogels을 제조하기 해 많이 사용되는 polymer는 

acid group을 가지는 것으로 poly(acrylic acid), poly(methacrylic acid)등

이 많이 쓰이며 basic group을 가지는 것으로 

poly(N,N'-diethylaminoethyl methacrylate) ( PDEAEM )등이 있다.

   재까지 당뇨병의 치료제인 insulin은 부분 피하주사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의 불편함과 감염의 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불

편한 요소들을 극복하기 해 insulin의 경구 투여 방법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 Insulin이 경구치료제로 사용이 되기 해서는 를 거쳐 장에

서 약물의 방출  흡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강산성의 액과 소화효소를 

극복하여 insulin이 비활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산성조건의 

에서는 insulin이 방출되지 않으면서 성조건의 소장에서 insulin의 당

한 방출이 이루어지도록 조 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

해 외부환경의 자극에 따라 swell/deswell하는 hydrogels을 제조하고, 이

들의 pH, temperature, ionic strength에 따른 물성변화를 찰하 으며, 

insulin을 loading 하여 in vitro, in vitro에서에서 약물방출속도를 알아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pH-sensitive hydrogels의 개발을 목 으로  

PVA, PEO(polyethylene oxide)을 방사선 가교하고, 이것에 pH 민감성 단량

체인 acrylic acid, methacrylic acid를 방사선 그라 트시키고, 이것에 인슈린

을 loading하여 in vitro, in vivo시험을 하 다. 한 

N-isopropylacrylamide와 acrylic acid의 혼합조성물에 방사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고, 이것에 한 물리  특성과 인슈린 in vitro 시험

을 하 다. 그리고 PEGMA(polyethylene glycol methacrylate)와 acrylic 

acid를 여러 가지 조성비로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γ-선 조사하여 하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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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을 제조하고 이들 시료를 이용하여 인슈린 in vitro 시험을 하 다.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요법은 재 가장 강력하고 효과 인 방법으로 인

정받고 있으며 실제 임상 으로 암 치료에 폭 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암제는 암 세포와 정상 세포를 구분해서 그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이 

공증된 암  치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에 내재  한계성을 유발하고 

있다. 결국 정상세포에 향을 보이지 않는 낮은 약물농도의 항암제 투여는 

낮은 항암 효과  잦은 약물 투여로 인한 암세포의 변이를 가져와 암 세포

의 항암제에 한 내성을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항암제의 단 을 

극복하기 해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하여 항암제를 효율 으로 달할 수 

있는 matrix의 개발하고자 하 다. 젤라틴은 독성이 없고 생체 합하여 생

체재료 물질이나 약물 달시스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재까지 암 조직과 

그 주변 조직간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에서 암 세포 주 에 특이 으로 활

성화된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양이 많이 분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gelatinases의 경우 생체 고분자 물질인 젤라틴을 분해하는 성

질을 보인다. 젤라틴은 이러한 MMPs  암 주 에 많이 존재하는 콜라겐에

이즈라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

하면 암 주 에 효율 으로 약물을 방출 할 수 있는 항암제 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젤라틴은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약물방출을 

제어할 수 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하여 많은 젤라틴을 가교하여 

불용성 상태로 만든 후 약물 달 물질로 이용한다. 하지만 보통 가교하기 

해 사용되는 가교제는 독성을 나타내는 알데하이드가 사용되어 in vivo 내

에서 잔류된 독성 물질의 제거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지 않는 효율 인 항암제 달 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젤

라틴을  방사선 기법으로 처리하여 불용성 상태인 가교결합체를 제조한 후 

이를 임 랜트 (implant) 형 항암제 달 시스템으로 이용하 다. 

   천연고분자인 소디움 카복시 메틸셀룰로오스(CMC)를 방사선 가교하여, 

방사선 조사선량, CMC의 용매에 한 농도, CMC의 치환도에 따른 가교율

을 측정하 으며, 가교율과 효소 분해와의 계를 조사하 다. 

  

- 방사선 가교에 의한 고분자 스 치 개발

   도성 고분자재료에 과 류가 흐르면 재료 자체의 온도가 상승(I2R)하여 

비 항이 격히 상승하게 되는 상을 PTC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항이 

격히 상승하게 되면 과 류를 차단하게 됨으로써 스 치로서의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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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정상 작동 상태에서 류가 PTC장치를 통과할 때 PTC고분자 조성

물은 상온에서는 항이 낮아야 되지만 과 류가 흐르게 되면 이것을 신속히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환 에서는 높은 항을 나타내야 한다. 

즉 PTC 장치가 일단 과열되거나 과 류가 흐르면 PTC고분자 조성물은 자체 

열을 발생하여 이온도(transition temperature)에 이르게 되고, 열팽창 때문

에 생성된 불규칙 고분자는 높은 항을 갖게된다. 

 PTC장치는 회로기 (circuit board)등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이 

낮으면서, 크기는 가능한 작아야 하며 다른 회로기 에는 거의 항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변환 온도에서도 사용되는 압에 견뎌야한다. 많은 

도성 충 재를 혼합하면 할수록 도성 고분자의 항은 감소하지만 용융

에서 고분자의 팽창이 감소하게 되어 PTC효과가 게 나타나고, 고 압에서

의 사용 안정성은 하한다. 

 본 연구에서는 류가 통과할 때 상온에서는 항이 낮고, 컴펙트한 구조

를 갖고 있으면서, 가능하면 항이 낮으면서 변환 에서는 높은 항을 나타

내는 PTC 고분자를 제조하기 하여 여러종류의 고분자, 카본블랙, 산화방지

제, 가교제등을 선택하고 이들의 구조  첨가량에 따른 기 항의 특성을 

고찰하 다. 한 PTC 재료의 반복 인 가열/냉각 조작에 의해서 재 성

(reproducibility)이 하하고 융  이상에서 NTC 상이 나타나는 단 을 지

양하기 하여 방사선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방사선 효과를 고찰하 다. 한 

방사선으로 고 도폴리에틸  분말에 극성 단량체(아크릴산)를 그라 트한 

후, 이것의 카르복실기에 도성 속이온을 도입하고, 이것을 고 도 폴리에

틸  수지와 함께 카본블랙과 균일하게 혼합한 후 양면에 도 성 속박막이 

부착한 상태로 시트(sheet)를 성형하고, 이것에 방사선 조사가교하여 상온에

서의 항은 낮으면서 과 류가 흐를 때 온도가 격히 상승하여 항이 크

게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하 다. 

- 폴리올 핀계 수지의 감마선 가교

방사선을 공업 으로 이용하는 분야는 각종 고분자의 가교에 의한 개질, 도

막의 경화, 그라 트 합에 의한 막의 합성, 목재- 라스틱 복합재료, 식품, 

의약품의 살균 등 수많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지만 공업 으로 가장 범 하

게 이용되는 분야는 고분자의 가교분야이다. 

열가소성 합체에 탄성기억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은 폴리에틸 이나 PVC 

등을 조사한 후 이들 합체의 결정이 용융하는 온도이상으로 가열, 연신하



- 36 -

여 실온으로 냉각함으로서 변형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며, 다시 융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면 연신 의 원형 로 변형이 회복되는 탄성기억효과

를 나타낸다.

 탄성기억효과의 특징을 나타내는 열수축제품은 선의 터미네이션  

조인트(termination and joint), 제진화를 한 연피복재, 배 용 부의 부

식방지, 식품포장 등에 이용되며, 최근에는 통신 의 연결조인트 등 두께

(wall thickness)가 두꺼운 열수축 의 수요가 증하고 있다. 자선은 조

사선량이 크지만 자선의 투과력은 낮다. 반면 감마선은 조사선량은 낮지

만 투과력은 크기 때문에 두꺼운 제품을 조사하기 합하다. 고분자의 방사

선조사에 의한 가교는 조사  공기 에 존재하는 산소의 향을 받는다. 산

소의 향으로 고분자의 가교율은 낮게 된다. 이와 같이 조사선량이 낮은 

감마선으로 가교하는 경우는 조사시간이 길게 됨으로 가교과정  산소의 

향을 많이 받게 됨으로 가교율을 높이는 기술이 요한 문제이다. 본 연

구에서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폴리에틸 의 가교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

하 다. 가교 효율을 높이기 해 이종 고분자  가교제를 사용하여 이들

의 가교 효율을 측정하 다. 

-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복합재료제조기술 

라스틱 복합재료는 내약품성, 내식성, 연성이 우수하고, 가벼우면서

도 일반 라스틱 재료에 비하여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항공기 소재, 자제

품의 보드, 스포츠 용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재 사용되고 있는 

열경화 시스템은 VOC가 다량 발생하고, 경화속도가 느려서 환경 친화 이

지 못하지만, 방사선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에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에폭시 수지의 경화반응 특성을 에폭시 

수지의 종류, 개시제의 종류  함량,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연구하 다.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는 우수한 기계  특성과 당한 섬유와 수지를 

선택하여 원하는 물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속이나 세라믹 

재료를 체하는 재료로서 수많은 산업분야에서 각 을 받고있다. 특히 운

송, 항공,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높은 비강도, 비탄성율 등과 더불어서 우수

한 열충격 항성과 치수안정성으로 없어서는 안 될 구조재료이다.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는 메트릭스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열경화성 고분자 복합재

와 열가소성 고분자 복합재로 나  수 있다. 일반 으로 섬유강화 복합재는 

열경화성 고분자의 열경화에 의한 가공과 열가소성 고분자의 용융에 의한 

가공으로 고온에서 공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복합재는 많은 열응력과 

치수변화라는 결 이 발생하게 된다. 한 용매와 경화제의 사용으로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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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의 개

발은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 첨단 산업분야에서 실용화하고 있는 기술로서 

상온경화를 통해서 치수안정과 열응력 감소를 극 화하고, 용매와 다른 경

화제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할 수 있다. 한 성형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가공비용의 감을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의 제조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에폭시 수지는 우수한 물성에 비하여 높은 가교구조로 인해 깨지기 쉬운 

단 이 있다. 이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에폭시 수지의 우수한 물성에 

향을 미치지 않고, toughness 향상을 해 carboxyl기로 개질된 liquid 

rubber를 사용하 다. liquid rubber의 함량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에폭

시 수지의 toughening 특성을 연구하 다. 

   에폭시 수지는 우수한 방청력과 내약품성, 우수한 기계 물성과 기

연성등의 성능으로 항공우주소재  자동차 소재 등 섬유강화복합재의 기질

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에폭시 수지는 낮은 인성과 상 으로 낮

은 강도와 낮은 탄성으로 이러한 소재로 사용되기 해선 높은 강도와 인성

이 필요하다. 

   고분자 수지나 에폭시 수지의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고무, 열가

소성 수지 등과의 블 딩  인성을 증가시키는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었지

만, 여 히 낮은 강도와 탄성을 나타내었다. 최근에는 단단한 무기물 충진제

를 첨가하여 에폭시 수지의 기계  물성을 증가시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무기물 충진제와 수지 복합재의 기계  물성은 기질의 물성, 충

진제의 모양과 크기, 분산정도와 충진제의 양 그리고 충진제와 기질인 수지

의 결합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라 많은 물성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

서 충진제와 수지의 계면에서의 결합정도와 결합력등은 물성발 에 매우 큰 

향을 주고, 이러한 결합력은 다양한 커 링제에 의해 향상ㆍ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경화성 수지인 에폭시 수지를 자선과 방사선 조사를 

통해 경화하고,  커 링제로 개질된 나노 크기의 알루미나 분말을 충진제로 

사용하여 상 으로 낮은 에폭시수지의 강도, 인성  탄성등의 기계  물

성을 개선하고자 하 다.

- 폐불소수지의 분말화기술 

   우리나라는 지 까지 불소수지 폐기물의 재활용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외

국에서 처리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폐불소수

지의 미분쇄 기술이 개발되면 도료, 잉크, 윤활유  이형제로 사용되거나 

라스틱이나 고무에 첨가, blending하여 재료의 윤활성을 향상시키는데 재



- 38 -

활용할 수 있어서, 환경 보존기술로서 가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량과 분쇄기법에 따른 페불소수지의 분쇄도를 측정하 다. 분쇄한 불소

수지는 분쇄방법에 따라 입자의 형태가 다를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방사

선 조사선량에 따른 입자형태를 자 미경으로 확인하고, 인쇄잉크 형태로 

사용하기 해서는 5-10㎛이하가 되어야 함으로 방사선 조사량, 조사방법을 

연구하여 5-10㎛이하의 매분쇄 불소수지 제조법을 개발하기 한 연구를 수

행하 다.

- 이블 연재료의 내방사선성 평가기술

   원자력발 소의 가동년수 증가에 따라 발 소 주요 기기의 구조  계통

의 열화를  수명기간 동안 잘 리하여 운 성능과 안 성을 증 시키고, 

나아가 설계수명 이상의 연장운 을 가능하게 하기 해 필요한 발 소 주

요기기의 노화 원인분석  평가, 수명 측, 노화 책의 수립을 한 요소기

술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재 14기의 원 의 상업 운   앞으로 7기의 원 이 

추가 으로 가동될 정에 있는 국내원  총 21기에는 상당량의 원 유기재

료가 사용될 것으로 망되고 있으나, 이것들의 안 성검증은 재 외국의 

검증기 에 의뢰하고 있으며, 한 련 연구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일부 

수행한 것 이외에는 거의 무한 실정에 있다. 한 원 유기재료인 이블

의 연  피복재료는 고분자 종류와 배합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래의 

자료로부터 선/ 이블의 열화 는 수명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고 

있으며 실제 인 실험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1)～12). 

   본 연구에서는 원  이블의 연재료  피복재료에 한 방사선  

열  가속열화평가   비 괴 열화평가 기술개발과  원 부품  항공우주/

군수부품 등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기검증(EQ)을 지원하기 한 기술을 

구축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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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 상처 치료용 드 싱 제조  산업화기술 

  폴란드의 Rosiak J.M.은 PVP에 폴리에틸 리콜  아가(agar)를 증류

수에 용해시키고 이것을 시트로 제작한 다음 방사선으로 조사, 가교처리함

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운드 드 싱 제조(미국 특허 4,871,490)에 한 기술

을 처음으로 개발하기 사작하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방사선으

로 하이들로겔을 제조하기 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개되기 시작하 다. 

   일본원자력연구소, Maccuchi 등은 PVA를 포르말린으로 화학가교시킨 

후 이것을 다시 방사선 조사하면 100℃이상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

열성 가교 PVA를 발견하 고, 그 후 PVA를 기본으로 한 하이드로젤 제조

에 한 연구를 수행한 끝에 최근에는 운드 드 싱용으로 합한 재료를 제

조하여 병원과 임상실험 에 있고, 곧 시 을 앞두고 있다. 

   IAEA Program으로 고분자를 이용한 하이드로젤 합성  이용기술에 

한 IAEA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는데, 재 한국을 비롯한 일본, 국, 인도, 

태국, 말 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천

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를 혼합한 후, 이것을 방사선 가교하여 운드 드 싱

재료, 약물 달체, 생분해성 발포폼 등의 제조  방사선 분해에 의한 천연

고분자의 재활용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IAEA가 

주 하고 있는 것은 IAEA 참여국의 삶의 질 향상과 각 회원국간의 기술교

류를 진하기 한 략이다. 

- 약물 달용 하이드로겔 제조

DDS(Drug Delivery System)이란 약물을 고분자 지지체와 섞거나 고분

자 막으로 둘러싸서(membrane형) 약물을 서서히 방출시키는 방법으로서 제

약업계의 주요 연구 상이다. 체내에 이식하는 DDS는 약물을 방출한 후, 

채내에서 완 히 분해 소멸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생체분해성 고분자

를 이용한 DDS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 생체분해성 고분자에 약물을 함침

시켜 microsphere나 microcapsule형태로 제조하거나 반응성기를 갖는 생체

분해성 고분자에 약물을 합시킨 prodrug형태로 연구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약물 달체 제조에 한 연구는 주로 합성 고분자를 방

사선 가교하거나 pH, 온도 민감성 단량체를 방사선 그라 트하여 특정 장기

에 약물이 방출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많았다. 최근에는 천연고분

자를 방사선 처리하여 약물 달체를 제조하는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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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암제, 인슈린 등의 약물을 방사선으로 가공한 pH- sensitive 하이드로

겔, temperature-sensitive 하이드로겔에 로딩하여 이것에 한 약물 방출 거

동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는 화상, 상처 치료용 드 싱을 제조하기 한 하이드로겔 합성

에 한 연구는 추진되었지만, 약물 달체 합성에 한 연구는 없었다. 

   - 방사선 가교에 의한 고분자 스 치 개발

일반 으로 자제품의 과 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퓨즈는 과 류가 흘

을 때 1회용 보호소자로서 동작하기 때문에 제품의 재 동작을 해서는 

퓨즈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한 퓨즈는 스 치를 켜고 끄는 과정이나 순간

으로 Plug를 잘못 연결하여 발생하는 surge 류에 의해서도 손상되는 경

우가 있다. 재료에 과 류가 흐르면 재료자체의 온도가 상승하여 류가 

격히 감소하는 상(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PTC))을 이용한 고분자 

스 치는 부품의 교체 없이 반 구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PTC

상을 나타내는 재료의 산업 응용이 범 하게 사용됨에 따라 좀더 가볍

고, 가공이 용이하며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왔으며, 고

분자재료에 카본블랙이나 도 성 속물질을 충 하면 우수한 PTC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휴 용 화기, 컴퓨터 등이 

격히 보 되면서 가볍고, 가공성이 좋은 PTC도 성고분자재료의 수요가 

격히 확 되고 있다. 미국의 Raychem사에서 개발하여,상용화한 후, 각국에서 

기술 개발을 경주하고 있다.  

   - 폴리올 핀계 수지의 감마선 방사선 가교

   탄성기억효과의 특징을 나타내는 열수축제품은 선의 터미네이션  조

인트, 제진화를 한 연피복재, 배 용 부의 부식방지, 식품포장 등에 이

용되며, 최근에는 통신 의 연결조인트 등 두께(wall thickness)가 두꺼운 열

수축 의 수요가 증하고 있다. 자선은 조사선량이 크지만 자선의 투과

력은 낮은 반면 감마선은 조사선량은 낮지만 투과력은 크기 때문에 두꺼운 

제품을 조사하기 합하다. 고분자의 방사선조사에 의한 가교는 조사  공기

에 존재하는 산소의 향으로 고분자의 가교율은 낮게 되며, 이와 같이 조

사선량이 낮은 감마선으로 가교하는 경우는 조사시간이 길게 됨으로 가교과

정  산소의 향을 많이 받게 됨으로 가교율을 높이는 기술이 요하다. 가

교 효율을 높이기 해 가교제를 첨가한다든가, 가교가 잘면서 고분자 상호

간에 상용성이 좋은 고분자를 혼합하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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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복합재료 제조기술 개발

   미국의 ACSION사와 Oak Ridge Center for Composite Manufacturing 

Technology는 가공(경화)시간과 가공비를 신 으로 일 수 있으면서, 요

구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선 경화 복합재료제조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 다. 이 기술은 일반 으로 사용하는 에폭시를 사용하지만, 통 으

로 활용되고 있는 열경화시스템보다 경화속도가 훨신 빠르고, 경화시키는데 

온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가의 주조설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

이 있다. 한 독성의 화학 경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경화를 자선 조사만

으로 하기 때문에 경화제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경화시간에 구애받을 필

요가 없으며, 휘발성 성분(VOCs) 배출이 열경화 시스템에 비하여 1/10 이하

이고, 가공비가 열경화시스템보다 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자선 경화형 

아크릴 이트, 메타크릴 이트, 비닐에스테를  에폭시 등이 사용가능하나 

에폭시가 가장 자선 경화형 복합재료로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의 Lockheed Martin에서 자선 경화형 복합재료제조법을 채택할 계획이다. 

1980년 반에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AECL)가 자선을 이용

한 고성능 복합재료 개발 연구를 시작하 는데, 처음에는 vinyl esters, 

acrylate, methacrylate 등을 사용하 는데, 수축율이 커서 복합재료 내부에 

void가 형성되고, 함수율이 크며, 기계  성질이 낮은 단 이 있는 것을 확인

하고, 에폭시를 이용한 복합재료 연구를 추진한 결과, 우수한 자선 경화형 

수지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강화 섬유는 탄소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등이 사용되고 있다. 

   

  

   - 폐불소수지의 분말화기술

   불소수지는 많은 장 을 갖고 있지만 다른 범용 라스틱에 비하여 가공

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출성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공은 주로 선반에

서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scrap이 생된다. 이러한 생 불소수지 scrap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스 스 등,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조사하여 기계

분쇄, jet mill분쇄 등을 통하여 잉크의 윤활성을 높이기 한 첨가재료, 한 

범용 라스틱의 윤활성을 향상시키기 한 첨가재료, 그리고 불소수지 이

, 로드 등의 원료수지로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  

까지 불소수지 폐기물의 재활용법이 개발되지 못하여 치리를 해 선진국으

로 보내고 있다. 폐불소수지는 한 용매가 없고, 2차 성형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말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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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 연재료의 내방사선성 평가기술

   원자로의 통상운 시 원  유기재료는 방사선과 열에 의한 복합열화가 

장시간(원  수명 40년간)에 걸쳐 열화가 일어난다. 원 유기재료의 방사선

과 열의 복합열화를 보다 정확하게 한 단시간 시험으로 평가하기 하여 

복합열화거동의 조사, 가속 열화시험법  비 괴 열화 진단법에 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가속 열화시험법으로는 미국의 IEEE 323(1971년 제

정), 383과 랑스의 IEC-68, 2-2 등이 제정되고 있으며, 1980년 부터 원  

수명 리  기기열화평가 기술개발과 련하여 미국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주  Nuclear Plant Aging Research 

Program(NPAR), Westing house Electric Equipment Degradation 

Assessment Program, IAEA주도의 Plant Studies on the management of 

NPP Aging and Plant Life, EPRI와 DOE주도의 Nuclear Plant Life 

Extension Program (NUPLEX)등 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일

본원자력연구소에서 수명 하 가속요인, 시편과 실제재료사이의 열화차이

등을 규명하는 열화 평가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속재료에 한 연구는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본 기술과 직

 련된 유기재료의 건 성 평가, 연구사례는 거의 없으나 개발실 은 없

으나, 원 용 선・ 이블재료 개발에 한 연구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일부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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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 상처치료용 드 싱 제조  산업화기술 개발

1. 젤라틴 하이드로겔과 PVP/젤라틴 하이드로겔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젤라틴은 Sinho사(Osaka,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poly(N-vinylpyrrolidone)(PVP)은 분자량(Mw) 1.3×10
6 인 것을 Aldrich사

(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이 사용

되었고, 사용된 물은 3차 증류수이다. 사용되는 고분자의 화학  구조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5, 10, 15, 20 wt%의 농도를 갖는 젤라틴 수용액을 제조하 다. 이 때 젤

라틴은 60℃에서 물 탕으로 1시간 정도 흔들면서 용해시켰다. PVP/젤라틴 

수용액은 농도를 20 wt%로 고정하고 PVP와 젤라틴의 무게비를 100 : 0～0 

: 100으로 다양하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의 농도와 조성비를 갖는 젤라틴 수

용액과 PVP/젤라틴 수용액을 각각 용기(petri dish, 87×15 mm)에 20 g 씩 

붓고 용액 내의 기포를 제거하기 해 상온에서 12～24시간 방치하 다. 기

포가 완 히 제거된 각 용액을 25, 35, 50, 60, 70 kGy의 조사선량으로 조사

하여 젤라틴 하이드로겔과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을 얻었다. Figure 2는 방

사선 가교에 의한 하이드로겔의 제조 공정도이다.

  (3) 특성 결정 인자

   (가) 겔화율

   가교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고분자를 제거하기 해 제조된 하이드로겔

을 37℃의 물에 48시간 이상 충분히 침지 시킨다. 충분히 침지 된 하이드로

겔을 꺼내어 겔의 물을 닦아낸다. 그리고 진공 오 에 넣어 60 ℃에서 48시

간 건조하여 무게를 잰다. 이 때의 무게가 가교 된 겔의 무게이다. 건조된 

겔의 무게를 Wd로, 처음 사용한 고분자 무게를 Wi로 나타낸다. 

 겔화율 (%) =
Wd

Wi
×100           (1)

   식 (1)을 이용하여 건조된 겔의 무게(Wd)와 처음 사용한 고분자 무게(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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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겔화율을 계산하 다.

   (나) 팽윤도

   팽윤도는 함수율로 나타낼 수 있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물에 48시간 이

상 충분히 침지 시킨다. 충분히 침지 된 하이드로겔 표면의 물을 닦아낸 후 

무게를 잰다. 이 때의 무게가 팽윤된 겔의 무게이다. 팽윤된 겔의 무게를 Ws

로, 건조된 겔의 무게를 Wd로 나타낸다.

 팽윤도 (%) =
Ws-Wd

Wd
×100         (2)

   식 (2)를 이용하여 팽윤된 겔의 무게(Ws)와 건조된 겔의 무게(Wd)로부터 

팽윤도를 계산하 다.

   (다) 팽윤 속도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시간에 따른 팽윤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하이드로

겔을 37℃의 물에 침지 한 후, 시간에 따라 겔의 물을 닦아내고 무게를 잰

다. 이 때의 무게가 팽윤된 겔의 무게(Ws)이다. 식(2)를 이용하여 팽윤도를 

계산하 다. 

   (라) 겔강도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기계  물성을 알아보기 해 겔강도를 측정하 다. 

조사선량과 고분자 용액의 조성비를 다양하게 하여 그 인자들이 하이드로겔

의 강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보았다. 겔강도는 식품의 물성을 측정

하는 TA-XT2 Texture-Analyzer(SMS Co Ltd., England)를 이용하 다. 겔

강도 측정에 이용된 시편의 두께는 3.0～3.5 mm, 넓이는 20 cm
2로 제조하

다. FB는 하이드로겔이 괴될 때의 힘, △D는 하이드로겔이 괴될 때에 겔

이 인장된 길이를 나타낸다. 

 겔강도(Gel strength) (g․cm) =  FB×△D          (3)

   식 (3)을 이용하여 하이드로겔이 괴될 때의 힘(FB)과 괴될 때의 겔의 

인장 길이(△D)로부터 겔강도를 계산하 다. 

  (4) 동물 실험

   (가) 약품  도구

   실험용 쥐(200g)는 계룡과학(Teajon, Korea)에서 구입하 다. 마취제로 

디에틸에테르와 타민을 Aldrich사(WI, USA)와 유한양행(Seoul, Kore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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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 구입하 다. 살균․소독제로 과산화수소, 포비돈 국소도포 용액을 

성 제약(Buchon, Korea)에서 구입하 다. 치료 효과 비교를 해 바셀린 

거즈를 성 제약(Buchon, Korea)에서 구입하 다. 드 싱 고정을 해 

Tegaderm은 3M, 합사는 Ethicon사(Edinburgh, England) 제품을 사용하

다. 털 제거를 한 기면도기와 수술용 칼과 가 가 사용되었다.

   (나) 치료 방법

   털이 제거된 쥐의 등을 직경 1.5～2 cm 원형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2개

의 상처를 만든다. 1개의 상처에 제조된 하이드로겔, 다른 1개의 상처에 상

업용 바셀린 거즈를 두께 3 mm, 크기 2×2 cm로 붙여 드 싱 한다. 그 

에 3×3 cm Tegaderm을 덮고 합사로 꿰매어 상처에 고정시킨 후, 3일 간

격으로 드 싱을 교체하며 치료경과를 지켜보았다. 

   (다) 드 싱용 하이드로겔 제조 

   젤라틴 하이드로겔은 20 wt%의 젤라틴 수용액을 50 kGy로 조사하여 제

조하 다.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은 PVP와 젤라틴을 75 : 25로 혼합한 20 

wt%의 PVP/젤라틴 수용액을 50 kGy로 조사하여 제조하 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겔화율 

   Figure 3은 젤라틴 수용액의 겔 선량을 보여 다. 겔 선량은 고분자 용

액에서 녹지 않는 겔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는 선량으로, 다양한 농도의 

젤라틴 수용액을 다양한 조사선량으로 조사하여 겔이 형성되는 선량을 찾아

낸 것이다. 조사된 젤라틴 겔을 겔화율 측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에 

충분히 담가 두면 겔 형성에 참여하지 않은 젤라틴은 모두 물에 녹아 나오

게 되고 형성된 겔은 물에 녹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이 게 물에 녹지 않

고 남아있는 겔이 생성되는 젤라틴 수용액의 농도와 조사시킨 조사선량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 Figure 3이다. 젤라틴 수용액의 농도가 1 wt%에서부

터 10 wt%까지 증가함에 따라 겔화선량이 감소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일정

한 값을 갖게 되었다. 낮은 농도에서는 가교에 참여할 수 있는 고분자의 함

량이 고, 고분자쇄간의 거리가 멀어 반응하기 어려워 높은 선량에 의해 

겔화가 이루어졌으나 고분자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낮은 선량에서도 겔

화가 쉽게 이루어졌다.

   Figure 4는 젤라틴 하이드로겔의 농도(5, 10, 15, 20 wt%)와 조사선량

(25, 35, 50, 60, 70 kGy)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 다. 5 wt% 이내의 젤라틴 

수용액 농도에서는 5% 이내의 낮은 겔화율을 나타내어서 드 싱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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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5 wt% 이상의 농도에서 젤라틴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5～70%

를 나타냈고,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며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즉, 젤라틴 수용액의 농도가 5 wt% 이하에서는 낮은 겔화율을 갖다가 

5 wt%에서 최 값을 갖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겔화율이 감소하 다. 젤라

틴은 농도 5 wt%에서 최  겔화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5는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의 조성비와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 다.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의 겔화율도 3

0～70%를 나타냈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PVP에 한 젤라틴

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겔화율은 감소하다가 조성비가 35 : 65 일 때 최

값을 갖고 다시 감소하 다. 반 으로 겔화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PVP와 

젤라틴의 낮은 혼용성 때문이다. PVP는 피롤리돈(pyrrolidone) 고리가 일부 

개환 되면서 사슬 끝에 -COOH 기를 갖게 되어 음이온성(anionic)을 띄게 

되는데 이런 PVP가 양이온성(cationic)을 띄는 고분자를 만나게 되면 정 기

으로 결합하여 높은 혼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젤라틴은 Figure 1에

서 보는 것처럼 -NH2 기와 함께 -COOH 기를 갖고 있어 PVP와의 혼용성

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겔화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조성비가 35 : 

65 일 때 겔화율이 최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 조성비에서 PVP와 젤라틴이 

가장 높은 혼용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교 반응은 라디칼 반응으로 고분자 사슬에 가교 반응을 할 수 있는 라

디칼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에 지가 반응을 일으키는 

구동력이 된다. 큰 에 지를 받을수록 라디칼 반응이 더 활성화되어 가교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조사선량이 큰 경우가 더 큰 겔화율을 나타

낸다.

  (2) 팽윤도

   Figure 6은 젤라틴 하이드로겔의 농도와 조사선량 (25, 35, 50, 60, 70 

kGy)에 따른 팽윤도를 보여 다. 젤라틴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1000～

22000%를 나타냈고, 젤라틴 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고 조사선

량이 커질수록 감소하 다.

   Figure 7은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의 조성비와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팽윤도를 보여 다.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도 

1000～7500%를 나타냈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팽윤도는 감소하 다. 그리고 

젤라틴의 조성비가 커질수록 팽윤도가 증가하 는데, 조성비가 35 : 65 일 

때 감소하 다가 다시 증가하 다. 반 으로 PVP에 젤라틴을 첨가할수록 

팽윤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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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5에서 높은 겔화율을 보 던 경우가 Figure 6, 7에서는 낮은 팽

윤도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겔 내부에 3차원 망상구조가 많아

지면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체 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교가 많이 

진행되어 겔화율이 높은 경우에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비례 으로 감소하

다.

   Figure 8은 젤라틴 하이드로겔과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르는 팽윤도를 보여 다. 시간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3개의 

단계로 찰되었다. 첫 단계는 매우 빠른 흡수가 일어나는 팽윤 반의 단계

로, 모세  상과 하이드로겔 표면의 친수성에 의해 팽윤이 시작된다. 두 

번째 단계는 차츰 흡수 속도가 감소되어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질 때까지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팽윤은 확산 메카니즘에 의해 일어난다. 마지막 단

계는 겔 내부의 망상 구조 이완에 의해서 물의 흡수가 매우 은 양씩 일어

나는 단계로, 팽윤 속도가  느려지다가 결국은 평형 상태에 이른다. 젤

라틴 하이드로겔의 경우는 빠른 팽윤 속도를 보인 2시간까지가 1단계이며, 

평형에 도달한 15시간까지가 2단계이다.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의 경우는 

빠른 팽윤 속도를 보인 30분까지가 1단계이고, 평형에 도달한 12시간까지가 

2단계이다.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이 젤라틴 하이드로겔보다 빨리 팽윤 상

태에 도달함을 찰할 수 있었다.

  (3) 겔강도

   Figure 9는 젤라틴 하이드로겔의 농도와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겔강도를 보여 다. 젤라틴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는 10～300 

g․cm 범 의 값을 나타냈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한 젤라틴 

수용액의 농도가 커질수록 겔강도가 증가하 다. 높은 겔화율을 갖는 겔이 

가교가 진행됨에 따라 고분자 사슬들이 겔 내부에서 강한 망상구조를 형성

하게 되기 때문에 겔강도 역시 높은 값을 갖지만, 젤라틴 하이드로겔은 높은 

겔화율을 갖는 겔이 낮은 겔강도를 나타냈다. 그 이유는 젤라틴은 온도에 따

라 졸-겔 상태가 변화하는 물질로 상온에서 젤라틴 수용액이 겔상태로 존재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겔화에 계없이 젤라틴의 농도가 클 때에 더 큰 겔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0은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의 조성비와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겔강도를 보여 다.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는 2

0～300 g․cm 범 의 값을 나타냈고, 동일한 조사선량에서 보았을 때 PVP

에 한 젤라틴의 조성비가 50 : 50까지 증가할 때 겔강도는 감소하 다. 이

유는 Figure 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겔화율이 높을수록 겔강도가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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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에 나타난 것처럼 PVP에 한 젤라틴의 조성비가 50 : 50까지는 겔화

율이 감소하므로 겔강도 역시 감소하는 것이다. PVP에 한 젤라틴의 조성비

가 50 : 50 이상일 때는 상온에서 겔상태로 존재하는 젤라틴의 조성이 많아지

므로 겔강도가 증가한다.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겔강도는 증가하다가 50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감소하 다. 겔강도는 괴될 때의 힘과 괴될 때의 

겔의 인장 길이로 구하게 되는데, 50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괴될 때의 

힘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보다 큰 폭으로 괴될 때의 겔의 인장 길이가 감소

하여 식 (3)에 의해 계산된 겔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4) 동물 실험

   (가) 드 싱용 하이드로겔 

   동물 실험에 사용할 젤라틴 하이드로겔은 20 wt%의 젤라틴 수용액을 50 

kGy로 조사하여 제조하 고,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은 PVP와 젤라틴을 75 : 

25로 혼합한 20 wt%의 PVP/젤라틴 수용액을 50 kGy로 조사하여 제조하 다. 

   제조된 젤라틴 하이드로겔은 엷은 노란색을 띄고 투명하 다. 겔강도는 

Figure 9에서와 같이 200 g․cm로 드 싱으로 사용하는데 합하 으나 깨지

기 쉬운 특성을 보 으며, 상처 표면에 한 착력은 약했다. PVP를 혼합하

여 얻은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은 하얀 색으로 투명하 다. 겔강도는 Figure 

10에서와 같이 150 g․cm로 드 싱으로 사용하는데 합하 고, 상처 표면에 

한 착력이 우수하여 쥐의 움직임에도 하이드로겔이 상처에서 떨어지지 않

았다.

   젤라틴에 PVP를 혼합함으로써 드 싱으로 사용하기에 합한 착력을 갖

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할 수 있었다.

   (나) 치료 효과 

   Figure 11은 두 하이드로겔의 치료 효과를 상업용 거즈와 비교한 것이다. 3

일 경과 후에 바셀린 거즈를 붙인 상처는 크기는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젤

라틴 하이드로겔과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을 붙인 상처는 그 크기가 작아져 

치료 효과를 찰할 수 있었다. 두 하이드로겔의 상처를 비교해 보면, 젤라틴 

하이드로겔을 붙인 상처가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을 붙인 상처보다 그 크기가 

훨씬 작았다.

   9일 경과 후에 바셀린 거즈를 붙인 상처도 크기는 작아졌지만, 하이드로

겔을 붙인 상처의 크기가 바셀린 거즈를 붙인 상처보다 작았다. 9일 경과 

후의 바셀린 거즈를 붙 던 상처를 보면 (a)에서는 바셀린 거즈 부착/제거

시에 상처에 바셀린이 남아있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b)에서는 

바셀린 거즈가 상처 분비물을 흡수하지 못해 상처 표면에 상처 분비물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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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었고, 상처 표면이 건조되어 치료 효과가 떨어졌다. 

   15일 경과 후에 모든 상처의 크기가 작아졌고, 하이드로겔을 붙인 상처는 

거의 치료되었다.  

   두 종류의 하이드로겔 모두 바셀린 거즈를 붙인 상처보다 치료 효과가 

좋았고, 젤라틴 하이드로겔과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은 치료 효과가 비슷하

다. 바셀린 거즈를 사용한 상처는 18일 후에, 하이드로겔을 사용한 상처

는 15일 후에 다 아물었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가교를 이용하여 젤라틴 하이드로겔,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여 조성비와 조사선량에 따른 겔화율과 팽윤도, 겔강도

를 고찰하 다. 젤라틴 하이드로겔과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은 5～70%의 

겔화율을 보 으며, 1000～22000%의 팽윤도를 나타냈다. 시간에 따른 팽윤도

를 보면 젤라틴 하이드로겔은 15시간,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은 12시간 경

과 후에 평형 상태가 되었다. 겔강도를 보면 젤라틴 하이드로겔은 10～300 

g․cm,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은 20～300 g․cm 범 의 값을 나타냈다. 두 

하이드로겔 모두 드 싱으로 사용하기에 합한 팽윤도와 겔강도를 보여주

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두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 결과, 제조된 하이드

로겔은 상업용 바셀린 거즈와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제조된 젤

라틴 하이드로겔과 PVP/젤라틴 하이드로겔은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체

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N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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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H2C

H2C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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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ure 1. Structure of polymer and hydrogel, 

(a) Carboxylic acid and amino groups of gelatin, (b) PVP, (c) Ge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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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of polymer aqueous solution

M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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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Crosslinking

Hydrogels
         

    Figure 2. Flow chart for the preparation of hydrogels by radiation           

             crosslinking.

Figure 3. Gelation doses of the irradiated gelati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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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elation content of gelatin hydrogels vs. gelatin concentra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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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lation content of PVP/gelatin hydrogels vs. PVP/gelati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solid concentration 2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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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egree of swelling of gelatin hydrogels vs. gelatin concentra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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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gree of swelling of PVP/gelatin hydrogels vs. PVP/gelati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solid concentration 2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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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egree of swelling of gelatin hydrogels and PVP/gelatin hydrogels v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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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Gel strength of gelatin hydrogels vs. gelatin concentra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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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Gel strength of PVP/gelatin hydrogels vs. PVP/gelati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solid concentration 2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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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1. Healing process of wound using (a) gauze(left), gelatin            

           hydrogel(right), (b) gauze(left), PVP/gelatin hydroge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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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과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젤라틴은 Sinho사(Osaka,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poly(N-vinyl 

pyrrolidone)(PVP)은 분자량(Mw) 1.3×10
6 인 것을 Aldrich사(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키토산은 TCI사(Tokyo, Japan), 산(acetic acid)은 

Showa사(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었고, 사용된 물은 3차 증류수이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키토산을 1몰 산 용액에 녹여 1 wt% 키토산 용액을 제조하 다. 젤라틴

은 60℃에서 물 탕으로 1시간 정도 흔들면서 물에 녹여 20 wt%의 젤라틴 

수용액을 제조하 다. PVP와 젤라틴을 무게비 3 : 1로 물에 녹여 20 wt% 

PVP/젤라틴 수용액을 제조하 다. 젤라틴 수용액과 PVP/젤라틴 수용액을 키

토산 용액과 각각 25 : 75, 50 : 50, 75 : 25의 부피비로 혼합하 다. 제조된 젤

라틴/키토산 용액과 PVP/젤라틴/키토산 용액을 각각 용기(petri dish, 87×15 

mm)에 20 g 씩 붓고 용액 내의 기포를 제거하기 해 상온에서 12～24시간 

방치하 다. 기포가 완 히 제거된 각 용액을 25, 35, 50, 60, 70 kGy의 조사선

량으로 조사하여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과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

을 얻었다.

  (3) 드 싱용 하이드로겔 제조 

   동물 실험에 사용할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은 20 wt%의 젤라틴 수용액

과 1 wt%의 키토산 용액을 50 : 50으로 혼합한 후 50 kGy로 조사하여 제조

하 다.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은 PVP와 젤라틴을 75 : 25로 혼합한 

20 wt%의 PVP/젤라틴 수용액과 1 wt%의 키토산 용액을 50 : 50으로 혼합한 

후 50 kGy로 조사하여 제조하 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1몰 NaOH 수용액과 

3차 증류수로 세척한 후 25 kGy로 재조사하여 드 싱으로 사용하 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겔화율 

   Figure 1은 젤라틴/키토산 용액의 조성비와 조사선량(35, 50, 60 kGy)에 따

른 겔화율을 보여 다. 젤라틴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를 25 : 75에서 75 : 25

로 감소시켰다. 겔화율은 젤라틴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가 감소할수록 증가

하 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은 15～35%로 체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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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는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조성비와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 다. PVP/젤라틴에 한 키토산의 조

성비를 25 : 75에서 75 : 25로 감소시켰다.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40～60%의 값을 나타냈는데, 50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55～

60%의 비슷한 겔화율을 보 다. Figure 2에 의한 결과는 Figure 1과 같이 

겔화율은 키토산의 조성비가 감소할수록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키토산의 조성비가 을 때 겔화율이 큰 이유는 키토산보다 다른 고분자

들이 가교 반응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교 반응은 라디칼 반응

으로 고분자 사슬에 가교 반응을 할 수 있는 라디칼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에 지가 반응을 일으키는 구동력이 된다. 큰 에 지

를 받을수록 라디칼 반응이 더 활성화되어 가교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조사선량의 증가는 겔화율을 향상시키게 된다.

  겔화율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겔화율이 100%에 이르지 못

하는 것은 가교가 일어남과 동시에 잔존하는 산소의 존재 하에서 산화 분해

에 기인한 사슬 단도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2) 팽윤도

   Figure 3은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조성비와 조사선량(35, 50, 60 

kGy)에 따른 팽윤도를 보여 다. 젤라틴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를 25 : 75

에서 75 : 25로 감소시켰다.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2000～

12000%로 큰 값을 나타냈고, 키토산의 조성비가 감소할수록 감소하고 조사

선량이 커질수록 감소하 다.

   Figure 4는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조성비와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팽윤도를 보여 다. PVP/젤라틴에 한 키토산의 조

성비를 25 : 75에서 75 : 25로 감소시켰다.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1000～4500%를 나타냈고, Figure 5와 같이 키토산의 조성비가 감

소할수록,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감소하 다. 

   Figure 1, 2에서 높은 겔화율을 보 던 경우가 Figure 3, 4에서는 낮은 팽

윤도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은 가교가 진행될수록 가교

된 3차원 망상구조가 증가하여 젤 내부에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체 이 감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교가 많이 진행되어 겔화율이 높은 경우에 팽윤도

는 겔화율과 반비례 으로 감소하 다.

  (3) 겔강도

   Figure 5는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조성비와 조사선량(35,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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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에 따른 겔강도를 보여 다.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는 20～

120 g․cm 범 의 값을 나타냈고, 키토산의 조성비가 감소할수록 증가하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Figure 6은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조성비와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겔강도를 보여 다.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

의 겔강도는 50～220 g․cm 범 의 값을 나타냈고, Figure 5과 같이 키토산

의 조성비가 감소할수록 증가하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Figure 1, 2에서 높은 겔화율을 보 던 경우가 겔강도 역시 높은 값을 갖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유는 가교가 진행될수록 고분자 사슬들이 겔 내부

에 더 강한 망상구조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겔강도는 겔화율과 

비례 으로 증가하 다.

  (4) 동물 실험

   (가) 드 싱용 하이드로겔 

   제조된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은 엷은 노란색을 띄고 투명하 다. 겔

강도는 Figure 5에서와 같이 100 g․cm로 드 싱으로 사용하는데 합하

다. PVP를 혼합하여 얻은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은 하얀 색으로 투

명하 다. 겔강도는 Figure 5에서와 같이 100 g․cm이었는데, 사용된 젤라틴

/키토산 하이드로겔과 같은 값을 가졌다. 이 하이드로겔도 드 싱으로 사용

하는데 합하 고, 상처 표면에 한 착력이 우수하여 쥐의 움직임에도 

하이드로겔이 상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젤라틴의 깨지기 쉬운 특성과 약한 착력은 PVP를 혼합한 PVP/젤라틴/

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 치료 효과 

   Figure 7는 두 하이드로겔의 치료 효과를 상업용 바셀린 거즈와 비교한 

것이다. 3일 경과 후에 바셀린 거즈를 붙인 상처는 바셀린이 상처 표면에 달

라붙어 있었고, 상처 크기는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젤라틴/키토산 하이드

로겔과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을 붙인 상처는 그 크기가 작아져 치

료 효과를 찰할 수 있었다. 

   9일 경과 후에 바셀린 거즈를 붙인 상처도 크기는 작아졌지만, 하이드로

겔을 붙인 상처의 크기가 바셀린 거즈를 붙인 상처보다 작았다. 바셀린 거즈

를 붙 던 상처는 여 히 바셀린 거즈의 부착/제거시 상처에 바셀린이 남아

있었다. 두 하이드로겔의 상처를 비교해 보면,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을 

붙인 상처가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을 붙인 상처보다 그 크기가 훨

씬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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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과 후에 두 하이드로겔을 붙인 상처는 모두 치료된 반면, 바셀린 

거즈를 붙인 상처는 아직 그 상처가 남아있었다.  

   두 종류의 하이드로겔 모두 바셀린 거즈를 붙인 상처보다 치료 효과가 

좋았고,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과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은 치료 

효과가 비슷하 다. 바셀린 거즈를 사용한 상처는 18일 후에, 하이드로겔

을 사용한 상처는 15일 후에 다 아물었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가교를 이용하여 젤라틴/키토산, PVP/젤라틴/키토

산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여 조성비와 조사선량에 따른 겔화율과 팽윤도, 겔강

도를 찰하 다. 

   1) 겔화율을 보면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은 15～35%, PVP/젤라틴/키

토산 하이드로겔은 40～60%의 값을 나타냈다.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

겔이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보다 겔화율이 높았다. 겔화율은 키토산의 조

성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2) 팽윤도를 보면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은 2000～12000%, PVP/젤라

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은 1000～4500%의 값을 나타냈다.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 로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감소

하 다. 

   3) 겔강도를 보면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은 20～120 g․cm, PVP/젤라

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은 50～220 g․cm의 값을 나타냈다. PVP/젤라틴/키토

산 하이드로겔이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보다 겔강도가 높았다. 두 하이드

로겔 모두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4)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 결과,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상업용 바셀린 거

즈와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제조된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과 

PVP/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은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체가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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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lation content of gelatin/chitosan hydrogels vs. gelatin/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A : Gelatin solution (solid concentration 20wt%), 
                B : 1wt% chitosan solution.

Gelatin/chitosan composition

25 50 75

G
el

at
io

n 
co

nt
en

t [
%

]

0

10

20

30

40

50

60

35kGy
50kGy
60kGy

A
B 75                                      50                                      25  

Figure 2. Gelation content of PVP/gelatin/chitosan hydrogels vs. PVP/gelatin/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A : PVP/gelatin solution (PVP : gelatin = 3 : 1, solid concentration 20wt%), 
                B : 1wt% chitosa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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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Degree of swelling of gelatin/chitosan hydrogels vs. gelatin/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A : Gelatin solution (solid concentration 20wt%), 
                B : 1wt% chitosa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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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gree of swelling of PVP/gelatin/chitosan hydrogels vs. PVP/gelatin/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A : PVP/gelatin solution (PVP : gelatin = 3 : 1, solid concentration 20wt%), 
                B : 1wt% chitosa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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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l strength of gelatin/chitosan hydrogels vs. gelatin/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A : Gelatin solution (solid concentration 20wt%), 
                B : 1wt% chitosa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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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el strength of PVP/gelatin/chitosan hydrogels vs. PVP/gelatin/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A : PVP/gelatin solution (PVP : gelatin = 3 : 1, solid concentration 20wt%), 
                B : 1wt% chitosa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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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Healing process of wound using (a) gauze(left), gelatin/chitosan 

hydrogel(right), (b) gauze(left), PVP/gelatin/chitosan hydroge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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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VP/키토산 하이드로겔과 PVA/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poly(N-vinyl pyrrolidone)(PVP)은 분자량(Mw) 1.3×10
6, poly(vinyl 

alcohol)(PVA)은 분자량(Mw) 8.5×10
4～1.46×105 인 것을 Aldrich사(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키토산은 TCI사(Tokyo, Japan)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 다. 구연산(citric acid)은 Showa사(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었고, 사용된 물은 3차 증

류수이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키토산을 1몰 구연산 용액에 용해시켜 키토산 용액을 만들었다. 그리고 

PVP와 PVA를 각각 물에 용해시켜 PVP 수용액과 PVA 수용액을 만들었다. 

PVA는 90 ℃에서 물 탕으로 3～4시간 정도 흔들면서 용해시켰다. 이 게 

비된 PVP 수용액과 키토산 용액을 PVP : 키토산의 비를 고형분의 무게비

로 하여 97 : 3, 95 : 5, 93 : 7 , 90 : 10으로 혼합하 다. PVA 수용액도 PVP 

수용액과 마찬가지로 PVA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를 97 : 3, 95 : 5, 93 : 7, 

90 : 10으로 혼합하 다. 이 때 만들어진 PVP/키토산 용액과 PVA/키토산 용

액의 농도는 15 wt%로 고정하 다. 여러 가지의 조성으로 만들어진 PVP/키

토산 용액과 PVA/키토산 용액을 각각 용기(petri dish, 87×15 mm)에 20 g 

씩 붓고 용액 내의 기포를 제거하기 해 상온에서 12～24시간 방치하 다. 

기포가 완 히 제거된 각 용액을 25, 35, 50, 60, 70 kGy의 조사선량으로 조사

하여 PVP/키토산 하이드로겔과 PVA/키토산 하이드로겔을 얻었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겔화율

   Figure 1은 PVP/키토산 용액의 조성비와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 다. PVP/키토산 용액의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이고, PVP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를 97 : 3에서 90 : 10으로 증가시

켰다. 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PVP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와 조사선량에 

의한 향을 별로 받지 않았다. 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60～70%의 비교  

좁은 범 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Figure 2는 PVA/키토산 용액의 조성비와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 다. PVA/키토산 용액의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이고, PVA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를 97 : 3에서 90 : 10으로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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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겔화율은 PVA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고, 조

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PVA/키토산 하이드로겔은 30～50%의 겔화

율을 나타냈다.

   가교 반응은 라디칼 반응으로 고분자 사슬에 가교 반응을 할 수 있는 라

디칼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에 지가 반응을 일으키는 

구동력이 된다. 큰 에 지를 받을수록 라디칼 반응이 더 활성화되어 가교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조사선량이 큰 경우가 더 큰 겔화율을 나타

낸다. 키토산 조성비가 작을 때 겔화율이 큰 이유는 PVA나 PVP가 키토산

보다 가교 반응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겔화율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코 겔화

율이 100%에 이르지는 못한다. 이것은 가교가 일어남과 동시에 사슬 단도 

동시에 일어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슬 단은 잔존하는 산소의 존재 하

에서 산화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Figure 3은 조사선량에 따른 PVP 하이드로겔, PVA 하이드로겔, PVP/키

토산 하이드로겔, PVA/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비교하 다. 모든 하

이드로겔은 체 고형분의 농도가 15 wt%이고, 키토산이 첨가된 PVA/키토

산, 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PVA와 PVP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를 90 : 

10으로 하 다. 이 하이드로겔들을 비교함으로써 키토산 첨가에 의한 향을 

겔화율로 알아보았다. PVP 하이드로겔은 조사선량에 따라 60～70%의 겔화

율을 보 는데, 키토산을 첨가한 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55～60%의 겔화

율을 보 다. 5～10% 가량 낮은 겔화율 값을 나타냈다. PVA 하이드로겔은 

조사선량에 따라 80～85%의 겔화율을 보 는데, 키토산을 첨가한 PVA/키토

산 하이드로겔은 30～45%의 겔화율을 보 다. 40～50% 가량 낮은 겔화율 

값을 나타냈다. 이처럼 키토산을 첨가하면 겔화율이 감소하는데 감소되는 경

향이 PVA의 경우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PVA에 키토산을 첨가할 때

보다 PVP에 키토산을 첨가할 때가 PVP와 키토산의 혼용성이 좋기 때문이

다. PVP는 피롤리돈(pyrrolidone) 고리가 일부 개환 되면서 -NH와 -COOH 

기를 갖게 되는데 사슬 끝에 -COOH 기를 갖고 있어 음이온성(anionic)을 

띄게 되고, 키토산은 키틴에 아민기를 도입한 것으로 아민기를 갖고 있어 높

은 양이온성(cationic)을 띄게 된다. 양이온성 고분자인 키토산과 음이온성을 

띄는 개환된 PVP가 정 기 으로 결합하여 높은 혼용성을 갖기 때문에 

PVP에 키토산을 첨가할 경우에 겔화율이 감소하는 정도를 여주었다.

   PVA 하이드로겔을 화학  가교 방법과 방사선 가교 방법을 이용하여 제

조할 때 겔화율을 비교해 보면, 10 wt%의 PVA 용액에 아세트알데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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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ldehyde)를 넣어 화학  가교를 시켰을 때 겔화율은 10 mol% 고, 

Figure 3에서처럼 15 wt%의 PVA 용액을 25 kGy의 조사선량으로 조사했을 

경우에 80%의 높은 겔화율을 나타냈다. 

  (2) 팽윤도

   Figure 4는 PVP/키토산 용액의 조성비와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 다. PVP/키토산 용액의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이고, PVP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를 97 : 3에서 90 : 10으로 증가시

켰다. 팽윤도는 PVP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조사선

량이 커질수록 감소하 다. 겔화율과는 달리 팽윤도는 조성비와 조사선량에 

큰 향을 받았다. 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1000～3500%의 팽윤도를 보

다.

   Figure 1에서 조사선량에 따른 겔화율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비해, 

Figure 4에서 팽윤도는 조사선량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한 겔화율을 갖는 하이드로겔이라 해도 가교 도가 다르면 팽윤도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교 도란 합체 부의 구조 단  수에 한 가교  

수의 비율을 말하는데, 두 개의 사슬이 연결되어 가교 된 상태라 해도 두 사

슬을 연결하고 있는 가교 이 한 개일 때와 두 개, 세 개일 때의 가교 도는 

다르다. 가교 이 많을수록 가교 도는 높아지고, 가교 도가 높을수록 젤 내

부 구조는 더 촘촘해져서 그 안에 물을 함유할 수 있는 공간이 어들게 되

어 팽윤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Figure 5는 PVA/키토산 용액의 조성비와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 다. PVA/키토산 용액의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이고, PVA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를 97 : 3에서 90 : 10으로 증가시

켰다.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팽윤도는 감소하 다. 그러나 25, 35 kGy에서 

PVA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증가하 지만 50, 60, 

70 kGy에서는 조성비에 따른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가졌다. PVA/키토

산 하이드로겔은 1000～5500%의 팽윤도를 보 다.

   Figure 2에서 높은 겔화율을 갖는 하이드로겔의 경우에 낮은 팽윤도를 보

다. 겔화율이 증가하면 체로 가교 도도 함께 증가한다. 가교가 많이 진

행되어 겔화율이 높은 경우에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비례 으로 감소하 다.  

   Figure 6은 조사선량에 따른 PVP 하이드로겔, PVA 하이드로겔, PVP/키

토산 하이드로겔, PVA/키토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비교하 다. 모든 하이

드로겔은 체 고형분의 농도가 15 wt%이고, 키토산이 첨가된 PVA/키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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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PVA와 PVP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를 90 : 10

으로 하 다. 이 하이드로겔들을 비교함으로써 키토산 첨가에 의한 향을 

팽윤도로 알아보았다. PVP 하이드로겔은 조사선량에 따라 1000～2000%의 

팽윤도를 보 는데, 키토산을 첨가한 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1500～

3500%의 팽윤도를 보 다. 키토산을 첨가했을 때, 500～1500% 가량 높은 

팽윤도 값을 나타냈다. PVA 하이드로겔은 조사선량에 따라 1000～2000%

의 팽윤도를 보 는데, 키토산을 첨가한 PVA/키토산 하이드로겔은 2000～

5500%의 팽윤도를 보 다. 키토산을 첨가했을 때, 1000～3500% 가량 높은 

팽윤도 값을 나타냈다. 이처럼 키토산을 첨가하면 겔화율과 반비례 으로 

팽윤도는 증가하는데, 증가되는 경향은 PVA의 경우가 훨씬 컸다.

  (3) 겔강도

   Figure 7은 그래 의 오른쪽 에 식 (3)에 의해 얻어진 겔강도와 함께, 

50 kGy에서 PVP/키토산 용액의 조성비(97 : 3, 95 : 5, 93 : 7, 90 : 10)에 

따른 하이드로겔이 괴될 때의 힘(FB)과 괴될 때 늘어난 길이(△D)의 

계를 보여 다.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함에 따라 괴될 때의 힘과 괴

될 때 늘어난 길이가 감소하 다. 식 (3)에 의해 얻어진 겔강도는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Figure 8은 그래 의 오른쪽 에 식 (3)에 의해 얻어진 겔강도와 함께, 

50 kGy에서 PVA/키토산 용액의 조성비(97 : 3, 95 : 5, 93 : 7, 90 : 10)에 

따른 하이드로겔이 괴될 때의 힘(FB)과 괴될 때 늘어난 길이(△D)의 

계를 보여 다. Figure 7에서와 같이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함에 따라 

괴될 때의 힘과 괴될 때 늘어난 길이가 감소하 고, 식 (3)에 의해 얻

어진 겔강도 역시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Figure 9는 그래 의 오른쪽 에 식 (3)에 의해 얻어진 겔강도와 함께, 

PVP/키토산 용액의 조성비가 95 : 5 일 때에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하이드로겔이 괴될 때의 힘(FB)과 괴될 때 늘어난 길이

(△D)의 계를 보여 다. 식 (3)에 의해 얻어진 겔강도는 조사선량이 35 

kGy 일 때 가장 큰 값을 갖고, 그 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겔강도가 작아졌

다. 겔강도가 커질수록 괴될 때의 힘은 감소하고 괴될 때 늘어난 길이

는 증가하 다.

   Figure 10은 그래 의 오른쪽 에 식 (3)에 의해 얻어진 겔강도와 함

께, PVA/키토산 용액의 조성비가 95 : 5 일 때에 조사선량(25, 35, 50, 60, 

70 kGy)에 따른 하이드로겔이 괴될 때의 힘(FB)과 괴될 때 늘어난 길

이(△D)의 계를 보여 다. 식 (3)에 의해 얻어진 겔강도는 조사선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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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커졌다. Figure 9와 마찬가지로 겔강도가 커질수록 괴될 때의 힘은 

감소하고 괴될 때 늘어난 길이는 증가하 다. 

  Figure 1, 2에서 높은 겔화율을 보 던 경우의 하이드로겔이 겔강도 역시 

높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유는 가교가 진행될수록 고분자 사슬

들이 젤 내부에 더 강한 망상구조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겔강도

는 겔화율과 비례 으로 증가하 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가교를 이용하여 PVP/키토산, PVA/키토산 하이드

로겔을 제조하여 조성비와 조사선량에 따른 겔화율과 팽윤도, 겔강도를 고찰

하 다. 

   1) 겔화율을 보면 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60～70%, PVA/키토산 하이

드로겔은 30～50%의 값을 나타냈다. 겔화율은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수

록 감소하 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다.

   2) 팽윤도를 보면 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1000～3500%, PVA/키토산 

하이드로겔은 1000～5500%의 값을 나타냈다.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 로 키

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감소하 다.

   3) 50 kGy에서 PVP/키토산 하이드로겔과 PVA/키토산 하이드로겔은 키

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함에 따라 괴될 때의 힘(FB)과 괴될 때 늘어난 길

이(△D)가 감소하 다. 겔강도는 두 하이드로겔 모두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

가할수록 감소하 다.

   4) 조성비가 95 : 5 일 때에 PVP/키토산 하이드로겔과 PVA/키토산 하이

드로겔은 겔강도가 커질수록 괴될 때의 힘은 감소하고 괴될 때 늘어난 

길이는 증가하 다. 겔강도는 두 하이드로겔 모두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커

졌다. 다만, 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35 kGy에서 최 값을 나타냈다. 

   5) PVP/키토산 하이드로겔과 PVA/키토산 하이드로겔을 PVP 하이드로

겔, PVA 하이드로겔과 비교하면 PVP/키토산 하이드로겔과 PVA/키토산 하

이드로겔은 키토산이 첨가됨으로써 겔화율은 감소하 고, 팽윤도는 증가하

다. 키토산 첨가에 의한 향은 PVA의 경우가 PVP보다 크게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1000～5500%까지의 체액  액 흡수

가 가능하고, 투명하여 드 싱 제거 없이 상처의 치유과정을 찰할 수 있으

며, 겔 표면의 착성으로 피부에 부착  제거가 용이하다. 한 방사선 가

교 방법을 이용하여 가교와 동시에 멸균이 이루어져 생산 공정도 단순화시

킬 수 있어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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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l content of PVP/chitosan hydrogels vs. PVP/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The concentration of PVP/chitosan was 15%(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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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el content of PVA/chitosan hydrogels vs. PVA/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The concentration of PVA/chitosan was 15%(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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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l content of PVA, PVP, PVA/chitosan and PVP/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The concentration of solid materials in water was 
              15%(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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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gree of swelling of PVP/chitosan hydrogels vs. PVP/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The concentration of PVP/chitosan was 15%(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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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gree of swelling of PVA/chitosan hydrogels vs. PVA/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The concentration of PVA/chitosan was 15%(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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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egree of swelling of PVA, PVP, PVA/chitosan and PVP/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The concentration of solid materials in water was 
               15%(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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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el strength of PVP/chitosan hydrogels vs. PVP/chitosan composition
              at 50kGy dose. The concentration of PVP/chitosan was 15%(w/w).

Distance at the Rupture [mm]

0 2 4 6 8 10 12

Fo
rc

e 
at

 B
re

ak
 [g

]

0

20

40

60

80

100

Chitosan:PVP = 3:97
Chitosan:PVP = 5:95
Chitosan:PVP = 7:93
Chitosan:PVP = 10:90

0 20 40 60 80
Gel strength [g.cm]

Figure 8. Gel strength of PVA/chitosan hydrogels vs. PVA/chitosan composition 
                 at 50kGy dose. The concentration of PVA/chitosan was 15%(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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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Gel strength of PVP/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The ratio of chitosan : PVP was 5 : 95, the concentration of 
                  PVP/chitosan was 15%(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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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Gel strength of PVA/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The ratio of chitosan : PVA was 5 : 95, the concentration of 
                 PVA/chitosan was 15%(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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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PVP(Poly-(N-vinyl pyrrolidone))는 분자량(Mw) 1.3×10
6, 

PVA(Poly(vinylalcohol))는 분자량(Mw) 8.5×10
4～1.46×105인 것을 Aldrich사

(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수용성 키토산은 분자량(Mw) 3×10
5인 

것을 Zakwang사(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었고, 사용된 물은 3차 증류수이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PVA와 PVP와 수용성 키토산을 체 고형분의 농도를 15 wt%, PVA와 

PVP의 비를 6:4로 고정하고 PVA/PVP와 키토산의 비 9 : 1～7 : 3으로 변화

시켜 PVA/PVP/키토산 용액을 제조하 다. PVA는 90℃에서 3～4시간 정도 

흔들면서 녹 다. 제조된 용액을 용기(petri dish, 87×15 mm)에 20g 붓고 용액 

내의 기포를 제거하기 해 상온에서 12～24시간 방치하 다.

    용액을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  가교, 방사선 조사에 의한 화학가교, 동

결융해의 물리  가교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동결융해 방법은 용액을 -40℃에서 냉동시킨 후 상온에서 해동하

는 과정을 1～5회 반복하 다. 방사선 조사 방법은 조사선량(25～70 kGy)을 

변화시켜 감마선으로 조사하 다.

  (3) 드 싱용 하이드로겔 제조

   제조된 PVA/PVP 하이드로겔은 불투명한 흰색을 띄고,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불투명한 엷은 노란색을 띄었다. 동결융해 방법으로 하이드로겔

을 제조할 경우에 하이드로겔은 불투명해지고, 하이드로겔 표면에 착력이 

감소하 다. 반면에, 동결융해 후 조사를 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면 겔강도

가 월등히 향상되는 이 이 있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겔화율

   Figure 1은 동결융해를 1～5회 반복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보여

다. PVA/PVP/키토산 수용액에서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 다. 동결융해에 의해 제조한 PVA/PVP/키토산 하이드

로겔의 겔화율은 10～55%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가 

감소할수록 겔화율은 증가하 고, 동결융해를 반복할수록 증가하 다. 이는 

PVA가 동결융해를 거치면서 물리  가교가 되어 물에 불용성이 되는 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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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토산은 동결융해에 의해 가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PVA/PVP/키토산 수용액에서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겔화율은 지속 으로 감소하 다.  

   Figure 2는 PVA/PVP/키토산 수용액을 방사선으로 조사(25, 35, 50, 60, 

70 kGy)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보여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

조한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30～60%를 나타냈다. 겔화율

은 PVA/PVP에 한 키토산 조성비와 조사량에 의해 그다지 향을 받지 

않았다.

   방사선 조사 방법과 동결융해 방법을 비교해 보면, 동결융해는 키토산의 

조성에 의해 겔화율이 향을 받는데 방사선 조사는 키토산의 조성에 의한 

향이 별로 없었다. 이것은 방사선 조사 방법은 PVA/PVP와 키토산 분자 

사이에 가교가 일어나 그물망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설명해 다. 

   Figure 3은 PVA/PVP/키토산 수용액을 동결융해(1～5회) 후 방사선을 조

사(25, 35, 50, 60, 70 kGy)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하이드로겔의 겔화

율을 보여 다.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동결융해만 했을 때

보다 겔화율의 향상을 가져왔고, 45～65%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Figure 4는 방사선 조사, 동결융해,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

에 의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비교하여 보여 다.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겔화율이 높았다.

  (2) 팽윤도

   Figure 5는 동결융해를 1～5회 반복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보

여 다. 팽윤도는 겔화가 증가할수록 가교 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겔화율에 

반비례한다. 키토산의 조성이 많을수록 팽윤도는 증가하 고, 동결융해 반복 

회수가 을수록 증가하 다. 팽윤도는 2000～9000%를 나타냈다. 

   Figure 6은 PVA/PVP/키토산 수용액을 방사선으로 조사(25, 35, 50, 60, 

70 kGy)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보여 다. 겔화율은 PVA/PVP에 

한 키토산 조성비와 조사량에 의해 그다지 향을 받지 않았지만, 팽윤도

는 키토산 조성이 많을수록 조사량이 을수록 큰 값을 가졌다. 팽윤도는 

1000～18000%를 나타냈다.

   Figure 7은 PVA/PVP/키토산 수용액을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보여 다. 팽윤도는 1500～

3500%로 다른 공정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다른 공정보다 가교가 

많이 진행되어 겔 내부에 3차원 망상구조가 많아져서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체 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75 -

   Figure 8은 방사선 조사, 동결융해,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

에 의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비교하여 보여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얻

어진 하이드로겔의 팽윤도가 다른 공정보다 높은 값을 가졌다. 

   Figure 9는 PVA/PVP와 키토산의 조성비가 9 : 1인 PVA/PVP/키토산 수

용액을 방사선 조사, 동결융해,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얻은 하이드

로겔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팽윤도를 비교하여 보여 다. 1시간까지는 빠

르게 증가하 고, 계속 증가하다가 20시간에서 평형에 도달하 다. 이 결과

로 제조 방법에 따른 팽윤속도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0은 3회 동결융해 반복 후 50 kGy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얻은 

PVA/PVP와 키토산의 조성비가 9 : 1, 8 : 2, 7 :3인 하이드로겔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팽윤도를 보여 다. 1시간까지는 빠르게 증가하 고, 계속 증

가하다가 20시간에서 평형에 도달하 다. 이 결과로 조성비에 따른 팽윤속도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겔강도

   Figure 11은 방사선 조사, 동결융해,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

법에 의한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를 비교하 다. 겔강도는 동결융해 후 방사선

을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했을 때 가장 높았다. 높은 겔화율을 갖는 겔이 가

교가 진행됨에 따라 고분자 사슬들이 겔 내부에서 강한 망상구조를 형성하

게 되기 때문에 겔강도 역시 높은 값을 나타냈다.

   Figure 12는 하이드로겔이 괴되는 힘(FB)과 괴되는데 늘어난 길이(△

D)의 계를 보여 다. PVA/PVP에 한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연

성 괴(Ductile fracture)가 일어난다. 이 특성은 키토산의 조성비가 증가할 

때 가교 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4) 동물 실험

   (가) 드 싱용 하이드로겔

   제조된 PVA/PVP 하이드로겔은 불투명한 흰색을 띄고,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불투명한 엷은 노란색을 띄었다. 동결융해 방법으로 하이드로

겔을 제조할 경우에 하이드로겔은 불투명해지고, 하이드로겔 표면에 착력

이 감소하 다. 반면에, 동결융해 후 조사를 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면 

Figure 11에 나타난 것처럼 겔강도가 월등히 향상되는 이 이 있다.

  (나) 치료 효과

   Figure 13은 두 하이드로겔의 치료효과를 상업용 거즈와 비교한 것이다. 

3일 경과 후에도 상처는 변화 없다. 6일 경과 후에도 상처는 변화 없었고, 

거즈 쪽은 바셀린이 상처 표면에 남아있었다. 9일 경과 후에 두 하이드로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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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처 크기가 작아졌고 거즈는 변화가 없었다. PVA/PVP 하이드로겔보다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상처 크기가 작았다. 15일 경과했을 때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상처는 다 나았고, PVA/PVP 하이드로겔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다. 두 하이드로겔 모두 거즈보다 치료효과가 좋았고,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이 PVA/PVP 하이드로겔보다 좋았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조된 PVA/PVP 하이드로겔,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 

모두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사용하기에 합한 팽윤도와 겔강도를 보여주

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 결과, 하이드로겔을 사용

한 경우에는 15～18일 후에 거의 다 아물었다. 상업용 바셀린 거즈는 부착 

 제거시 상처에 바셀린이 남아있어 상처표면이 깨끗하지 않고 상처 분비

물을 흡수하지 못했으며, 상처가 쉽게 건조되어 치료효과가 떨어졌다. 반면, 

하이드로겔은 상처에 한 한 부착력이 있으면서도 습윤성이 있었고 상

처 분비물을 흡수하여 상처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 한 투명하여 찰이 쉽

고, 치료 후 상처로부터 제거하기도 용이해 거즈에 비해 우수한 특징을 가져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선 가교 방법

을 이용하여 가교와 동시에 멸균이 이루어져 생산 공정도 단순화시킬 수 있

어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Figure 1. Gelation content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PVA/PVP/chitosan 
                  composition after repeated freezing and thawing without irradiation doses.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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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elation content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PVA/PVP/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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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lation content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freezing and thawing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 chitosan : PVA/PVP = 1 : 9,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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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elation content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PVA/PVP/chitosan 
                 composition.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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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gree of swelling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PVA/PVP/chitosan 
                  composition after repeated freezing and thawing without irradiation doses.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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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egree of swelling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PVA/PVP/chitosan 
                  composi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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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gree of swelling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after repeated of freezing and thawing. 
                   (chitosan : (PVA/PVP) = 1 : 9,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1 2 3 4 5

D
eg

re
e 

of
 sw

el
lin

g 
[%

]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0kGy
25kGy
35kGy
50kGy
60kGy
70kGy

 



- 80 -

Figure 8. Degree of swelling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PVA/PVP/chitosan 
                  composition.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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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egree of swelling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time.
                  (chitosan : (PVA/PVP) = 1 : 9,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Time [h]

0 10 20 30 40 50 60 70 80

D
eg

re
e 

of
 S

w
el

lin
g 

[%
]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kGy
3 times
3 times-50kGy



- 81 -

Figure 10. Degree of swelling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time
                  at 50kGy after 3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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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Gel strength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PVA/PVP/chitosan 
                  composition.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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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2. Gel strength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PVA/PVP/chitosan 
                  composition at 35kGy after 1 time of freezing and thawing .
                   ( PVA : PVP = 6 : 4, solid concentration 1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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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3. Healing process of wound using (a) gauze(left), PVA/PVP          

          hydrogel(right), (b) gauze(left), PVA/PVP/chitosan hydroge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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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VA-PVP 하이드로겔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Poly(vinylalcohol)(PVA)는 분자량(Mw) 3.1×10
4～5.0×104과 8.5×104 ～

1.46×10
5과 1.24×105～1.86×106의 것을 사용하고 Poly(N-vinyl 

pyrrolidone)(PVP)는 분자량(Mw) 1.3×10
6의 것을  Aldritch사(WI, USA) 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polymer들은 모두 따로 정제과정 없이 사용

되었다. 모든 실험에서 사용된 물은 3차 증류수이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가) 농도에 따른 PVA-PVP 하이드로겔

   PVA-PVP에 해 다양한 농도(10-20 wt%)를 갖는 PVA-PVP용액과 그

에 따른 조성비가 다른 용액을 제조하 다. PVA는 낮은 온도에서는 잘 녹

지 않기 때문에 120℃ 정도의 고압멸균기(autoclave)내에서 녹 다. 

PVA-PVP용액을 만들때는 각각 따로 만들어 용액을 섞거나 PVA와 PVP를 

물에 녹여 만들었다. 조사 에 용액을 8.5×1π petri dish에 20g(4-5 mm 높

이)을 붓는다. 용액 내에 있는 거품(bubble)을 제거하기 해서 상온에서 

12-24시간 방치한 후에 을 한다. 그 고분자 용액을 다양한 선량(10-60 

kGy)의 
60Co gamma rays로 조사하 다.

  (나) 분자량에 따른 PVA-PVP 하이드로겔

   PVP에 해 다양한 분자량의 PVA(3.1×10
4～5.0×104과 8.5×104～1.46×105

과 1.24×105～1.86×106)를 섞어 농도 20 wt%의 함량을 갖는 용액과 그에 따

른 조성비가 다른 용액을 제조하 다. 그 외 조사하기  petri dish 시료를 

만드는 방법이나 조사는 (가)에서의 조건과 같이 행하 다.

  (다) 얼림과 녹임(freezing and thawing) 방법

   용액을 만드는 방법은 (가)에서의 조건과 같이 행하고, 친수성인 PVA, 

PVP 용액이나 PVA-PVP 용액을 냉동고에 얼린 후(약 -30℃ ～ -40℃) 상

온에서 녹이는 것을 1회로 하여 5회까지 하여 물리 인 가교가 일어나도록 

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60Co gamma rays로 조사하 다.

  (3) 겔강도 변화

   상처치료시 삼출물(exudates)을 많이 흡수할수록 상처치료 거즈용 하이드

로겔의 강도가 변할 것이다. 때문에 제조된 하이드로겔이 시간에 따라 팽윤

이  진행되면서 변화되는 겔강도를 알아보았다. 일정시간 후에 팽윤된 

하이드로겔을 37 
oC 물에서 꺼내어 무게를 잰다.

  (4) 드 싱용 하이드로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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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쥐 등에 있는 상처의 치료 효과를 보기 해 Table 1에서와 같이 드

싱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드 싱으로 한 것은 거즈 는 PVA  

PVA-PVP 하이드로겔을 사용하 다. 이 때 사용한 PVA와 PVP의 분자량은 

실험결과가 좋은 8.5×10
4 ～1.46×105과 1.3×106의 것을 각각 사용하고 방사선

은 모두 40 kGy를 조사하 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방사선 가교에 의한 하이드로겔

   (가) 겔화율

   Figure 1, 2와 3은 용기 petri dish를 사용하여 얻은  PVA-PVP 하이드

로겔 고분자 농도와 조사선량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 다. 반 으로 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겔화율도 증가하며, 각각의 농도에서 조사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한다. 즉 정농도에 다가갈수록 조사선량에 해 분자들의 

활동이 증가하여 가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각각의 농도에 한 조성비

에서 PVP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겔화율도 증가하는데, 그것은 PVP가 물에 

한 친수성이 있어 좀 더 활발하게 가교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 

wt%에서 조사선량에 해 뚜렷한 겔화율의 정도가 이루어진다.

   (나) 팽윤도

   Figure 4, 5와 6은 PVA-PVP 하이드로겔 고분자 농도와 조사선량에 따

른 팽윤도를 보여 다. 팽윤도는 겔화율의 과정과 반 로 용액의 농도가 커

질수록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PVP의 강한 친수성으로 PVP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크다. 체로 겔화율이 높으면 팽윤도가 작다. 조사량과

의 계를 보면 팽윤도는 각기 모두 조사량이 커질수록 작음을 알 수 있고, 

편차는 농도가 20 wt%쪽으로 갈수록 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조사량이 커

질수록 각 구조에서 조사량에 한 가교도의 기여로 팽창율이 그 만큼 어

들고 있기 때문이며, 편차에 해서는 체로 정의 농도 약 20 wt%에서 

분자들의 가교 정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겔화율과 마찬가지로 

PVP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팽윤도도 증가하는데, PVP가 그만큼 친수성이 있

기 때문이다. 결국 팽윤도는 분자량이 큰 PVA-PVP의 긴 chain들이 농도와 

조사량이 커질수록 3차원  그물망 구조에서 가교도(crosslinking density)가 

높아 물을 함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으로 고려되어진다.

   (다) 겔강도

   Figure 7, 8과 9는 PVA-PVP 하이드로겔 고분자 농도와 조사선량에 따

른 겔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겔강도는 용액의 농도에서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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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10 wt%와 15 wt%에서는 조사

선량 20 kGy, 30 kGy에서는 Figure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Figure 10에서 보

는 바와 같이 Y축인 힘은 아주 약하고 X축인 DB가 큰 값이 나오는데 이것

은 농도가 낮은 용액의 경우에 하이드로겔의 가교도는 조사량이 작을수록 

낮아 힘(FB)에 한 인자는 어들지만 괴될 때 늘어나는 길이(DB, 

elongation)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용액의 농도가 작은 

PVA-PVP 하이드로겔의 그물망구조에서 가교가 되지 않는 분자들이 서로 

완층 역할을 함으로써 괴될 때의 거리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짐작되어진

다. 20 wt%에서 겔강도는 조사량과 조성비에서 변곡 이 PVA : PVP가 80 

: 20 부근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뚜렷하지는 않다. 여기서는 조성비 PVA 

: PVP가 60 : 40, 조사량 40 kGy에서 가장 큰 강도(strength)를 가졌다.

   (라) 기타

   Figure 10은 PVA의 무게 분율(weight fraction)에 따른 PVA-PVP 하이

드로겔의 겔강도를 보여 다. PVA 첨가량이 많은 PVA-PVP 용액을 조사시

켜 얻은 하이드로겔이 더 큰 괴 거리(distance at break) 값을 갖는다. 곧 

겔강도가 가장 크다. Figure 11은 PVA, PVA-PVP, PVP 하이드로겔의 팽윤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직후 얻어진 두 하이드로겔의 물의 함유정도는 

PVA보다는 PVA-PVP, PVP 하이드로겔이 순서 으로 약간씩 크다. 하지만 

팽윤이 진행되면서 그 차이는 하게 나타난다. 상 로 PVP 하이드로겔

의 기 팽윤 속도가 조  빨랐고 팽윤 평형 상태에서의 최  팽윤 정도가 

PVA 하이드로겔보다 PVA-PVP 하이드로겔은 약 1.4배 크고 PVP 하이드로

겔보다는 1.5배정도 크다. 평형상태의 도달시간은 친수성이 좋은 PVP의 함

유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  PVP 하이드로겔이 20시간 정도 후에 평형에 

도달하려는 변곡 을 보이고 PVA-PVP 하이드로겔은 27시간, 마지막으로 

PVA 하이드로겔이 40시간 정도 후부터 거의 평형상태에 도달했다고 보여진

다. 세 하이드로겔이 팽윤되면서 변화하는 강도의 측정 결과는 Figure 12이

다. 세 하이드로겔의 강도는 팽윤이 진행되면서 모두 감소되고 기에 진행

되는 겔강도의 하속도는 비슷하다. 단 PVA-PVP 하이드로겔의 기 겔강

도가 PVP 하이드로겔 보다 2배정도 더 크고 최 팽윤시의 강도는 약 3배정

도 더 크다. 

  (2) 얼림과 녹임(freezing and thawing)에 의한 하이드로겔

   (가) PVA 분자량에 따른 변화

   Figure 13, 14, 15는 각각 방사선 조사없이 순수한 얼림과 녹임 방법만으

로 용액의 농도 20 wt%에 PVA 분자량에 따른 겔화율, 팽윤도, 겔강도를 조

성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특이한 은 PVA 함유량에 따라 즉 많아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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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겔화율이 결정되고 있으며, PVA 분자량이 작은 것과 큰 것은 거의 완

한 PVA 용액일 때만 겔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얼림과 녹

임에 의한 물리 인 가교를 분자들의 재배열(결정성)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분자량이 작은 것은 분자들의 재배열이 결정화에 향을  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지 않아 성 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분자량이 큰 것은 

분자들의 재배열이 결정화에 충분한 거리를 갖고 있지 않는, 즉 고분자의 특

성인 꼬임과 얽힘(entanglement)으로 인하여 물리  가교에 참여하지 못하다

고 볼 수 있다.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 으로 가교가 진행될수록 물을 함유

할 수 있는 체 비가 그 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며, PVA보다는 PVP가 좀더 

친수성이 있어 PVP가 많아질수록 팽윤도도 커진다. 겔강도는 의 결과로써 

정한 분자들의 배열이 결정화될 때 강도를 향상시키고, 한 PVA의 함유

량이 많아질수록 커진다.

   (나) 얼림과 녹임의 반복횟수에 따른 변화

   Figure 16, 17, 18은 용액의 농도 20 wt%에 물성이 좋은 PVA 분자량

(Mw : 8.5×10
4～1.46×105)으로 얼림과 녹임 반복횟수에 따라 변화되는 겔화

율, 팽윤도, 겔강도를 각 조성비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분자량이 8.5×10
4～

1.46×10
5인 PVA 용액을 얼림과 녹임을 여러번 진행하면 1～3번 까지는 물성

이 차 향상되고, 그 이후에는 차 변화가 어들어 약 5회가 되면 평형의 

상태가 이루어진다. Figure 13, 14, 15에서 설명한 바 로 얼림과 녹임은 분

자들의 배열구조를 정열시켜 향상된 물리  가교를 만들어내고, 방사선 조사

만으로 가교를 시킨 하이드로겔의 높은 착성보다 좀더 부드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팽윤도나 겔강도의 경향성은 겔화율이 증가할수록 팽윤

도는 작아지고 겔강도는 향상되고 있다.

   (다) PVA 분자량에 따른 얼림과 녹임후 방사선 가교에 의한 변화

   Figure 19, 20, 21은 용액의 농도 20 wt%에 PVA 분자량에 따라 얼림과 

녹임후 방사선을 조사시켜 각 조성비에 따라 겔화율, 팽윤도, 겔강도를 나타

내었다. Figure 13, 14, 15에서처럼 얼림과 녹임만으로 한 것과의 차이는 방

사선 조사후 PVA-PVP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 생성되고 한 향상되었고, 

팽윤도는 감소하 다. 겔강도는 PVA 분자량이 큰 것과 간 것은 방사선 

조사를 받으면 PVA 함유량이 많을수록 약 2배 정도 커지지만 작은 분자량

에서는 오히려 PVA쪽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PVP쪽으로 갈수록 더 증가된 

값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 한 분자량이 작은 PVA는 얼림과 녹임 뿐만아

니라 방사선 조사에서도 가교에 필요한 분자들의 그물망 구조(chain length)

가 상 으로 커서 분자내 상호작용(intramolecular interaction) 과 분자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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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intermolecular interaction)이 함께 조건에 따라 조  다른 비율을 가

지며 일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방사선 조사

의 향은 상 으로 PVA보다 PVP의 함유량에 따라 더욱 큰 물성 차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얼림과 녹임이 PVA에 좌우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

   (라) 얼림과 녹임의 반복횟수에 따른 방사선 가교에 의한 변화

   Figure 22, 23, 24는 용액의 농도 20 wt%에 PVA 분자량(Mw : 8.5×10
4～

1.46×10
5)으로 얼림과 녹임 반복횟수에 따라 변화되는 겔화율, 팽윤도, 겔강

도를 다시 방사선 조사를 한 후 각 조성비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얼림과 녹임만으로 한 것과 방사선 조사만으로 가교를 한 것과

의 차이는 얼림과 녹임은 Figure 16, 17, 18과 비교하여 겔화율에 한 방사

선 조사가 상 으로 PVP에 하여 향을 많이 받아 PVP의 함유량이 많

을수록 더욱 큰 증가율로 크게 증가하 고, 팽윤도에 해서도 PVP의 함유

량이 많을수록 큰 감소율로 작게 나타났으며, 겔강도 한 PVP 함유량에 

한 큰 증가율과 강도가 작게 나타난 1, 2횟수의 얼림과 녹임에서 큰 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 얼림과 녹임후 방사선 조사는 Figure 3, 6, 9와 비교하여 약

간의 겔화율이 증가하고 팽윤도가 작아지나, 겔강도에 있어서는 얼림과 녹임

이 PVA에 향을 많이  것에 힘입어 방사선 조사 후 강도가 작은 PVP쪽

에서는 2배, 강도가 큰 PVA쪽에서는 약 5배 정도의 증가된 값을 가졌다. 이

것은 겔강도가 방사선 조사와 얼림과 녹임의 향이 PVA의 함유량에 따라 

그 값이 심화됨을 엿 볼 수 있다.

  (3) 동물 실험

   (가) 드 싱용 하이드로겔

   Table 1에서 보여진 드 싱을 이용하여 상처치유 효과를 보았다. 사용된 

고분자 하이드로겔은 겔강도가 높아서 기계  강도(mechanical strength) 때

문에 야기되는 문제는 없었다. Table 2는 그에 따른 거즈, 하이드로겔 드

싱 사용시 치유기간에 한 특징을 보여 다. 여기서 하이드로겔은 투명성을 

갖는 특징이 있어서 불투명한 거즈보다 치유되는 과정을 열지 않고 볼 수 

있는 이 한 요하다.

   (나) 치료 효과

   드 싱을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사용할 때 치유속도가 빠르다. 한 드

싱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치료가 다 된 것 같지

만 속에 고름이 차 있었다. 거즈를 사용한 것과 하이드로겔을 사용한 것을 

비교해 보면 거의 20일 경과 후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다(Table 2,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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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g)). 하지만 거즈는 쉽게 마르고 상처에 잘 부착되는 장 이 있지만, 상

업용 거즈에 항생제나 기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로겔 드 싱과 비교시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한 치유속도

도 하이드로겔 드 싱보다 느리다. 각각의 상처에 거즈나 하이드로겔을 붙

인 경우 모두 치료 3일 경과 후 상처가 작아지는 결과를 보 다. PVP 하이

드로겔이 상처에 잘 달라붙는 단 을 PVA를 첨가한 하이드로겔이나 PVA 

하이드로겔 만으로 상처에서 제거시 잘 떨어짐을 확인하 다. 상처치료에 

하이드로겔 드 싱 사용의 효과는 명백히 우세하 다.

 다. 결론

   가장 이상 인 상처의 치료는 자기 피부 이식을 통한 것이지만 이는 경

제성이 떨어지므로 상처 치료 재료를 통한 피부 재생의 유도가 바람직하다

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고분자 용액에 방사

선을 조사시키는 것과 얼림과 녹임에 의한 물리  가교후 방사선을 조사시

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는 것으로 그 물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PVA, PVP

를 혼합하 다. 

   먼  순수한 방사선 가교에 의한 하이드로겔의 특성은 체로 용액의 농

도가 높을수록 겔화율이 높고 팽윤도가 낮았다. 농도에 따른 방사선 가교도

(crosslinkng density)와 겔화율은 비례하며, 팽윤도가 낮은 것은 가교도가 

높아 물을 함유할 수 있는 고분자의 그물망 공간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상처치료용 하이드로겔의 요한 요소 의 하나인 기계  물성, 즉 겔강도

는 조사선량과 고분자의 농도에 의해 향을 받는다. 고분자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겔강도는 비례 으로 증가한다. 농도가 증가할수록 겔강도가 농도에 

따른 향을 받아 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겔의 괴 

거리(distance at break)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PVA-PVP 혼합용

액의 농도가 20 wt%일때 하이드로겔의 겔화율과 겔강도가 높았으며 한 

이 농도에 해 약 60:40 후의 조성비를 갖는 혼합용액에 선량 30～50 

kGy을 조사시켜 얻은 하이드로겔의 겔강도가 가장 높았다.

   이를 토 로 얼림과 녹임을 통한 하이드로겔의 특성은 용액의 농도는 20 

wt%로 제한하고 PVA 분자량을 다르게 한 결과 PVA 분자량 8.5×104～

1.46×105, PVP 분자량 1.3×106을 혼합했을 때만이 하이드로겔로써의 물성을 

갖게 되었고, 그에 한 얼림과 녹임의 반복횟수를 변화시킨 결과 약 3회에

서 가장 부드럽고 강도가 있는 겔이 생성되었다. 이는 정분자량의 PVA가 

얼림과 녹임에서 분자들의 재배열에 의한 결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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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방법은 PVP와는 거의 무 하게 작용하고 PVA의 농도와 분자량에 

따라 특성이 결정지어지는데, 방사선 조사가 PVA, PVP 모두에 가교를 부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두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물성을 측정한 결과 물

리 인 성질은 가장 좋았다.

   두 가지 제조 방법  하이드로겔의 서로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방사선 가

교에서 얻어지는 하이드로겔의 장 인 투멍성이 얼림과 녹임에서는 없어지

고 방사선 가교에 의한 방법보다 착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얼

림과 녹임에 의한 하이드로겔은 보다 부드러운 거즈로서의 장 이 있어 상

처 치유후 드 싱 제거시 잘 떨어질 수 있다.

   동물실험은 일반 거즈와 하이드로겔의 단 으로 여겨지던 상처에서 제거

시 달라붙는 특징을 PVA를 첨가하여 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바세린 거즈

보다 상처치유속도를 빠르게 하고 상처 드 싱 제거시 잘 떨어짐을 알았다.

   이러한 특성과 제조방법은 다른 고분자들의 합성에 기  자료로 활용하

면서 하이드로겔의 물성을 극 화하고 질 으로 향상된 상처 드 싱을 개발

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효과를 빠르게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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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gelation content of PVA-PVP hydrogels and the 

PVA/PVP ratio under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10 wt%, PVA Mw = 8.5×10
4 ～ 1.46×105,  PVP Mw = 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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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gelation content of PVA-PVP hydrogels and the 

PVA/PVP ratio under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15 wt%,  PVA Mw = 8.5×10
4 ～ 1.46×105,  PVP Mw = 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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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gelation content of PVA-PVP hydrogels and the 

PVA/PVP ratio under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A Mw = 8.5×10
4 ～ 1.46×105,  PVP Mw = 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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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swelling of PVA-PVP hydrogels and the 

PVA/PVP ratio under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10 wt%, PVA Mw = 8.5×10
4 ～ 1.46×105,  PVP Mw = 1.3×106]

Ratio of PVA : PVP 

S
w

el
lin

g 
[%

]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60 kGy
50 kGy
40 kGy
30 kGy
20 kGy

40 : 60 60 : 40 80 : 20 100 : 0

Figure 5. Relationship between swelling of PVA-PVP hydrogels and the 

PVA/PVP ratio under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15 wt%, PVA Mw = 8.5×10
4
 ～ 1.46×10

5
,  PVP Mw = 1.3×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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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lationship between swelling of PVA-PVP hydrogels and the 

PVA/PVP ratio under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A Mw = 8.5×10
4 ～ 1.46×105,  PVP Mw = 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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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lationship between gel strength of PVA-PVP hydrogels and the 

PVA/PVP ratio under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10 wt%, PVA Mw = 8.5×10
4 ～ 1.46×105,  PVP Mw = 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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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lationship between gel strength of PVA-PVP hydrogels and the 

PVA/PVP ratio under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15 wt%, PVA Mw = 8.5×10
4 ～ 1.46×105,  PVP Mw = 1.3×106]

Ratio of PVA : PVP

G
el

 S
tre

ng
th

 [g
. c

m
]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60 kGy
50 kGy
40 kGy
30 kGy
20 kGy

0 : 100 100 : 040 : 60 80 : 20

Figure 9. Relationship between gel strength of PVA-PVP hydrogels and the 

PVA/PVP ratio under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A Mw = 8.5×10
4 ～ 1.46×105,  PVP Mw = 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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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lationship between gel strength of PVA-PVP hydrogels under the 

variation of PVA weight fraction. [PVA Mw = 8.5×10
4 ～ 1.46×105,  PVP Mw = 

1.3×10
6, irradiation doses : 40 kGy, PVP concentration : 1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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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lationship between swelling of PVA, PVA-PVP, 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ime. [PVA, PVA-PVP, PVP concentration : 20 wt%, PVA-PVP ratio 

= 6 : 4, PVA Mw = 8.5×10
4 ～ 1.46×105,  PVP Mw = 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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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elationship between gel strength of PVA, PVA-PVP, 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ime. [PVA, PVA-PVP, PVP concentration : 20 wt%, PVA-PVP 

ratio = 6 : 4, PVA Mw = 8.5×10
4 ～ 1.46×105,  PVP Mw = 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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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Gelation content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using different PVA molecular weight under 

freezing and thawing method without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P Mw = 1.3×10
6, freezing and thawing : 1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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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welling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using different PVA molecular weight under freezing and thawing 

method without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P Mw = 

1.3×10
6
, freezing and thawing : 1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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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Gel strength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using different PVA molecular weight under freezing and 

thawing method without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P Mw = 1.3×10
6, freezing and thawing : 1 time]



- 97 -

Ratio of PVA : PVP

G
el

at
io

n 
co

nt
en

t [
%

]

0

30

40

50

60

70

80

90

100

Freeze-Thaw : 5 times
Freeze-Thaw : 4 times
Freeze-Thaw : 3 times
Freeze-Thaw : 2 times
Freeze-Thaw : 1 time

80 : 2060 : 4030 : 70

Figure 16. Gelation content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using different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without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A Mw = 8.5×10
4～1.46×105, PVP Mw = 1.3×106]

Ratio of PVA : PVP

S
w

el
lin

g 
[%

]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Freeze-Thaw : 5 times
Freeze-Thaw : 4 times
Freeze-Thaw : 3 times
Freeze-Thaw : 2 times
Freeze-Thaw : 1 time

80 : 2060 : 4030 : 70

Figure 17. Swelling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using different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without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A Mw = 8.5×10
4～1.46×105, PVP 

Mw = 1.3×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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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8. Gel strength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using different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without irradiation doses.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A Mw = 8.5×10
4～1.46×105, PVP Mw = 1.3×106]

Figure 19. Gelation content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using different PVA molecular weight under 

irradiation doses after freezing and thawing.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P Mw = 1.3×10
6, irradiation doses : 40 kGy, freezing and thawing : 1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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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Swelling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using different PVA molecular weight under irradiation doses after 

freezing and thawing.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P Mw = 1.3×10
6, 

irradiation doses : 40 kGy, freezing and thawing : 1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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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Gel strength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using different PVA molecular weight under irradiation doses 

after freezing and thawing.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P Mw = 

1.3×10
6, irradiation doses : 40 kGy, freezing and thawing : 1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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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Gelation content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irradiation doses after using different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A Mw = 8.5×10
4～

1.46×10
5, PVP Mw = 1.3×106, irradiation doses : 4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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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welling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irradiation doses after using different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A Mw = 8.5×10
4～1.46×105, PVP 

Mw = 1.3×10
6, irradiation doses : 4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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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Gel strength of PVA-PVP hydrogels as a function of the PVA-PVP 

ratio in the case of irradiation doses after using different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PVA-PVP concentration : 20 wt%, PVA Mw = 8.5×10
4～1.46×105, PVP 

Mw = 1.3×10
6, irradiation doses : 4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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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th DAD (b) 5 th DAD

(c) 9 th DAD (d) 12 th DAD

(e) 15 th DAD (f) 18 th DAD

(g) 21 th DAD

Figure 25. Healing process after wound dressing.         

Gauze (left), Hydrogel (right) DAD ; day after 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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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s of dressing.

Number
Types of 

dressing
Composition of  polymer solution

Radiation 

dose

(kGy)

1 No dressing - -

2 Gauze - -

3 PVA
20 wt% PVA molecular weight 

8.5×104～1.46×105 PVA solution
40

4 PVA-PVP

20 wt% PVA molecular weight = 

8.5×104 ～ 1.46×105,  PVP molecular 

weight = 1.3×106 solution

40

Table 2. Characteristics of cure periods by dressing.

Figure

27

Cure

periods

Characteristics

Gauze
Cure

state
Hydrogel

Cure

state

(a) 0 day Wound size 1.5 Cm - Wound size 1.7 Cm -

(b)
0～5 

day 

Residual vacerine in wound

Invisible wound after dressing

Wound size 1.4 Cm

Bad

Blood coagulation

(dark-red)

No residual gel in wound

Well-detachment from wound

Visible wound after dressing

Wound size1.5 Cm

Bad

(c)
5～9 

day

Residual vacerine in wound

Slow recovering rate

Wound size 1.2 Cm

Bad

No residual gel in wound

Well-detachment from wound

Visible wound after dressing

Wound size 1.2 Cm

Bad

(d)
9～12 

day

Residual vacerine in wound

Slow recovering rate

Wound size 0.8 Cm

Bad

No residual gel in wound

Quick recovering rate

Wound size 0.7 Cm

Normal

(e)
12～15 

day

No residual gel in wound

Wound size 0.5 Cm
Normal

No residual gel in wound

Wound size : 0.4 Cm
Good

(f)
15～18 

day
Almost healing wound Good Healing wound

Wound 

recovered

(g)
18～21 

day
-

Wound 

recove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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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드로겔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PVP(Poly-(N-vinylpyrrolidone))는 분자량(Mw) 1.3×10
6, 

PVA(Poly(vinylalcohol))는 분자량(Mw) 8.5×10
4～1.46×105인 것을 Aldrich사

(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수용성 키토산은 분자량(Mw) 3×10
5인 

것을 Zakwang사(Korea)에서 구입하 고, 리세린은 E. Merck사(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

었고, 사용된 물은 3차 증류수이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PVA, PVP, 리세린, 수용성 키토산을 체 고형분의 농도를 15 wt%, 

PVA와 PVP의 비를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1, 3, 

5 wt% 혼합하여 PVA/PVP/ 리세린/키토산 용액을 제조하 다. 폴리머지 제 

25권 제 2호 270쪽의 논문을 보면, PVA와 PVP의 비를 3 : 7, 6 : 4, 8 : 2로 

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이들의 겔화율, 팽윤도, 겔강도를 고려하여 

PVA와 PVP의 비를 6 : 4로 고정하 다. 키토산을 다양한 농도로 용액을 만

들어 상 습도 70%, 온도 37℃ 조건에서 항미생물성을 실험한 결과, 최소농

도 0.3 wt% 이상에서는 미생물들이 찰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키토산의 농

도는 0.3 wt%로 고정하 다.  

   PVA는 90℃에서 3～4시간 정도 흔들면서 녹 다. 제조된 용액을 용기

(petri dish, 87×15 mm)에 20 g 붓고 용액 내의 기포를 제거하기 해 상온

에서 12～24 시간 방치하 다.

    용액을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  가교, 방사선 조사에 의한 화학가교, 

동결융해의 물리  가교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로겔

을 제조하 다. 동결융해 방법은 용액을 -70℃에서 냉동시킨 후 상온에서 해

동하는 과정을 1～4회 반복하 다. 방사선 조사 방법은 조사선량(25～60 

kGy)을 변화시켜 감마선으로 조사하 다. Figure 1은 하이드로겔 제조 과정

을 나타내었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조성비는 겔화되기 의 용액의 조성과 

같다.

  (3) 건조 실험

   PVA, PVP, 리세린, 수용성 키토산을 체 고형분의 농도를 15 wt%, 

PVA와 PVP의 비를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3, 5 

wt% 혼합하여 PVA/PVP/ 리세린/키토산 용액을 제조하 다. 제조된 수용액

을 15×20 cm의 비닐팩에 85 g 부어 두께가 2 mm가 되도록 하고 비닐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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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수용액을 2회 동결융해 후 25 kGy로 방사선 조사하여 하이드로

겔을 제조하 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Figure 2의 건조 장치의 그물망에 올

려 놓는다. 건조 장치에 담겨 있는 물의 온도는 37℃로 고정하 고, 물의 증

발로 건조 장치 내부의 습도는 70%이 다. 건조 장치의 그물망 에 올려놓

은 하이드로겔은 아래 면은 증발된 수증기가 닿게 되고, 윗면은 공기와 닿게 

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이드로겔이 건조되는데, 하이드로겔이 건조되

면서 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찰하 다. 

  (4) 드 싱용 하이드로겔 제조 

 동물 실험에 사용할 하이드로겔은 PVA와 PVP와 수용성 키토산을 체 고

형분의 농도가 15 wt%가 되도록 혼합하고, PVA와 PVP의 비를 6 : 4로 고

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wt%와 3 wt%로 혼합하여 

PVA/PVP/키토산 용액과 PVA/PVP/ 리세린/키토산 용액을 제조하 다. 동

결융해 과정을 2번 반복 후 25 kGy로 조사하여 제조하 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겔화율

   Figure 3은 동결융해를 1～4회 반복하여 얻은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보여 다.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에서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키

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1, 3, 5 wt%로 혼합하 다. 동결융해에 의해 

제조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15～50%를 나타

냈고, PVA/PVP/키토산에 한 리세린의 농도가 을수록 겔화율은 증가

하 고, 동결융해를 반복할수록 증가하 다. 이는 PVA가 동결융해를 거치면

서 물리  가교가 되어 물에 불용성이 되는 결정화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세린은 동결융해에 의해 가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에서 리세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겔화

율은 지속 으로 감소하 다.  

   Figure 4는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1, 3, 5 wt%로 혼합하여 제

조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을 방사선으로 조사(25, 35, 50, 60 

kGy)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보여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

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25～60%를 나타냈다. 

Figure 3과 마찬가지로 리세린의 농도가 을수록 겔화율은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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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교 반응은 라디칼 반응으로 고분자 사슬에 가교 반응을 할 수 있는 라

디칼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에 지가 반응을 일으키

는 구동력이 된다. 큰 에 지를 받을수록 라디칼 반응이 더 활성화되어 가

교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조사선량이 큰 경우가 더 큰 겔화율을 

나타낸다.

   Figure 5는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3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을 동결융해(1～4회) 후 방사선을 조사

(25, 35, 50, 60 kGy)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보여 다.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동결융해만 했을 때보다 

겔화율의 향상을 가져왔고, 55～90%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Figure 6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1, 3, 5 wt%로 혼합하여 제

조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을 방사선 조사, 동결융해,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비교하여 

보여 다. 각 리세린 농도에 해 2회 동결융해 한 하이드로겔은 20～30 

%, 35 kGy로 방사선 조사한 하이드로겔은 35～45%, 2회 동결융해 후 35 

kGy로 방사선 조사한 하이드로겔은 60～75%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동결융

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겔화율의 향상을 가져왔다. 

  (2) 팽윤도

   Figure 7은 동결융해를 1～4회 반복하여 얻은 PVA/PVP/ 리세린/키토

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보여 다.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에

서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

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1, 3, 5 wt%로 혼합하 다. 팽윤도는 

겔화가 증가할수록 가교 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겔화율에 반비례한다. 

리세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증가하 고, 동결융해 반복 회수가 

을수록 증가하 다. 팽윤도는 2000～8000 %를 나타냈다. 

   Figure 8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1, 3, 5 wt%로 혼합하여 제

조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을 방사선으로 조사(25, 35, 50, 60 

kGy)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보여 다. Figure 7과 마찬가지로 

리세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을수록 증

가하 다. 팽윤도는 1000～7000%를 나타냈다.

   Figure 3, 4에서 높은 겔화율을 보 던 경우가 Figure 7, 8에서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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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도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겔 내부에 3차원 망상구조가 많아

지면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체 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교가 많이 진

행되어 겔화율이 높은 경우에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비례 으로 감소하 다.

   Figure 9는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3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을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보여 다. 팽윤도는 1000～3500%로 

다른 공정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다른 공정보다 가교가 많이 진행

되어 겔 내부에 3차원 망상구조가 많아져서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체 이 감

소하기 때문이다.

   Figure 10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1, 3, 5 wt%로 혼합하여 제

조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을 방사선 조사, 동결융해,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비교하여 

보여 다. 각 리세린 농도에 해 2회 동결융해 한 하이드로겔은 4000～

5000%, 35 kGy로 방사선 조사한 하이드로겔은 4000～6000%, 2회 동결융해 

후 35 kGy로 방사선 조사한 하이드로겔은 1500～3000%의 팽윤도를 나타냈

다. Figure 6에서 가장 큰 겔화율을 보 던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작은 팽윤도를 나타냈다.

  (3) 겔강도

   Figure 11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1, 3, 5 wt%로 혼합하여 제

조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을 방사선 조사, 동결융해,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한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를 비교하여 

보여 다. 리세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겔강도는 작아지고, 2회 동결융해보

다 35 kGy 조사했을 경우가 더 큰 값을 갖고, 2회 동결융해 후 35 kGy로 조

사한 경우가 가장 큰 겔강도를 나타냈다. 이는 Figure 6의 겔화율과도 비례하

는데, 높은 겔화율을 갖는 겔이 가교가 진행됨에 따라 고분자 사슬들이 겔 내

부에서 강한 망상구조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겔강도 역시 높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Figure 12는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1, 3, 5 wt%로 혼합하여 제

조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을 2회 동결융해 후 35 kGy로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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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제조한 하이드로겔의 괴되는 힘(FB)과 괴되는데 늘어난 길이

(△D)의 계를 보여 다. 리세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괴되는 힘(FB)

과 괴되는데 늘어난 길이(△D)가 모두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Figure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겔강도는 리세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Figure 13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3 wt%로 혼합하여 제조

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을 2회 동결융해 후 25, 35, 50, 60 

kGy로 방사선 조사하여 제조한 하이드로겔의 괴되는 힘(FB)과 괴되는

데 늘어난 길이(△D)의 계를 보여 다.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괴되는 

힘(FB)과 괴되는데 늘어난 길이(△D)가 모두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겔

강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4) 건조 실험

   PVA, PVP, 리세린, 수용성 키토산을 체 고형분의 농도를 15 wt%, 

PVA와 PVP의 비를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0, 

3, 5 wt%  혼합하여 PVA/PVP/ 리세린/키토산 용액을 제조하 다. 이 

수용액을 2회 동결융해 후 25 kGy로 방사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

하 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Figure 2의 건조 장치의 그물망에 올려 놓

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이드로겔이 건조되면서 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찰하 다. 12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이드로겔의 크기 감소를 

찰해 보니 리세린이 첨가되지 않은 하이드로겔은 크기가 45.3% 감소하

으나, 리세린이 3 wt%, 5 wt%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크기 변화가 없

었다. 36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이드로겔의 크기 감소를 찰해 보니 리

세린이 첨가되지 않은 하이드로겔은 크기가 65.4% 감소하 으나, 리세린

이 3 wt%, 5 wt%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크기 변화가 없었다.

  (5) 동물 실험

   (가) 드 싱용 하이드로겔

   제조된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과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

이드로겔은 불투명한 엷은 노란색을 띄었다. 동결융해 방법으로 하이드로

겔을 제조할 경우에 하이드로겔은 불투명해지고, 하이드로겔 표면에 착

력이 감소하 다. 반면에, 동결융해 후 조사를 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면 Figure 11에 나타난 것처럼 겔강도가 향상되는 이 이 있다.

   (나) 치료 효과

   일반 으로, 상처 치유 과정은 성기, 수복기, 반흔화로 구분 지어 설

명할 수 있다. 성기는 삼출기라고도 하며, 조직이 괴되든지 이물질이 



- 109 -

혼입된 손상된 부 에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한 일련의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이 때에 염증반응과 액응고 반응이 수반된다. 수복기는 증식기

라고도 하며, 이 새로 생기고 손상된 부 가 늘어나 손상 부 의 회복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서는 활발한 세포증식과,  육아조직(결합조직

의 일종)의 세포간 물질(콜라젠이나 로테오 라이칸)의 활발한 합성이 이

루어져 표피 세포의 가동성을 획득하고, 분열증식해서 표피조직을 재생한다. 

반흔화 단계는 수복기에 보여진 활발한 세포의 증식은 느려지고, 콜라젠 섬

유가 가교 되면서 손상 부 의 물리  강도가 증 한다. 최종 으로는 

계도 퇴축해 버리고 주 의 정상 조직과는 다른 조직이 손상 부 에 자리잡

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로 생체는 신체의 연속성을 회복하게 된다. 의학 수

의 발달과 더불어 상처 치료 과정에 한 심이 증 되면서 Odland와 

Winter는 피부 상피 재형성 과정에 한 연구를, 1970년에 Rovee는 상처부

에서 당히 수분을 함유하고 가피가 생성되지 않은 조건에서 상피 세포

의 이동이 활발하고 상처 치유 기간이 단축됨을 밝혔다. 특히, Winter와 그

의 동료들은 상피 재형성이 상처 부 가 건조된 상태보다 당히 수분을 함

유한 상태에서 40% 정도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고 실험 으로 증명하 다. 

이런 상처 치유 과정에서 하이드로겔은 상처 부 에 당한 수분을 공 하

고 유지하여 주기 때문에 피부 상피 재형성 반응과 상피 세포의 이동을 도

와주어 상업용 거즈보다 상처 치유 효과를 향상시킨다.

   Figure 15는 두 하이드로겔의 치료효과를 상업용 거즈와 비교한 것이다. 

3일 경과 후에도 상처는 변화 없다. 6일 경과 후에도 상처는 변화 없었고, 

거즈 쪽은 바셀린이 상처 표면에 남아있었다. 9일 경과 후에 두 하이드로겔

의 상처 크기가 작아졌고 거즈는 변화가 없었다. PVA/PVP/키토산 하이드로

겔 보다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상처 크기가 작았다. 15일 

경과했을 때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상처는 다 나았고,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다. 두 하이드로겔 모

두 거즈보다 치료효과가 좋았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가교를 이용하여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

드로겔을 제조하여 리세린의 농도와 제조 방법에 따른 겔화율, 팽윤도, 겔

강도를 고찰하 다. 겔화율을 보면 15～90%의 값을 나타냈고, 팽윤도를 보면 

1000～8000 %의 값을 나타냈다. 겔화율은 리세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

소하 고, 동결융해 회수와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으며, 팽윤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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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화율과 반비례하 다. 겔강도는 리세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작아지고, 

동결융해보다 방사선 조사했을 경우가 더 큰 값을 갖고, 동결융해 후 방사선

을 조사한 경우가 가장 큰 겔강도를 나타냈다. 2회 동결융해 후 35 kGy로 

방사선 조사하여 제조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괴되는 

힘(FB)과 괴되는데 늘어난 길이(△D)의 계를 보면, 리세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괴되는 힘(FB)과 괴되는데 늘어난 길이(△D)가 모두 감소하

게 된다.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키토산은 0.3 wt%, 리세린은 3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을 2회 동결융해 후 25, 35, 50, 60 kGy로 

방사선 조사하여 제조한 하이드로겔의 괴되는 힘(FB)과 괴되는데 늘어난 

길이(△D)의 계를 보면,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괴되는 힘(FB)과 괴되

는데 늘어난 길이(△D)가 모두 증가하게 된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사용함과 동시에 건조가 시작되는데 PVA/PVP/키

토산 하이드로겔은 건조되면서 형태가 수축하여 지속 으로 사용하기에 어

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해 리세린을 첨가하여 건조된 하이드로겔

의 크기 감소를 찰해 보니 리세린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시간이 경과

해도 크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하이드로겔 제조시 리세린을 첨가하면 

겔이 건조되면서 수축하여 형태가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

을 갖는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 결과,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상업용 바셀린 거즈와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어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Preparation of polym er aqueous solution

M olding

Packing

Freezing and Thaw ing / Radiation Crosslinking

H ydrogels

Preparation of polym er aqueous solution

M olding

Packing

Freezing and Thaw ing / Radiation CrosslinkingFreezing and Thaw ing / Radiation Crosslinking

H ydrogels

Figure 1. Flow chart for the preparation of hydrogels by radiation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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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 apparatus for determining water loss of hydrogels.

Figure 3. Gel content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glycerin concentration after repeated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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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el content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glycerin concentra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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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l content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containing 3 % glycerin vs. irradiation dose after 
                repeated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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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el content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glyceri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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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gree of swelling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glycerin concentration after repeated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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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egree of swelling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glycerin concentratio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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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egree of swelling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containing 3 % glycerin vs. irradiation dose after 
                repeated of freezing and thawing.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1 2 3 4

D
eg

re
e 

of
 s

w
el

lin
g 

[%
]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0 kGy
25 kGy
35 kGy
50 kGy
60 kGy



- 115 -

Figure 10. Degree of swelling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glyceri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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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Gel strength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glyceri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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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Gel strength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glycerin concentration at 35 kGy after 2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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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Gel strength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containing 3 % glycerin vs. irradiation dose after 
                  2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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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 transformation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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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Healing process of wound using 

(a) gauze(left), PVA/PVP/chitosan hydrogel(right), 

(b) gauze(left),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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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PVA는 분자량(Mw) 8.5×10
4～1.46×105, PVP는 분자량 1.3×106인 것을 

Aldrich사(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PEG의 분자량 300, 6000은 

Yakuri Pure Chemicals사(Osaka, Japan)에서 구입하 고, 분자량 4000은 

Showa사(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키토산은 Zakwang사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었

으며, 사용된 물은 3차 증류수이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PVA 분자량에 따른 하이드로겔 제조에 한 실험은 이미 연구되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기 하여 분자량 8.5×104～1.46×105를 선택하여 실험

하 다.

 PVP는 본 논문에서는 언 하지 않았지만, 분자량이 다른 PVP(4.0×10
4, 

3.6×10
5, 1.3×106)를 사용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한 결과, 이 에서 분자량이 

가장 큰 1.3×10
6로 제조한 하이드로겔의 물성이 가장 우월하 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분자량 1.3×10
6으로 고정하여 사용하 다. 

   PEG는 액상인 분자량 300과 고상인 4000, 6000을 첨가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는데, 첨가되는 PEG의 분자량에 따라 제조되는 하이드로겔의 물성

의 변화를 알기 해 분자량 300, 4000, 6000을 선택하 다.

   PVA와 PVP의 무게비를 6:4로 하여 90 ℃에서 물 탕으로 3～4시간 정

도 흔들면서 용해시켰다. 수용액에 키토산 0.3 wt%와 PEG 분자량 별로 1, 

3, 5, 7 wt%를 혼합하여 용액을 제조하 다. 고형분의 농도는 15 wt%로 고

정하 다. 제조된 PVA/PVP/PEG/키토산 용액을 각각 페트리 시 (50 

mm×12 mm)에 5 g씩 가하고 용액내의 기포를 제거하기 해 상온에서 1

2～24시간 방치하 다.

    용액을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  가교, 방사선 조사에 의한 화학가교 

 동결/융해의 물리  가교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하이드

로겔을 제조하 다. 동결/융해 방법은 용액을 -70 ℃에서 냉동시킨 후 상온

에서 해동하는 과정을 1～3회 반복하 다. 방사선 조사방법은 조사선량(25, 

35, 50 kGy)을 변화시켜 감마선으로 조사하 는데, 25 kGy는 멸균되는 최소

의 선량이고, 50kGy 이상은 물성의 향상은 있지만 그 변화가 크지 않기 때

문에 25, 35, 50 kGy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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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 결과  고찰

  (1) 겔화율과 팽윤도 

   Figure 1은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PEG의 농도가 3%일 

때 PEG 분자량에 한 동결/융해 횟수에 따른 겔화율과 팽윤도를 나타낸 

것이다.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고 동결/융해 횟수를 1～3회로 변화시켰다.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32～53%를 나타냈다. 겔화율

은 동결/융해 횟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고, PEG의 분자량이 클수록 증가

하 다.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1700～2000%를 나타

냈다. 팽윤도는 동결/융해 횟수가 클수록 감소하 고, PEG 분자량이 증가할

수록 감소하 다. 

   동결/융해는 PVA 분자를 배열시켜 향상된 물리  가교를 만들어낸다. 그

러므로 동결/융해 횟수가 증가할수록 물리  가교율이 높아져 겔화율은 증가

하게 된다. PEG가 존재하면 고분자들의 가교를 방해해 가교율은 낮아진다. 

그러나, PEG의 분자량이 클수록 겔화율은 증가하는데 이것은 분자량이 크면 

PEG와 PVA, PVP 상호간에 entanglement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igure 2는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PEG의 농도가 3%일 

때 동결/융해는 하지 않고, PEG의 분자량과 조사선량(25, 35, 50 kGy)에 따

른 겔화율과 팽윤도를 나타낸 것이다.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35～60%를 나타냈다. 겔화율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PEG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팽윤도는 2000～2500%를 나타냈다. 

팽윤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PEG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 다. 

   가교 반응은 라디칼 반응으로 고분자 사슬에 가교 반응을 할 수 있는 라

디칼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방사선이 갖는 에 지가 물질에 부여되어 라디칼

이 형성되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겔화율은 증가한다. 

   Figure 3은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PEG의 농도가 1%(분

자량 4000)일 때 동결/융해를 반복한 후 조사선량(25, 35, 50 kGy)에 따른 겔

화율과 팽윤도를 나타낸 것이다.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

율은 58～68%를 나타냈다. 동결/융해 횟수가 증가할수록 겔화율은 증가하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겔화율은 증가하 다. 팽윤도는 947～1198%를 나타

냈으며, 동결/융해 횟수가 증가할수록,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Figure 4는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PEG의 분자량이 6000

일 때 PEG의 농도에 한 동결/융해, 방사선 조사, 동결/융해 후 조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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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화율과 팽윤도를 나타낸 것이다. PE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겔화율은 감소

하 고, 동결/융해나 방사선 조사를 한 것보다는 동결/융해 후 조사한 것이 겔

화율이 더 높았다. 팽윤도는 PE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동결/융해나 

조사만 한 것보다는 동결/융해 후 조사한 것이 더 낮았다. 

   물분자의 방사분해(radiolysis)로 생성되는 1차 자유 라디칼인 OH 라디칼

(hydroxyl radical)은 겔형성의 주요 인자인데, PEG는 라디칼의 scavenger 역

할을 하기 때문에 PEG의 농도가 증가하면 PVA, PVP 망상구조의 가교 도가 

감소한다. 

  Figure 1～4에서 보면 겔화율이 증가하면 팽윤도가 감소하는데, 이것은 가

교가 진행될수록 3차원 망상구조가 증가해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체 이 감소

하기 때문이다.

  (2) 겔강도

   Figure 5는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PEG의 농도가 3%일 

때 PEG 분자량에 한 동결/융해 횟수에 따른 겔강도이다. PVA/PVP/PEG/

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는 0.03～0.47 kgf/mm
2 범 의 값을 나타냈고, 

PEG의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동결/융해 횟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Figure 6은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PEG의 농도가 

3%일 때 PEG의 분자량과 조사선량(25, 35, 50 kGy)에 따른 겔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는 0.03～0.38 kgf/mm
2 범

의 값을 나타냈다. 겔강도는 PEG의 분자량과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7은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PEG의 농도가 1%(분

자량 6000)일 때 동결/융해 반복 후 조사선량(25, 35, 50 kGy)에 따른 겔강도

를 나타낸 것이다.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는 0.30～1.54 

kgf/mm
2 다. 겔강도는 동결/융해 횟수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8은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PEG의 분자량이 6000

일 때 PEG의 농도에 한 동결/융해와 동결/융해 후 조사에 따른 겔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는 0.12～0.67 

kgf/mm
2 범 를 나타냈다. PE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겔강도는 감소하고 방

사선 조사만 한 것이나 동결/융해만 한 것보다는 동결/융해 후 방사선 조사를 

한 것이 겔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5～8을 보면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은 동결/융해 횟수와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한 동결/융해나 방사선 조사만 한 것보다는 동결/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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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후 조사한 것이 겔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 다. 높은 겔화율을 갖는 

하이드로겔은 겔 내부에서 강한 망상구조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겔강도 

한 높은 값을 갖게 된다.

  (3) 건조속도

   Figure 9는 분자량이 300인 PEG의 농도(1～7%)에 한 건조속도를 나타

낸 것이다. 24시간 경과 후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값을 나타냈다.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건조속도는 PE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PEG는 보습제(humectant)로서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농

도가 증가할수록 건조속도가 감소한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PEG의 첨가량과 분자량, 동결/융해 횟수  방사선 조사

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팽윤도, 

겔강도  건조속도를 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동결/융해만 했을 경

우에는 32～53%, 조사만 했을 경우에는 35～60%, 동결/융해 후 조사를 한 

것은 58～68%를 나타냈다. 겔화율은 동결/융해 횟수나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고, 동결/융해나 조사만 한 것보다는 동결/융해 후 조사를 한 것이 

더 높았으며, 그리고 PE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낮고, PEG의 분자량이 증가

할수록 높았다. 

   (2) PVA/PVP/PE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동결/융해만 했을 경

우에는 1700～2000%, 조사만 했을 경우에는 2000～2500%, 동결/융해 후 조

사를 한 것은947～1198%를 나타냈다.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 로 동결/융해 

횟수나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낮았고, 동결/융해나 조사만 한 것보다는 동

결/융해 후 조사를 한 것이 더 낮았으며, PE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았고, 

PEG의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낮았다.

   (3)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를 보면 동결/융해만 했을 경우에는 0.0

3～0.47 kgf/mm
2, 조사만 했을 경우에는 0.03～0.38 kgf/mm2, 동결/융해 후 

조사를 한 것은 0.30～1.54 kgf/mm
2를 나타냈다. 겔강도는 동결/융해 횟수가 

증가하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았고, 동결/융해나 조사만 한 것보다는 

동결/융해 후 조사를 한 것이 더 높았으며, PE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낮았

고, PEG의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4) 하이드로겔의 건조속도는 PE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이

는 PEG가 보습제(humectant)로서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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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950～2500%까지 수분 흡수

가 가능하고, 한 착성과 강도를 갖추고 있어서 피부에 부착  제거가 

용이하 으며, 한 방사선 가교 방법을 이용하여 가교와 동시에 멸균이 이

루어져 생산공정도 단순화시킬 수 있어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합할 것

으로 상된다.

 

 Figure 1. Gel content and degree of swelling of PVA/PVP/PEG/
 chitosan hydrogels containing 3% PEG vs.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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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Gel content and degree of swelling of PVA/PVP/PEG/
 chitosan hydrogels containing 3% PEG vs.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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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Gel content and degree of swelling of PVA/PVP/PEG/
  chitosan hydrogels containing 1% PEG vs. irradiation dose after 
  repeated freezing and thawing.(PEG Mw.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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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Gel content and degree of swelling of PVA/PVP/PEG/
 chitosan hydrogels vs. PEG concentration.(PEG Mw.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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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Gel strength of PVA/PVP/PEG/chitosan hydrogels 
 containing  3% PEG vs.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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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Gel strength of PVA/PVP/PEG/chitosan hydrogels 
 containing 3% PEG vs.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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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 Gel strength of PVA/PVP/PEG/chitosan hydogels
 containing 1% PEG vs. irradiation dose after repeated freezing
 and thawing.(PEG Mw.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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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Gel strength of  PVA/PVP/PEG/chitosan hydrogels
  vs. PEG concentration.(PEG Mw.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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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egree of evaporation of PVA/PVP/PEG/chitosan 
hydrogels vs. PEG concentration.(Mw.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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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VA/PVP/hexylene glycol/키토산 하이드로겔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PVA는 분자량(Mw) 8.5×10
4～1.46×105, PVP는 분자량 1.3×106인 것을 

Aldrich사(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HG는 Kisida사(Osaka,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키토산은 Zakwang사(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었고, 사용된 물은 3차 증

류수이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PVA와 PVP의 무게 비를 6:4로 하여 90℃에서 물 탕으로 3～4시간 정

도 흔들면서 용해시켰다. 수용액에 키토산 0.3 wt%와 HG 1, 3, 5 wt%를 혼

합하여 용액을 제조하 다. 고형분의 농도는 15 wt%로 고정하 다. 제조된 

PVA/PVP/HG/키토산 용액을 각각 페트리 시 (50 mm×12 mm)에 5 g씩 

붓고 용액내의 기포를 제거하기 해 상온에서 12～24시간 방치해 두었다.

    용액을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  가교, 방사선 조사에 의한 화학가교 

 동결/융해의 물리  가교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하이드

로겔을 제조하 다. 동결/융해 방법은 용액을 -70℃에서 냉동시킨 후 상온에

서 해동하는 과정을 1～3회 반복하 다. 방사선 조사 방법은 조사선량을 25～

50 kGy로 변화시켜 감마선으로 조사하 다. 

  (3) 드 싱용 하이드로겔 제조

   HG의 농도가 3 wt%인 PVA/PVP/HG/키토산 수용액을 2회 동결/융해 시

킨 후 25 kGy로 조사하여 제조하 다. 

  (4) 항균실험

   (가) 균주  배지

   균주로는 Escherichia coli(E.coli), Staphylococcus aureus(S. aureus)를 사

용하 다. 배양액으로는 Nutrient Broth(NB), 배지는 Tryptic soy agar(TSA)

를 사용하 다. 

   (나) 실험 방법

   120℃에서 15분간 멸균한 NB에 E. coli와 S. aureus를 넣어 35℃ 배양기

에서 24시간 배양시켰다. 같은 조건에서 멸균한 TSA를 50～55℃ 정도로 식

힌 다음에 페트리 시 (90 mm×15 mm)에 가하고, NB에서 배양된 균 용액

을 0.1 ml씩 가하여 상온에 두었다. 배지가 굳었을 때 지름 11 mm, 두께 3 

mm로 자른 하이드로겔을 일정한 간격으로 올려놓았고, 이것을 35℃ 배양기

에 넣어 배양시켰다. 24시간 후에, 항균제의 확산으로 균주에 한 억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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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생육 지환(clear zone)이 생겼다. 이 생육 지환의 지름을 재서 항

균성을 비교하 다. 

   (다) 항균 실험용 하이드로겔 제조

   항균실험에 사용된 하이드로겔은 조군으로 PVA/PVP(6:4) 15 wt%, 

PVA/PVP/키토산(키토산 : 0.3 wt%) 15 wt%, PVA/PVP/HG(HG : 5 wt%)

와  PVA/PVP/HG/키토산(HG : 1, 3, 5 wt%) 혼합용액을 2번 동결/융해 한 

후 25 kGy로 조사하여 제조하 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겔화율

   Figure 1은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에 한 동

결/융해 횟수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 다. 동결/융해 횟수는 1～3회로 변화시

켰다.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15～28% 값을 나타냈다. 

겔화율은 동결/융해 횟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HG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

소하 다. 동결/융해는 PVA 분자들의 배열구조를 정렬시켜 향상된 물리  

가교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동결/융해 횟수가 증가할수록 물리  가교율이 

높아져 겔화율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HG의 함량이 증가하면, HG의 가소

화 효과 때문에 가교를 방해하여 겔화율은 감소하게 된다. 

   Figure 2는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에 한 조

사량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 다. 조사량은 25, 35, 50 kGy 다. 겔화율은 3

0～57% 값을 나타냈다. 겔화율은 조사량이 커질수록 증가하고, H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가교 반응은 라디칼 반응으로 고분자 사슬에 가교 

반응을 할 수 있는 라디칼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방사선이 갖는 에 지가 물

질에 부여되어 라디칼을 형성시킨다. 그러므로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겔화율

은 증가한다.

   Figure 3은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가 1%일 때 

동결/융해 반복 후 조사량에 한 겔화율을 보여 다. 동결/융해 횟수는 1～

3회이고 조사량은 25, 35, 50 kGy 다. 겔화율은 57～70% 값을 나타낸다. 겔

화율은 동결/융해 횟수와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Figure 4는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에 한 동

결/융해, 방사선 조사, 동결/융해 후 조사에 한 겔화율을 보여 다. 겔화율

은 H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동결/융해나 조사만 한 것보다는 동

결/융해 후 조사한 것이 더 높았다.

   H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겔화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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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분해(radiolysis)로 생성되는 1차 자유라디칼인 하이드록실 라디칼

(hydroxyl radical)은 겔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는데, HG이 가소제

(plasticizer) 역할을 함으로써 하이드록실 라디칼의 고분자 주쇄에 라디칼 형

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분자 주쇄에 형성된 라디칼의 결합(가교 형성)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HG의 첨가량이 많으면 가교율은 낮게 된다. 유연한 

겔을 얻기 해서는 한 HG와 같은 가소제의 첨가는 필요하다.  

  (2) 팽윤도

   Figure 5는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에 한 동

결/융해 횟수에 따른 팽윤도를 보여 다. 동결/융해 횟수는 1～3회로 변화시

켰다. 팽윤도는 3100～4475% 값을 나타낸다. 팽윤도는 동결/융해 횟수가 증

가할수록 감소하 고, H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Figure 6은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에 한 조

사량에 따른 팽윤도를 보여 다. 조사량은 25, 35, 50 kGy 다. 팽윤도는 

1017～4271% 값을 나타낸다. 팽윤도는 조사량이 커질수록 감소하 고, H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Figure 7은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가 1%일 때 

동결/융해 반복 후 조사량에 한 팽윤도를 보여 다. 동결/융해 횟수는 1～

3회이고 조사량은 25, 35, 50 kGy 다. 팽윤도 값은 1010～1437%를 나타낸

다. 팽윤도는 동결/융해 횟수와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Figure 8은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에 한 동

결/융해, 방사선 조사, 동결/융해 후 조사에 한 팽윤도를 보여 다. 팽윤도

는 H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동결/융해나 조사만 한 것보다는 동

결/융해 후 조사한 것이 더 작게 나왔다. 

   Figure 1～8에서 보면 겔화율이 증가하면 팽윤도는 감소하는데, 이것은 

가교가 진행될수록 3차원 망상구조가 증가해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체 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3) 겔강도

   Figure 9는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에 한 동

결/융해 횟수에 따른 겔강도를 보여 다. 동결/융해 횟수는 1～3회로 변화시

켰다. 겔강도는 0.12～1.37 kgf/mm
2 값을 나타낸다. 겔강도는 동결/융해 횟수

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H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Figure 10은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에 한 

조사량에 따른 겔강도를 보여 다. 조사량은 25, 35, 50 kGy 다. 겔강도는 

0.74～1.50 kgf/mm
2 값을 나타낸다. 겔강도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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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G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Figure 11는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가 1%일 때 

동결/융해 반복 후 조사량에 한 겔강도를 보여 다. 동결/융해 횟수는 1～

3회이고 조사량은 25, 35, 50 kGy 다. 겔강도 값은 10.32～31.75 kgf/mm
2를 

나타낸다. 겔강도는 동결/융해 횟수와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Figure 12는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에서 HG의 농도에 한 

동결/융해, 방사선 조사, 동결/융해 후 조사에 한 겔강도를 보여 다. 겔강

도는 H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동결/융해나 방사선 조사만 한 것

보다는 동결/융해 후 조사한 것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9～12를 보면 겔강도가 겔화율 경향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겔화율을 갖는 겔은 가교가 진행됨에 따라 고분자 사슬들이 겔 내부에

서 강한 망상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겔강도 한 높은 값을 갖게 

된다.

  (4) 동물 실험

   (가) 드 싱용 하이드로겔

   드 싱에 사용한 하이드로겔은 HG의 농도가 3 wt%인 PVA/PVP/HG/키

토산 수용액을 2회 동결/융해 시킨 후 25 kGy로 조사하여 제조하 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은 노란색을 띠며 투명하 다. Figure 1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겔강도는 1.13 kgf/mm
2로 드 싱으로 사용하는데 합하

고, 상처 표면에 한 착력이 있어서 쥐의 움직임에도 하이드로겔이 상

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 치료 효과

   Figure 13은 제조된 하이드로겔과 상업용 거즈와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6일 경과 후에는 크기가 조 씩은 감소했지만 하이드로겔을 붙인 쪽

의 상처들이 더 작아졌다. (a)에서는 드 싱하지 않은 상처 표면이 건조되어 

치료 효과가 떨어졌고, (b)에서는 상업용 거즈를 제거했을 때 상처에 바셀린

이 남아있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12일 경과 후에는 부분의 상처들이 작아졌는데, 하이드로겔을 붙인 상

처는 크기가 매우 작고 거의 치료되어 보 다. 18일 경과 후에는 하이드로겔

을 붙인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다. (a), (b) 모두 하이드로겔을 붙인 상처의 

치료효과가 더 좋았다. 부분의 상처는 18일 후에 다 아물었고, 하이드로

겔을 붙인 상처는 12일 후에 다 아물었다.  

  (5) 항균실험

   하이드로겔을 올려놓은 페트리 시를 35 ℃ 배양기에 넣고, 24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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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육 지환을 볼 수 있었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심으로 하여 깨끗한 

원이 생겼다. Table 1을 보면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은 키토산의 향

으로 PVA/PVP 하이드로겔보다 항균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조군 보다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이 가장 큰 생육 지환을 나타

냈다. 키토산만 첨가된 하이드로겔에 비해서 HG이 같이 첨가된 하이드로겔

의 항균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HG가 항균성이 갖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HG의 농도에 따른 항균성을 보여 다. HG 

1% 하이드로겔은 HG이 첨가되지 않은 PVA/PVP/키토산 하이드로겔과 비

슷한 항균성을 보인다. 그러나 H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항균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결/융해와 방사선 가교를 이용하여 PVA/PVP/HG/키토

산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여 조건에 따른 겔화율, 팽윤도, 겔강도, 치료효과, 

항균성을 고찰하 다. PVA/PVP/HG/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15～

70% 값을 나타냈고, 팽윤도는 1000～4500% 값을 나타냈다. 겔강도는 0.12～

31.75 kgf/mm
2 값을 나타냈다. 겔화율과 겔강도는 동결/융해 횟수와 조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으며, H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팽윤

도는 겔화율과 반비례하는데, 동결/융해 횟수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 고, H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

험 결과 상업용 거즈보다 더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냈다. 항균 효과는 HG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1000～4500%까지 체액 흡수

가 가능하고, 투명하여 드 싱의 제거 없이 상처 치유 과정을 찰할 수 있

다. 한 착성이 우수하여 상처나 피부에 부착  제거가 용이하다. HG의 

첨가로 항균성을 지니게 되어 상처가 미생물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한 방사선 가교 방법을 이용하여 가교와 멸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을 단축시킬 수 있어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 

상업화하기에 합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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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l content of  PVA/PVP/hexylene glycol/chitosan 
hydrogels vs.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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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el content of  PVA/PVP/hexylene glycol/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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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l content of PVA/PVP/hexylene glycol/
chitosan hydogels containing 1% hexylene glycol vs. 
irradiation dose after repeated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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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el content of PVA/PVP/hexylene glycol/chitosan 
hydrogels vs. hexylene glycol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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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l content of  PVA/PVP/hexylene glycol/chitosan 
hydrogels vs.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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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egree of swelling of  PVA/PVP/hexylene glycol/
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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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gree of swelling of PVA/PVP/hexylene glycol/
chitosan hydogels containing 1% hexylene glycol vs. 
irradiation dose after repeated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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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egree of swelling of  PVA/PVP/hexylene glycol/
chitosan hydrogels vs. hexylene glycol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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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ylene glycol concentration (wt%)

Figure 9. Gel strength of PVA/PVP/hexylene glycol/
chitosan hydrogels vs.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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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Gel strength of PVA/PVP/hexylene glycol/
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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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Gel strength of PVA/PVP/hexylene glycol/
chitosan hydogels containing 1% hexylene glycol vs.
irradiation dose after repeated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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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Gel strength of PVA/PVP/hexylene glycol/
chitosan hydrogels vs. hexylene glycol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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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13. Healing process of wound using (a) no dressing (left), 

PVA/PVP/hexylene glycol/chitosan hydrogel(3% hexylene glycol)(right), (b) 

gauze(left), PVA/PVP/hexylene glycol/chitosan hydrogel(3% hexylene glycol)

(right).



- 139 -

Table 1. Diameter of clear zone seen around PVA/PVP, PVA/PVP/chitosan 

and PVA/PVP/chitosan/hexylene glycol hydrogels at 25 kGy after 2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diameter : mm, sample size : 11 mm)

PVA/PVP
PVA/PVP/

chitosan

PVA/PVP/

hexylene glycol

PVA/PVP/
chitosan/

hexylene glycol

E.coli 12 14 15 17

S.aureus 13 15 16 19

Table 2. Diameter of clear zone seen around PVA/PVP/chitosan/hexylene glycol 

hydrogels vs. hexylene glycol concentration.(diameter : mm, sample size : 11 

mm)

PVA/PVP
PVA/PVP/

chitosan

PVA/PVP/
chitosan/

hexylene glycol
(1% HG)

PVA/PVP/
chitosan/

hexylene glycol
(3% HG)

PVA/PVP/
chitosan/

hexylene glycol
(5% HG)

E.coli 11 14 14 16 17

S.aureus 12 14 14 1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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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poly(N-vinyl pyrrolidone)(PVP)은 분자량(Mw) 1.3×10
6, poly(vinyl 

alcohol)(PVA)은 분자량(Mw) 8.5×10
4～1.46×105 인 것을 Aldrich사(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알로에는 알로에 베라(Aloe barbadensis 

Miller)를 사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었고, 사용된 물

은 3차 증류수이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알로에 베라 잎의 껍질을 벗기고 베라 겔을 채취한 후, 블 더(blender)에 

갈아 알로에 용액을 만들었다. 알로에 용액의 고형분의 농도는 2 wt%이었다. 

PVA는 90℃에서 물 탕으로 3～4시간 정도 흔들면서 물에 용해시켜 PVA 

수용액을 만들었다. 알로에 용액과 PVA 수용액, PVP를 혼합하여 PVA/PVP/

알로에 용액을 만드는데, PVA와 PVP는 6 : 4로 혼합하고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를 0.4 wt%, 0.8 wt%, 1.2 wt%로 혼합하 다. 이 때 만들어진 

PVA/PVP/알로에 용액의 체 고형분 농도는 15 wt%로 고정하 다. 여러 

가지의 조성으로 만들어진 PVA/PVP/알로에 용액을 각각 용기(petri dish, 

87×15 mm)에 20 g 씩 붓고 용액 내의 기포를 제거하기 해 상온에서 12～

24시간 방치하 다. 

    용액을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  가교, 방사선 조사에 의한 화학가교, 

동결융해의 물리  가교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로겔

을 제조하 다. 동결융해 방법은 용액을 -70 ℃에서 냉동시킨 후 상온에서 

해동하는 과정을 1～3 회 반복하 다. 방사선 조사 방법은 조사선량(25～50 

kGy)을 변화시켜 감마선으로 조사하 다. 

  (3) 드 싱용 하이드로겔 제조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

고 알로에 고형분을 1.2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 2회 후 25 kGy로 방사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겔화율

   Figure 1의 겔화율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

비는 6 : 4로 고정하고 알로에 고형분을 0.4, 0.8, 1.2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알로에 용액을 방사선으로 조사(25, 35, 50 kGy)하여 얻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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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겔의 겔화율이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

겔의 겔화율은 15～55%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

가 을수록 겔화율은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Figure 2의 겔화율은 동결융해를 1～3회 반복하여 얻은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다. PVA/PVP/알로에 용액에서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알로에 고형분을 0.4, 0.8, 

1.2 wt%로 혼합하 다. 동결융해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

겔의 겔화율은 20～50 %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

도가 을수록 겔화율은 증가하 고, 동결융해를 반복할수록 증가하 다. 이

는 PVA가 동결융해를 거치면서 물리  가교가 되어 물에 불용성이 되는 결

정화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로에는 동결융해에 의해 가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PVA/PVP/알로에 용액에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겔화율은 지속 으로 감소하 다.  

   가교 반응은 라디칼 반응으로 고분자 사슬에 가교 반응을 할 수 있는 라

디칼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에 지가 반응을 일으키는 

구동력이 된다. 큰 에 지를 받을수록 라디칼 반응이 더 활성화되어 가교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조사선량이 큰 경우가 더 큰 겔화율을 나타낸

다.

   Figure 3의 겔화율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

비는 6 : 4로 고정하고 알로에 고형분을 0.4, 0.8, 1.2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 1회 후 방사선을 조사(25, 35, 50 kGy)하

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다. 동결융해 1회 후 방사

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40～70%나

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을수록 겔화율은 증가

하 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Figure 4의 겔화율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

비는 6 : 4로 고정하고 알로에 고형분을 0.4, 0.8, 1.2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 2회 후 방사선을 조사(25, 35, 50 kGy)하

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다. 동결융해 2회 후 방사

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40～70%나

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을수록 겔화율은 증가

하 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Figure 5의 겔화율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

비는 6 : 4로 고정하고 알로에 고형분을 0.4, 0.8, 1.2 wt%로 혼합하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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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 3회 후 방사선을 조사(25, 35, 50 

kGy)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다. 동결융해 3회 

후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5

0～80%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을수록 겔화

율은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방사선 조사나 동결융해만 했을 

때보다 겔화율의 향상을 가져왔다.

  (2) 팽윤도

   Figure 1의 팽윤도는 PVA/PVP/알로에 용액을 방사선으로 조사(25, 35, 

50 kGy)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팽윤도이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1000～4500%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을수록 증가하 다. 겔화가 증가할수록 가교 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팽윤도는 겔화율에 반비례한다. 

   Figure 2의 팽윤도는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를 1～3회 반복

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팽윤도이다. 동결융해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

로에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1000～3000%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

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증가하 고, 동결융해 반복 회수

가 을수록 증가하 다. 

   Figure 3의 팽윤도는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 1회 후 방사선

을 조사(25, 35, 50 kGy)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팽윤도이다. 동결융해 1회 

후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1000～2000%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팽윤도는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을수록 증가하 다.

   Figure 4의 팽윤도는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 2회 후 방사선

을 조사(25, 35, 50 kGy)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팽윤도이다. 동결융해 2회 

후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500～2000%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팽윤도는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을수록 증가하 다.

   Figure 5의 팽윤도는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 3회 후 방사선

을 조사(25, 35, 50 kGy)하여 얻은 하이드로겔의 팽윤도이다. 동결융해 3회 

후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500～1500%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팽윤도는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을수록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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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5을 보면, 높은 겔화율을 보 던 경우가 낮은 팽윤도 값을 갖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겔 내부에 3차원 망상구조가 많아지면 물을 함

유할 수 있는 체 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교가 많이 진행되어 겔화

율이 높은 경우에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비례 으로 감소하 다.

  (3) 겔강도

   Figure 6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4

로 고정하고 알로에 고형분을 0.4, 0.8, 1.2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알로에 용액을 방사선으로 조사(25, 35, 50 kGy)하여 얻은 하이드

로겔의 겔강도이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

겔의 겔강도는 0.03～0.11 kgf/mm
2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

형분의 농도가 을수록 겔강도는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 다. 

   Figure 7은 동결융해를 1～3회 반복하여 얻은 PVA/PVP/알로에 하이드

로겔의 겔강도이다. PVA/PVP/알로에 용액에서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알로에 고형분을 0.4, 0.8, 

1.2 wt%로 혼합하 다. 동결융해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

겔의 겔강도는 0.10～0.65 kgf/mm2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

형분의 농도가 을수록 겔강도는 증가하 고, 동결융해를 반복할수록 증가

하 다.

   Figure 8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알로에 고형분을 0.4, 0.8, 1.2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 1회 후 방사선을 조사(25, 35, 50 kGy)하

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하이드로겔의 겔강도이다. 동결융해 1회 후 방사

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는 0.15～0.90 

kgf/mm2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을수록 

겔강도는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Figure 9는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알로에 고형분을 0.4, 0.8, 1.2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 2회 후 방사선을 조사(25, 35, 50 kGy)하

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하이드로겔의 겔강도이다. 동결융해 2회 후 방사

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는 0.60～1.25 

kgf/mm2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을수록 

겔강도는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Figure 10은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고 알로에 고형분을 0.4, 0.8, 1.2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 3회 후 방사선을 조사(25, 35, 50 kGy)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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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하이드로겔의 겔강도이다. 동결융해 3회 후 방사

선 조사에 의해 제조한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는 0.95～1.45 

kgf/mm2를 나타냈고, PVA/PVP에 한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을수록 겔

강도는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동결융해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방사선 조사나 동결융해만 했을 

때보다 겔화율의 향상을 가져왔다. 겔강도는 겔화율과도 비례하는데, 높은 겔

화율을 갖는 겔이 가교가 진행됨에 따라 고분자 사슬들이 겔 내부에서 강한 

망상구조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겔강도 역시 높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4) 건조실험

   체 고형분의 농도는 15 wt%, PVA와 PVP의 조성비는 6 : 4로 고정하

고 알로에 고형분을 0.4, 0.8, 1.2 wt%로 혼합하여 제조한 PVA/PVP/알로에 

용액을 동결융해 2회 후 25 kGy로 방사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Figure 11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르는 수분 증발정도를 보여 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5시간 이내에 빠른 속도로 건조되어 함유하고 있던 수분의 5

0～60%가 증발되었다. 그리고 건조 속도가 차츰 어들면서 일정한 값을 가

질 때까지 계속 건조된다. 15시간 경과할 때까지 96～99 %의 수분이 증발되

었고, 15시간 경과 이후에는 건조 속도가  느려지다가 결국은 평형 상태

에 이름을 찰할 수 있었다.

  (5) 동물 실험

   Figure 12는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치료효과를 드 싱을 하지 않은 경우와 

상업용 membrane과 비교한 것이다. 6일 경과 후에 하이드로겔의 상처 크기

가 작아졌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붙인 상처가 그 지 않은 상처보다 상처 

크기가 훨씬 작았다. 15일 경과했을 때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상처

는 다 나았다. 하이드로겔이 치료효과가 좋았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가교를 이용하여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여 제조 방법에 따른 겔화율, 팽윤도, 겔강도를 고찰하 다. 겔화율을 

보면 15～80%의 값을 나타냈고, 팽윤도를 보면 500～5000%의 값을 나타냈다. 

겔강도는 0.03～1.45 kgf/mm
2의 값을 나타냈다. 겔화율과 겔강도는 동결융해 

회수와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 으며,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을수록 

증가하 다.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비례하 는데, 동결융해 회수와 조사

선량이 을수록 증가하 으며, 알로에 고형분의 농도가 많을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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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사용함과 동시에 건조가 시작되는데 

PVA/PVP/알로에 하이드로겔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르는 수분 증발정도를 

보면, 5시간 이내에 빠른 속도로 건조되어 함유하고 있던 수분의 50～60%가 

증발되었고, 15시간 경과 이후에 건조 속도가  느려지다가 결국은 평형 

상태에 이름을 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체액  액 흡수가 가능하고, 투명하

여 드 싱 제거 없이 상처의 치유과정을 찰할 수 있으며, 겔 표면의 착

성으로 피부에 부착  제거가 용이하다. 한 방사선 가교 방법을 이용하여 

가교와 동시에 멸균이 이루어져 생산 공정도 단순화시킬 수 있어 상처 치료

용 드 싱으로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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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l content and degree of swelling of PVA/PVP/aloe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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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el content and degree of swelling of PVA/PVP/aloe hydrogels 
                 vs.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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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l content and degree of swelling of PVA/PVP/aloe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after 1 time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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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el content and degree of swelling of PVA/PVP/aloe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after 2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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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l content and degree of swelling of PVA/PVP/aloe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after 3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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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el strength of PVA/PVP/aloe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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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el strength of PVA/PVP/aloe hydrogels vs.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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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Gel strength of PVA/PVP/aloe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after 1 time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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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Gel strength of PVA/PVP/aloe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after 2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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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Gel strength of PVA/PVP/aloe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 after 3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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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egree of water evaporation of PVA/PVP/aloe hydrogels 
                   v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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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Healing process of wound using (a) no dressing(left), PVA/PVP/aloe 

hydrogel(right),(b) Tegaderm(left), PVA/PVP/aloe hydroge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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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VA/PVP/숯 하이드로겔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poly(N-vinyl pyrrolidone)(PVP)은 분자량(Mw) 1.3×10
6, poly(vinyl 

alcohol)(PVA)은 분자량(Mw) 8.5×10
4～1.46×105 인 것을 Aldrich사(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었

고, 사용된 물은 3차 증류수이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PVA와 PVP를 6 : 4 의 비율로 하고, 숯을 포함한 고형분의 량비가 15 

wt%로 하 다. 그리고 숯을 PVA/PVP에 한 량비로 5, 10, 15, 20% 를 

첨가하여 PVA-PVP-숯 용액을 제조하 다. 이 용액을 각각 페트리디쉬에 4 

mm 높이로 붓고 24 시간 동안 크린룸에 놓아두어 기포를 제거하 다. 이것

을 -40 ℃에서 1시간 얼리고, 상온에서 1시간 해동시켰다. 이것을 감마선으

로 10, 20, 30, 40, 50 kGy로 조사시켰다. 

  (3) 드 싱용 하이드로겔 제조

   PVP를 15 wt%로 물에 녹여 PVP 수용액을 제조하 고, PVA와 PVP를 

6 : 4의 비율로 하여 15 wt%로 물에 녹여 PVA/PVP 수용액을 제조하 다. 

PVA와 PVP를 6 : 4 의 비율로 하고, PVA/PVP에 한 숯의 량비를 10%

로 하고, 숯을 포함한 고형분의 량비를 15 wt%로 하여 PVA/PVP/숯 수용

액을 제조하 다. 이 용액을 각각 페트리디쉬에 4 mm 높이로 붓고 24시간 

동안 크린룸에 놓아두어 기포를 제거하 다. 이것을 -40℃에서 1시간 얼리

고, 상온에서 1시간 해동시킨 후, 감마선으로 20 kGy로 조사하여 하이드로겔

을 제조하 다.

  (4) 항균실험

   스타필로코쿠스 아우 우스 (S. aureus)  슈도모나스 아에루지노사 (P. 

aeruginosa)를 멸균된 백 으로 한 번씩 취한 다음 미리 비된 배양액 100

㎖ [육즙 (beef extract) 3 g, 펩톤 (peptone) 5 g, 증류수 1,000 ㎖]에 균주를 

넣은 후 37℃ 배양기 안에서 20시간 균주를 배양시켰다. 스타필로코쿠스 아

우 우스용 한천배지는 Chapman agar 146.5 g을 1 리터에 넣고, 121℃에서 

15분 동안 가압 살균한 것을 하여 크린후드 안에서 페트리디쉬에 1/3 정도까

지 부어 20분에서 30분 동안 방치하여 굳힌 다음 이것을 37℃ 오 에서 2～

3시간동안 건조시켜 만들었다. 슈도모나스 아에루기노사용 한천배지는 GSP 

agar 45 g을 1 ℓ에 넣고 상기와 같이 제조하 다. 

   숯이 함유된 수화겔의 박테리아 제어효과는 먼  시험 에 배양액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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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터 넣고 앞에서 제조한 균액 1 리리터를 채취하여 혼합한 다음 폴리

비닐알콜과 폴리비닐피롤리돈으로 제조된 수화겔, 한 숯이 함유된 폴리비

닐알콜/폴리비닐피롤리돈 수화겔을 각각  1 그램 첨가하고 배양기안에서 3

7℃, 150rpm의 속도로 흔들면서 배양시켰다. 배양 후 튜 에서 1 리리터

의 배양액을 9 리리터 희석수에 넣어 10배 희석하고 볼텍스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 다시 1 리리터를 취하여 102배 희석하 다. 이 게 반복하여 

10
8～1023배까지 희석한 뒤 각 균액 희석수로부터 0.1 리리터를 채취하여 

한천배지상에 떨어뜨리고 멸균된 유리막 를 이용하여 골고루 바른 후 37℃ 

배양기에서 2～5일 배양시켜 균수를 확인하 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겔화율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겔화율은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증가하고 즉, 

숯 함량의 증가에 따라 약간 감소하 다.

  (2) 팽윤도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팽윤도는 숯 함량의 증가에 따라 거의 변화

가 없었으며,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감소하 다. Figure 3

에 표시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팽윤도를 측정하 다. 팽윤도는 4 ～ 5시

간 사이에서 갑자기 증가하 고, 20시간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3) 겔강도

   제조한 시료를 증류수에 담궈놓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겔강도를 측정하

다. Figure 4에서와 같이 겔강도는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체 으로 증

가하 으며, 숯의 함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상처 치료용 

드 싱 재료로서 합한 물성을 가졌다.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이, 겔강도

는 4 ～ 5시간 사이에서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하 으며, 20시간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폴리비닐피롤리돈의 경우는 4 ～ 5시간 후 후부터 겔

강도의 감소가 무 커서 드 싱 재료로서 합치 않았다. 

  (4) 치료 효과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14일 후에서 상처는 거의 아물었으나 수화

겔을 붙인 상처의 치료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 바세린 거즈의 경우 건

조속도가 상 으로 매우 빨랐고 상처에 달라 붙었다. 몇몇 수화겔들은 

상처에 약간 달라 붙었지만 반 인 치료 효과는 거즈보다 훨씬 우수하

고, 폴리비닐알콜이 첨가된 수화겔은 상처에  달라붙지 않았다. 한 시

간이 지나도 수화겔은 다른 겔에 비해 여 히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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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숯이 첨가된 수화겔의 치료 효과가 가장 우수했으며, 빠른 시간 안

에 피를 응고시켰다.

  (5) 항균실험

   Figure 6과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숯이 함유된 폴리비닐알콜/폴리

비닐필로리돈 수화겔은 폴리비닐알콜과 폴리비닐필로리돈으로 제조된 수화

겔보다 숯에 의한 병원성 세균의 흡착력이 크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된 용액

속의 박테리아의 균수가 1/2정도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방법에 의해 체액 흡수 능력, 박

테리아로부터의 감염 방, 상처나 피부에의 부착 용이성, 투명성, 취  용이

성, 장성과 멸균이 가능한 특성을 갖는 수화겔 드 싱을 제조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의한 수화겔 드 싱은 착성, 겔강도 등이 화상 등의 상처 

치료용에 합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숯을 사용함으로써 균에 한 제어를 

향상시킴으로써 상처 치료 효과가 향상되었다. 한 본 발명에 의한 동결융

해의 반복조작과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감마선만을 이용한 때와 

다른 연성과 강도를 부여함과 동시에 표면에 잔류된 미반응 고분자의 끈

거림을 제어할 수 있으며,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고분

자 물질을 가교시킴과 동시에 멸균하므로, 잔류 개시제나 가교제에 의한 독

성 등의 문제 을  일으키지 않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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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l content of PVA/PVP/charcoal hydrogels vs. charcoa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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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l content of PVA/PVP/charcoal hydrogels vs. charcoa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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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gree of swelling of PVA/PVP/charcoal hydrogels vs. charcoa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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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gree of swelling of PVA/PVP/charcoal hydrogels vs. charcoa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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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gree of swelling of PVA, PVP, PVA/PVP and PVA/PVP/charcoal hydrogels
vs. swe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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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swe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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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el strength of PVA/PVP/charcoal hydrogels vs. charcoa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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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el strength of PVA/PVP/charcoal hydrogels vs. charcoa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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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l strength of PVA, PVP, PVA/PVP and PVA/PVP/charcoal hydrogels
vs. swe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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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l strength of PVA, PVP, PVA/PVP and PVA/PVP/charcoal hydrogels
vs. swe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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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스타필로코쿠스 아우 우스균에 한 제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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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슈도모나스 아에루지노사균에 한 제어효과.

Table 1.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상처 치료 효과.

수화겔 조성 치유 기간 치유 상태 특징

a PVA/PVP 10-11일 양호 치유력 우수

b PVA/PVP/숯 10-11일 양호 치유력 매우 우수

c PVP 10-12일 보통 상처에 PVP 흔

d 바세린 거즈 14일 이상 불량 상처에 바세린 잔류

a, b, c : 실시  4의 수화겔

d : 성 제약의 바세린 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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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 탄 막을 함유하는 하이드로겔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PVP(Poly-(N-vinyl pyrrolidone))는 분자량(Mw) 1.3×106, 

PVA(Poly(vinylalcohol))는 분자량(Mw) 8.5×104～1.46×105인 것을 Aldrich사(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수용성 키토산은 분자량(Mw) 3×105인 것을 

Zakwang사(Korea)에서 구입하 고, 리세린은 E. Merck사(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DMF(N,N-dimethyl formamide)는 DC 

Chemical사(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었고, 사용된 물은 3차 증류수이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DMF 용액에 우 탄을 녹여 만든 3 량% 우 탄 용액을 페트리디쉬 몰드

에 붓고, 60 ℃에서 건조시켜 우 탄 막을 제조하 다. 

   PVA와 PVP를 각각 물에 녹여 15 wt% PVA 수용액과 PVP 수용액을 제조

하 다. PVA와 PVP의 비를 6 : 4로 하여 이것을 증류수에 녹여 PVA/PVP 수

용액을 제조하 다. 고형분은 15 량%가 되도록 제조하 다. PVA/PVP/키토산 

수용액은 PVA와 PVP를 6 : 4의 비율로 하고, PVA/PVP와 키토산을 9 : 1의 비

율로 하여 총 고형분이 15 량%가 되도록 제조하 다. PVA/PVP/ 리세린/키

토산 수용액은 PVA와 PVP를 6 : 4의 비율로 하고, 키토산은 체 량의 0.3 

량%, 리세린은 체 량의 3 량%로 혼합하여 고형분이 15 량%가 되

도록 제조하 다. 

   각각 우 탄 막이 부착된 페트리디쉬 몰드에 제조된 용액을 3 mm 높이로 부

어 24 시간 동안 크린룸에서 기포를 제거하고 포장하 다.  용액을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  가교, 방사선 조사에 의한 화학가교, 동결융해의 물리  가교 후 방

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동결융해 방법은 용

액을 -70 ℃에서 냉동시킨 후 상온에서 해동하는 과정을 1～3 회 반복하 다. 

방사선 조사 방법은 조사선량(25～60 kGy)을 변화시켜 감마선으로 조사하 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겔화율

   Figure 1은 우 탄 막이 부착된 PVA/PVP/ 리세린/키토산, PVP, PVA, 

PVA/PVP, PVA/PVP/키토산 수화겔의 겔화율을 나타내었다. 제조된 PVA/PVP/

리세린/키토산, PVP, PVA, PVA/PVP, PVA/PVP/키토산 수화겔의 겔화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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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이었고, 감마선 조사량이 25, 35, 50, 60 kGy로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2) 팽윤도

   Figure 2는 우 탄 막이 부착된 PVA/PVP/ 리세린/키토산, PVP, PVA, 

PVA/PVP, PVA/PVP/키토산 수화겔의 팽윤도를 나타내었다. 제조된 

PVA/PVP/ 리세린/키토산, PVP, PVA, PVA/PVP, PVA/PVP/키토산 수화겔

의 팽윤도는 800～4500% 고, 감마선 조사량이 25, 35, 50, 60 kGy로 증가할수

록 감소하 다.  

  (3) 겔강도

   Figure 3은 우 탄 막이 부착된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를 나타내었다.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화겔은 감마선 조사량이 

25, 35, 50, 60 kGy로 증가할수록 겔 강도가 증가하 다. 조사량이 25 kGy에서

는 600 g․cm 이었고, 60 kGy로 증가하면 겔 강도는 800 g․cm로 증가하

다. Figure 4는 우 탄 막이 부착된 PVP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를 나타내었다. 

PVP 수화겔은 감마선 조사량이 25, 35, 50, 60 kGy로 증가할수록 겔 강도가 

550 g․cm에서 1100 g․cm으로 증가하 으며, 괴될 때 가 된 힘은 증가하고 

괴될 때 늘어난 길이는 감소하 다. Figure 5는 우 탄 막이 부착된 PVA 하이

드로겔의 겔강도를 나타내었다. PVA 수화겔은 감마선 조사량이 25, 35, 50 

kGy로 증가할수록 겔 강도가 1400 g․cm에서 1800 g․cm으로 증가하 으며, 

괴될 때 가 된 힘은 증가하고 괴될 때 늘어난 길이는 감소하 다. Figure 6은 

우 탄 막이 부착된 PVA/PVP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를 나타내었다. PVA/PVP 

수화겔은 감마선 조사량이 25, 35, 50, 60 kGy로 증가할수록 겔 강도가 1300 

g․cm에서 1600 g․cm으로 증가하 으며, 괴될 때 가 된 힘은 증가하고 괴

될 때 늘어난 길이는 감소하 다. Figure 7은 우 탄 막이 부착된 PVA/PVP/키

토산 하이드로겔의 겔강도를 나타내었다. PVA/PVP/키토산 수화겔은 감마선 

조사량이 25, 35, 50, 60 kGy로 증가할수록 겔 강도가 800 g․cm에서 1100 

g․cm으로 증가하 으며, 괴될 때 가 된 힘은 증가하고 괴될 때 늘어난 길이

는 감소하 다.

  (4) 비교

   25 kGy로 조사하여 우 탄 막이 부착되지 않은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화겔을 제조하고, 한 동결/해동을 2회 반복한 후 25 kGy로 조사하여 동결

융해 후 감마선 조사 방법에 의한 우 탄 막이 부착되지 않은 PVA/PVP/ 리

세린/키토산 수화겔을 제조하 다. 

   우 탄 막이 부착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화겔은 25 kGy로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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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우 탄 막이 부착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화겔을 제조하

고, 한 동결/융해를 2회 반복한 후 25 kGy 감마선 조사하여 우 탄 막으

로 코 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화겔을 얻었다. 

   Table 1은 우 탄 막을 부착시키지 않고 감마선 조사 는 동결융해 후 

감마선 조사 방법에 의해 제조된 시료와 우 탄 막을 부착시키고 감마선 

조사 는 동결융해 후 감마선 조사 방법에 의해 제조된 수화겔 시료에 

한 물성을 나타내었다.

   우 탄 막이 부착되지 않은 수화겔은 감마선 조사시 겔강도는 80 g․

cm, 겔화율은 45%, 팽윤도는 5100%으로 낮은 겔강도와 겔화율을 보 다. 

동결융해 후 감마선 조사시에는 겔강도는 100 g․cm, 겔화율은 75%, 팽윤

도는 2050%로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  가교 후에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겔강도와 겔화율이 높아졌다.

   우 탄 막이 부착된 수화겔은 감마선 조사시 겔강도는 620 g․cm, 겔화

율은 63%, 팽윤도는 4490%이었고, 동결융해 후 감마선 조사시에는 겔강도

는 830 g․cm, 겔화율은 82%, 팽윤도는 1616%이었다. 이 때도 역시 동결

융해 후 감마선 조사시에 더 높은 겔화율과 겔강도를 보 다.

   우 탄 막으로 코 된 수화겔이 코 되지 않은 수화겔보다 겔화율과 겔

강도가 증가하 는데, 특히 강도는 8배 정도 증가하 다.

  (5) 건조 속도

   우 탄 막이 부착되지 않은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화겔을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용액을 제조한 후, 감마선을 25 kGy로 조사

하여 얻었다. 우 탄 막이 부착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화겔도 감

마선을 25 kGy로 조사하 다.

   제조된 두 수화겔의 포장을 뜯고 꺼내어 건조 장치에 올려놓고 시간에 

따른 수화겔의 수분 증발정도를 측정하 다. Figur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 탄 막이 부착되지 않은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화겔은 24시간이 

경과하면 겔이 포함하고 있던 물이 모두 증발하는데, 우 탄 막이 부착된 

PVA/PVP/ 리세린/키토산 수화겔은 수분 증발 속도가 느려서 건조 72시

간 후에도 수분을 함유하는 특징이 있었다. 

 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방법에 의해 체액 흡수 능력, 

상처나 피부에의 부착 용이성, 투명성, 취  용이성, 장성과 멸균이 가능

한 특성을 갖는 수화겔을 제조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의한 수화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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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탄 막을 함유함으로써 우수한 겔 강도를 갖고, 수화겔이 건조되는 것을 

하시켜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상처 치료 효과가 향상되었다. 한 

본 발명에 의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감

마선 조사에 의해 고분자 물질을 가교함과 동시에 멸균하므로, 잔류 개시제

나 가교제에 의한 독성 등의 문제 을  일으키지 않는 장 이 있다.

Figure 1. Gel content of PVP, PVA, PVA/PVP,PVA/PVP/chitosan and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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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gree of swelling of PVP, PVA, PVA/PVP, PVA/PVP/chitosan and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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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l strength of PVA/PVP/glycerin/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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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el strength of PVP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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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l strength of PVA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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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el strength of PVA/PVP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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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el strength of PVA/PVP/chitosan hydrogels 
              vs.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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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egree of water evaporation of hydrogels v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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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egree of water evaporation of hydrogels vs. time.

Table 1. 우 탄막을 함유하지 않은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드로겔과  

     우 탄막을 함유한 PVA/PVP/ 리세린/키토산 하이드로겔의 물성 비교.

물성    종류

우 탄 막이 없는 시료 우 탄 막이 부착된 시료

감마선 조사
동결융해 후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

동결융해 후 

감마선 조사

겔강도[g․cm] 80 100 620 830

겔화율[%] 45 75 63 82

팽윤도[%] 5100 2050 449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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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VA/PVP/ 리세린/항균제 하이드로겔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시약

   PVA는 분자량(Mw) 8.5×10
4～1.46×105, PVP는 분자량 1.3×106인 것을 

Aldrich사(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리세린은 Showa사(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항균제 Chloramine-T, 

Chlorhexidine digluconate  sulfadiazine sodium salt는 Sigma(MO,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chlorhexidine, metronidazole, silver acetate, 

silver nitrate, silver sulfadiazine,  silver sulfate  zinc oxide는 

Aldrich(WI,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었고, 사용된 물은 3차 증류수이다.

  (2)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PVA와 PVP의 무게 비를 6:4로 하여 90℃에서 물 탕으로 3～4시간 정

도 흔들면서 용해시켰다. 수용액에 리세린 3 wt%, 각각의 항균제 0.5, 1, 

1.5, 2 wt%를 혼합하여 용액을 제조하 다. 고형분의 농도는 15 wt%로 고정

하 다. 제조된 PVA/PVP/ 리세린/항균제 용액을 각각 페트리 시 (50 

mm×12 mm)에 5 g씩 가하고, 용액내의 기포를 제거하기 해 상온에서 12～

24시간 방치해 두었다.

    용액을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  가교 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동결/융해 방법은 용액을 -70℃에서 냉동

시킨 후 상온에서 해동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하 다. 방사선 조사는 조사선량

을 25 kGy로 고정하여 감마선으로 조사하 다.

  (3) 항균실험 

   (가) 균주  배지

   균주는 Escherichia coli(E. coli), Staphylococcus aureus(S. aureus),  

Shudomonas aeruginosa(S. aeruginosa)를 사용하 다. 배양액으로는 Nutrient 

Broth(NB), 배지는 Tryptic soy agar(TSA)를 사용하 다.

   (나) 실험 방법

   120 ℃에서 15분간 멸균한 NB에 E. coli와 S. aureus를 넣어 35℃ 배양기

에서 24시간 배양시켰다. 같은 조건에서 멸균한 TSA를 50～55℃정도로 식힌 

다음에 페트리 시 (90 mm×15 mm)에 각각 15～20 ml 정도 가하고, NB에

서 배양된 균 용액을 0.1 ml씩 가하여 잘 섞은 후 상온에 두었다. 배지가 굳

었을 때 지름 11 mm, 두께 3 mm로 자른 하이드로겔을 일정한 간격으로 올

려놓았고, 이것을 35℃ 배양기에 넣어 배양시켰다. 24시간 후에, 항균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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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으로 균주에 한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생육 지환(clear zone)이 생

겼다. 나타난 생육 지환 크기를 재어 항균성을 비교한다. 

   (다) 항균 실험용 하이드로겔 제조

   항균 실험에 사용된 하이드로겔은 PVA/PVP는 6:4로 고정하고, 리세

린 3wt%, 항균제 0.5, 1, 1.5, 2 wt%로 변화시켜 혼합용액을 만들었다. 혼

합용액을 2회 동결/융해와 2회 동결/융해 후 25 kGy로 조사하여 하이드로

겔을 제조하 다. 

 나. 실험 결과  고찰

  (1) 겔화율

   Figure 1은 PVA/PVP/ 리세린에 항균제로 chloramine-T, 

chlorhexidine, chlorhexidine digluconate를 첨가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나타낸다. chloramine-T를 첨가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36～42%를 나

타내고, Chlorhexidine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49～75% 겔화율을 나타낸

다. Chlorhexidine digluconate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44～48% 겔화율을 

나타낸다. 겔화율은 Chlorhexidine, chlorhexidine digluconate  

Chloramine-T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Figure 2를 보면 PVA/PVP/ 리세린에 각각 metronidazole, silver 

acetate, silver nitrate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알 수 있다. 

Metronidazole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26～37% 겔화율을 나타내고, Silver 

acetate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40～53%를 나타낸다. Silver 

nitrate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38～50%를 나타낸다. 세 가지 항

균제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항균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겔화율이 증가

한다.  

   Figure 3은 PVA/PVP/ 리세린에 각각 silver sulfadiazine, silver 

sulfate, sulfadiazine sodium salt, zinc oxide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겔화

율을 보여 다. Silver sulfadiazine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56～

63%를 나타내고, Silver sulfate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42～60%

를 보여 다. Sulfadiazine sodium salt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36～52%를 나타내고, zinc oxide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55～

65%를 나타낸다.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Silver sulfate, sulfadizine 

sodium salt, zinc oxide  silver sulfadiazine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

한다.

  (2) 팽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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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는 PVA/PVP/ 리세린/항균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보여

다. 항균제로 chloramine-T, chlorhexidine, chlorhexidine digluconate를 사

용하 다. 팽윤도는 Chloramine-T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1600～1716%, 

chlorhexidine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1351～1565%를 나타낸다. 

chlorhexidine digluconate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1645～1970%를 

나타낸다. 하이드로겔에 첨가된 Chlorhexidine,  chlorhexidine digluconate 

 chloramine-T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감소한다.

   Figure 5는 PVA/PVP/ 리세린/항균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나타낸

다. 첨가된 항균제는 metronidazole, silver acetate, silver nitrate이다. 팽윤

도는 metronidazole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이 1530～1773%, silver acetate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이 1420～1896%를 나타낸다. Silver nitrate가 첨가된 하

이드로겔의 팽윤도는 1350～1667%를 보여 다. 팽윤도는 하이드로겔에 첨

가된 Metronidazole, silver acetate, silver nitrate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작

아진다.

   Figure 6은 PVA/PVP/ 리세린/항균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보여

다. 사용된 항균제는 silver sulfadiazine, silver sulfate, sulfadiazine sodium 

salt, zinc oxide이다. 팽윤도는 silver sulfadiazine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이 

1190～1552%, silver sulfate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이 1224～1698%를 나타낸

다. Sulfadiazine sodium salt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1343～1776% 팽윤도

를 나타내고, zinc oxide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1293～1623% 팽윤도를 나

타낸다. 하이드로겔에 첨가된 silver sulfadiazine, silver sulfate, 

sulfadiazine sodium salt  zinc oxide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작

아진다.

   Figure 1～6을 보면 겔화율과 팽윤도의 경향이 반 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겔화율이 높아질수록 3차원 망상구가 증가해 물을 함유할 수 있

는 공간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3) 항균 실험

   하이드로겔을 올려놓은 페트리 시를 35℃ 배양기에 넣어 24시간 배양

시키면, 균의 생장이 억제되어 깨끗한 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원의 크기를 재어 항균성을 비교해 보았다. 

   Figure 7은 하이드로겔에 첨가된 항균제의 S.aureus에 한 생육 지환

을 보여 다. 항균성이 좋은 하이드로겔은 주 에 원이 크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게 생긴 생육 지환의 크기를 재어 Table 1에 나타내었다. 

PVA/PVP/ 리세린/항균제 혼합용액을 2번 동결/융해 후 조사 후의 항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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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 가지 균에 해 나타냈다. 첨가된 항균제의 농도는 1 wt%이고, 배지 

에 올려놓은 하이드로겔의 지름은 11 mm 다. 

   Figure 8～10은 sulfadiazine, chlorhexidine digluconate, zinc oxide가 첨가

된 하이드로겔의 E.coli, S.aureus, S.aeruginosa에 한 항균성을 비교했다. 

실험에 사용된 10가지 항균제 에서 생육 지환 크기를 3 그룹으로 분류하

여 가장 좋은 것, 간, 안 좋은 것 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나타냈다. 실험에 

사용된 하이드로겔은 PVA/PVP/ 리세린/항균제 혼합용액을 2번 동결/융해 

후 25 kGy로 조사하여 제조하 다. Sulfadiazine sodium salt는 농도가 증가

할수록 항균성이 크게 증가하고, chlorhexidine digluconate는 농도가 증가할

수록 조 씩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zinc oxide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약

간씩은 증가하나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해서 에 띄지 않는다. 하이드로겔은 

세 가지 균에 해 항균성의 경향이 비슷하다. 첨가된 항균제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생육 지환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항균제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항균성이 커진다. 

   Figure 11은 동결/융해 후 하이드로겔의 조사 후의 항균성을 비교한 것

이다. 제 으로 조사 에 비해 조사 후에 항균성이 많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Silver sulfadiazine, silver nitrate 등은 조사 후에 항균성이 작아지

기는 하지만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육 지환이 커지는 경향성은 유지를 한다. 

그러나 chloramine-T는 조사 에는 농도에 따라 항균성이 크게 증가하지만 

조사 후에는 항균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항균제가 방사선에 의해 향

을 받아 항균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2는 silver sulfadiazine과 sulfadiazine sodium salt가 첨가된 하이

드로겔의 동결/융해 후에 조사 후에 의한 항균성을 비교한 것이다. 두가지 

항균제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조사 후에 항균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silver sulfadiazine의 항균성이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후에도 항균성의 경향을 유지하는 것은 같지만 조사 후에 항균성

이 게 작아지는 sulfadiazine sodium salt가 항균제로 더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항균제 첨가, 항균제의 농도  동결/융해 후

에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PVA/PVP/ 리세린/항균제 하이드로겔의 겔

화율, 팽윤도  항균성을 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PVA/PVP/ 리세린/항균제 하이드로겔에서 항균제의 농도가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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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겔화율이 증가하는 것은 chlorhexidine, silver acetate, silver nitrate, 

silver sulfate, sulfadiazine sodium salt, zinc oxide, chlorhexidine 

digluconate, metronidazole, silver sulfadiazine 등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이다. 

이러한 하이드로겔은 항균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감소한다. 항균

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겔화율이 감소하는 것은 chloramine-T가 첨가된 하

이드로겔이다. 이러한 하이드로겔은 항균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증가한다.  

   (2) PVA/PVP/ 리세린/항균제 하이드로겔은 항균제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항균성이 증가한다.  

   (3) PVA/PVP/ 리세린/항균제 하이드로겔의 항균성은 동결/융해에 의해 

제조된 하이드로겔이 동결/융해 후에 방사선 조사한 하이드로겔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약 2000%까지 수분 흡수가 가능하며 

상처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상처용 드 싱으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방사선 가교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멸균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생산공정도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장 이 있어 상처 치료용 

드 싱용으로 합할 것으로 상된다.

Figure 1. Gel content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
(antimicrobial : chloramine-T, chlorhexidine, chlorhexidine digluc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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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el content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antimicrobial : metronidazole, silver acetate,
silver n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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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l content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
(antimicrobial : silver sulfadiazine, silver sulfate, sulfadiazine sodium 
salt, zinc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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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gree of swelling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goels.(antimicrobial : chloramine-T, chlorhexidine, 
chlorhexidine digluc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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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gree of swelling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antimicrobial : metronidazole, silver acetate, silver
ni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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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egree of swelling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antimicrobial : silver sulfadiazine, silver sulfate, 
sulfadiazine sodium salt, zinc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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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 Clear zone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                 

            (S.aureus) (a) chlorhexidine (b) silver sulfate (c) chloramine-T              

            (d) silver nitrate (e) metronidazole (f) chlorhexidine digluconate             

            (g) silver sulfadiazine (h) silver acetate (i) zinc oxide 

            (j) sulfadiazine sodium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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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lear zone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 vs. different antimicrobials at 25 kGy after 2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E.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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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lear zone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 vs. different antimicrobials at 25 kGy after 2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S.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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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lear zone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 vs. different antimicrobials at 25 kGy after 2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S.aerugin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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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lear zone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 vs. different antimicrobials at 2 times of free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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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lear zone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 vs. different antimicrobials at 2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or 25 kGy after 2 times of freezing and thawing.
(E.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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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ear zone of PVA/PVP/glycerin/antimicrobial hydrogels irradiated      

        after freezing and thawing or freezing and thawing vs. 

           different bacterias.(antimicrobial 1 wt%) 

E.coli S.aureus S.aeruginosa

mm
Freezing

/thawing

Irradiation 

after 

freezing/

thawing

Freezing

/thawing

Irradiation 

after 

freezing/

thawing

Freezing

/thawing

Irradiation

 after 

freezing/

thawing

Sulfadiazine
sodium salt

43 41 40 37 46 43

Silver 
sulfadiazine 30 21 29 20 35 26

Chlorhexidine 24 22 22 17 26 25

Chlorhexidine 
digluconate

21 18 20 18 24 22

Silver nitrate 20 17 20 19 23 21

Silver acetate 20 16 18 16 21 18

silver sulfate 18 15 19 15 21 20

Zinc oxide 11 11 13 11.5 11 11

Chloramine-T 21 11 20 11 15 11

Metronidazole 11 11 11.1 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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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하이드로겔의 조직 합성 평가

 가. 인공피부로서의 사용가능성의 검토를 한 하이드로겔의 조직 합성 평

가

  (1) 실험  방법

   (가) 시약 

   Poly(vinylalcohol)(PVA)는 분자량(Mw) 3.1×10
4～5.0×104, 8.5×104 ～

1.46×10
5  1.24×105～1.86×106의 것을 사용하고 Poly(N-vinylpyrrolidone) 

(PVP)는 분자량(Mw) 1.3×10
6의 것을 Aldrich사(WI, USA) 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 다. 사용된 고분자(polymer)들은 모두 따로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었다. 

모든 실험에서 사용된 물은 3차 증류수이다.

   (나) 하이드로겔 제조

   PVA, PVA + PVP, PVP + Gelatin, Chitosan, PVP +Gelatin, PVP 

+Gelatin + Chitosan등의 7가지 물질을 수용화하여, 내경이 2.5mm인 Tygon 

Tube에 충진시킨 다음 고분자 용액을 
60Co gamma rays의 조사에 의하여 가

교시켰다.

   ① 농도에 따른 PVA-PVP 하이드로겔

   PVA-PVP에 해 다양한 농도(10-20 wt%)를 갖는 PVA-PVP용액을 제조

하 다. PVA는 낮은 온도에서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120℃ 정도의 

Autoclave에 녹 다. PVA-PVP용액을 만들 때는 각각 따로 만들어 용액을 섞

거나 PVA와 PVP를 물에 녹여 만들었다. 조사 에 용액을 8.5×1π petri dish

에 20g(4-5 mm 높이)을 붓는다. 용액 내에 있는 bubble을 제거하기 해서 

상온에서 12-24시간 방치한 후에 을 한다. 그 고분자 용액을 
60Co gamma 

rays로 40kGy로 조사하 다.

   ② 분자량에 따른 PVA-PVP 하이드로겔

   PVP와 다양한 분자량의 PVA(3.1×10
4～5.0×104, 8.5×104～1.46×105, 1.24×10

5
～1.86×10

6
)를 섞어서 조성비가 각각 다른 PVA-PVP 수용액을 제조하 는데, 

이들 PVA-PVP 농도는 항상 20 wt%로 고정하 다. 그 외 조사하기  petri 

dish 시료를 만드는 방법이나 조사는 상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 다.

   ③ Freezing and thawing 이용

   친수성인 PVA, PVP 용액이나 PVA-PVP 용액을 냉동고(-40℃)에서 얼린 

후 상온에서 녹이는 것을 1회로 하여 5회까지 하여 물리 인 가교가 일어나도

록 했다. 

   (다) 동물실험

   ① 실험동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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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동물 군으로는 200gm ～250gm의 성숙한 Sprague-Dawley종의 male 

rat이 사용되었다. 각 시료(1 가지)당 한 마리씩 (10마리) 사용하여 1, 3, 7주 

동안의 변화를 살피기 해 총 30마리가 사용되었다.

   ② 동물실험 

   동물 마취제로는 Ketamin과 Rumpun이 3:1의 비율로 사용되었다. 

1.5ml/kg의 마취 약제 량이 각rat의 intramuscular로 주입이 되었다. 마취가 

된 rat은 실험을 돕기 하여 코르크 에 핀으로 사지가 고정이 되었다. 그 

후, rat 의 middle back의 mid-line에서 양쪽으로 약 1 cm떨어진 두 곳에 1 

cm정도의 incision을 한 후 각 시료들이 한 마리 당 두 곳에 삽입되었다. 

   피부 합은 6-0 surgiopro (non-absorbable: monofilament polypropylene) 

합사를 이용하여 각 3 points 정도 suture하 다. post-op infection을 방지

하기 하여 suture site do tetracycline ointment를 발라주었다.  2주 후와 

6주 후에 의 실험 방법이 반복되었다. 

   1, 3, 7주 동안 30마리의 rat들을 찰한 후, 조직 채취와 결과을 얻기

해 rat들은 sacrificed되었다. 

   ③ 조직 출

   rat의 euthanasia 후에 조직이 출 되었다. sample들이 insert된 부 를 

심으로 사방 약 0.5 cm정도의 tissue가 함께 출 되어 고정에 보 되었

다. 조직은 24시간 정도 고정이 된 후에, 미경 찰과 embedding을 용이하

게 하기 하여 당한 크기로 debrisment 되었다. 

   ④ 조직분석

   출 된 각 조직 2개  1개는 학 미경으로, 1개는 자 미경으로 

찰하 다. 학 미경용 조직은 formaldehyde를 1:10으로 증류수에 희석

시킨 buffered formalin solution으로 24시간 고정이 되었다. 반면 자 미

경용 찰 조직은 냉장 보 된 2% glutaraldehyde로 24시간 고정되었다.

   고정이 끝난 한 세트의 조직들은 조직 합성을 학 미경 아래서 

observe하기 해 Wolter method가 사용되었다. Wolter method는 시료를 

buffered formalin에 곧바로 고정시킨 후 acetic acid와 alcohol mix solution

에 다시 2 간 고정시킨다. 그 후 70% ethanol에 30 간 탈수시킨 후 

hematoxylin으로 30 간 염색하고 증류수로 10 간 씻은 후 eosin으로 30

간 염색한다. 마지막으로 96%, 100% ethanol을 이용하여 각각 3 간 탈수한

다.  

   각 시료는 slide제작을 해 paraffin embedding되었으며 microto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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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부 를 얇게 포를 떴다. slide glass에 canadian balsam으로 고정된 후 

cover glass를 워 100배의 학 미경에서 조직 합성이 찰되었다.

  (2) 실험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이드로겔은 그 물성면에서 조직학 으로 체내의 

면역세포의 포식작용 (phagocytosis, pinocytosis)에 의하여 분해성의 측면에

서 볼 때, 생분해성  무분해성으로 분류된다. 합성고분자인 PVA  PVP

는 무분해성이며, biopolymer인 gelatin  chitosan은 생분해성물질로서 간

주된다. 물론 gelatin의 분해성도는 chitosan의 그것 보다 월등하다. 기본 으

로 무분해성 물질의 조직반응은 이식 후 약 1주에서 3주에 걸쳐서 다량의 

기염증세포가 chemotaxis에 의하여 implant 부 로 출 한다. 기 염증세

포의 주류를 이루는 백 구는 polymorphonuclearleukocytes (PMN) 이며 이

들은 lysozyme을 방출하여 implant를 가수분해 시킨 다음, 분해된 작은 크기

의 debris들을 endocytosis에 의하여 소화시킨다. 그러나 생분해성능이 없는 

물질들에게는 PMN의 포식작용이 그 성과를 거둘 수 가 없다. 따라서, 체내

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implant를 주 의 조직과 격리시키기 하여, 

fibroblast들이 implant를 에워싸고 결국 capsule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무

분해성 물질이 조직에 implant되었을 경우 만성 으로 발생되는 fibroblast 

encapsulation이다. 한 만성염증세포인 monocyte가 조직내에서 embedding 

된 Macrophage  거 세포인 foreign body giant cell들이 capsule 내에 존

재하게 된다. 조직 합성의 측면에서 볼 때, capsule 내부에 만성염증세포가 

다량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hypersensitivity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한, capsule의 두께가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sarcoma의 원인

이 되기 때문이다.

  Gelatin  chitosan등의 생분해성 고분자에 한 조직의 기반응은 무분

해성고분자에 한 조직반응과 비슷하다. 즉, implant 후 1-3주차까지 다량의 

PMN들이 출 하여 phagocytosis를 하게된다. 그 이후에도 생분해성이기 때

문에 계속 만성염증세포들이 출 하여 Phagocytosis를 하게 되며 capsule의 

형성도는 무분해성고분자에 비하여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Figure 1-1은 PVA가 implant 되어, 1, 3, 9주차에 해당하는 rat 복강의 

조직사진이다. 그다지 큰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PVA의 1주차의 조

직변화는 상 으로 은 수의 기염증 세포인 PMN이 다량 Implant 주

에 chemotaxis되어 있으며 비교  박막의 Fibroblast에 의한 Tissue Capsule 

이 형성되어 있으며, 한 monocyte에 의하여 변형된 Macrophages가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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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고 있다. 3주차에는 기염증세포인 PMN의 수가 상당량 어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으나, Capsule은 차 으로 발달하여 implant와 주

의 조직과의 차단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 Macrophages가 

tissue 내에 embedding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9주차의 경우에는 발

달된 fibroblast에 의한 encapsulation이 매우 안정 으로 형성되어 있다. 

의 결과 PVA sample은 형 으로 생체 합성이 좋은 무분해성 물질의 경

우와 조직반응이 거의 흡사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Figure 1-2는 각각 Gelatin이  implant 되어, 1주  3주차에 해당하는 

rat 복강의 조직사진이다.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는 Gelatin의 1주차의 조직변

화는 많은 수의 기염증 세포인 PMN이 다량 Implant 주 에 chemotaxis되

어 있으며 비교  박막의 Fibroblast에 의한 Tissue Capsule 이 형성되어 있

으며, 한 monocyte에 의하여 변형된 Macrophages가 소량 발견되고 있다. 

3주차에는 기염증세포인 PMN의 수가 상당량 어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Capsule 의 두께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여 다.다만 잘 발

달된 Macrophages가 tissue 내에 embedding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의 결과 Gelatin sample은 형 으로 생분해성이 큰 물질의 경우와 조직

반응이 거의 흡사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나. 상처피복제의 형태로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상처치료효과  실험동물군

에 한 향 검토

  (1) 실험  방법

   (가) 인공피부형의 하이드로겔

   ① PVA/ PVP / Chitosan hydrogel

  (solid content 15wt%, PVA:PVP = 6:4, (PVA/PVP):Chitosan = 9:1, 

doses : 25 KGy) 

   ② PVP hydrogel

   (solid content 15wt%, doses : 25 KGy)

   ③ PVA/ PVP hydrogel

   (solid content 15wt%, PVA : PVP = 6 : 4, doses : 25 KGy)

   ④ PVA hydrogel

   (solid content 15wt%, doses : 25 KGy)

   ⑤ PVA/ PVP/ alginate hydrogel

  (solid content 15wt%, PVA:PVP = 6:4, (PVA/PVP):Chitosan = 9:1, 

doses : 2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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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PVA/ PVP/ glycerin hydrogel

  (solid content 15wt%, PVA:PVP = 6:4, (PVA/PVP):Chitosan = 9:1, 

doses : 25 KGy)

   (나) 실험의 종류

   ① 산소  수증기 투과율

   일반 으로 인공피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장 우선 인 것은 “환부의 수분증발량을 당하게 조 하여 체액의 과다

한 유출을 방지하며, 당한 산소투과성을 지녀야 한다.”는 이다.

   Figure 2는 수증기 투과율을 측정한 수증기투과장치의 개략도이다. cell

은 PMMA로 제작되었으며, 시료는 fixing screw에 의하여 고정되며, cell 

내부에 일정량의 생리식염수를 채워서 그 량을 울 C에 의하여 측정한

다. 48시간 후에 시료를 통하여 제거된 수분의 양을 cell의 무게감소를 측정

하여 계산하 다. 

   Figure 3은 산소투과계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기체투과장치의 개략도이

다. 투과 cell 내에 시료를 고정시키고, 압력게이지를 통하여 압력을 정확히 

고정시킨 다음 cell을 통과하여 나오는 산소의 양을 soap film flow meter에 

의하여 측정하 다.

   ② 시료의 팽윤도측정

   건조한 시료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한 후 pH 7.4인 PBS가 담겨진 6well 

petridish에 dipping 시켰다. petridish는 incubator를 사용하여 온도를 36
oC 

로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 2시간 간격으로 팽윤도를 측정하 다. 팽윤된 시

료의 무게는 시료 표면의 수분을 여과지로 완 히 제거한 후 측정하 다. 

측정은 시료의 무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 다.

   ③ 염증반응/육아조직의 생성율/표피조직의 생성율

   인공 피부로서 고분자 하이드로겔의 생체 합성을 평가하기 하여 

200g 정도 되는 Sprague-Dawley rat(주. 샘타코에서 구입)을 animal model

로 사용하 다. 일단 animal model을 된 통에 넣고 ethyl ether를 부어 

마취시킨 뒤, ketamin과 rumpun을 3:1로 섞어 1.5ml/kg을 주사한다. 그리고 

완 히 마취가 되면 크로크 에 needle로 animal model을 고정하고 등 부

의 털을 제거한 뒤 betadin으로 피부를 소독한다. 이 게 비가 완료되면 

middle back area로부터 양  1㎝ 가량에 2×2 ㎠를 incision하여 피부를 떼

어 내어 상처를 입힌 뒤, 인공 피부로서 고분자 하이드로겔을 patch한다. 그 

후 인공 피부를 고정하기 하여 tegadem(CM health care, U.S.A.)을 부착

하고 면으로 제작된 bandage로 환부와 복부를 고정하여 animal mode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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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운다. 각각 1, 2, 4주가 지나면 animal model을 euthanasia하여 환부를 

출한다. 

   이 게 우리가 원하는 조직을 출한 후 10% neutral formalin에 넣어 

조직을 1-2일 정도 보존한다. 그리고 라핀 블록을 제작하고, 이를 

section하여 slide 표본을 만든 뒤 staining하여 결과를 찰한다. 이 과정

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2) 실험 결과  고찰

   ① 산소  수증기 투과율

   인공피부의 수증기 투과율의 목표치는 1.5mg/cm
2/hr 정도이며, 정상피

부의 수증기투과율은 0.5mg/cm
2/hr 이다. 인공피부의 수증기의 투과율이 

정상피부의 그것 보다 3배가량 큰 이유는 환부에서의 수분 증발량이 

13mg/cm
2/hr 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환부에는 많은 양의 exudates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피부와 환부의 계면사이의 fluid pocket의 생성을 최

소화하기 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공피부의 수증기 투과율은 

5mg/cm
2/hr 이상으로 비교  큰 값이며, 이로 인하여 체온의 강하  환

부의 수축 상등을 래 할 가능성이 있다. 산소투과율은 인공피부의 목표

치인 10
-8-10-7 이상인 10-6범 에 있다. 재까지 높은 산소투과도에 의하

여 발생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시료의 팽윤도측정

   각 시료들의 팽윤도가 Table2에 열거되어 있다. PVA는 179%인 반면 

PVP는 1,183%의 팽윤도를 보 다. 그 이유로는 방사선 가교에 의한 가교

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단지 인공피부는 팽윤시 100kgf/cm
2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

는데 이에 한 검토 역시 실행되어야 한다.

   ③ 염증반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공피부는 생분해성이 없는 PVA  PVP 그리고 

이들의 복합체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지속 인 염증반응은 기 되지 않

으며, 2주차 이후의 fibroblast에 의한 capsule의 형성  상피세포층의 형

성이 수반된다고 기 된다. Figure 5의 (a)는 Tegaderm만에 의하여cover

된 상태의 rat의 조직사진이며, (b)는 인공피부  Tegaderm에 의하여 

cover된 상태의 rat의 조직사진이다. 1주차의 경우, 면에 random한 상

태의 exudates가 다량 발생되었고, 피하조직에 많은 수의 acute cell들이 

chemotaxis 되어 있다. 기 염증반응의 표 인 이다. (b)의 경우, 

면에 발생된 exudates 층이 (a)와 비교하여 상당히 균일하며 그 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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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도 (a)와 비교하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cute cell의 

population 면에서는 (a)와 비교하여 그다지 감소된 을 발견 할 수 없다.

   ④ 육아조직의 생성율

   Figure 5-(a)의 2주차의 경우, 고화된 exudate에 의한 피막 층이 형성되

어 있으며, 아직도, PMN등의 acute cell 들이 존재 하며 granulation tissue

의 population이 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b)의 경우, exutates 층은 사

라지고 다량의 granulation tissue  squarmous epithelium의 출 이 히 

증가하고 있다. 한 imflammatory cell의 population이 격히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즉 healing process 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표피조직의 생성율

   Figure 5-(a)의 4주차의 경우 비록 Tegaderm에 의하여만 피복이 된 상

태에서도 각질층이 형성된 것을 보여 다. 하지만 형성된 각질층의 두께가 

불균형하며, 매우 울퉁불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scar의 형성을 의

미한다. Figure 5-(b)의 4주차에서는 균형잡힌 각질층의 형성을 보여 다. 

한 피하 조직에 잘 발달된 fibroblast  granulation tissue의 형성을 보여주

고 있다.

   ⑥ Immunochemical reaction

   동물  임상실험 , 체내에서 존재하는 액, 체액  분비물을 이용하

여, 신체에 한 여러 정보를 얻는 방법을 Clinical chemistry라고 하며 

Immunochemical reaction은 Clinical chemistry의 한 범주에 속한다. 본 연구

에서는 하이드로겔로 제작된 인공피부가 이식된 rat에 한 Immunochemical 

reaction만을 검토하기로 하 으나, 보다 정확하고 포 인 데이터를 확보하

기 하여, 하이드로겔로 제작된 인공피부가 이식된 rat에 하여, Clinical 

chemistry 에서, dehydration, kidney function에 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

었다. 

   Table 3  4에는 Hydrogel에 의하여 제조된 인공피부로 처리된 Rat의 

Clinical Chemistry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우선 dehydration에 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간 요약보고서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이드로겔형의 

인공피부는 기존의 피부에 비하여 수증기 투과성이 높다. 물론 피부에 

Injury를 입었을 경우, 정상상태에서 보다, 삼출물인 exudates가 많이 생성됨

으로써, 정상피부에 비하여 수증기 투과성이 높아야 한다. 인공피부의 수증

기 투과율의 목표치는 1.5mg/cm2/hr 정도이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공피부

의 수증기 투과율은 5mg/cm2/hr 이상으로 비교  큰 값이며,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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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ydration, 즉 탈수반응을 래한다. Clinical Chemistry에 의한 

dehydration의 징후는 우선 체내의 단백질 농도의 증가이다. 탈수 반응에 의

한 수분의 감소는 단백질 농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Reference와 

비교하여, Total Protein (TP)  Albumin (ALB)의 농도가 증가함을 보여

다. Dehydration에 의한 두 번째의 징후는 Blood Urea Nitrogen (BUN) 의 

농도 증가  이에 수반되는 creatinine (CREA), 그리고 Na  K 이온 농도

의 증가이다. 거의 모든 시료에 하여, 실험동물군은 dehydration에 하여 

sensitive하게 반응하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기의 수치들은 재로서는 

Fatal한 상태는 아니지만, 환부의 증가는 dehydration의 정도를 더 심각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BUN, CREA의 농도증가는 Kidney function에 

큰 향을  수 있다는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은 Toxicity에 의한 향의 검토이다. AST  ALT는 GOT  GPT

로서도 불리어 지는 독성물질과 련된 효소로서, 체내에 toxic한 물질이 유

입되었을 경우 상기의 효소들의 농도는 증가한다. Table 1에 의하면, 모든 

시료에 하여, AST  ALT의 농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증가폭

은 미소하며, 시료들의 독성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Injury에 의한 

Tissue의 damage는 CK 즉 creatinine kinease의 농도 증가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다. CK는 muscle tissue의 damage 혹은 tissue의 irritation의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CK의 농도 역시 다소 증가하 지만 이것

은 하이드로겔의 분해에 의한 irritating substance의 향 보다는 

dehydration에 의한 근육의 수축에 근거 한다고 사료된다. 다음은 

Malnutrition에 한 고찰이다. 실험동물군에 인공피부를 이식하 을 경우, 

인공피부의 고정을 하여, Tegaderm  Taping을 하게된다. 이로 인하여, 

실험동물은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고 극심한 stress를 받게된다. 따라서, 동

물군은 사료의 섭취가 원활해지지 않게 되며, 심한 경우는 양실조를 래

하게 된다. Table 1에 열거된 LDH, AMY, GLU, CHOL등은 실험동물군의 

양상태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모든 실험 동물군들이 하된 농도의 LDH, 

GLU, CHOL의 수치를 보 다. 이는 어든 사료의 섭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mylase의 농도가 정상인 으로 미루어 볼 때, 실험 동물

군의 양상태는 그 게 심각한 수 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 평가된 방사선가교에 의한 하이드로겔들은 모두 기존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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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로겔보다 향상된 조직 합성  상처피복제로서의 사용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하지만, 서론  인공피부개발의 국내/외 동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평가된 시료들은 아직까지는 조직공학의 문턱에 발을 들여 넣

은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 

로, 방사선가교에 의하여 제조된 시료들은 그 형상을 변형하면 조직공학의 

지본물질인 세포지지체로서의 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총 연구 은 이미 개발된 우수한 시료의 응용분야를 엄 히 조사하고 그에 

한 타당성을 고려하여, 타연구에의 응용을 극 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

며, 이에 한 정부의 극 인 지원 한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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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PMN    E :  Exudates     M :  Macrophage

          F  :  Fibroblast        F/C :  Fibroblast Capsule

Figure 1. Foreign body reaction against the hydrogels.

 E                                   P  P                                  M

Figure 1-1,PVA < 1주차 200배 > Figure 1-2, Gelatin < 1주차 200배 >

                                    P    

  M                                   

                                    F/C  

                                     P

PVA < 3주차 200배 > Gelatin < 3주차 200배 >

                                      M

F

F/C

                                   F/C

PVA+PVP < 9주차 200배 > Gelatin <9주차 2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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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수증기 투과장치.

Figure 3. 산소투과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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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면도  살균

                   scale & incision            Implant

    

                       Covering 1.          Covering 2.                      

                        1 week                   4 week

                       조직 출          dehydration & fixing

Figure 4. 조직 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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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2 weeks

4 weeks

                    (a)                           (b)  

Figure 5. Rat의 피부 개 후 인공피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a)와 처리   

      한 경우 (b)의 치유경과 비교.

Table 1. 시료의 수증기  산소투과도. 

Sample

Permeability of 

water 

vapor(㎎/㎠/hr)

Permeability of O2

(cm
2
*(STP)*cm/cm

2

*sec*cmHg)

1. 

PVA+PVP+Chitosan
5.16 4.9

2. 

PVA+PVP+Alginate
7.36 7.2

3. PVP 8.04 7.8

4. PVA 6.79 6.5

5. PVA+PVP 6.20 6.0

6. 

PVA+PVP+glycerin
6.0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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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시료의 팽윤도 (n=5).

Sample
Dry 

weight(g)

Swelling 

weight(g)

Degree of 

swelling(%)

1. PVA 0.053 0.0150 179.6

2. PVP 0.0077 0.0987 1183.9

3.Gelatin 0.0037 0.0303 706.7

4. PVA+PVP+Chitosan 0.0067 0.0493 640.5

5. PVP+Chitosan 0.013 0.1487 1055.2

6. PVA+Chitosan 0.017 0.053 212.3

7. PVA+PVP 0.0083 0.0473 468.1

8. PVA+PVP+C 0.006 0.0327 443.2

9. Gelatin+Chitosan 0.004 0.0313 600

Table 3. Hydrogel에 의하여 처리된 Rat의 Clinical Chemistry 결과 (1주차).

시료          성분 TP ALB AST
AL

T
CK LDH

AM

Y

GL

U

CHO

L

BU

N

CRE

A

PHO

S
Na K

Reference 6.9 4.8 111 61 340 1428 2246 135 92 21 0.65 11.2 146 5.9

PVA 7.7 5.5 114 69 359 1439 N 120 87 27 0.8 11.3 147 6.8

PVP 8.1 6 115 70 360 1441 N 115 80 27 0.8 11.2 150 7

PVA+PVP 7.5 5.4 113 64 351 1430 N 118 83 25 0.8 11.1 150 7.1

PVA+PVP+Chitosan 7.5 5.4 112 67 355 1430 N 117 83 23 0.7 11 146 6.5

PVA+PVP+Alginate 7.9 5.7 114 70 357 1441 N 118 85 27 0.77 11.3 147 6.9

PVA+PVP+glycerin 7.5 5.5 112 69 357 1440 N 120 89 25 0.77 11 147 6.8

Table 4. Hydrogel에 의하여 처리된 Rat의 Clinical Chemistry 결과 (3주차).

시료          성분 TP ALB AST
AL

T
CK LDH

AM

Y

GL

U

CHO

L

BU

N

CRE

A

PHO

S
Na K

Reference 6.9 4.8 111 61 340 1428 2246 135 92 21 0.65 11.2 146 5.9

PVA 7.0 5.0 110 62 342 1430 N 129 90 21 0.6 11.3 147 6.1

PVP 7.0 4.9 112 61 339 1429 N 128 90 21 0.6 11.2 150 6.2

PVA+PVP 7.0 5.1 109 60 342 1426 N 130 90 22 0.6 11.1 150 6.0

PVA+PVP+Chitosan 7.1 5.0 110 62 340 1432 N 140 89 20 0.7 11 146 6.0

PVA+PVP+Alginate 7.0 5.1 111 60 339 1420 N 136 91 21 0.7 11.3 147 6.0

PVA+PVP+glycerin 7.0 4.9 109 60 340 1429 N 140 89 22 0.7 11 14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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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 약물 달용 하이드로겔 개발

1. 인슐린 로딩용 PVA 하이드로겔 합성

 가. 실험

  (1) 실험방법

   Poly(vinyl alcohol)(PVA, Mw 85,000～140,000) 20wt% 수용액을 만든 뒤 

가로 20cm × 세로 30cm × 두께 0.5cm로 polypropylene bag에 넣고 감마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총 조사선량은 50 kGy, 조사 선량율은 

8.74×10
5 rad/h 다. 제조된 PVA 하이드로겔을 증류수에 넣고 48시간 동안 

세척하여 미반응된 물질을 제거한 후, 당한 크기로 잘라 48시간 동안 건조

하 다. 조사되어 나온 PVA 하이드로겔의 무게(initial weight)와 세척 후 건

조시킨 PVA 하이드로겔의 무게(dried weight)의 비율로 겔화율을 계산하

다. 

   acrylic acid(AAc), methacrylic acid(MAA) 10, 20, 30wt% 농도의 수용액

을 만든 후, 각각의 농도에 0.005, 0.010, 0.015, 0.020M의 ferros ammonium 

sulfate(Mohr's salt)를 첨가한  용액에 미리 제조하여 건조시킨 PVA 하이드

로겔을 각각 침지시키고 12시간 경과 후 각각 5, 10, 15, 20kGy를 조사하여 

PVA 하이드로겔에 AAc, MAA가 그라 트된 형태의 PVA-g-AAc, 

PVA-g-MAA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그라 트된 하이드로겔을 48시간동

안 증류수에서 세척한 후 48시간동안 오 에서 완  건조시켰다. 

  (2) 그라 트율(%) 

   건조된 PVA 하이드로겔의 무게(Wo)를 측정하고 그라 트 이후에 건조된 

무게(Wg)를 측정하여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그라프트율(%)=
그라프트된시료의무게(Wg)-초기PVA하이드로겔무게(Wo)초기PVA하이드로겔무게(Wo)

×100

  (3) 팽윤도(%)

   그라 트된 겔의 건조무게(dried weight)를 측정한 후 pH 1.2～8.0의 

buffer solution에서 겔을 침지시켜 1시간 간격으로 24시간까지 팽윤된 겔의 

무게(swollen weight)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하이드로겔의 팽윤을 해 사용한 buffer solution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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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F(simulated gastric fluid, pH 1.2), sodium acetate buffer solution(pH 

3.6～4.4), potassium phosphate buffer solution(pH 5.7～8.0)를 사용하 다. 

  (4) in vitro  약물 방출시험

   건조시킨 PVA-g-AAc, PVA-g-MAA 하이드로겔에 인슐린을 loading시

키기 해 인슐린 10mg을 0.1N HCl 0.1ml에 녹인 후, 에탄올 50%(v/v%)수

용액 19.8ml를 채워주고 0.1N NH4OH 0.1ml를 넣어 20ml의 인슐린 용액을 

제조하 다. 이 용액에 PVA-g-AAc, PVA-g-MAA 하이드로겔을 침지시키

고 48시간 동안 4℃에서 인슐린을 탑재시켰다. 48시간 경과 후 인슐린 용액 

내의 하이드로겔을 꺼내 0.1N HCl 용액으로 겔 표면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인슐린을 세척한 후 오 에서 완  건조시켜 방출 실험시까지 4℃ 냉장고에 

보 하 다. 기에 제조한 인슐린 용액으로 몇 가지 농도로 희석하여 자외

선 분 분석기(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274nm 장 역에

서 농도에 따른 흡 도를 이용, calibration curve를 작성하 다. 기에 만

든 인슐린 용액의 흡 도와 PVA-g-MAA, PVA-g-AAc하이드로겔에 인슐

린 탑재후 남은 인슐린 용액의 흡 도의 차를 이용하여 간 으로 하이드

로겔이 함유하고 있는 인슐린의 양을 계산하 다. 인슐린 방출실험은 인슐

린을 탑재한 하이드로겔을 최  2시간 동안은 가상의  용액(SGF, pH 

1.2)에서, 2시간 경과후에는 가상의 장 용액(SIF, pH 6.8)에서 8시간까지 담

가서 팽윤과 동시에 방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30～60분 간격으로 흡 도를 

측정하 다. 

  (5) in vivo  약물 방출시험

   쥐(200g)의 당치를 높여 하이드로겔에 탑재된 인슐린의 방출을 알아보

기 해 당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streptozotocin을 쥐 체  kg 당 40mg

을 citrate buffer(pH 4.5)에 녹여 3일 연속 투여하 다. 이후 쥐 꼬리의 

단을 통해 액을 채취하여 당치를 당측정기(SurestepⓇ, Lifescan Inc., 

USA)로 측정하고 250mg/dL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 걸린 상태의 쥐로 간주

하 다. 인슐린이 탑재된 하이드로겔 50mg을 작게 잘라서 마취 상태의 쥐

의 입을 통해 투여한 후 8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당치를 측정하 다. 

인슐린 2mg을 녹인 용액을 주사기로 쥐의 복강에 투여한 경우와 당치의 

감소 경향을 비교하 다. 

 나. 결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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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은 일반 으로 주사제로만 사용하고 있고 경구 투여는 불가능한 약

물로 알려져 있다. 인슐린을 간편한 경구 투여 방식으로 하기 해서는 인슐

린을 강한 산성조건인 를 통과하여 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가 필요

하다. 그러므로 pH에 변화에 따른 약물 방출을 제어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

이 필요하다. 방사선 가교법을 통하여 제조하는 하이드로겔의 경우 임상실험

에서 불리할 수 있는 화학  개시제, 가교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이드로

겔을 제조할 수 있는 이 이 있으므로 경구 투여를 한 재료로 합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한 하이드로겔을 이용

하여, 특정 장기를 target으로 하는 약물 달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자 하 다. 

   실험 방법에서 기술된 조건에서 20wt% 수용액을 총 조사선량은 50kGy로 

조사한 후, PVA 하이드로겔의 무게(initial weight)와 세척 후 건조시킨 PVA 

하이드로겔의 무게(dried weight)의 비율로 겔화율을 계산한 결과, 조사된 

PVA 하이드로겔은 약 94% 가량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pH에 민감한 하이들겔을 제조하기 해 가교된 PVA 하이드로겔을 MMA 

10, 20%, 30% 수용액에 넣고 방사선 조사량을 5-20kGy까지 조사하여 그라

트시켰다. Fig. 1은 그라 트 선량에 따른 PVA겔에 한 MAA의 그라 트율

을 나타내고 있다. MAA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라 트율은 증가하 다. 

   Fig. 2는 AAc 10, 20%, 30% 수용액에 Fig. 1에서와 같이 PVA하이드로겔

을 넣고 방사선 조사하여 그라 트 시킨 것이다. 그라 트율은 그라 트 선량

과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그라 트율을 나타내었다. Fig. 3은 MAA와 

AAc의 농도에 따른 그라 트율을 비교한 것이다. AAc는 농도에 따라 그라

트율 증가폭이 아주 작으나 MAA의 경우에는 증가폭이 매우 컸다. 이는 각

각의 단량체가 합될때의 활성화 에 지가 AAc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 4는 Mohr's salt를 MAA, AAc 용액에 각각의 농도별로 첨가하 을 

때의 그라 트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경우 모두 salt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그라 트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Mohr's salt의 Fe2+ 가 그라 트 반

응에서 억제제(inhibitor)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방사선 그라 트 반응에서 

Mohr's salt를 첨가하는 목 은 단량체의 homopolymer 생성을 억제시키기 

해서 사용한다. Fig.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ohr's salt를 첨가하면, 

homopolymer 생성을 억제시키기고 하지만 그라 트 반응도 함께 억제되어 

최종 으로 그라 트율를 낮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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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와 6은 PVA-g-MAA 와 PVA-g-AAc 하이드로겔의 시간에 따른 

팽윤도를 나타낸 것이다. 두 시료 모두 pH가 높은 곳에서의 팽윤이 더 빠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PVA-g-AAc의 경우가 더 빠르게 평형에 도달하는데 

이는 AAc가 MAA보다 더 친수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Fig. 7과 8은 PVA-g-MAA와 PVA-g-AAc 하이드로겔의 pH에 따른 팽

윤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높은 그라 트율을 갖는 하이드로겔이 더 큰 팽윤

도를 나타냈으며 pH 5 역을 경계로 큰 팽윤도의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

었다.

   Fig. 9는 그라 트 반응시 MAA의 용액에 Mohr's salt를 넣은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의 시료를 팽윤시켰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낮은 pH 

역(pH 1.2)에서는 salt의 향에 계없이 팽윤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높

은 pH 역(pH 6.8)에서는 salt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의 하이드로겔이 더 큰 

팽윤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Fe
2+ 이온이 MAA의 COO- 와 이온 결합을 통해 

COO
-간의 정 기  반발력을 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0은 시간에 따른 PVA-g-AAc 하이드로겔의 인슐린 방출량을 측정

한 결과이다. 인슐린 용액 제조시 물 신 에탄올 용액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

하 다. 50% 에탄올 용액을 이용하여 인슐린 용액을 제조하여 인슐린을 탑재

시킨 하이드로겔의 경우 기 2시간(pH 1.2 역)에서 낮은 방출량을 보이는 

반면 2시간 이후(pH 6.8 역)에서는 아주 빠른 방출 거동을 나타내어 약물

달에 당한 시료로 단되었다.

   Fig. 11은 Fig 10의 결과를 토 로 인슐린을 탑재한 PVA-g-AAc 하이드

로겔을 쥐에게 투여하여 인슐린을 직  투여한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하이드

로겔을 이용하여 인슐린을 투여한 경우 4시간 경과할 때까지 인슐린의 흡수

가 계속 이루어져 당치가 계속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인슐린을 직  투여

하여 얻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정상 당치까지 도달함을 알 수 있었다.

 다. 결론

   경구용 인슈린을 제조하기 해 산에서는 인슈린을 보호하면서 

intestine에서는 약물을 방출함으로서 약물의 농도를 치료 역에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약물 달체(하이드로겔)를 PVA를 방사선 가교하여 겔을 

형성시킨다음 여기에 AAc와 MMA를 방사선 그라 트하여 제조하 다. PVA

에 한 농도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 트율은 증가하 으며, 같은 

농도, 같은 조사량에서 MMA가 AAc보다 그라 트율이 큰 값을 나타냈다. 합

성한 하이드로겔은 (stomach)와 같이 pH가 1-2 역인 조건에서는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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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약물은 안정화되었으며, 장이나 소장에서와 같

이 성 역에서 팽윤이 극 화되어  격히 약물이 방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슈린을 로딩한 하이드로겔을 실험용 쥐에 경구 투여하고 주입하고 

고, 하이드로겔을 이용하여 인슐린을 투여한 경우 4시간 경과할 때까지 인슐

린의 흡수가 계속 이루어져 당치가 계속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인슐린을 

직  투여하여 얻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정상 당치까지 도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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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grafting of methacrylic acid onto PVA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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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grafting of acrylic acid onto PVA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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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gree of grafting on methacrylic acid and acrylic acid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of monomer(5 kGy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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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Mohr's salt concentration on the grafting of methacrylic acid and 

acrylic acid to PVA hydrogel (10kGy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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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gree of swelling of PVA-g-MAA hydrogels swollen in buffer solutions of 

known pH as a function of time (10kGy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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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egree of swelling of PVA-g-AAc hydrogels swollen in buffer solutions of 

known pH as a function of time (10kGy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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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H-dependent swelling behaviors of PVA-g-MAA hydrogels at 25℃

               (10kGy irradiated).



- 199 -

pH

1 2 3 4 5 6 7 8 9

D
eg

re
e 

of
 s

w
el

lin
g 

(%
)

0

200

400

600

800

1000

1200

degree of grafting : 29.67% 
degree of grafting : 63.84%
degree of grafting : 71.98%

Figure 8. pH-dependent swelling behaviors of PVA-g-AAc hydrogels at 25℃ 

                (10kGy irradiated).

Time (hr)

1 2 3 4 5 6 7 8 9 10 11

D
eg

re
e 

of
 s

w
el

lin
g 

(%
)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no salt added in MAA solution
no salt added in MAA solution
salt 0.02M added in MAA solution
salt 0.02M added in MAA solution

Figure 9. Degree of swelling of PVA-g-MAA hydrogel as a function of time (Symbol : 

swelled in pH 1.2(filled), swelled in pH 6.8(open), 10kGy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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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nsulin release profile from PVA-g-AAc hydrogel depending on time (insulin 

solution prepared with deionized water (A), 50% ethanol solution (B) and 

100% ethanol solution (C), respectively,  graft yield of PVA-g-AAc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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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Blood glucose response in rats following the oral administration of 

insulin-loaded PVA-g-AAc hydrogel and injection of insulin solution

            ( insulin dose : 2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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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O 하이드로 겔의 제조와 약물방출 특성

 가. 실험

  (1) 시료  시약

   폴리에틸 옥사이드, Poly(ethylene oxide)(PEO, Mw 2.0×10
5)은 Aldrich

사의 제품을 사용하 고, methacrylic acid(MAA)와 acrylic acid(AAc)는 일

본의 Jusei사의 액체 시약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알루미나로 억제제를 제거한 

후 이용하 다. Mohr's salt(FeSO4(NH4)SO4∙6H2O)는 일본의 Wako사의 제

품을 사용하 다. 가상 용액, SGF(pH 1.2)의 제조에는 Merck사의 NaCl과 

동양화학의 HCl을 사용하여 제조하 으며, 가상장용액, SIF(pH 6.8)의 제조

에는 일본 Showa사의 KH2PO4와 NaOH가 사용되었다. 한 약물방출 실험

에 사용한 인슐린은 Sigma- Aldrich사의 제품으로 송아지의 췌장에서 추출한 

28.2 IU/mg의 인슐린을 사용하 고, 5-fluorouracil(5-FU)과 indomethacin(IMC) 역

시 Sigma-Aldrich사의 제품을 사용하 다.

  (2) 방사선 조사에 의한 PEO 겔화

   PEO 3wt%와 5wt% 용액을 만든 뒤 가로 20cm × 세로 25cm × 두께 

0.2cm로 polypropylene film에 넣고 감마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총 조사선량은 50kGy, 조사 선량율은 8.74×105 rad/h 다. 제조된 PEO 

하이드로겔을 증류수에 넣고 48시간 동안 세척하여 미반응된 물질을 제거한 

후, 당한 크기로 잘라 48시간 동안 건조하 다. 조사되어 나온 PEO 하이

드로겔의 무게(initial weight)와 세척 후 건조시킨 PEO 하이드로겔의 무게

(dried weight)의 비율로 겔화율을 계산하 다. 

  (3) 방사선 조사에 의한 그라 트

   acrylic acid(AAc), methacrylic acid(MAA) 10, 20, 30wt% 농도의 용액을 

만든 후, 각각의 농도에 0.005, 0.010, 0.015, 0.020M의 ferrous ammonium 

sulfate(Mohr's salt)를 첨가한 용액에 미리 제조하여 건조시킨 PEO 하이드

로겔을 각각 침지시키고 12시간 경과 후 각각 5, 10, 15, 20kGy를 조사하여 

PEO 하이드로겔에 AAc, MAA가 그라 트된 형태의 PEO-g-AAc, 

PEO-g-MAA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다. 그라 트된 하이드로겔을 48시간동

안 증류수에서 세척한 후 48시간동안 35℃ 오 에서 완  건조시켰다. 

   건조된 PEO 그라 트 하이드로겔의 무게(Wo)를 측정하고 그라 트 이후

에 건조된 무게(Wg)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4) 그라 트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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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트된 겔의 건조무게(dried weight)를 측정한 후 pH 1.2～8.0의 완충용

액(buffer solution)에서 겔을 침지시켜 1시간 간격으로 24시간까지 팽윤된 

겔의 무게(swollen weight)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하이드로겔의 팽윤을 해 사용한 buffer solution으로는 SGF(simulated 

gastric fluid, pH 1.2), sodium acetate buffer solution(pH 3.7～4.8), 

potassium phosphate buffer solution(pH 5.8～8.2)를 사용하 다.

  (5)  ATR-FTIR, DSC, 주사 자 미경 분석

   제조된 하이드로 겔은 DLaTGS 검출기가 장착된 독일 Bruker사의 

TENSOR 37 분 기를 사용하 다. 모든 ATR스펙트럼들은 16scan, 4cm
-1

의 해상도로 얻어졌다. 시차주사열량분석(DSC)은 미국의 TA사 Q-1000 열

분석기를 사용하 으며, 승온속도는 10℃/min, 질소분 기에서 300℃까지 분

석을 수행하 다. 주사 자 미경은 네델란드 Philips사의 XL Serise 30s 

SEM을 사용하여 제조된 겔 표면의 기공과 크기를 찰하 다.

  (6) 겔의 인슐린 탑재

   건조시킨 PEO-g-AAc, PEO-g-MAA 하이드로겔에 인슐린을 loading시

키기 해 잘게 자르고 다시 증류수에 팽윤시켜 동결건조하 다. 인슐린 

10mg을 0.1N HCl 0.1ml에 녹인 후, 에탄올 25%(v/v%)수용액 19.8ml를 채

워주고 0.1N NH4OH 0.1ml를 넣어 20ml의 인슐린 용액을 제조하 다. 이 

용액에 동결건조된 PEO-g-AAc, PEO-g-MAA 하이드로겔을 침지시키고 

48시간 동안 4℃에서 인슐린을 탑재시켰다. 48시간 경과 후 인슐린 용액 내

의 하이드로겔을 꺼내 0.1N HCl 용액으로 겔 표면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인

슐린을 세척한 후 진공오 에서 완  건조시켜 방출 실험시까지 4℃ 냉장고

에 보 하 다. 기에 제조한 인슐린 용액으로 몇 가지 농도로 희석하여 

자외선 분 분석기(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274nm 장

역에서 농도에 따른 흡 도를 이용, calibration curve를 작성하 다. 기에 

만든 인슐린 용액의 흡 도와 PEO-g-MAA, PEO-g-AAc하이드로겔에 인

슐린 탑재후 남은 인슐린 용액의 흡 도의 차를 이용하여 간 으로 하이

드로겔이 함유하고 있는 인슐린의 양을 계산하 다. 

  (7) 체외(in vitro)방출 실험

   인슐린 방출실험은 인슐린을 탑재한 하이드로겔을 최  2시간 동안은 가

상의  용액(SGF, pH 1.2)에서, 2시간 경과 후에는 가상의 장 용액(SIF, 

pH 6.8)에서 8시간까지 담가서 팽윤과 동시에 방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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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분 간격으로 흡 도를 측정하 다.  

  (8) 체내(in vivo)방출 실험

   인슐린이 탑재된 겔을 실험용 쥐에 투여하여 인슐린 경구투여제로서의 성능

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용 쥐(200g)의 당치를 높여 하이드로겔

에 탑재된 인슐린의 방출을 알아보기 해 당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streptozotocin을 쥐 체  kg 당 40mg을 citrate buffer(pH 4.5)에 녹여 3일 연

속 투여하 다. 이후 쥐 꼬리의 단을 통해 액을 채취하여 당치를 당측

정기(Surestep
Ⓡ, Lifescan Inc., USA)로 측정하고 250mg/dL 이상이 되면 당뇨

병이 걸린 상태의 쥐로 간주하 다. 인슐린이 탑재된 하이드로겔 50mg을 작게 

잘라서 마취 상태의 쥐의 입을 통해 투여한 후 8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당

치를 측정하 다. 인슐린 1mg을 녹인 용액을 주사기로 쥐의 복강에 투여한 경

우와 당치의 감소 경향을 비교하 다.      

  

 나. 결과  고찰

   인슐린은 일반 으로 주사제로만 사용하고 있고 경구 투여는 불가능한 약물

로 알려져 있다. 인슐린을 간편한 경구 투여 방식으로 하기 해서는 인슐린을 

강한 산성조건인 를 통과하여 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가 필요하다. 그

러므로 pH에 변화에 따른 약물 방출을 제어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이 필요하

다. 방사선 가교법을 통하여 제조하는 하이드로겔의 경우 임상실험에서 불리할 

수 있는 화학  개시제, 가교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이드로겔을 제조할 수 

있는 이 이 있으므로 경구 투여를 한 재료로 합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한 하이드로겔을 이용하여, 특정 장기를 

target으로 하는 약물 달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 

   PEO는 선량과 PEO의 농도가 증가하에 따라 겔화율이 증가하 다. 3wt% 

PEO 겔의 겔화율은 90～95%이며, 5wt% PEO 겔의 겔화율은 93～97%에 이른

다. 방사선 그라 트를 해 본 연구에서는 겔화율과 물성이 좋은 5wt% PEO

를 50 kGy로 가교한 겔을 사용하 다(Figure 1).

  pH 민감성이 있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기 해 방사선 가교하여 만든 PEO 

겔에 MMA을 방사선 그라 트시켰다. Figure 2는 그라 트 선량에 따른 PEO

에서 MAA의 그라 트율을 나타내고 있다. MA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높

은 그라 트율을 나타내었고 방사선 선량이 증가할수록 그라 트율도 증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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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AAc는 MAA와 마찬가지로 그 농도가 증가할수록, 방사선의 선량이 증가할

수록 그라 트율이 증가하 다. 그러나 15 kGy에서는 농도가 10wt%나 

20wt%의 그라 트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Figure 3).

   Figure 4는 Mohr's salt를 MAA, AAc 용액에 각각의 농도별로 첨가하

을 때의 그라 트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경우 모두 salt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라 트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Mohr's salt의 Fe
2+가 그라 트 반

응에서 억제제(inhibitor)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Figure 5와 6은 PEO-g-MAA 와 PEO-g-AAc 하이드로겔의 시간에 따른 

팽윤도를 나타낸 것이다. 두 시료 모두 pH가 높은 곳에서의 팽윤이 더 빠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PEO-g-AAc의 경우가 더 빠르게 평형에 도달하는 데 

이는 AAc가 MAA보다 더 친수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Figure 7과 8은 PEO-g-MAA와 PEO-g-AAc 하이드로 겔의 SIF/SGF에

서 팽윤비를 나타낸 것이다. PEO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PEO-g-MAA의 경우

는 86%가 그라 트된 것은 6시간째에서 23배로 가장 높았으며, 226%가 그라

트된 겔은 10시간째에서 26배가되었다. 한 PEO-g-AAc 하이드로 겔은 모

두 10시간째에서 24～28배의 SIF/SGF 비를 보 다. SIF/SGF의 비가 높을수

록 산에서는 팽윤이 게 되고 성에서는 팽윤도가 크다는 것을 보인다. 이

는 약물방출시 원하는 장기에서의 방출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Figure 9와 10은 PEO-g-MAA와 PEO-g-AAc 하이드로겔의 pH에 따른 

팽윤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높은 그라 트율을 갖는 하이드로겔이 더 큰 팽

윤도를 나타냈으며 pH 5 역을 경계로 큰 팽윤도의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1은 방사선에 의해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ATR-FTIR 피크를 나타

내고 있다. 2938～2876cm-1의 피크는 υC-H, PEO는 singlet, MAA와 AAc가 그

라 트된 겔은 doublet이며, MAA와 AAc가 그라 트된 하이드로 겔에서는 

1707～1692cm-1에서 υC=O피크를 볼 수 있다. 한 모든 겔에서 υC-O-H 피크

는 1098～1082cm-1에서 나타났다.

   Figure 12는 겔을 팽윤시킨 후 동결건조하여 ATR-FTIR 분석을 수행한 

그림이다. 팽윤 시간이 증가할수록 2924cm-1의 υC-H 피크와 1707cm
-1의 υC=O 

피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550cm-1의 υCOO- 피크의 강도가 증

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겔이 팽윤되면서 acidic monom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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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H 작용기가 해리되어 시간이 증가할수록 -COO- 의 이온 강도가 강해

짐을 나타낸다.

   방사선에 의해 가교가 이루어지면 고분자의 결정화도는 감소하게 된다. 

결정화도의 감소는 고분자의 Tm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교 의 PEO

의 Tm은 66.1℃ 으나 가교 후에는 Tm이 53.12℃로 감소하 다. 한 

PEO-g-MAA와 PEO-g-AAc 하이드로 겔은 235.80℃와 265.31℃의 Tm값을 

나타내었다(Figure 13).

   Figure 14는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자주사 미경 사진이다. 건조된 겔(a, 

d)과 SGF에서 10시간 팽윤시켜 동결건조한 겔(b, e) 마지막으로 SIF에서 10

시간 팽윤시키 후 동결 건조한 겔(c, f)을 촬 하 다. 사진 c, f에서 알 수 

있듯이 PEO-g-AAc 하이드로겔의 기공이 PEO-g-MAA의 기공보다 더 크

게 보임을 알 수 있으며, 그 크기는 각각 150～1250㎛와 30～200㎛임이 나타

났다.

   Figure 15는 시간에 따른 PEO-g-MAA와 PEO-g-AAc 하이드로겔의 인

슐린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AAc가 203% 그라 트된 하이드로 겔이 가

장 많은 인슐린의 방출거동을 보 으며, 방출 시작 7시간에서 최고의 방출량

을 나타냈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겔은 4시간 이후부터는 거의 방출량의 변

화가 없으며, 기 2시간(pH 1.2 역)에서 낮은 방출량을 보이는 반면 2시간 

이후(pH 6.8 역)에서는 아주 빠른 방출 거동을 나타내어 약물 달에 당한 

시료로 단되었다.

   Figure 16과 17은 Indomethacin과 5-FU의 방출 거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기 2시간까지는 두 겔 모두 소량의 방출거동을 보 으며 SIF에서는 격

히 방출량이 증가하고 4시간 이후에는 거의 방출이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8과 19는 인슐린을 탑재한 그라 트된 하이드로겔을 쥐에게 투

여하여 인슐린을 직  투여한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하이드로겔을 이용하여 

인슐린을 투여한 경우 4시간 경과할 때까지 인슐린의 흡수가 계속 이루어져 

당치가 계속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인슐린을 직  투여하여 얻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정상 당치까지 도달함을 알 수 있었다.

 다. 결론

   경구용 인슐린을 제조하기 해 산에서는 인슐린을 보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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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stine에서는 약물을 방출함으로서 약물의 농도를 치료 역에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약물 달체(하이드로겔)를 PEO를 방사선 가교하여 겔을 

형성시킨다음 여기에 AAc와 MMA를 방사선 그라 트하여 제조하 다. 

PEO에 한 농도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 트율은 증가하 으며, 

같은 농도, 같은 조사량에서 MMA가 AAc보다 그라 트율이 큰 값을 나타

냈다. 합성한 하이드로겔은 (stomach)와 같이 pH가 1-2 역인 조건에서는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약물은 안정화되었으며, 장이나 소장에서

와 같이 성 역에서 팽윤이 극 화되어  격히 약물이 방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슐린을 로딩한 하이드로겔을 실험용 쥐에 경구 투여하고 주입

하고 고, 하이드로겔을 이용하여 인슐린을 투여한 경우 4시간 경과할 때까지 

인슐린의 흡수가 계속 이루어져 당치가 계속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인슐

린을 직  투여하여 얻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정상 당치까지 도달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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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l content of poly(ethylene oxide) (PEO) hydrogels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dose(PEO Mw =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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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grafting of methacrylic acid(MAA) onto 

            PEO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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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grafting of acrylic acid(AAc) onto PEO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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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Mohr's salt on the grafting of MAA and AAc to PEO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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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Weight swelling ratio of PEO-g-MAA hydrogels swollen in several different 

          buffer solutions as a function of time a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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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eight swelling ratio of PEO-g-AAc hydrogels swollen in several different 

          buffer solutions as a function of time a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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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welling ration in SIF/SGF of PEO-g-MAA hydrogels swollen in SIF and 

           SGF as a function of time a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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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welling ration in SIF/SGF of PEO-g-AAc hydrogels swollen in SIF and 

           SGF as a function of time a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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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welling behaviors of PEO-g-MAA hydrogels depending on pH a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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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welling behaviors of PEO-g-AAc hydrogels depending on pH a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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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TR-FTIR spectra of PEO, PEO-g-MAA and PEO-g-AAc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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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TR-FTIR spectra of PEO-g-AAc hydrogel depending on swe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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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SC thermograms of PEO, PEO-g-MAA and PEO-g-AAc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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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urface SEM analysis of MAA and AAc grafted onto PEO : (a), (b) and 

  (c) are PEO-g-MAA(grafting ratio : 226%), (d), (e) and (f) are EO-g-AAc(grafting 

ratio  : 203%); (a), (d) : dried hydrogel, (b), (e) : freeze dried hydrogel in SGF 

   swollen for 10hr., (c), (f) : freeze dried hydrogel in SIF swollen for 10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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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Insulin release profile from PEO-g-MAA and PEO-g-AAc hydrogels at 

two different pH conditions depending on time(0 min to 120min in SGF, 120min to 

   600min in 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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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Indomethacin(IMC) release profile from PEO-g-MAA and PEO-g-AAc 

hydrogels at two different pH conditions depending on time

             (0 min to 120min in SGF, 120min to 600min in 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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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5-Fluorouracil(5-FU) release profile from PEO-g-MAA and PEO-g-AAc    

           hydrogels at two different pH conditions depending on time

           (0 min to 120min in SGF, 120min to 600min in 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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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Blood glucose response in rats after the oral administration of            

    insulin-loaded(Dose : 28.2 IU/kg) and non-loaded(-■-) hydrogels and injection 

of insulin solution. Dose of insulin was controlled to be 28.2 IU/kg(1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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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Blood glucose response in rats after the oral administration of 

                insulin-loaded hydrogels(Dose : 56.4 IU/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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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온도에 민감한 하이드로겔 제조  약물 방출

 가. 실험

  (1) 시약

   N-isopropylacrylamide ( NIPAAm; H2C=CHCONHCH(CH3)2, FW 

113.16, mp 60-63℃, bp 89-92℃ )은 정제하지 않고 시약을 그 로 사용하

으며, acrylic acid ( AA; H2C=CHCO2H, FW 72.06, mp 13℃, bp 139℃ 

)와 butyl acrylate ( BA; H2C=CHCO2(CH2)3CH3, FW 128.17 )는 미국 

Aldrich사의 시약 1 을 사용하 다.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acrylic acid와 

butyl acrylate는 alumina에 통과시켜 정제하여 사용하 다. Insulin ( from 

Bovine Pancreus, 28.2 USP units/㎎ )은 미국 Sigma사의 시약 1  제품

으로 분말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 다.

   실험 에 사용한 산성 용액은 35% HCl 용액을 희석하여 제조하 으

며, 염기성 용액은 25% NH4OH 용액을 희석하여 사용하 다.

  (2) pH/thermo-sensitive hydrogel의 제조

   방사선 조사를 하기  Monomer 용액은 100 ㎖  체 monomer의 

함량이 100 mmol이 되도록 ( Table 1 ) 혼합용액을 제조하 다. 혼합용액

은 세로 250 ㎜ × 가로 20 ㎜ × 두께 5 ㎜ 의 튜 에 넣고 실링 후 γ-선 

조사하 다. 조사 선량률은 8.74×105 rad/h, 총선량은 각각 30, 50 kGy 로 

조사하 다. 조사되어 나온 hydrogels은 세로 10 ㎜ × 가로 20 ㎜ × 두께 

5 ㎜ 크기로 단하 다. 이어서 MeOH, MeOH과 증류수를 50:50으로 섞

은 용액에서 각각 24 h, 증류수에서 48 h 이상 세척하여 미반응 

monomers를 제거하고, 건조하여 gel 시편을 제조하 다. 건조는 35  오

에서 3일 동안 자연 건조하 으며, 40℃ 에서 2일 동안 진공건조 하 다. 

건조시킨 후에 제조된 gel 시편은 상온에서 진공상태로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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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혼합용액에서의 Monomer 비율.

( 단 :mmol, solution total volume 100 ㎖ )

.

         Hydrogel

 Monomer
pure NIPAAm pure AA

NIPAAm-AA

(50:50)

NIPAAm-AA

(90:10)

NIPAAm-AA-BA

(85:10:5)

NIPPAm
100 mmol

( 11.316 g )
0

50 mmol

( 5.658 g )

90 mmol

( 10.1844 g )

85 mmol

( 9.6186 g )

AA 0
100 mmol

( 7.206 g )

50 mmol

( 3.603 g )

10 mmol

( 0.7206 g )

10 mmol

( 0.7206 g )

BA 0 0 0 0
5 mmol

( 0.6408 g )

Total concentration

( w/v % )
11.316 % 7.206 % 9.261 % 10.905 % 10.98 %

  (3) 겔화율(%)

   γ-선 조사 후 제조된 hydrogels을 세로 10 ㎜ × 가로 20 ㎜ × 두께 5 

㎜ 크기로 단하 다. 35℃ 오 에서 3일 동안 자연건조 후 40℃ 에서 2

일 동안 진공 건조하 다. gel은 MeOH, MeOH:dH2O=50:50 에서 각 24 

h, dH2O에서 48 h 동안 팽윤시켜 미반응 monomers를 제거하고 건조하

여 건조 무게 ( dried weight )를 측정하 다. 건조는 35℃ 오 에서 3일 

동안 자연건조 후 40℃에서 2일 동안 진공건조하고, gel content ( % )는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4) 팽윤율(%)

   미반응 물질을 제거한 gels의 건조무게( dried weight )를 측정하고 

37℃에서 pH 2 ～ 8에서의 팽윤도를 측정하 다. pH 2 ～ 6 범 의 용

액은 HCl로, pH 7 ～ 8 범 의 용액은 NH4OH로 제조하고 각 pH 에서 

2, 5, 10, 30 h 마다 hydrogels의 질량을 측정하고 pH를 변화시켰다. 30 

h에서의 hydrogels의 무게( equilibrium swollen weight )를 가지고 함수

율( water content ( % ) )을 계산하여 변화를 비교하 다.

   미반응 물질을 제거한 gels의 건조무게를 측정하고 pH 2.1, 7.3의 각 

용액에서 5, 15, 20, 25, 30, 35, 40℃에서 팽윤무게를 측정하 다. pH 2.1 

용액은 HCl 로, pH 7.3 용액은 NH4OH로 제조하고 각 온 도에서 30 h 

동안 팽윤시킨 팽윤무게를 측정하고 다시 온도를 높여주면서 실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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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  팽윤값을 가지는 30 h에서의 함수율 ( water content ( % ) )를 

계산하여 변화를 비교하 다.

   NaCl 농도를 0.01, 0.03 N의 조건에서 hydrogels의 pH, temperature 

sensitive를 측정하 다.

  

   (5) Insulin의 탑재와 in vitro상에서의 방출 실험

   - Loading efficency

   Insulin 20 ㎎ ( 28 IU/㎎ )을 0.1 N HCl 0.2 ㎖에 용해 후 39.6 ㎖의 

탈이온화수로 희석하고 0.1 N NH4OH를 사용하여 pH 7.42로 normalize

하 다.

   그 후 무게를 측정한 gels을 제조한 insulin solution에 넣어 5℃에서 

30 h 동안 팽윤시켜 insulin을 탑재하 다. Insulin을 loading한 hydrogels

은 air dried와 freeze dried 두가지 방법으로 건조하 다. Air dried는 상

온에서 3일간 자연건조 후 상온에서 2일간 진공 건조하 고, freeze dried

는 -30℃ 동결 후 진공 건조하 다.

   Loading efficency의 계산은 loading 후 남은 용액을 UV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274 ㎚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남은 

insulin양을 계산하여 역으로 탑재된 insulin 총량을 계산하 다.

   - Release studies : in vitro

   Insulin을 탑재한 drug-gels은 in vitro에서 insulin 방출 실험을 진행

하 다. Drug-gels은 37℃에서 simulated gastric fluid( SGF; sodium 

chloride 2.0 g, 35～37% HCl 8.2 ㎖, water to volume 1000 ㎖, pH 1.2 )에

서 2시간 ( 0.5, 1, 1.5, 2 시간(h) 마다 방출량 측정) 동안 약물방출 실험을 

한 후 이어서 simulated intestinal fluid( SIF; monobasic potassium 

phosphate 6.8 g, 0.2 N sodium hydroxide 190 ㎖, water to volume 1000 

㎖, pH 7.3 )에서 7시간 ( 0.5, 1, 1.5, 2, 3, 4, 5, 7 h 마다 방출량 측정) 

동안 insulin 방출량을 측정하 다. Insulin의 방출량 측정은 UV 

spectrophotometer ( S-2100, Scinco, Korea )를 사용하여 274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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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과  고찰

  (1) FT-IR 분석

   γ-irradiation에 의해 형성되는 hydrogels은 chemical method와 달리 

다량의 라디칼을 형성하여 polymerization과 crosslinking을 동시에 일으

켜 hydrogels을 형성하며, 가교된 hydrogels은 용해가 어렵기 때문에 

N.M.R. 분석에 의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γ-irradiation에 

의해 제조된 hydrogels을 미반응 물질을 제거하고 건조하여 FT-IR 분석

을 행하 다.

   Fig. 1은 건조된 hydrogels의 FT-IR 분석 결과이다. NIPAAm의 

acrylamide ( -CO-NH-R )가 1673, 1137 ㎝-1에서, isopropyl ( 

(CH3)2-CH-NH-C- )이 2970, 1507.5, 1392.5 ㎝
-1에서 보여지고 있다. 

한 AA에 해 carboxylic acid ( -COOH )가 1712 ㎝-1에서 보여지고 있

다. 

   그러나 BA에 한 피이크는 다른 작용기 부분과 첩되어 IR 분석결

과로는 찾기 어렸으며, 단지 BA가 첨가되어 제조된 hydrogel의 상태가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을 육안 상 찰 할 수 있었다. 

  (2) 겔화율 ( % )

   일반 으로 가교율은 선량에 따라 비례하지만 두가지 이상의 

monomers나 polymers가 혼합된 혼합용액의 경우 혼합비율이나 혼합한 

물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Fig. 2는 총선량 30, 50 kGy에 따른 각 hydrogels의 가교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각각의 hydrogels이 총선량에 따라 가교율이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NIPAAm과 AA만으로 제조된 hydrogels은 30 kGy에

서 각각 94.88(±0.24), 96.33(±0.58)%, 50 kGy에서 각각 98.95(±0.12), 

98.78(±0.62)%의 높은 가교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monomers가 혼합된 경우 가교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pH dependent swelling behavior

   Fig. 3은 각각 총선량 30, 50 kGy로 조사하여 제조한 gels의 pH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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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팽윤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Pure NIPAAm hydrogel은 pH에 하여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NIPAAm-AA (50:50), NIPAAm-AA (90:10), 

NIPAAm-AA-BA (85:10:5) hydrogels은 pH 6 과 7 사이에서 swelling 하

다.

   그러나 pure AA hydrogel의 경우 각각의 pH 범 에서 높은 water 

content ( % )를 갖지만 다른 hydrogels의 경우에서 처럼 pH에 한 변화

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γ-선 조사 후 pure AA hydrogels의 network 상

에 잔존하여 pH에 따라 swelling에 향을 주는 -COOH가 다른 hydrogels

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poly(AA)를 irradiation에 의해 

pH-sensitive hydrogels로 제조 할 때는 poly(AA)분자량과 함량, solvent의 

pH 등 조건이 필요하다.

  (4) Temperature dependent swelling behavior

   Fig. 4부터 Fig. 5.은 온도에 따른 각각의 hydrogels의 팽윤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pure AA hydrogel은 온도에 해 거의 향이 없으며, 

NIPAAm-AA (50:50) hydrogel의 경우에도 온도에 따른 민감성은 크게 나

타나지 않는다. 순수한 NIPAAm, NIPAAm-AA (90:10), NIPAAm- 

AA-BA (85:10:5) hydrogels만이 pH 2.1 ( Fig. 4-A., Fig. 5-A. ) 에 서 30 

～ 35 ℃ 사이에서 수축 상을 보이고 있다. 

   pH 7.3의 조건 ( Fig. 4-B., Fig. 5-B. )에서는 수축 상을 보이는 온도 

범 가 pH 2.1에서 보다 다소 높은 35 - 40 ℃ 로 LCST가 높아 졌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과 Fig. 7은 NIPAAm-AA (50:50)과 NIPAAm-AA (90:10), 그리

고 NIPAAm-AA (90:10)과 NIPAAm-AA-BA (85:10:5) hydrogels을 비교

하여 나타낸 것이다. NIPAAm-AA (50:50) hydrogel을 제외한 다른 

hydrogels은 각 pH 조건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Ionic strength dependent swelling behavior

   Fig. 8부터 Fig. 13까지는 pure NIPAAm hydrogel과 pure AA hydrogel

을 제외한 pH-temperature sensitive hydrogels인 NIPAAm-AA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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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Am-AA (90:10), NIPAAm-AA-BA (85:10:5) hydrogels에 하여 

ionic strength 향 아래에서 pH와 온도에 해 swell /deswell을 나타낸 

그림이다. 

   Ionic strength의 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은 in vivo상에서 hydro-gels

의 well/deswell에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onic strength는 NaCl 

농도( 0 N, 0.01 N, 0.03 N )로 조정하 다. NaCl이 첨가되지 않은 용액과 

비교해 볼 때 ionic strength의 향 을 받는 경우 각 hydrogels이 

swelling 되는 pH 역이 pH 6~7 에서 pH 4~5로 달라지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NIPAAm-AA (50:50) hydrogle의 경우 각 pH 역에서 

swelling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Fig. 8., 9. )

   Fig. 10부터 13 까지는 온도에 한 deswelling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ionic strength의 향으로 LCST가 다소 변하거나 deswelling 정도가 감

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Loading efficiency

   Fig. 14는 각 hydrogels에 하여 insulin의 loading 효율을 나타낸 그

림이다. Insulin의 loading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NIPAAm-AA (50:50) 

hydrogel로 30, 50 kGy에서 각각 90.3(±7.60), 82.9(±6.71)% 이다. 

   Pure NIPAAm과 pure AA hydrogels의 경우는 각 선량에서 50% 이하

의 loading efficiency를 보 으며, NIPAAm-AA (90:10) hydrogel과 

NIPAAm-AA-BA (85:10:5) hydrogel은 각 선량에서 70% 이상의 loading 

효율을 보여 다. 

   특히 loading efficiency가 높을 것으로 기 던 NIPAAm-AA-BA 

(85:10:5) hydrogel의 경우 30, 50 kGy에서 각각 70.56(±1.53), 

69.86(±3.50)%로 NIPAAm-AA (90:10) hydrogel의 경우보다( 30, 50 kGy

에서 각각 72.01(±1.41), 70.47(±1.49)% )  loading efficiency가 약간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7) Release studies : in vitro

   Fig. 15. 부터 17. 까지는 pure NIPAAm hydrogel과 pure AA hydrogel

을 제외한 pH-temperature sensitive hydrogels인 NIPAAm-AA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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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Am-AA (90:10), NIPAAm-AA-BA (85:10:5) hydrogels에 하여 

선량별, loading 후 건조 방식에 따른 약물 방출속도를 비교한 것이다. 

Fig. 18.은 NIPAAm-AA (50:50) hydrogel과 NIPAAm-AA (90:10) 

hydrogel의 방출속도를 비교한 그림이며, Fig.19.는 NIPAAm-AA 

(90:10), NIPAAm-AA-BA (85:10:5) hydrogels의 insulin 방출속도를 비

교한 것이다. 

   Insulin의 방출의 처음 2시간 동안은 SGF( pH 1.2 )에서, 나머지 시

간은 SIF( pH 7.3 )에서 방출 실험을 한 것인데, NIPAAm-AA (90:10), 

NIPAAm-AA-BA (85:10:5) hydrogels의 경우 pH가 변하는 시 에서 방

출량이 증가하 으나 NIPAAm-AA (50:50) hydrogel ( Fig. 15. )의 경

우에는 SGF에서 이미 방출량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insulin의 달 재

제로서는 알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0 kGy에서 제조된 hydrogels의 경우 약물을 loading 후 건조 방법

에 따라 방출되는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찰되지만 50 kGy

에서 제조된 hydrogels을 가지고 약물을 loading 후 air dried와 freeze 

dried로 건조 후 방출 실험을 한 경우에는 freeze dried 한 것이 13 ~ 

20% 정도 방출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loading efficiency ( % )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던 

NIPAAm-AA (90:10), NIPAAm-AA-BA (85:10:5) hydrogels에서는 BA

가 첨가되어 제조된 hydrogel이 방출효과 측면에서는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Fig. 19 ).

  (8)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Fig. 20.은 pure NIPAAm hydrogel과 pure AA hydrogel을 제외한 

pH-temperature sensitive hydrogels인 NIPAAm-AA (50:50), 

NIPAAm-AA (90:10), NIPAAm-AA-BA (85:10:5) hydrogels의 SEM( 

Fig. 20-A, B, D, E는 2.5×10
2배, Fig. 20-C는 2×103배 ) 사진이다.

   NIPAAm-AA (50:50) hydrogel은 Fig. 20-A에서 볼 수 있듯이 pore 

size가 다른 hydrogles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20-B와 

D를 비교해 보면 NIPAAm-AA-BA (85:10:5) hydrogel이 NIPAAm-AA 

(90:10) hydrogel 보다 pore 면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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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결론 

   γ-irradiation을 사용하여 제조된 NIPAAm-AA (50:50), NIPAAm-AA 

(90:10), NIPAAm-AA-BA (85:10:5) hydrogels이 pH-temperature 

sensitive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종의 조성비와 성분비가 다른 각 hydrogels은 ionic strength 향이 

없는 조건에서 pH 6 ～ 7 ( 37℃ )사이에서 swelling되었고, 30 ～ 35℃ 

( pH 2.1 )사이에서 deswelling 되었다. Ionic strength 향을 받을 경우 

pH 4 ～ 5 ( 37℃ )사이에서 swelling 되었고, pH 2.1, pH 7.3 조건에서 

LCST가 다소 높아 졌다.

   Loading efficiency에 있어 BA가 첨가된 hydrogel의 경우 

NIPAAm-AA (50:50) hydrogel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약

물방출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 224 -

4 0 0 0 3 5 0 0 3 0 0 0 2 5 0 0 2 0 0 0 1 5 0 0 1 0 0 0 5 0 0

- C O O H
- C O - N H -

( C H 3 ) 2 - C H -

p u r e  A A

N IP A A m - A A - B A ( 8 5 :1 0 :5 )

N IP A A m - A A ( 9 0 :1 0 )

N IP A A m - A A ( 5 0 :5 0 )

p u r e  N IP A A m

W a v e n u m b e r  (  c m -1  )

A：30 kGy

4 0 0 0 3 5 0 0 3 0 0 0 2 5 0 0 2 0 0 0 1 5 0 0 1 0 0 0 5 0 0

- C O - N H -

- C O O H

( C H 3 ) 2 - C H -

N I P A A m - A A - B A ( 8 5 : 1 0 : 5 )

N I P A A m - A A ( 9 0 : 1 0 )

N I P A A m - A A ( 5 0 : 5 0 )

p u r e  A A

p u r e  N I P A A m

W a v e n u m b e r  (  c m - 1  )

B：50 kGy

Fig. 1. FT-IR spectrum of hydrogels. The radiation dose was 30 kGy ( A ) and   

       50 kGy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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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quilibrium degree of swelling of hydrogels vs. pH at 37 ℃. ( A: 30 kGy,  

       B: 50 k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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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quilibrium degree of swelling of hydrogels vs. Temp.. The radiation dose  

        was 30 kGy. ( A: pH 2.1, B: pH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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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quilibrium degree of swelling of hydrogels vs. Temp..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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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temperature of dependent water content of NIPAAm-AA (50:50) vs.    

        (90:10) hydrogels. ( A: pH 2.1, B: pH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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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temperature of dependent water content of NIPAAm-AA (85:10:5) vs.  

        NIPAAm-AA-BA (85:10:5) hydrogels. ( A: pH 2.1, B: pH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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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pH of dependent water content of NIPAAm-AA (50:50) vs. (90:10)         

         hydrogels at different NaCl concentration at 37 ℃. ( A: 30 kGy, B: 50 k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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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pH of dependent water content of NIPAAm-AA (90:10) vs. NIPAAm-AA-BA   

  (85:10:5) hydrogels at different NaCl concentration at 37 ℃. ( A: 30 kGy, B: 50 k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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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mperature of dependent water content of NIPAAm-AA (50:50) vs. 

(90:10) hydrogels at different NaCl concentration. The radiation dose was 30 kGy. 

( A: pH 2, B: pH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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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mperature of dependent water content of NIPAAm-AA (50:50) vs. 

(90:10) hydrogels at different NaCl concentration. The radiation dose was 50 kGy. 

( A: pH 2, B: pH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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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emperature of dependent water content of NIPAAm-AA (90:10) vs. 

NIPAAm-AA-BA (85:10:5) hydrogels at different NaCl concentration. The radiation 

dose was 30 kGy. ( A: pH 2, B: pH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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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mperature of dependent water content of NIPAAm-AA (90:10) vs. 

NIPAAm-AA-BA (85:10:5) hydrogels at different NaCl concentration. The radiation 

dose was 50 kGy. ( A: pH 2, B: pH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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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loading efficiency of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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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release of insulin as a function of time for NIPAAm-AA (50:50) 

hydrogels. Hydrogels were placed at SGF ( pH 1.2 ) and 37℃ for 2 h and then 

at SIF ( pH 7.3 ) and 37 ℃ for the remainder of the rele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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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release of insulin as a function of time for NIPAAm-AA (90:10) 

hydrogels. Hydrogels were placed at SGF ( pH 1.2 ) and 37℃ for 2 h and then 

at SIF ( pH 7.3 ) and 37 ℃ for the remainder of the rele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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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release of insulin as a function of time for NIPAAm-AA-BA (85:10:5) 

hydrogels. Hydrogels were placed at SGF ( pH 1.2 ) and 37℃ for 2 h and then 

at SIF ( pH 7.3 ) and 37 ℃ for the remainder of the rele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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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 release of insulin as a function of time for NIPAAm-AA (50:50) vs. 

(90:10) hydrogels. Hydrogels were placed at SGF ( pH 1.2 ) and 37℃ for 2 h 

and then at SIF ( pH 7.3 ) and 37 ℃ for the remainder of the release studies. ( 

A: air dired, B: freeze dr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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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he release of insulin as a function of time for NIPAAm-AA (90:10) vs. 

NIPAAm-AA-BA (85:10:5) hydrogels. Hydrogels were placed at SGF ( pH 1.2 ) 

and 37℃ for 2 h and then at SIF ( pH 7.3 ) and 37 ℃ for the remainder of the 

rele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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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PAAm-AA (50:50) freeze dried surface, ×250   B：NIPAAm-AA (90:10) freeze dried surface

  

C：NIPAAm-AA (90:10) freeze dried surface   D：NIPAAm-AA-BA (85:10:5) freeze dried surface

E：NIPAAm-AA-BA (85:10:5) air dried surface

Fig. 20. The hydrogels surface observed with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freeze dried surface; A: NIPAAm-AA(50:50), B: NIPAAm-AA(90:10), C: 

NIPAAm-AA(90:10), D: NIPAAm-AA-BA(85:10:5), air dried; E: 

NIPAAm-AA-BA(85:10:5) )



- 241 -

4.  P(EG-co-AA) hydrogel 약물 달체 제조

 가. 실험

  (1) Poly(EG-co-AA)하이드로겔제조 

   PEGMA(polyethylene glycol methacrylate, 

H2C=CCH3-CO-(OCH2CH2)n-OH)와 AA(acrylic acid)를 여러 가지 조성비(Table 

1)로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가로 2cm×세로 15cm PP film tube에 넣어 sealing

하고 30, 50 kGy 선량으로 γ-선 조사를 통해 가교시켜 poly(EG-co-AA)하이드

로겔을 제조하 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tube로부터 분리하여 가로 1.5cm × 세

로 1.5cm × 두께 0.5cm 크기로 자른 후, 미반응 monomer를 제거하기 해 증류

수에 48시간 동안 침지시켜 놓는다. 48시간 경과 후, 하이드로겔을 24시간 동안 

동결건조기에 넣고 건조시킨 후 보 하 다.

Table 1. Composition of PEGMA-AA monomer (conc. of crosslinker(EGDMA): 1wt% of 

total monomer)

sample
PEGMA : AA

in hydrogel
monomers con'c (wt%)

PAA acrylic acid only 10, 30, 50

PA28 2 : 8 〃

PA46 4 : 6 〃

PA55 5 : 5 〃

PA64 6 : 4 〃

PA82 8 : 2 〃

PEG
polyethylene glycol

monomethacrylate only
〃

  (2) 겔화율  팽윤도

   γ-선 조사가 끝난 하이드로겔을 오 에서 건조시킨 후 질량(initial 

weight)을 측정하고 증류수에 48시간 이상 침지시켜 미반응 monomer를 제

거한 후 건조시켜 무게(dry weight)을 측정하여 겔화율을 계산하 다.

   증류수에 HCl을 첨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pH(1.2, 3.0, 5.5, 7.0)의 

swelling medium을 제조하 다.  37℃ 항온조에 각각의 pH 용액을 100ml 

bottle에 담고 건조된 하이드로겔을 넣고 1～2시간 간격으로 하이드로겔의 

무게를 측정하고 무게가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더 이상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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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지 않게 되면 팽윤된 하이드로겔을 40℃ 오 에 넣어 완  건조시키

고 무게를 측정하여 팽윤도(%)를 계산하 다.

  (3) 약물 loading 실험

   약물실험에 쓰인 하이드로겔 시편은 30 wt% 단량체 농도의 수용액을 30, 

50 kGy 조사하여 제조된 것을 사용하 다. 인슐린 20mg에 0.1N HCl 1ml를 

가하여 녹인 후 38ml의 증류수를 붓는다. 그 후 0.1N NaOH 1ml를 넣어 

40ml 인슐린 용액을 만든다. 만들어진 인슐린 용액의 pH는 4.0정도 다. 이 

용액에 하이드로겔 시료를 넣고 4℃에서 24시간 동안 침지시켜 약물을 

loading하 다.  24시간 경과 후, 약물이 loading된 하이드로겔을 건조방법에 

따른 방출 속도를 알아보기 해 동결건조, 자연건조 두 가지 방법으로 나

어 건조를 시켰다. 하이드로겔에 함유된 인슐린의 양을 알아내기 해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274.5nm 장 역에서 흡 도를 측

정하 다. 처음 제조한 인슐린 용액의 흡 도와 약물 loading이 끝난 후 남

은 용액의 흡 도의 차를 이용하여 간 으로 하이드로겔에 함유된 인슐린

의 양을 계산하 다.

  (4) 약물 방출 실험

   약물 방출실험은 in Vitro상에서 진행되었으며 약물의 경구 투여를 통한 

약물 달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내의 와 비슷한 조건을 해서 

37℃ 항온조에서 SGF(simulated gastric fluid, pH 1.2)와 SIF(simulated 

intestinal fluid, pH 6.8)에서 수행되었다.  SGF는 NaCl 2g, HCl 7ml를 1 L

의 증류수에 넣어 제조하 고, SIF는 0.2M KH2PO4 250ml, 0.2N NaOH 

118ml을 섞어 제조하 다.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SGF조건

에서는 1, 2시간 경과후의 인슐린 방출량을 측정하 고 SIF조건에서는 3시간 

이후의 방출량을 측정하 다.

 나.  결과  고찰

   Figure 1은 방사선 선량에 한 P(EG-co-AA)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나

타내고 있다. 30 kGy를 조사한 하이드로겔보다는 50 kGy를 조사한 하이드

로겔의 경우가 약간 높은 겔화율을 보이고 있다. PEGMA와 AA의 조성은 

50:50 비율에 가까울수록 높은 겔화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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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에서는 방사선 선량에 한 P(EG-co-AA)하이드로겔의 팽윤도

를 pH에 따라 나타내었다. 높은 선량을 조사하면 가교도(겔화율)가 높아지므

로 팽윤도는 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 낮은 pH에서는 팽윤도가 낮지만 

pH가 성 역으로 환됨에 따라 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따라서 (stomach)와 같이 pH가 1-2 역인 조건에서는 합성한 하이드로겔

은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약물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장이나 

소장에서와 같이 성 역에서 팽윤이 극 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물 

달이 가능하게 된다.  

   Figure 3은 PEGMA/AA의 조성을 다르게 하여 방사선 조사를 통해 제조

된 하이드로겔의 평형 상태에 이르 을 때의 팽윤도를 pH별로 나타내었다.  

pH 1.2～5.5 범 에서는 pH 변화와는 무 하게 모든 시료가 비슷하게 낮은 

정도의 팽윤도를 보이다가, pH 7 역에서는 아주 큰 팽윤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조성에 따라서는 AA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높은 팽윤도를 

보 다. 이것으로 보아 AA성분이 pH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A

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역이나 염기성 용액에서 이온화됨

으로서 음이온의 상호 반발력으로 팽윤이 극 화된다. 

   Figure 4 에서는 하이드로겔에 insulin을 loading시켰을 때 하이드로겔 내

부에 함유된 insulin 양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30kGy를 조사한 하이드로겔의 

경우가 50kGy를 조사한 하이드로겔보다는 높은 약물 함유율을 보 다. 이것

은 가교율(겔화율)이 높은 50kGy 조사된 하이드로겔의 경우가 분자량이 

6,000정도로 큰 편인 insulin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방해를 받은 것으

로 해석된다. PEGMA/AA 조성에 따른 함유율 한 Figure 4에서 보듯이 

겔화율의 정도에 따라 조사선량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 다.

   가교제(EGDMA)의 농도를 monomer 농도의 1wt% 첨가하여, 가교제의 

첨가가 가교율에 미치는 향을 평가해 본 결과 가교제를 첨가한 경우가 약

간 가교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가교제(EGDMA)를 첨가한 하이드

로겔과 그 지 않은 경우에서의 pH별 평형을 이루었을 때의 팽윤도를 검토

해  본 결과, 가교제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경우 높은 겔화율로 인해 팽윤

도는 가교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서 보다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ure 5에서는 50 kGy-하이드로겔을 약물 탑재 후 동결건조를 거쳐 

SGF, SIF에서 방출시킨 것으로 시간에 따라 된 방출량을 표시하 다. 2

시간 동안 SGF용액에 있는 동안에는 insulin방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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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용액에서는 격히 insulin 방출이 일어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약물 방

출거동은 에서는 약물을 보호하고 있다가 장이나 소장에서 insulin방출

이 일어나 당뇨병 환자에 복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insulin 용액에서 침지시켜 팽윤과 동시에 insulin 탑재가 이루어진 하이

드로겔을 2가지 건조방법(freeze, air)으로 건조시켜 방출시킨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Figure 6). 동결건조를 시킨 하이드로겔의 경우 약물 탑재 과정에서 

팽윤이 일어나면서 커진 pore 크기가 유지되어 방출되는 데 있어서 8시간 

이 의 시간 역에서는 더 많은 방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연건조의 경

우보다 더 빠른 방출 속도를 보 다. 

   insulin약물을 방출하기  PA55, PA82를 200배 확 하여 촬 한 것이다

(Figure 7). 조성의 차이에 의한 하이드로겔의 형태학  차이는 크지 않았지

만 Insulin loading한 후 냉동건조한 것과 상온에서 건조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 다. 냉동 건조한 것은 벌집구조로 되어 있어 약물방출이 기에 많이 이

루어지는 반면에 상온 건조한 시료는 서서히 약물 방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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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gelation of P(EG-co-AA) hydrogels as a function of PEGMA-AA composition 

            ratio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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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degree of swelling P(EG-co-AA) hydrogels as a function 

                of radiation dose ( 30wt% PA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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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quilibrium swelling ratio for P(EG-co-AA)hyrogels containing

                different ratios of PEGMA/AA in various 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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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amount of insulin loaded in P(EG-co-AA) hydrogel as function of 

             PEGMA/AA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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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ratio of cumulative insulin released as a function of PEGMA/AA 

            compositions. (freeze dried, 50kGy irradiated.)

  

Time (hour)

0 4 8 12 16 20 24 50
0

10

20

30

40

50

PA55 (Freeze dry) 
PA55 (Air dry) 
PA82 (Freeze dry) 
PA82 (Air dry) 

cu
m

ul
at

iv
e 

re
le

as
e 

(%
)

Figure 6. The ratio of cumulative insulin released from hydrogels loaded with insulin 

as a function of drying method. (30kGy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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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M micrographs (a) PA55 before loading insulin, (b) PA82 before 

loading insulin, (c) freeze-dried PA55, (d) air-dried PA55, (e) freeze-dried PA82, 

(f) air-dried P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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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암제 약물 달체 제조

 가. 실험

  (1) 시료  실험방법

   젤라틴의 방사선가교: 젤라틴은 Sinho사(Osaka,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젤라틴을 1 wt%, 3 wt%, 5 wt%, 7 wt%, 10 wt%, 15 wt%, 

20 wt% 농도로 60℃에서 1시간 정도 흔들면서 증류수에 녹인다. 제조된 

젤라틴 수용액을 비닐 팩(50×50 mm)에 두께 3mm가 되도록 붓고 용액 내

의 기포를 제거하기 해 상온에서 2시간 방치한다. 그 후에, 감마선을 50 

kGy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얻었다. 

  항암제 입: Doxorubicin hydrchloride(40mg, Sigma)를 DMSO (10ml, 

Sigma))에 녹인 후 doxorubicin에 해 서 2mol 비 TEA 

(triethyleneamine)을 첨가하여 HCl salt를 제거하 다. 이를 distilled 

water (40ml)에 희석 시켜 doxorubicin stock solution을 비하 다. 건조

된 가교 젤라틴 시료 (7%, 10%, 15%, 20%)을 20mg씩 일정하게 잘랐다. 

시료를 petri dish에서 doxorubicin stock solution과 6시간  실온에서 혼합

한 후, 진공 하에서 건조시켰다. 이 시료를 DMSO에 녹인 후 형 분석기

를 이용하여 약물 입률을 측정하 다.  

   약물 방출 실험: Doxorubicin의 in vitro  release 경향은 콜라겐에이즈 

(collagenase TYPE IV (Sigma))를 농도별 (0, 10ng, 100ng, 1ug, 10ug, 

100ug/mL)로 첨가한 10ml의 0.05N Tris buffer (pH 7.4) solution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37℃에서 100rpm으로 vial을 shaking 해주며 실험을 

했으며, 매 시간 (0, 0.5, 1, 2, 3, 4, 5, 6, 8hr)마다 샘 링해서 형 분석기

(micro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release된 doxorubicin 함량을 481 nm 

(wave length)에서 intensity를 detection 했다.

   가교된 시료의 세포독성 실험: 가교 젤라틴을 갈아서 우더 형태로 

비했다. Human breast carcinoma MCF-7 cell을 24well에 1x10
4
 cell/well

로 seeding 한 후에 시료를 1 ～10,000 ng/ml 까지 loading 했다. 시료 

loading 후, 하루 동안 culture한 뒤에 MTT assay를 시행했다. 살아 있는 

세포는 dehydrogenase를 분비해서 MTT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water soluble tetrazolim salt, 

yellowish solution, Sigma)의 tetrazolium ring을 깨서 insoluble 

formazan를 형성한다.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는 검은 색깔을 띠게 된다. 

살아 있는 cell number를 측정하기 해서 MTT 처리 후, 4시간 동안 

incubation 한 후, acid용하 다. dic-propanol용액으로 cell을 lysis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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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late reader로 570 nm에서 intensity를 측정했다. 한 MTT 처리한 

세포의 standard curve를 비하여 cell number를 간 으로 측정했다. 

   항암제 입한 sample에 의한 cell viability 측정: MCF-7 cell을 24well 

에 5×10
6cell/well로 seeding 하 다. Sample (10%)을 loading된 doxorubicin

의 양 (10ug/mL)에 맞추어 membrane이 있는 insert well에 첨가 한 후 3

7℃ 에서 4h 동안 incubation 하 다. Insert well 제거 후 media를 갈아주고 

다시 37℃에서 24h 동안 incubation 하 다. 이를 MTT assay를 통하여 

control과 상 으로 비교하여 첨가한 sample에 한 cell viability를 산출

하 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SEM) 찰: 동결 건조된 sample, 약물 

loading 후 sample 그리고 시간별로 enzyme에 의하여 degradation 되는 

sample 표면의 morphology 변화 경향성을 SEM을 통하여 찰하 다. 

Enzyme에 의해 degradation 되는 sample의 표면은 약물이 loading 되지 않

은 sample (10% gelatin conc.)을 collgenase Type IV (100ug/mL)와 함께 

37℃에서 시간별로 incubation 한 후 동결 건조 한 후에 SEM으로 찰하

다. 

 나. 결과  고찰

   본 연구에 사용된 천연고분자는 젤라틴으로 인체의 근육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의 일종으로 생체재료 물질이나 약물 달시스템에 많이 이용되고 있

다. 이러한 젤라틴은 암 주 에 많이 존재하는 콜라겐에이즈라는 효소에 의

해 쉽게 분해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효율 인 항암

제 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젤라틴은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약물방출을 제어할 수 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 인 항

암제 달 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젤라틴을 방사선 기법으로 처리하여 

불용성 상태인 가교결합체를 제조한 후 이를 임 랜트 (implant) 형 항암제 

달 시스템으로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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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Structure of doxorubicin

   본 연구에 모델 약물로 사용된 항암제는 doxorubicin (adriamycin)으로 

다른 항암제와 같이 치료를 한 농도범  (therapeutic index)가 좁고 독성

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항암제는 부작용을 이기 

해 리포좀, 마이크로스피어, 나노입자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약물 달 시스템

을 이용한 delivery가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물질은 골육종 (born 

sarcoma)에 특효가 있지만 이를 달하는 시스템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골육종 치료는 삽입형 (implant) 약물 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성과는 doxorubicin의 골육종 치료에 획기 인 기를 마

련 해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선으로 가교된 젤라틴은 같은 조건의 방사선 조사량일 경우 기 젤

라틴 농도가 높을수록 팽윤도(swelling ratio)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방사선 가교시 첨가된 젤라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swelling ratio

가 높은 이유는 가교 도가 상 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젤라틴 

농도가 높을수록 가교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은 젤라틴 농도에 따른 약물 loading량을 나타낸 것으로 농도가 

높을수록 낮은 약물 입률을 보여 주는데, 이는 가교 도가 낮으면 상

으로 친수성 경향을 나타내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DOX는 염산염이 제거된 

상태에서 소수성 인 성격을 보인다. 일반 으로, 이러한 소수성 약물이 약

물 달체에 입되는 원리는 약물 달체와 소수-소수 작용에 의한다. 따라

서, 가교 도가 크면 상 으로 소수성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하고 이는 소수성 약물 입률에 매우 유리함을 제공한다. 결국 DOX의 약물 

입률은 가교정도에 의존하고 한, 가교정도에 의하여 조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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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swelling ratio and drug loading efficiency

Gelatin conc. Swelling ratio (%) Drug loading efficiency 

(%)

Drug loading amount 

(drug, ug)/(gelatin, mg)

7 1600 0.20 ± 0.018 1.00

10 2301 0.16 ± 0.021 0.82

15 3801 0.12 ± 0.012 0.62

20 7343 0.10 ± 0.008 0.51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젤라틴은 친수성인 protein이다. 가교되지 않은 

젤라틴에 약물을 loading 하여 implant형 약물 carrier로 이용한다면 빠른 

시간에 모든 약물이 빠르게 방출되어 이의 효과 인 응용이 어렵다. 특히, 

소수성인 약물의 경우 입률이 낮기 때문에 더욱 사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젤라틴의 친수성이 release medium을 빠른 속도로 matrix 안으

로 침투하게 도와 으로서 약물이 빠른 속도로 diffusion이 되어 일어나는 

상이다. 한, 가교되지 않은 젤라틴 물질의 문제 은 상당히 미약한 기

계  강도를 나타낸다는 이다. 따라서 가교되지 않은 젤라틴은 implant형 

약물 달 매체로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고 젤라틴을 

이용하여 non-toxic한 implant형 물질을 개발하기 해서는 일정 강도를 

갖는 젤라틴을 가교제가 필요로 한다. 가교된 물질은 약물 loading 후에도 

당한 기계  강도를 보 다. 젤라틴 분해효소인 콜라겐네이즈는 암의 신

생 을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 부 에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교결합된 젤라틴의 실질 인 응용을 하여 분해 효

소 농도에 따른 약물 방출 경향을 실험하 다. 약물 방출 경향은 분해 효소

의 농도에 향을 받았다. 체 으로 젤라틴의 농도와 분해 효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약물 방출 양 (accumulative drug release (%))이 늘어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젤라틴의 함유량이 높을수록 swelling ratio는 커지고, 

swelling ratio가 높을수록 분해 효소를 포함한 medium이 젤라틴 안으로 

침투하는 속도 한 높아질 것이다. 이는 상 으로 swelling ratio가 은 

sample보다 빠른 분해 경향을 나타낼 것이며 따라서 loading drug의 빠른 

방출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medium에 포함된 분해 효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같은 시간에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matrix의 양 한 증가하므로 

이에 의하여 방출되는 약물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sample의 약물 방출 경향은 분해 효소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 sample의 젤

라틴 농도가 약물 방출 경향에 하여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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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효소의 양이 많은 경우는 의 설명에 기인한 뚜렷한 차이를 찰 할 

수 있었다.

   DOX가 loading 되지 않은 가교된 젤라틴 sample은 cell의 viability에 

아무런 향을 주지 못했다. 이것은 방사선 기법에 의해 가교된 젤라틴이 

cell에 해서 non-toxic 함을 보여 다. 약물이 loading 된 sample을 다양

한 농도의 enzyme과 함께 MCF-7 cell과 같이 incubation 시킨 결과 

Figure 2와 같이 enzyme 함량에 비례하여 cell viability가 히 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분해 효소의 농도가 높을 수록 약물 방출이 

히 증가하여 세포사멸률에 큰 향을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 미경을 이용한 세포사진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분해효소가  첨가

되지 않은 시료에서는 정상 인 세포활성을 보여 세포의 증식이 찰되었

지만, 효소농도가 100 ug/ml인 경우에는 부분의 세포가 분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젤라틴을 이용한 항암제 달용 물질은, 

non-cytotoxic하게 가교된 물질에 약물을 loading 한 후 이를 cancer cell에

서 분비되는 젤라틴 분해 효소로 drug의 방출을 조 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효과 인 implant형 약물 달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Drug을 loading 하긴 과 후, 그리고 효소에 의해 degradation 되는 표

면의 모습을 시간 별로 SEM을 통하여 찰하 다(Figure 3). Drug이 

loading 되기 의 표면에는 약간의 pore가 산재돼 있는 반면, drug 

loading 후에는 이러한 pore가 loading된 drug으로 인해 매 꾸어 졌음을 

찰할 수 있다. Enzyme과의 incubation 시간이 길어질수록 표면은 상당히 

rough하게 변화하며 결국엔 완 히 녹아 없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표면의 구조는 loading된 drug의 방출 속도와 양의 변화에 향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결론

   젤라틴은 생체 합성과 생분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달시스템의 재료로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젤라틴은 기계

 강도가 상당히 취약하고 친수성으로 인하여 소수성 약물이 부분인 항

암제의 입에 많은 문제 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달시스템으

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화학 

물질을 이용한 가교결합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aldehyde계열의 

crosslinking agent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aldehyde계열의 agent는 

cytotoxic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 기법으로 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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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된 젤라틴을 matrix로 하여 이것이 항암제(DOX)의 carrier로 사용 가능

한 지 실험하 다. 방사선 가교된 젤라틴은 drug delivery system에 합한 

mechanical strength를 나타내었고, 일정한 drug release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matrix 자체는 가교도와 상 없이 cell에 해 non-toxic함을 나타내었

으며, 암 주 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분해 효소의 농도는 가교된 젤라틴의 

분해를 진하여 빠른 약물방출을 유도하고, 이러한 빠른 약물방출은 암세포

의 사멸율에 매우 큰 향을 미쳤다. 결론 으로, 지 까지의 실험결과로는 

방사선 기법에 의해 가교된 젤라틴은 doxorubicin의 implant 형 carrier로서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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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iability of the cell after treated with DOX loaded gelatin (10%) and 

             collagenase type IV for 4h at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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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ure 3. Micrographs of MCF-7 cells after treated with drug loaded gelatin and 

enzymes. Concentration of added enzymes were (a) 0, and (b) 1ug/mL, and (c) 

   100u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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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rboxymethylcellulose의 방사선 가교와 생분해 특성 

 가. 실험

  (1) 시약

   NaCMC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는 분자량 9×10
4, 2.5×105, 

7×10
5, DS (degree of substitution)가 0.7, 0.9, 1.2 의 Sigma aldrich 제품을 

그 로 사용하 다. 분해능 실험에 사용된 cellulase 는 C-8546 인 

Trichoderma reseei로부터 얻어진 sigma 제품을 사용하 다. pH 민감도 실

험에 SGF(simulated gastric fluid, pH 1.2), SIF(simulated intestinal fluid, 

pH 6.8) solution을 제조하여 사용하 다. 

  (2)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의 방사선 가교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0.5g 정량한 후, 9.5ml의 dH2O를 넣어 5%(w/v)

의 페이스트겔을 제조하 다. 이와 마찬가지로 10～40%(w/v) 농도의 카르복

시메틸셀룰로오스 페이스트겔을 제조하 다. 의 겔을 PE(polyethylene) 재

질의 막에 N2를 충진하여, packing 하 다. DS에 따른 페이스트겔도 와 

같이 제조한 후, 농도별, DS별로 제조된 겔를 γ-ray (30 kGy, 고정)로 조사

하 다.

   조사 후 건조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의 가교되지 않은 잔여물을 제거

하기 해 3일간 물에 침지한 후, cellulose paper로 표면에 묻은 물기를 제

거하고, 70℃ 에서 48시간 건조 후 남은 겔 무게로부터 겔화율을 계산하

다.

   Gel sample을 실온에서 3일간 dH2O에 침지시켜 팽윤을 시켰다. 팽윤 정

도를 계산하 다.

 나. 결과  고찰

   농도와 DS 간의 Gel fraction 의 상 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농도가 증가할수록 겔화율이 증가하 으며, DS가 높아질수

록 겔화율도 같이 증가하 다. 5%와 같은 낮은 농도에서 가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물에 의한 CMC 간의 분자간의 공간이 생기면서 분자 내 상호작

용이 일어나지 못해 가교가 되지 않았다. 가교반응도 여타의 반응과 마찬가

지로 분자간의 충돌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분자간의 공간이 넓다는 것은 

가교가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농도와 DS가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이드로겔의 기본 으로 망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교

도가 높으면, 팽윤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치환도가 각기 다른 20%농도의 CMC시료를 5～100 kGy γ-ray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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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화율과 팽윤정도는 (a), (b)에 의해 계산하 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 선량이 증가하거나 DS가 높아질수록 겔화율이 증가하 다. 하지만 

CMC (DS=0.7, 0.9) 는 1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 을 때 가교가 일어나지 

않았다. Fig 3의 시료에 해 팽윤도를 측정한 결과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비

례 계를 갖고 있었다(Fig 4). DS와 선량이 증가하면 gel 분자의 network 

구조가 dense해 지면서 swelling 정도가 감소하고, Dose 에 따라 많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남을 보 다. 

   Cellulase(2mg) / citrate buffer(10ml) solution을 12 well에 2ml 씩 분할

한 후, CMC 30% (sample No. I. DS=0.9, gel fraction 48.71%) 20mg을 이 

solution 에 넣었다.

   1, 2, 3, 4시간과 2일～3일 동안 37℃에 shaking 하 다. 각각 시간에 

해 반응한 반응물을 DNS법으로 측정하 다. 용액 200㎕ 채취 후 DNS 

reagent 600㎕를 넣어 5분간 boiling 하 다. 540nm에서 

UV-spectraphotometer를 이용하여 흡 도 측정하고 glucose를 정량하 다.

   그 결과는 Fig 5., Fig 6에 나타내었다. Enzyme 을 넣고 반응한지 1시간

만에 분해가 일어났다. 3～4시간이 지나면서 격한 분해가 일어났으며, 48

시간 안에  분해가 종료되었다. 72시간 이후에는 균일한 glucose의 농도(Fig 

7.)를 나타내었으며,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효소에 분해

는 겔화율이 높은 CMC 일수록 낮은 것 보다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가교 도가 높으면, 효소가 CMC와 반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겔화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겔 분자내의 network 구조가 견고하기 

때문에 분해능이 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각각 CMC 10% 0.0066g, 0.0166g, CMC 20% 0.0171, 0.0146g 을 비하

다. 각각의 CMC를 SGF (pH 1.2) , SIF (pH 6.8) solution 에 넣은 후, 

sample을 시간  별로 기 무게에 한 swelling(%)를 알아보았다. 

swelling(%)은 (b)에 의해 계산하 다. 의 실험 결과를 통해 swelling (%)

가 높은 CMC 가교물을 선별하여 SGF(pH 1.2) 와 SIF(pH 6.8) 용액 상에서 

swelling 거동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Fig 8. 에 나타내었다. 

   팽윤 평형은 solvent 와 gel 자체의 network 탄성에 의한 삼투력과의 균

형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다. 사용된 CMC는 팽윤 거동에 있어서 

pH-sensitive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낮은 pH 1.2 상에서는 낮은 swelling 경

향을 띄며, 성 pH 상에서는 높은 팽윤 상태를 보 다. 팽윤이 일어나는 이

유는 gel network 상에 존재하는 hydroxyl group과 carboxyl group 의 이온 

반발력 때문이다. pH 1.2 에서도 팽윤이 일어난 것도 hydroxyl group간의 

이온반발력 때문이지만, pH 6.8 상에서는 carboxyl group과 hydroxyl group

이 모두 음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pH 1.2 상의 CMC 보다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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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lling된다. 

 다. 결론

   본 실험에서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를 방사선을 이용하여 가교

하 다. CMC나 카라기난, 알지네이트와 같은 천연고분자는 방사선을 조사하

면 분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CMC는 농도 10% 이상에서 가교가 일어

났으며, 10% 미만의 농도에서는 가교가 일어나지 않았다. 한 100 kGy 정

도 선량에서는 가교와 분해가 동시에 일어났지만, 분해정도가 더 우세하여 

가교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의 CMC gelation 최  농도는 

20-30%와 최  Dose는 30 kGy임을 알 수 있었다. 가교시 물은 CMC 에 두 

가지 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로는 CMC에 유동성을 부여하며, 둘째로는 물

의 방사선 분해로 인한 radical 농도의 증가를 시킨다. 가교된 겔의 팽윤도를 

측정한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할 수 록 팽윤되는 정도가 감소하 으며, 이는 

겔화율과 계됨을 알 수 있었다. DS와 선량이 증가하면 gel 분자의 

network 구조가 조 해 지면서 팽윤 정도가 감소하고, Dose에 따라 많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남을 보 다. 가교율에 따른 분해 특성은 가교 도가 높으

면 분해되기가 어려웠으며, 개인 생용품에 사용되기 한 가교율은 최 한 

낮은 것일수록 우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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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gel fraction with concentration on crosslinking of CMC ;
           Degree of substitution of CMC, 0.7, 0.9, 1.2 ; irradiation of N2, 3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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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swelling with concentration on crosslinking of CMC ; 
          Degree of substitution CMC 0.7,0.9,1.2 ; irradiation of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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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gel fraction of degree of substitution on crosslinking of CMC;
          Concentration of CMC, 20%; irradiation in N2

Dose(kGy)

0 20 40 60 80 100

G
el

 fr
ac

tio
n(

%
)

0

20

40

60

80

100

0.7
0.9
1.2

Fig 4. Effect of swelling of degree of substitution on crosslinking of CMC. 
       Concetration of CMC 20%; irradiation of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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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urve of biodegradation with gel fraction of CMC; by Cellulase from  Trichoderma 
          reesei in citrate buffer(30οC,pH 5.0) ; (a : DS=0.9, gel fraction 63 , b : DS=0.9, gel fraction 
         61, c : DS=0.9, gel fraction 52, d : DS=0.9, gel fractio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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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centage of weight of CMC by Cellulase from  Trichoderma reesei 
          in citrate buffer(30οC,pH 5.0) ; (a : DS=0.9, gel fraction 63 , b : DS=0.9,
          gel fracti 61, c : DS=0.9, gel fraction 52, d : DS=0.9, gel fractio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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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gradation curves of CMC as a function of gel fraction ;
          (a : DS=0.9, gel fraction 63 , b : DS=0.9,  gel fracti 61, 
          c : DS=0.9, gel fraction 52, d : DS=0.9, gel fraction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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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curve of swelling test in SGF(pH 1.2), SIF(pH 6.8)  ;
        CMC 10%(30kGy),DS=0.7, CMC 20%(10kGy), D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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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  방사선 가교에 의한 고분자 스 치 개발 

1. 폴리에틸 /카본블랙 복합재의 PTC 특성에 한 카본블랙의 향

 가, 실험

  (1) 시료  실험방법

   고 도폴리에틸 (HDPE 5200B)은 (주)호남석유화학 제품으로 분말상태

로 되어있으며 도는 0.96g/cm
3 용융지수는 0.35g/10min 이다. 카본블랙은 

코리아 카본블랙 주식회사 제품 Hi-Black 40B2, Hi-Black 420B, Hi-Black 

150B, Hi-Black 160B  과 미국 콜롬비아사 제품인 Raven 420 카본블랙을 

사용하 다. 카본블랙의 입자크기  표면 은 Hi-Black 40B2가 

23nm,120m
2/g, Hi-Black 420B는 24nm, 88m2/g, Hi-Black 150B는 45nm, 

42m2/g, Hi-Black 160B는 55nm, 34m2/g, Raven 420이 86nm, 28m2/g 이었

다.  aggregation 정도의 척도가 되는 DBP 흡착량은 Hi-black이 149cc/100g, 

Raven 420이 75cc/100g 이었다. 카본블랙의 함량에 따른 항변화는 

Hi-Black 의 경우 카본블랙 함량은 20%에서 45% 까지 실험을 하 고, 

Raven 420은 40%인 것을 비교하 다. 극체인  copper foil(두께 0.03mm)

은 일본 Fukuda Metal Foil & Powder 사 제품을 사용하 다. 카본 블랙 

Raven 420 는 Hi-Black과 고 도폴리에틸 을 Brabender에서 160℃에서 

15분간 혼합하 으며 잘 혼합된 카본블랙/고 도 폴리에틸  혼합체에 극

체를 양면에 고 두께 0.5mm 되도록 고온 스에서 180℃에서 5분간 가

압하고 냉각하여 가로, 세로가 약 6 cm x 6 cm 크기로 시편을 제조하 다. 

평  시편을 지름 6mm인 원형으로 펀칭하여 항시편을 만들고 항을 측

정하 다.

  (2) 항 측정

   기 항측정은 Keithley Instruments model 2000을 사용하 다. PTC 시

편을 oven 안에 설치된 항측정기의 rod사이에 끼워 넣고 multimeter와는 

4  방식으로 연결하여 온도를 올리면서 Figure 1의 장치를 제작하여 항

을 측정하 다. 

  (3)  감마선 조사  가교율 측정

   제조 시편은 질소 분 기, 상온에서 감마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의 선원

은 60Co이고 조사선량은 50 kGy, 100 kGy, 150 kGy로 하 으며 감마선 조

사선량율은 10 kGy/시간 이었다. 방사선 조사를 한 시편의 가교율은 용매추

출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 다. 비한 시료를 150-200mg이 되도록 당한 

크기로 단하여 정확히 칭량하고, 200메쉬 스텐 스망(200 mesh stainless 

matrix)에 삽입하여 이것을 끓는 크실  용액에 넣어 24시간 추출한 다음 진

공오 에서 10시간 건조하여 측량하 다. 겔화율은 추출 의 무게와 추출후

의 무게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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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 다.

 나. 결과  고찰

  (1) PTC 거동

   Figure 2는 서로 다른 표면 을 갖는 카본블랙과 폴리에틸 의 복합재의 

상온 항을 비교한 그림이다. 카본블랙의 표면 이 클수록 상온 항은 작게 

나타났다. 카본블랙 에서 DBP 흡착량이 가장 크고 입자크기가 가장 작은 

Hi-Black을 혼합한 경우에 PTC 항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반면 Raven 

420 은 DBP 흡착량이 75cc/100g 이고 입자크기는 86nm 로서 Hi-Black 에 

비해 도성 통로를 형성하기 어려워 PTC 항이 컸다.

   카본블랙 Raven 420  Hi-Black의 경우 카본블랙 충진 고 도폴리에틸

(CB/HDPE)의 항값은 20℃에서 120℃ 사이에서는 약간 증가하다 폴리머

의 녹는  부근에서 갑자기 항이 증가하 으며 133℃에서 최 값을 나타

내었다. 이 항값은 더 높은 온도에서 그 값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을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효과라고 부른다. 이러한 NTC 

상은 고분자 구조의 relaxation에서 생기는 도성 사슬형성과 카본입자의 

엉김 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PTC 세기는 Raven 420이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Hi-Black160B, Hi-Black150B, Hi-Black420B,  Hi-Black40B 

순으로 그 세기가 낮아졌다(Figure 3).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본블

랙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PTC 세기는  작아졌으며 Hi-Black 40B2의 

경우에 PTC 세기는 105에 가깝게 나타냈다. Figure 5에 카본블랙의 입자크

기에 따른 PTC 세기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본블랙의 입

자가 클수록 PTC 세기는 크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입자가 

큰 Raven 420의 경우 PTC 세기는 10
6을 넘었다. Figure 6은 서로 다른 카

본블랙종류에서 그 함량에 따른 PTC 세기를 나타낸 그림이다. 가장 작은 표

면 을 갖은 Hi-Black 160B의 경우가 같은 카본블랙 함량일 때 비교하면 

PTC 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카본블랙의 종류에 계없이 PTC 세기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카본블랙 입자의 크기가 크고 표면 이 작을수록 폴리머 메트릭스 내에 

기 통로를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PTC 세기는 더 크게 나타났다. PTC 

세기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그 크기는 증가하 으며 여러 종

류의 카본블랙 에서 MT 카본블랙이 상온 항에 한 PTC 세기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한 시편과 조사하지 않은 시편의 DSC 분석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가 되면 HDPE/CB 복합재의 용융온도가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 다. 

   방사선 조사 ․후의 온도에 따른 항변화를 보면 조사시편의 항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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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사 시편의 항에 비해 큰 값을 보 으며 PTC 항 세기도 크게 나타났

다(Figure 8) 흡수선량에 따른 HDPE/CB 복합체의 가교율은 흡수선량이 150 

kGy 까지 증가 할수록 가교율은 70% 이상을 나타내었다(Figure 9). 

HDPE/CB 복합체에 한 방사선 가교로 인하여 녹는  부근에서 나타나는 

NTC 상은 사라졌다. 이것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도성 복합체 내에 3차

원 망상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카본블랙의 이동을 막고 PTC 거동을 안정화

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 결 론

    카본블랙 입자의 크기가 크고 표면 이 작을수록 폴리머 메트릭스내에 

기 통로를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PTC 세기는 더 크게되었다. PTC 세기

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그 크기는 증가하게 되었다. 여러 종류

의 카본블랙 에서 MT 카본블랙이 상온 항에 한 PTC 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MT 카본블랙의 혼합량이 63% 이고 혼합시간이 15분인 경우에는 

상온 항이 1.0Ωcm을 나타내었고, PTC 항은 106Ωcm 이상 되어 우수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lectrical resistivit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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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istivity of carbon black with different surface area-filled HDPEs at 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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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istivity of different carbon black-filled HDPE composites
( weight percent of carbon black is 40%).



- 267 -

Temperature(oC)

20 40 60 80 100 120 140 160

R
es

is
tiv

ity
(o

hm
.c

m
)

1e-1

1e+0

1e+1

1e+2

1e+3

1e+4

1e+5

1e+6

1e+7

1e+8
PE/CB(80/20)
PE/CB(70/30)
PE/CB(60/40)
PE/CB(55/45)

Figure 4. Resistivity of carbon black(Hi-black 40B2)-filled HDPEs vers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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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tensity of PTC(Rp/RRT)  vs particle size of carbon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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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tensity of PTC of different carbon black-filled HDPEs relative to
 weight percentage of carbon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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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SC thermograms of carbon black(160B) filled-HDPE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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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sistivity of irradiated HDPE/Hi-black 160B v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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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ercent crosslinking of HDPE/Carbon black composite relative to absorbed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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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압에 따른 고분자 스 치의 특성

 가. 실험

  (1) 시료  실험방법

   사용 압이 15, 30, 45, 60, 600V인 5종의 PTC 고분자 스 치를 고 도폴

리에틸 , 카본블랙, 산화방지제, 가교제등을 첨가하여 제조하 으며, 특히 

고 압용에는 Arc-controlling agent(Al2O3.3H2O)등을 첨가하여 고 압에 견

디는 PTC 고분자 스 치를 제조하 다. 고 도폴리에틸 , 카본블랙, 산화방

지제, 가교제  Arc-controlling agent(Al2O3.3H2O)등의 혼합비는 다양한 범

로 하여 사용 압의 종류에 따라 PTC 고분자 스 치의 허용 항값의 범

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 다. 고 도폴리에틸 (HDPE 5200B)은 (주)호남

석유화학 제품으로 도는 0.96g/cm
3, 용융지수는 0.35g/10min 이다. 카본블

랙은 미국 콜롬비아사 제품인 Raven 420, Thermal 형태인 Sevacarb MT 카

본블랙을 사용하 다. 입자크기는 Raven 420이 86nm 이고 Sevacarb MT가 

300nm 으며  aggregation 정도의 척도가 되는 DBP 흡착량은 Raven 420

이 75cc/100g 이고 Sevacarb MT는 41cc/100g이었다. 산화방지제는 가장 

리 이용되는 Irganox 1076을 0.5wt%, 가교제로는 dicumyl peroxide를 

0.25wt% 이내에서 사용하 고 Arc-controlling agent인 Al2O3.3H2O는 미국 

J. M. Huber사 제품인 Micral 9400SP를 0.5wt% 이내에서 사용하 다. 사용

압에 따른 허용 항값을 비교하기 해 Raven 420 카본블랙 함량은 43, 

45, 47, 48, 49, 50, 52, 57, 60, 62.5, 65wt%까지 실험을 하 고, MT 카본블

랙 함량은 56, 57, 58, 61, 62, 62.5, 63, 66, 68wt% 혼합한 것을 비교하 다. 

극체인 copper foil(두께 0.03mm)은 일본 Fukuda Metal Foil & Powder 

사 제품을 사용하 다. 카본블랙 과 고 도폴리에틸 을 Brabender에서 16

0℃에서 15분간 혼합하 으며 잘 혼합된 카본블랙/고 도폴리에틸 /첨가제 

혼합체에 극체를 양면에 고 두께는 0.5, 4mm가 되도록 고온 스에서 

180℃에서 5분간 가압하고 냉각하여 가로, 세로가  약 6 cm x 6 cm 크기로 

시편을 제조하여 지름 6 mm, 두께 0.5mm 인 원   가로, 세로 15 mm x 

7 mm 이고 두께가 4mm인 직육면체모양으로 펀칭하여 210℃에서 납땜으로 

리드선을 부착한 후 항시편을 만들고 항  과 류 반복실험을 수행하

다.  

  (2) 항 측정

   기 항측정은 Keithley Instruments model 2700을 사용하 으며, 항

측정에 PTC 소재를 넣고 multimeter와는 4  방식으로 연결하여 Figure 1

의 장치에서 항을 측정하 다. 

  (3) 감마선  자선 조사

   제조 시편은 질소 분 기, 상온에서 감마선  자선을 조사하 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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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의 선원은 60Co이고 조사선량은 50 kGy, 100 kGy, 150 kGy로 하 으며 

감마선 조사선량율은 10 kGy/hr이었다. 자선 조사는 1.0 MeV 용량의 

자선 가속기에서 류를 12.5 mA로 하고 컨베이어 속도를 5m/min로 하여 

300 kGy, 700 kGy, 1000 kGy, 1500 kGy 까지 조사하 다. 

  (4) 가교율 측정

   방사선 조사를 한 시편의 가교율은 용매추출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 다. 

비한 시료를 150-200mg이 되도록 당한 크기로 단하여 정확히 측량하

고, 200메쉬 스텐 스망(200 mesh stainless matrix)에 삽입하여 이것을 끓는 

크실  용액에 넣어 24시간 추출한 다음 진공오 에서 10시간 건조하여 측

량하 다. 겔화율은 추출 의 무게와 추출후의 무게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으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하 다.

  (5) 과 류 반복실험

   상기와 같이 제조한 PTC소재에 감마선, 자선을 조사하여 방사선 조사

량이 괴 압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항측정  과 류 공 장치

(Figure 1)에서 15V, 30V, 45V, 60V, 600V의 사용 압에서 15-60V 까지는 

40A, 600V 에는 3A의 류를 15  동안 인가해주고, 5분후 재인가 시키는 

과정을 100 cycle 반복하여 신뢰성 실험을 실시하 다.  

 나. 결과  고찰

   사용 압에 따른 허용 항값을 비교하기 해 Raven 카본블랙의 함량을 

43, 45, 47, 49, 50, 52, 57, 60, 62.5, 65wt%까지 실험하 다. 이들 혼합비에 

따른 항 분포는 각각 30, 20, 5.0, 4.0, 3.0, 1.63, 1.0, 0.7, 0.5, 0.25, 0.15Ωcm

로 카본블랙함량 증가에 따라 항이 작게 나타났으며 이  600V 고 압용

에 한 Al2O3.3H2O 첨가효과를 보기 해서 카본블랙 함량은 43, 45, 

47wt%로 하고 Al2O3.3H2O를 0.5wt%를 첨가하 다.  Al2O3.3H2O 첨가에 따

른 항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MT 카본블랙의 경우에는 카본블랙 함량이 

56, 57, 58, 61, 62, 62.5, 63, 66, 68wt%까지 혼합하 고 600V 고 압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카본블랙함량을 56-58wt%로 하고, Al2O3.3H2O를 0.5wt%

를 첨가하 다. MT 카본블랙 혼합에 따른 항 분포는 각각 45, 30, 20, 4.0, 

3.0, 2.0, 1.0, 0.64, 0.4Ωcm를 나타내었으며 Raven 카본블랙과 같이 

Al2O3.3H2O 첨가에 따른 항변화는 없었다(Figure 2). 각각의 PTC 소재를 

감마선  자선을 조사한 후에 가교율은 감마선의 경우 150 kGy 까지 조

사하여 80% 이상이 되었으며 자선의 경우에도 300 kGy 이상에서 모두 

80% 이상의 가교율을 보 다. PTC 소재의 항별로 15-600V에서 과 류 

반복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15V, 30V, 45V, 60V 

압 역에서는 괴 압실험을 한 결과 Raven 카본블랙  MT 카본블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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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계없이 같은 항범 를 갖는 소재에 해서는 압에 따른 괴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용 압 15V 에 해서는 항 범 가 0.15-1.0 

Ωcm 에 해 모두 사용 가능한 항 이고 30V에서는 1.6Ωcm 이상에서 

괴가 일어나지 않았고 45V 에서는 3.0 Ωcm 이상의 소재는 사용가능 하 다. 

60V 에서는 4.0Ωcm 이상의 PTC 소재에서 과 류 반복에 따른 괴특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항 의 PTC 소재에서 방사선 가교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과 류 반복실험에 한 항변화 특성은 다르게 나타났

다. 방사선 가교한 PTC 소재는 과 류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 항

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방사선 가교되지 않은 소재에 해서는 과 류 

반복 횟수 에 따라 기 항이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방사선 처리한 PTC 소재가 과 류에 해 보다 안정 으로 스 치 기능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 압이 600V 에서는 Raven 카본블랙, MT 

카본블랙, Al2O3.3H2O의 첨가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과 류 반복실험에 

한 괴특성을 알아보았다. Al2O3.3H2O를 첨가하지 않고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20Ωcm 이상의  PTC 고분자는 600V/3A의 과 류 반복 실험에서 카본

블랙의 종류에 계없이 모두 괴되었다. Al2O3.3H2O를 첨가하고 방사선을 

300 kGy에서 1500 kGy까지 조사한 20Ωcm 이상의 Raven 카본블랙-PTC 소

재와 MT 카본블랙-PTC 소재에 해서 600V/3A 과 류 반복실험을 한 결

과, 300 kGy, 700 kGy까지 조사한 경우에는 모두 괴되었고 1000kGy로 조

사한 경우는 Raven 카본블랙-PTC 소재가 MT-카본블랙 PTC 소재 보다 반

복횟수에 따라 안정된 항 특성을 보 고 방사선을 1500 kGy 조사한 20Ω

cm 이상의  PTC 고분자 스 치는 카본블랙의 종류에 계없이 안정 인 

특성을 보 다. 그러나 Al2O3.3H2O만 첨가하고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PTC 

소재는 600V/3A의 과 류 반복실험에서 모두 괴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600V에서 사용가능 한 스 치의 특성은 항이 최소 20Ωcm 이상은 되어

야 하며 Arc controlling agent인 Al2O3.3H2O 첨가  방사선 가교가 필수

임을 알 수 있었다.

 다. 결론

   사용 압 15V, 30V, 45V, 60V,  600V에 한 고분자 스 치의 허용

항 범 는 각각 0.15-1.0Ωcm, 1.6Ωcm 이상, 3.0Ωcm 이상, 4.0Ωcm 이상, 20Ω

cm 이상에서 PTC 소재의 과 류 반복에 따른 괴특성이 보이지 않아 안

정 임을 확인하 다. 방사선 가교한 PTC 소재는 과 류 반복 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기 항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방사선 가교되지 않은 소재에 

해서는 과 류 반복 횟수에 따라 기 항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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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Multimeter-Overcurrent supply system. 

              

 

  

         Figure 2. Resistivity of different carbon black-filled HDPEs relative to weight

                       percentage of carbon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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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Usable resistivity of carbon black-filled HDPEs relative to repeated 

overcurrent caused by imposition of different voltage.



- 275 -

3. 온용 PEO/CB, EVA/CB 고분자의 PTC 특성

 가. 실험

  (1) 시료  실험방법

   온용 고분자 스 치의 고분자재료는 미국 Aldrich사 제품으로 분말상태

로 되어있으며 분자량이 2,000,000, 4,000,000, 8,000,000인 폴리에틸 옥사이드

(PEO)를 사용하 으며 (주) 한화의 제품으로 pellet상태로 되어있는 에틸

비닐아세테이트 공 합체(EVA)를 사용하 다. Table 1에 EVA 특성을 나타

냈다. 도성 입자는 5 종류의 카본블랙을 사용하 으며 입자 크기는 23nm

에서 300nm 인 것을 사용하 다. 카본블랙은 코리아 카본블랙 주식회사 제

품 Hi-Black과 미국 콜롬비아사 제품인 Raven 420, Thermal 형태인 

Sevacarb MT 카본블랙을 사용하 다. 카본블랙과 폴리에틸 옥사이드를 

Brabender에서 혼합하고, 혼합온도, 혼합시간  카본블랙함량에 따른 PTC

에 한 향을 고찰하기 해 혼합온도는 120℃, 혼합시간은 15분간, 카본

블랙함량을 20-70%로 증가시켜 혼합하 다. 혼합된 카본블랙/폴리에틸 옥

사이드 혼합체에 극체인 copper foil(두께 0.02mm)을 양면에 고 두께 

0.5mm 되도록 고온 스에서 가압하고 냉각 하여 가로, 세로가 약 6 cm 

x 6 cm 크기로 시편을 제조하 다. 

  (2) 항 측정

   기 항측정은 Keithley Instruments model 2000을 사용하 다. PTC 시

편을 oven 안에 설치된 항측정기의 rod사이에 끼워 넣고 multimeter와는 

4  방식으로 연결하여 온도를 올리면서 Figure 1의 장치를 제작하여 항

을 측정하 다. 

  (3) 감마선 조사  가교율 측정

   제조 시편은 질소 분 기, 상온에서 감마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의 선원

은 
60Co이고 조사선량은 50 kGy, 100 kGy, 150 kGy로 하 으며 감마선 조

사선량율은 10 kGy/시간 이었다. 방사선 조사를 한 시편의 가교율은 용매추

출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 다. 비한 시료를 150-200mg이 되도록 당한 

크기로 단하여 정확히 측량하고, 200메쉬 스텐 스망(200 mesh stainless 

matrix)에 삽입하여 이것을 끓는 크실  용액에 넣어 24시간 추출한 다음 진

공오 에서 10시간 건조하여 측량하 다. 겔화율은 추출 의 무게와 추출후

의 무게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하 다.

 나. 결과  고찰

  (1) 온용 수지/카본블랙 복합재의 항에 한 카본블랙의 구조 향 

   Hi-Black 40B2 카본블랙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카본블랙 에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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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 와 표면 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Hi-Black 40B2 카본블랙이 입자크기가 

23nm로 가장 작아서 높은 응집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반면 입자 크기가 

300nm 로 가장 큰 Sevacarb MT 카본블랙은 가장 작은 DBP 값과 표면 을 

나타내었다. Figure 2는 카본블랙의 함량에 따른 PEO/CB의 상온 항의 변화

를 나타내었다. PEO/CB의 상온 항은 카본블랙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 다. 카본블랙 입자 크기가 큰 순서 로 항값도 크게 나타났다. 

Hi-Black 40B2를 혼합한 경우에 카본블랙 함량이 30wt%인 경우 상온 항

값이 2.4 Ωcm 으나 카본블랙함량이 30wt%를 과한 경우는 카본블랙의 높

은 응집구조로 인하여 PEO와 혼합할 수 없었다. Sevacarb MT 카본블랙이 

혼합된 PEO는 카본블랙 함량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항을 보 다.   

   카본블랙 입자크기에 따른 PEO/CB 의 PTC 세기를 보면 입자가 큰 카본

블랙의 PTC 세기가 입자가 작은 경우 보다 더욱 큰 값을 나타내었다.(Figure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카본블랙  가장 입자크기가 큰 Sevacarb MT는 

PTC 세기가 104 이상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카본블랙 입자가 커서 작은 

표면 을 갖게 되어 고분자 matrix 내에서 도성 경로를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Sevacarb MT CB가 혼합된 PEO 복합체에서의 

항 값은 CB의 함량이 동일한 다른 PEO/CB 복합체에 비해 더욱 크게되는 

것이다. 

  (2) 온용 PEO/CB, EVA/CB의 PTC 거동

   방사선 조사에 따른 PEO/CB 의 온도  항의 변화를 고찰하 다. 

PEO/CB의 항은 20-60℃ 사이에서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며 PEO가 

용융되기 시작하는 60℃ 이상에서는 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항은 67℃ 부근에서 최고 정 에 도달하게 되었다.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지

지 않은 시편에 해서는 67℃ 이후에는 항이 감소하는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효과를 나타내었다. NTC 상은 고분자 구조의 이

완  카본블랙 입자의 응집등으로 인한 고분자 사슬 형성으로 기인하는 것

으로 설명 할 수 있다. PEO/CB의 DSC 분석에 의해 PEO의 용융 이 항이 

최 가 되는 온도와 일치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TC 세기는 Sevacarb-MT>Raven420>Hi-Black160B>Hi-Black 150B 등

의 순서로 증가하 으며 방사선 조사한 시편의 항이 조사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더 높은 항 세기를 나타내었다. 도성 PEO/CB 복합체를 150 kGy

에서 조사한 경우 조사하지 않은 시편에서 볼 수 있었던 NTC 거동은 사라지

게 되었으며 이것은 가교 망상 구조로 가는 것이 복합체 내에서 CB의 이동

을 PTC 거동을 안정화 시켜주는데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Figure 4-7). 

   비닐아세테이트의 함량이 다른 EVA 수지와 카본블랙의 함량을 50wt%를 

혼합한 EVA/CB 복합재의 온도에 따른 항변화를 고찰하여 Figure 8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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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EVA는 VA함량에 따라서 다양한 PTC 온도

를 보 으며 EVA 3.5%는 110℃, EVA 28%은 80℃까지 VA 함량이 증가할

수록 PTC 발생온도가 감소하 다. Raven 카본블랙 함량이 55wt% 이상에서 

1.0Ωcm이하의 기 항과 104Ωcm이상의 PTC 세기를 보 다(Figure 9).

   방사선 조사 시편의 겔화율은 용매추출법에 의해 불용성분을 측정하여 

구하 다. 고분자의 겔화율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Figure 

10). 방사선 조사후 고분자의 겔화율이 항이 최고에 이르는 온도에 해서

는 실제 인 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 온도는 분자량에 따른 PEO의 DSC 

흡열피크 온도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1).  

   분자량이 8,000,000 인 PEO와 Raven 420을 50:50wt%로 혼합하여 제조한 

고분자 스 치의 경우 150 kGy 까지 조사하여 상온에서 PTC 온도까지 가

열  냉각을 반복하여 기 항의 재 성을 평가하 다.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PEO/CB 고분자 스 치는 2회이상 반복시 고분자스 치가 괴되어 

항을 측정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방사선을 조사한 스 치는 10회 이상 반복

을 하여도 기 항이 2배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고분자 

스 치의 재 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방사선 조사가 필수 인 공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 결 론

   온용 고분자 스 치로서 PEO를 메트릭스로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

하여 가교시킨 후Raven 카본블랙 함량이 50wt%일 때 기 항이 2.5Ωcm, 

PTC 세기는 104Ωcm로써 70℃ 이하에서 고분자 스 치로 사용할 수 있는 특

성을 나타내었다.  다른 메트릭스인 EVA는 VA함량에 따라서 다양한 

PTC 온도를 보 으며 EVA 3.5%는 110℃, EVA 28%는 80℃까지 VA 함량

이 증가할수록 PTC 발생온도가 감소하 다. 한 각각의 도성 입자의 첨

가에 한 PTC 거동은 HDPE를 메트릭스로 이용하는 고분자 스 치에 비해

서 기 항도 높고, PTC 크기도 작았지만 Raven 카본블랙 함량이 55wt% 

이상에서 1.0Ωcm이하의 기 항과 104Ωcm이상의 PTC 세기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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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Properties of EVA Resins. 

Name Grade M.I.(g/min) Density(g/㎤)
Softening 

Point (℃)

Melting 

Point (℃)

EVA3.5 2020 0.4 0.924 88 107

0.8 0.927 81 104EVA6.5 2030

1.0 0.931 72 91EVA12 2050

EVA28 1159 19.0 0.949 46 71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lectrical resistivit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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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Resistivity at room temperature of carbon black filled PEO 

               versus content of carbon black.

    Figure 3. Intesity of PTC va particle size of carbon black 

                      (content of carbon black 5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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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radiation dose on the resistivity of the 

                   Hi-Black150B/PEO composite(50/50 wt%).

  Figure 5. Effect of radiation dose on the resistivity of the 

                     Hi-Black160B/PEO composite(50/5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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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 of radiation dose on the resistivity of the 

                     Raven 420/PEO composite(50/50 wt%).

 Figure 7. Effect of radiation dose on the resistivity of the 

                     Sevacarb-MT/PEO composite(50/5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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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Resistivity of EVA/CB (50/50 wt%) composites with 

                   various VA contents.

.

  Figure 9. Resistivity of EVA-6.5/CB composites with various 

            CB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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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0. Degree of gel of PEO/CB with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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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온용 고분자수지/카본블랙 복합재의 PTC 특성

 가. 실험

  (1) 시료  실험방법

   고온용 고분자 스 치의 개발을 해서 사용된 고분자재료는 Aldrich 

co.의 나일론 11, 나일론 12와 폴리비닐리덴 루오라이드(PVDF), 그리고 

Dupont co.의 아세탈수지(Delrin 100P)와 polyester 수지(Hytrel 5526) 다. 

각각의 메트릭스로서 나일론 11은 198℃, 나일론 12는 178℃, PVDF는 17

1℃, 아세탈수지는 175℃, polyester 수지는 203℃를 용융 을 갖는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 다(Table 1). 카본블랙은 미국 콜롬비아사 제품인 Raven 

420로 입자크기가 86nm인 것을 사용하 다. 여러 가지 고분자수지와 카본

블랙을 정확히 칭량하여, Brabender에서 잘 혼합하 다. 이때 혼합온도, 혼

합시간  카본블랙함량에 따른 PTC 에 한 향을 고찰하기 해 혼합

온도는 수지의 융 보다 10℃ 높게 설정하 고, 혼합시간은 10분간이었다. 

혼합된 복합재에 극체인 Nickel foil을 양면에 고 두께 0.5mm 되도록 

고온 스에서 가압하고, 냉각하여 가로, 세로가 약 6 cm x 6 cm 크기로 

시편을 제조하 다. 이들의 용융 은 각각 198℃, 178℃이었으며, 일반 인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한 콜롬비아화학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Raven 420, Sevacarb MT라는 두 가지 종류의 카본블랙이 이 실험에서 사

용되었으며, 이들의 입자크기는 각각 86과 300nm이었으며, 고분자 수지와 

카본블랙은 Brabender Plastograph에서 15분 동안 혼합되어졌다. 혼합된 조

성물은 니 호일(0.04mm) 사이에 놓고 극으로 제조하 다. 니 호일은 

Fukuda Metal Foil & Powder Co.에서 제조되었으며, 이때 시편의 두께는 

0.5mm이었다. PTC 시편들은 상온의 질소분 기에서 선량율 10 kGy/hr으

로, 총선량 50, 100 그리고 150 kGy의 감마선으로 조사되어졌다. Figure 1

에 고분자스 치의 제조공정도를 나타내었다.

  (2) 시편의 특성 평가

   PTC 시편들은 기 항을 측정하기 해서 oven 안에 설치된 항측정

기의 rod 극사이에 끼워 넣고, 기로는 3℃/min의 승온속도로 200℃까지 

온도를 올리면서 항을 측정하 다. 이때 기 항측정은 Keithley 

Instruments model 2000을 사용하 으며, multimeter와는 4  측정 방식으

로 연결하 다. 

   나일론의 용융온도는 시차주사열량계(DSC)로 질소분 기에서 10℃/min

의 승온속도로 240℃까지 측정하 다. 

   방사선 조사를 한 시편의 가교율은 용매추출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 다. 

비한 시료를 150-200mg이 되도록 당한 크기로 단하여 정확히 측량하

고, 200메쉬 스텐 스망(200 mesh stainless matrix)에 삽입하여 이것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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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고분자에 당한 용매(m-크래졸, DMF, 톨루엔 등)에 넣어 24시간동안 

추출한 다음 진공오 에서 10시간 건조하여 측정하 다. 겔화율은 추출 의 

무게와 추출후의 무게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나

타내는 척도로 활용하 다.

 나. 결과  고찰

  (1) 나일론/카본블랙의 항에 있어서 카본블랙 입자크기의 향

   Table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Raven 420 카본블랙은 Sevacarb MT 카본

블랙에 비해서 높은 DBP absorption와 표면 을 나타낸다. 이것은 420 카본

블랙이 보다 작은 입자크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Figure 2는 나일론

-12/Raven 420과 나일론-12/Sevacarb MT 카본블랙 복합재의 온도의 함수

에 따른 항을 나타내고 있다. 나일론-12/Raven 420 복합재는 상온에서 보

다 낮은 항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고분자 매트릭스에서 입자가 큰 

Sevacarb MT 카본블랙이 Raven 420 카본블랙보다 도성 통로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PTC강도는 서로가 비슷하 다. 

  (2) 카본블랙이 첨가된 나일론의 PTC 거동

   Figure 3은 온도의 함수로서 도성 복합재의 항을 나타내고 있다. 나

일론-11/Raven 420 카본블랙 복합재에서 온도가 20℃에서 170℃까지 증가하

면서 항이 차 으로 상승하 으며 고분자 결정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170℃ 이후에 격하게 상승하 다. 온도가 나일론-11의 용융 에 도달했을 

때 고분자에 형성된 카본블랙의 도성 통로가 나일론-11의 결정의 부분

인 용융․유동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게되고, 그러므로 복합재의 항이 격

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항은 190℃ 부근에서 최고 값에 이른다. 온도를 더

욱 증가시키면 NTC 효과라고 알려진 항이 감소하는 상이 나타났다. 그

리고 나서 온도를 190℃에서 160까지 감소시키면 항은 천천히 감소하고, 

160℃에서 140℃까지는 보다 격히 감소하고, 140℃부터 상온까지는 차

으로 감소한다. 나일론-12/카본블랙 복합재에서도 PTC온도가 낮은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나일론-12/카본블랙 복합재

의 가열에서 항이 160℃에서 170℃까지 격히 상승하 고, 냉각시에는 

150℃에서 140℃까지 격히 감소하 다. 그리고 나일론-12/카본블랙 복합재

는 나일론-11/카본블랙 복합재보다 낮은 상온 항과 높은 PTC 강도를 나

타내는 것이 찰되었다.

   Figure 4-5는 항에 한 카본블랙의 향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상온 항은 복합재의 카본블랙 함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그

리고 50wt% 카본블랙 복합재가 가장 높은 PTC 강도를 나타내었다. 카본블

랙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PTC 강도는  낮아지고, NTC 효과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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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C와 NTC 거동에서 감마선 조사량의 향은 Figure 6-7에 나타내었

다. 복합재의 NTC 거동이 조사되지 않은 시편에서는 나타났으나, 50 kGy 

이상의 조사선량의 시편에서는 제거되었다. 이런 결과는 조사에 의한 가교는 

고분자의 shear 모듈러스 뿐만 아니라 카본블랙을 매트릭스에 고착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이런 강력한 착은 당연히 용융  이하의 모든 온도

와 용융 을 넘어선 온도에서 카본블랙의 움직임의 자유도를 감소시킨다. 그

러므로 기 인 재 성이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가교에 의해서 개선되어 진

다고 제안할 수 있다. 나일론-12/카본블랙 복합재의 상온 항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커졌다. 복합재의 PTC 강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감소

하 다. 이러한 경향은 Figue 8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PTC 강

도는 나일론의 종류와 카본블랙의 함량에는 향받지 않았고, 조사선량의 증

가함에 따라서 감소하 다. 조사되지 않은 나일론-11/카본블랙 복합재의 

PTC 강도가  5.4×104 로 가장 높았다.

   Figure 9는 나일론/카본블랙 복합재에 0 ～ 15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

을 때 겔화율에 한 조사선량의 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겔화율은 조사선량과 카본블랙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나일

론-11의 겔화율은 나일론-12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 다. Figure 

10은 나일론 수지의 XRD 패턴이다. 나일론-11과 나일론-12의 특정 결정 피

크가 20°, 23° 그리고 22°에서 찰되었고, 나일론-11과 나일론-12의 결정화

도는 각각이 29%와 24% 이었다. 감마선 조사 선량에 의한 나일론/카본블랙 

복합재의 열 인 특성변화를 DSC 분석에 의해서 측정하 고, Figure 11-12

에 나타내었다. 나일론-12의 흡열피크 온도, 즉 용융 은 178℃이었으며, 그

들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약간 온으로 이되었다. 그러므로 PTC 

온도는 Figure 4-7에서 보이는 것처럼 약 170℃ 부근에서 나타났으며, 나일

론-11의 경우에는 190℃ 부근에서 나타났다. 조사되지 않은 복합재는 가장 

큰 흡열피크를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이

것은 나일론 수지가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가교가 되기 때문에, 결정화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3)고분자 수지에 따른 PTC 거동 

   Figures 13-17에  카본블랙이 36vol%인 경우 아세탈 수지, 나일론 수지 

PVDF와 폴리에스터 수지의 온도에 한 항변화를 나타내었다. PTC는 모

든 수지의 용융 온도 부근에서 나타났고, 나일론-11, 나일론-12, 아세탈 수

지, PVDF 수지의 기 항은 각각 11.7, 6,6, 6.0, 0.9Ωcm이었으며 Rp/Ro는 

103이상이었다. 반면에 폴리에스터 수지는 기 항이 1.3Ωcm 이었고 Rp/Ro 

비는 102으로 크기가 작았다. 그러므로 고온용 PTC 복합재의 수지로서 폴리

에스터는 당하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세탈 수지는 혼합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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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휘발성분을 배출하므로 역시 PTC 복합재를 한 수지로서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아세탈 수지의 경우, 기 항 0.5Ωcm 이하

의 값을 나타내는 실험조건은 카본블랙의 함량이 60wt%인 것뿐이었으며, 이

것의 PTC 크기는 103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일론 12의 경우는 나일

론 11의 경우보다는 PTC 온도가 낮으며, 같은 카본블랙의 함량에서 기

항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카본블랙의 함량이 50wt%인 경우는 

기 항이 6Ωcm로 다소 높지만 PTC의 크기는 105 정도를 나타내었다. 아

세탈 수지의 경우는 기 항을 만족하는 경우는 PTC의 크기가 작았으며, 

PTC의 크기를 만족시키는 시편은 기 항이 높게 나타났다. PVDF/CB 복

합재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50wt% 이상이면 기 항이 0.5Ωcm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PTC의 크기도 103 이상을 나타내었다. 한 PTC 온도도 17

0℃부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일론과 더불어서 고온용 스 치 재료로서 

당한 수지라 생각할 수 있다. 

  (4) 고온용 PTC 복합재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향

   방사선 조사를 한 결과 자선과 감마선 모두 재 성을 향상시키고, 

NTC 효과를 억제하 다. 그리고 방사선을 조사하면 기 항이 조 씩 상

승되는데 그것은 자선이 보다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방사선을 조

사하면 PTC의 크기(RP/RO)는 약간 감소하나 부분 103 이상의 크기를 나타

내었다. 각각의 수지는 모두 방사선에 의해서 가교가 되었으며, 조사선량은 

일반 으로 100 kGy에서 PTC의 우수한 경향을 보 다. 고분자 수지의 종류

에 있어서는 나일론보다는 PVDF의 겔화율이 크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겔화율이 증가할수록 기 항은 약간씩 상승하고, NTC 효

과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결론

   고온용 고분자 스 치를 제조하기 해, 매트릭스로서 나일론-11, 나일론

-12, 아세탈  PVDF을 사용하 고, 이들 수지에 한 여러 종류의 카본블

랙을 충 하여 각각의 시료에 한 상온 항  PTC 세기를 조사한 결과, 나

일론-11이 가장 우수하 고, 조사선량은 일반 으로 100 kGy에서 PTC가 우

수한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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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operties of matrix resins

  

Matrix Resin
Traditional 

Name
Density (g/㎤)

Melting Temp. 

(℃)

Melt Index 

(g/10 min)

Polyamide 

resin
Nylon-11 1.026 198 -

Polyamide 

resin
Nylon-12 1.010 178 -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1.74 171 -

Acetal resin  Delrin 100P 1.34 175 1.0

Polyester resin Hytrel 5526 1.20 203 7.5

Table 2. Charactyeristics of Carbon Blacks

Traditional name
Average particle 

diameter(nm)

Surface area 

(㎡/g)

DBP absorption 

(cc/100g)

Raven 420 86 28.0 75.0

Sevacarb MT 300 7.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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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ss of manufacturing for polymer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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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Resistivity of Nylon-12 composites with Raven 420

  and Sevacarb MT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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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og resistivity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Nylon-11 

and 12/CB composite(content of carbon black : 5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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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Resistivity of nylon-11/CB composites according to 

  CB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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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Resistivity of nylon-12/CB composites according to 

  CB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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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Resistivity of nylon-11/CB(45/55 wt%) composites 

  according to irradiation dose of gamma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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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 Resistivity of nylon-12/CB(45/55 wt%) composites 

  according to irradiation dose of gamma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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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RP/RO of the Nylon11/CB  

   and Nylon12/CB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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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9. Gel contents of Nylon-11/CB and Nylon-12/CB 

      composites according to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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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Nylon-11 and Nyl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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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1. DSC thermograms of Nylon-11/CB composites 

       according to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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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2. DSC thermograms of Nylon-12/CB composites 

       according to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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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3. Resistivity of various resins/carbon black   

      composites  according to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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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4. Resistivity of acetal resin/CB composites     

   according to CB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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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Resistivity of polyester resin/CB composites according   

to CB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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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Resistivity of PVDF/CB composites according to CB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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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Resistivity of PVDF/CB(64/36 wt %) composites  according 

to irradiation dose of gamma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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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 그라 트 조성물 첨가에 의한 PTC 재료 제조 

 가. 실험

  (1) 시약  실험 방법 

   -그라 트 조성물 제조

   메탄올에 CuSO4․5H2O 를 첨가한 다음 이 용액을 아크릴산 단량체와 

혼합하여 반응기에 주입하고 고 도폴리에틸  분말(한국 호남석유화학사 

제품, 그 이드 5200B, 용융지수 0.35, 도 0.96)을 반응기에 넣고 나서 뚜

껑을 닫고 γ 선을 공기 에서 조사하 다. 그라 트 반응후 반응기에서 처

리된 폴리에틸  분말을 꺼낸 다음 메탄올 용매를 사용하여 단일 합체를 

제거하여 순수한 그라 트 조성물을 제조하 다. 단일 합체를 제거하고 난 

후 그라 트된 폴리에틸  분말에 속이온을 도입하고자 그라 트반응물

을 1.0x10
-2
 몰 CuSO4 ․5H2O 수용액에 5시간 침지시킨 다음 감압 건조하

여 사용하 다. 

  (2) 카본블랙/수지혼합물과 도체의 착력 시험

   그라 트 반응시키지 않은 폴리에틸 과 카본블랙 혼합에 의한 도성 

복합체 는 아크릴산이 그라 트된 폴리에틸 을 포함한 폴리에틸 과 카

본블랙 혼합에 의한 도성 복합체와 도 성 속 박막사이의 착면 이 

5 x 1 mm 가 되도록 180℃ 에서 압축성형기에서 압착시킨 후 만능시험기

(Instron Model 4443)로 착된 시료의 양단면을 잡아당기어 착력을 시

험하 고 물방울을 폴리에틸  필름에 하시킨 후 각을 측정하 다.

  (3) PTC 시료 제조

   아크릴산을 폴리에틸 에 그라 트 시키고, 이것에 속이온을 도입한 

다음 순수 폴리에틸  분말에 해서 5-30 량% 로 혼합하고 카본블랙

(미국 Columbian Chemicals사 제품, 그 이드 Raven
TM420, 입자크기 

86nm, 표면  28m2/g)을 체 수지양에 해서 50 량% 로 되게하여 균

일하게 비닐튜  내에서 혼합한 다음, 이것을 미리 160oC로 가열된 가열혼

합기( 라벤더)에 투입한 후 50 rpm으로 15분간 혼합한다. 가공이 끝난 

PTC 고분자 복합체는 압축성형기를 180oC까지 승온하여 복합체 양면에 

0.03mm 두께의 도성 구리박막을 부착시켜 압축하여 시트(두께 0.5mm)로 

제작한 후 직경 6.0mm의 원형 시료(면 을 28mm2)를 펀칭하고, 이것을 

120 kGy 감마선 조사하여 시료를 제작하 다.

 나. 결과  고찰 

   방사선으로 고 도폴리에틸  분말에 극성 단량체(아크릴산)를 그라

트한 후, 이것의 카르복실기에 도성 속이온을 도입하고, 이것을 고 도 

폴리에틸  수지와 함께 카본블랙과 균일하게 혼합한 후 양면에 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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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박막이 부착한 상태로 시트(sheet)를 성형하고, 이것에 방사선 조사가교하

여 상온에서의 항은 낮으면서 과 류가 흐를 때 온도가 격히 상승하여 

항이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PTC 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하 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성 속이온이 도입된 그라 트 폴리에틸  분말

을 혼합함으로서 폴리에틸 수지/카본블랙 블 드에 한 도 성 속 박막

의 착력, 카본블랙과 수지 메트릭스간의 상용성  착력을 향상시키고, 

연속 사용에서도 재 성이 크게 향상되며, 과 류에서는 PTC 강도는 큰 특

성을 나타냈다. 그라 트 하지 않은 시료의 착강도는 30 kg/cm2 에 지나

지 않았지만 그라 트된 시료는 그라 트율이 증가할수록 최  270 kg/cm
2 

로 착력이 폭 증가하 다. 그라 트 하지 않은 폴리에틸 에서의 각

은 82° 으나 그라 트율이 증가할수록 58°까지 어들었다. 각이 이와 

같이 감소하는 것은 아크릴산이 그라 트된 폴리에틸 이 혼합된 것은 폴리

에틸 에 극성기가 도입된 것을 의미한다. 그라 트 폴리에틸 을 첨가하지 

않은 시편에 해서는 상온 비 항이 1.55 Ωcm 이고 PTC 비 항이 106 Ωcm 

이하 인 것에 비교하면, 그라 트율이 11%인 고 도폴리에틸  분말을 첨가

한 경우 시편의 상온 비 항은 그라 트 고 도폴리에틸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슷하지만,  PTC 비 항은 107 Ωcm이상의 값을 보여 그라

트 하지 않은 순수 폴리에틸  과 카본블랙의 혼합에 의한 도성 복합체와 

비교하여 상온 항에 한 PTC강도는 히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Figure 1) 

 다. 결론

   방사선으로 고 도폴리에틸  분말에 극성 단량체(아크릴산)를 그라 트

한 후, 이것의 카르복실기에 도성 속이온을 도입하고, 이것을 고 도 폴

리에틸  수지와 함께 카본블랙과 균일하게 혼합한 후, PTC 고분자 조성물

을 제조하 다. 폴리에틸 수지/카본블랙 블 드에 한 도 성 속 박막의 

착력, 카본블랙과 수지 메트릭스간의 상용성  착력을 향상시키고, 연

속 사용에서도 재 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과 류에서는 PTC 강도는 큰 

특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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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lectrical resistivity of CB/HDPE composite containing acrylic 

acid-grafted PE(Acrylic acid graft yield: 11%, CB content: 50%, acrylic 

 acid-grafted PE content: 0-30%)



- 301 -

6. 산화방지제의 첨가  열처리에 따른 고분자스 치의 항특성

 가. 실험

  (1) 시료  실험방법

   도성 고분자 조성물을 제조하기 한 고 도 폴리에틸  (HDPE)는 호

남 석유화학의  Hivorex 5200B를 사용하 다( 도 0.963g/cm3, 용융지수 

0.35g /10min ). 도성 입자는 미국 콜롬비아사제품인 RavenTM420을 50 

wt% 사용하 고 입자의 크기는 86 nm, 표면  28m2/g 이다. 고분자스 치 

제조에서 고분자의 용융  이상의 고온 가공  soldering에 의한 기 항

의 상승을 방지하기 해 산화방지제를 0.5wt%-3wt% 첨가하 다. 본 실

험에 사용된 산화방지제는 아래의 Table 1 과 같다.

             Table 1. The chemical name and trade name of antioxidants. 

   

Chemical name trade name

2-(2'-hydroxy-3'-terbutyl-5'-methylphenyl)-5-chloro-benzo-triazole Tinuvin 326

Bis(2,4-di-t-butylphenyl)pentachritritol diphosphite Ultranox 626

Poly[[6-[(1.1.3.4.-tetramethylbutyl)amino]-1,3,5-triazine-2,4-diyl]

[(2,2,6,6-tetramethyl-4-piperidyl)imino]hexamethylene[(2,2,6,6-tetr

amethyl-4-piperidyl)imino]hexamethylene[(2,2,6,6,-tetramethyl-4-pip

eridyl)imino]]

Chimassorb 

944 

1,3,5-trimethyl-2,4,6-tri(3,5-di-ter-butyl-4-hydroxybenzyl)benezene Ethanox 330

Pentaerythrityl-tetrakis[3-(3,5-di-terbutyl-4-hydroxyphenyl)-propio

nate
Irganox 1010

1,3,5-(3,5-diter,butyl-4-hydroxybenzyl)-s-triazine-2,4,6,(1H,3H,5H)

trione
Irganox 3114

Octadecyl-3-(3,5-diterbutyl-4-hydroxyphenyl)-propionate Irganox 1076

Tri(2,4-di-ter-butylphenyl)phosphite-hydroxyamine Irgastab 

   고 도 폴리에틸 , 카본블랙, 산화방지제를 Brabender에서 160℃에서 15

분 동안 50 rpm의 속도로 혼합하 다. 혼합된 고 도폴리에틸 /카본블랙/산

화방지제 혼합체에 극체인 copper foil(두께 0.02mm)을 양면에 고 두께 

0.5mm 되도록 고온 스에서 가압하고 냉각하여 가로, 세로가 약 6 cm x 

6 cm 크기로 시편을 제조하 다.

  (2) 감마선 조사  가교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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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편은 질소 분 기, 상온에서 감마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의 선원

은 60Co이고 조사선량은 50 kGy, 100 kGy, 150 kGy로 하 으며 감마선 조

사선량율은 10 kGy/hr 이었다. 방사선 조사를 한 시편의 가교율은 용매추출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 다. 비한 시료를 150-200mg이 되도록 당한 크

기로 단하여 정확히 측량하고, 200메쉬 스텐 스망(200 mesh stainless 

matrix)에 삽입하여 이것을 끓는 크실  용액에 넣어 24시간 추출한 다음 

진공오 에서 10시간 건조하여 측량하 다. 겔화율은 추출 의 무게와 추출

후의 무게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로 활용하 다. 

  (3) 열처리  soldering 공정

   열처리 공정은 강제 순환 오  안에서 공기 분 기에서 50℃ - 140℃ 

사이의 온도에서 6-100시간동안 수행하 다. 210℃의 땜납 용액에서 리드선

을 부착하 다. 

 나. 결과  고찰

  (1) 산화방지제 종류  열처리 시간에 따른 기  특성

   산화방지제 종류  열처리 시간에 따른 PTC 고분자 시료의 기  특

성을 알아보았다. 카본블랙은 50wt%, 고 도 폴리에틸  49wt%, 산화방지

제 1wt%를 각각 혼합하 고, 이때 산화방지제는 Table 1과 같이 종류별로 

혼합한 후 120℃에서 0～100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산화방지제의 종류  

열처리 시간에 따른 항 변화를 알아보았다. 산화방지제로 Chimassorb 

944 가 첨가된 경우의 기 항은 6.2Ωcm로 다른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경우의 2.2Ωcm 보다 크게 나타났다. 기 항의 감소는 열처리 시간(100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 Chimassorb 944를 제외

한 다른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24시간 이상부터는 감소 경향이 매

우 작게 나타났으며, 산화방지제 에서 Irganox 1076 의 경우에 열처리 시

간이 10～24시간일 때 열처리 효과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한 후 솔더링 공정을 통해 상승된 항을 감소시키기 한 

열처리 효과를 검토하 다. 혼합 단계에서 솔더링 공정을 거쳐 상승된 

항을 최 로 감소시키기 해 혼합 과정에서 산화방지제 Irganox 1076를 

0～3.0 량%의 함량별로 첨가하 다. 감마선 조사후 120℃에서 10시간 동

안 1차 열처리를 통해 기 항을 감소시킨 후에, 210℃의 땜납 용액에서 

리드선을 부착하 다. 솔더링 후 120℃에서 2～10시간 동안 열처리를 수행

하 다. 솔더링에 의해서 상승된 기 항 변화  열처리 공정 후의 항 

변화를 보면,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210℃에서 솔더링할 때 

항 상승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첨가되는 산화방지제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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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증가할수록 열  안정성이 향상되어 솔더링한 후 크게 증가된 기 

항이 차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산화방지제의 함량이 2wt%인  

경우에 가장 낮은 기 항 값을 보 다. 솔더링에 의해 상승된 항에 

한 열처리에 의한 항 감소율은 산화방지제가 0.5wt%가 첨가된 경우가 

60%로 가장 컸으며, 산화방지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는 55%의 감소율을 

보 다. 첨가량이 1.0wt%, 1.5wt%인 경우는 50%의 감소율을 보 으나, 산화

방지제 함량이 2.0wt%, 3.0wt% 인 경우는 감소율이 43%, 37%를 각각 보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방사선 조사후에 솔더링을 할 경우에는 산화방지

제의 함량이 1.5～2.0wt%인 경우가 솔더링에 의한 항 상승을 최소화하고 

열처리에 의한 항 감소를 극 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열처리 온도  시간에 따른 기  특성

   열처리 온도에 따른 PTC 고분자 시료의 기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열처리 온도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상온 항을 측정한 결과를 Figure 1

에 나타냈다. 카본블랙은 50wt%, 고 도 폴리에틸  49wt%, Irganox 1076 

1wt%를 각각 혼합하 고, 감마선을 150 kGy 조사 한 후의 PTC 고분자 시

료의 기 항은 2.2Ωcm 다.  열처리 온도가 고분자 수지의 융  이하인 

130℃이하에서는 열처리한 도성 고분자 조성물의 기 상온 항이 열처

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 120℃에서 열처리한 

경우의 기 상온 항이 1.7Ωcm로 약 25%의 항 감소율을 보 다. 열처

리 온도가 130℃ 이상에서는 기 항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고, 135℃ 이상에서는 격하게 증가하 다. 한 열처리 시간(10시간까지)이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열처리에 따른 PTC 고분자 시료의 PTC 특성을 알아보았다. 산화방지제 

Irganox 1076를 0～1.0wt%로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수행하 으며, 성형직후

의 PTC 고분자 시편의 기 항은 2.2Ωcm 이었다. 120℃에서 10시간 동안 

1차 열처리하여 기 항을 감소시킨 후, 210℃에서 솔더링을 하고, 120℃

에서 6시간, 10시간 동안 각각 2차 열처리를 하 다. 2차 열처리까지 한 후 

최종 으로 150 kGy로 감마선을 조사하 다. 이와 같이 열처리한 경우와 열

처리를 하지 않은 PTC 시료의 온도  항 변화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화방지제의 함량이 0.5 wt% (-◦-)  1.0 

wt% (-▾-)인 경우와 첨가하지 않은 경우(-•-)는 최  항값이 109 Ω․

cm 이상 되었으며, 열처리하지 않은 시편 (-▿-)은 최  항값이 106 Ω․

cm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열처리 한 경우에 PTC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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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결론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는 210℃에서 솔더링할 때 항 상승이 

크게 증가하 으나 첨가되는 산화방지제를 0.5-1w% 첨가하면, 솔더링 과정 

 기 항이 증가하는 단 을 제거할 수 있었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PTC 고분자 스 치의 기  특성을 알아보기 하

여 열처리 온도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상온 항을 측정. 고분자 수지의 

융  이하인 120℃에서 열처리한 경우의 기 상온 항이 약 25%의 항 

감소율을 보 고, PTC 세기는 103Ωcm 이상 증가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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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sistivity of room temperature of HDPE/CB/Iganox 1076 by irradiation

      and thermal heat treating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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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The resistivity of HDPE/CB/Iganox 1076 relative to heat treating at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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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  폴리올 핀계 수지의 감마선 방사선 가교

1. 감마선 이용 올 핀계 수지의 가교 기술개발

 가. 실험

  (1)  가교제의 합성

   (가) m-Xylylenedimaleimide의 합성

   DMAc(N,N'-Dimethylacetamide)에 녹인 m-xylylenediamine 1mol을 

DMAc에 녹인 maleic anhydride 2mol용액에 실온에서 30분 동안 천천히 

떨어뜨린다. 그 후, 1시간 동안 교반한 다음 과량의 acetic anhydride 첨가

한다. 그리고, 반응 혼합물을 오일 탕기에서 95℃에서 2시간동안 가열하

면서 교반한다. 혼합물을 냉각시킨 후, 물을 첨가하여 생성된 침 물을 분

리하여 CHCl3에 녹인다. 생성물은 실리카겔(70～230 mesh)로 채워진 

column을 통해 분리하여 얻었다.

   (나) p-phenylenedinadimide의 합성

   Acetic acid에 녹인 bicyclo[2.2.1]hept-5-ene-2,3-dicarboxylic anhydride 

2mol을 120℃로 가열한 후, acetic acid에 녹인 p-phenylenediamine 1mol 

용액을 30분 동안 천천히 첨가한다. 

   반응물을 8시간 동안 가열한 후, 실온에서 냉각시켜서 흰색 결정의 생성

물을 얻었다. 생성물을 Filter한 후, 100℃ 진공오 에서 건조시켰다.

   (다) m-phenylenedimaleimide의 합성

   DMF(N,N'-Dimethylformamide)에 녹인 m-phenylenediamine 1mol을 

DMF에 녹인 maleic anhydride 2mol용액에 실온에서 30분 동안 천천히 떨

어뜨린다. 

   그 후, 30분동안 교반한 다음 과량의 acetic anhydride와 약 0.5wt%의 

sodium acetate를 첨가한다. 그리고, 반응 혼합물을 오일 탕기에서 90℃

에서 30분 동안 가열하면서 교반한다. 혼합물을 냉각시킨 후, 과량의 물을 

천천히 첨가하여 생성된 침 물을 Filter한다. 침 물을 toluene에서 재결정

한다. 결과 반응물은 노란색의 결정이며, 100℃ 진공오 에서 건조하 다.

   (라) p-phenylenedimaleimide의 합성

   DMAc(N,N'-Dimethylacetamide)에 녹인 p-phenylenediamine 1mol을 

DMAc에 녹인 maleic anhydride 2mol용액에 실온에서 30분 동안 천천히 

떨어뜨린다. 그 후, 30분 동안 교반한 다음 과량의 acetic anhydride와 약 

0.5wt%의 sodium acetate를 첨가한다.  반응 혼합물을 오일 증탕기에서 9

0℃에서 1시간동안 가열하면서 교반한다.

   그리고, 혼합물을 냉각시킨 후, 과량의 물을 천천히 첨가하여 생성된 침

물을 Filter한다. 침 물을 toluene에서 재결정한다. 결과 반응물은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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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결정이며, 100℃ 진공오 에서 건조하 다.

  (마) 분석

   Nicolet Magna-IR 760 Spectrometer을 이용하여 합성가교제의 functional 

group을 확인하 다. Varian사의 UNITY INOVA NMR 300MHz를 사용하

고, solvent는 Aldrich사의 DMSO-d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Universal V2.6D 

TA Instruments의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를 이용하여 흡열피크가 

생성되는 온도를 찰하 다.

  (2) 조사용 필름 제조 

   HAAKE Rheometer(Siberhegner의 HAAKE-Rheocord 9000)을 사용하여 

150℃의 온도하에서 60RPM의 속도로 5분간 도 폴리에틸 과 가교제를 

당량 혼합하 다. 혼합된 폴리에틸 을 약 2g씩 분취하여 열 의 온도를 

약 150℃로 고정시킨 Hot Press(Fred S. CARVER Inc.의 CARVER 2699)를 

사용하여 ASTM D 1928에 하여 평균두께 약 0.35mm인 필름을 제작하

다. 열 에서 떼어낸 폴리에틸 은 차가운 물에 냉시켰다.

  (3)방사선 조사 

   국 UKAEA (United Kingdom Atomic Energy Authority)에서 만든 

Co-60  감마선 조사장치를 사용하 다. 선량율은 

4 Mrad (40 kGy )  :  3.34 *10^5 rad / h

8 Mrad               6.69 *10^5 rad / h

12 Mrad              6.69 * 10^5 rad / h

16 Mrad              8.91 *10^5 rad / h

으로 하 으며, 방사선 동 원소 Co-60을 질소분 기 하에서 조사를 실시하

다.

  (4) Gel 분율 측정

   조사된 폴리에틸 을 약 300mg씩을 분취하여 각각 무게를 잰 후 200Mesh

의 스텐 스 망으로 포장하여 끊는 xylene 에서 24시간 추출한 후, 망에 부

착된 용해된 폴리머를 제거하기 하여 메탄올로 3시간 이상 끊인 후, 40℃의 

진공건조기에서 약 12시간 건조하 다.

   시료에 한 가교율은 추출  시료의 무게(Wi)에 한 추출 후 남은 시료

의 무게(Wd)의 비율의 백분율로 표시하 다.

  (5) Infrared Spectra Analysis

   조사선량에 따른 가교제의 불포화기의 농도의 감소를 측정함으로서 가교제

의 반응그룹을 확인하 다. 불포화기의 농도는 monomer의 -C=C-의 

stretching에 기인한 835cm-1에서의 투과율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6) 인장강도  연신율 측정

   ASTM D 638, Type Ⅳ에 의해 시료를 제작하여, Instron-4465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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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Head Speed를 250mm/min로 측정하여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계산하

다.

 나. 결과  고찰

  (1) 신규가교제의 기기분석

   상기와 같은 개념에 의해서 실험에 사용된 다 능성 단 체, 즉 합성된 

가교제의 IR  NMR 스펙트라(Spectra)에 의해 확인하 는데 Figures 1, 2, 

3, 4, 5, 6, 7  8 과 같다. IR 스펙트라를 보면, 이미드구조의 Stretching 흡

수띠인 1770,1720,1350 과 835cm
-1가 잘 나타나며, Aromatic 구조의 

Stretching에 의한 흡수 띠가 잘 나타났다.

한, m-xylylenedimaleimide와 p-phenylenedinadimide 의 -CH2- 의 흡수띠

가 2940 cm-1 근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NMR 스펙트라는 300MHz NMR을 사용하 고, DMSO-d를 용매로 사용

하 다.

   결과, Aromatic구조가 가지는 피크인 7.5ppm 부근에서 해당 피크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7.2ppm 부근에서 이미드의 이 결합 피크가 나타난다. 

한, -CH2- 에 한 피크가 m-xylylenedimaleimide에서는 4.6ppm에서 나타

나며, p-phenylenedinadimide에서는 1.9ppm  1.6ppm에서 잘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Proton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분

값(integral)에서도 Proton의 개수의 비율과 잘 일치하 다.

   이와 같은 결과로 신규가교제는 디자인한 바와 같이 합성되었음을 확인

하 다.

   한, 각 가교제의 녹는 을 DSC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기존의 가교제가 낮은 융 의 액체상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까다롭고, 높

은 작업온도에서의 가교제의 손실에 의한 가교효율의 하 등의 단 을 보

완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폴리에틸 과 가교제의 상용성 조사

   합성된 가교제의 상용성을 조사하기 하여 도 폴리에틸 이 비극성

인 것을 고려하여, 1차 으로 톨루엔과의 상용성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상

온에서는 모든 가교제가 톨루엔에는 녹지 않았으나, 혼합온도인 130℃의 뜨

거운 톨루엔에서는 모든 가교제가 완 하게 녹았지만, 

p-phenylenedinadimide의 경우에는 완 하게 녹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는 

간 인 방법이기는 하나 도 폴리에틸 과 가교제가 상용성이 있다고 

단하 다.

   이를 바탕으로, 가교제와 도 폴리에틸 을 HAKKE를 이용하여 혼합

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교제 색깔이 노란색인 p-phenylenedimaleimide와 

m-phenylenedimaleimide는 가교의 색깔에 의해 혼합된 도 폴리에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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엷은 노란색을 나타내었으며, p-phenylenedinadimide 는 외 상으로 입자가 

찰되는 것으로 보아 완  혼합되지 않고, m-xylylenedimaleimide, 

1,3-diisoprophenylenebenzene은 외 상으로 입자가 찰됨이 없이 균일하게 

혼합되었다.

   이는, 비극성 용매인 톨루엔이 150℃에서 합성가교제를 녹여 완 하게 녹

듯이, 같은 비극성 폴리머인 도 폴리에틸 은 작업온도인 150℃에서 

녹아서, 폴리에틸 이 톨루엔과 같은 가교제를 녹일 수 있는 용매와 같은 역

할을 함으로서 가교제를 녹일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p-phenylenedinadimide를 제외한 나머지 가교제는 

도 폴리에틸 에 녹아 1차 실험인 톨루엔 실험에서 상한 바와 같이 상

용성이 좋은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p-phenylenedinadimide는 도 

폴리에틸 과의 상용성이 좋지 못했다.

  (3) 가교율 측정 결과

   혼합된 폴리에틸 의 가교율을 측정하기 해 감마선을 조사하여 조사량

에 한 Gel(%)에 한 결과는 Figures 9, 10, 11, 12, 13, 14  15과 같다. 

단일 가교제를 혼합한 폴리에틸 의 조사량에 한 가교 효율을 나타낸 

Figure 9를 살펴보면 m-xylylenedimaleimide > p-phenylenedinadimide > 

m-phenylenedimaleimide > p-phenylenedimaleimide의 순으로 가교 효율을 

나타낸다. 이것은 가교제의 녹는 이 낮을수록 폴리에틸 과의 상용성이 좋

아짐으로 인해 잘 혼합하여 가교효율이 증 한 것으로 단된다.

   p-phenylenedinadimide의 경우, 폴리에틸 과의 상용성은 좋지 않았으나, 

 는 열  에 지에 의해 이미드부분이 분해되어 높은 분자량의 폴리머

가 생성되는 보고가 있는 바,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가교 효율이 기 이상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p-phenylenedimaleimide의 경우에는 외 상으로는 상

용성이 좋은 것으로 단되었으나, 녹는 이 혼합온도보다 훨씬 큼으로 인해

서 분자크기에서의 혼합정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가교 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단된다. 이미드계의 이 결합과 styrene의 이 결합이 Charge 

transfer에 의해 좋은 반응성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styrene 는 donor역

할을 할 수 있는 이 결합을 지닌 1,3-diisopropylenebenzene을 혼합한 복합 

가교제에 한 가교 효율을 조사하 다.

   그 결과, m-xylylenedimaleimide의 경우 복합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보다 10%이상 큰 가교 효율을 보 으며, 이는 Charge transfer에 의한 효과

가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m-xylylenedimaleimide가 120 KGy에서 37%정도의 가교효율

은 보 으며, 복합 가교제에서도 m-xylylenedimaleimide를 혼합한 가교제가 

45%정도의 가교 효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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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반응 메커니즘에 의한 이미드기의 이 결합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폴리에틸 의 Free 라디칼이 없어지고, 가교결합에 의해 단일결합이 

생성됨으로써 이미드기가 가지는 이 결합의 Stretching에 의한 흡수띠가 

어들 것이라는 단하에 Infrared 기기를 이용한 분석을 하 다(Figure 16).

   4개의 시편에 40～12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 고, 다시 4개의 시편에 

40 KGy를 조사한 결과 이 결합의 Stretching 흡수띠가 나타나는 835cm-1에

서의 투과율(%)이 증가됨으로서 감마선에 의한 이 결합의 감소를 찰할 

수 있었다.

  (4)인장강도  연신율 결과

   가교효율결과, 가장 가교효과가 우수한 m-xylylenedimaleimide와 styrene

의 복합 가교제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기계  성질의 변화에 

하여 측정한 결과는 Figures 17-21에서와 같다.

   인장강도에 있어서 가교제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그 값이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으나, 일반 으로 가교 결합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참고할 때 m-xylylenedimaleimide 와 Styrene 의 복합가교

제를 첨가했을 경우 가교제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인장강도가 증가하

음은 물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함을 보 다. 

   연신율은 가교결합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보고들과 일치한다. 

   가교제를 첨가하지 않은 도 폴리에틸 이 가장 낮은 조사량인 40 

KGy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며, 가교제를 첨가한 폴리에틸 이 120 

KGy에서 가장 낮은 연신율을 보 다. 

 다. 결론

   일반 으로 올 핀계 가교제는 아크릴계, 는 시아 이트계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가교제를 합성하고, 이들을 폴리에틸

에 혼합하 을 때 상용성과 젤화도를 평가하 다. 가교율 분석 결과, 

m-xylylenedimaleimide가 혼합된 폴리에틸 이 반 으로 가교제를 혼합하

지 않은 폴리에틸 보다 좋은 효과를 보 으며, 각 가교제와 styrene를 폴리

에틸 과 혼합한 복합 가교제에서도 m-xylylenedimaleimide와 혼합된 폴리

에틸 이 가교제를 혼합하지 않은 폴리에틸 보다 좋은 효과를 보 다. 본 

연구 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단되는 m-xylylenedimaleimide을 혼

합한 폴리에틸 를 각각 비교해 본 결과 m-xylylenedimaleimide에 styrene

를 혼합한 것이 10%～20%정도 높은 gel(%)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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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lting Point of multifunctional monomers

Molecular 

structure
M.W. M.P.(℃)

m-xylylenedimaleimide N N

O

O O

O

296.28 130.55

p-phenylenedinadimide N N

O

O O

O

400.43 >350

m-phenylenedimaleimide

N

N

OO

O

O

268.22 >200

p-phenylenedimaleimide N N

O

O O

O

268.22 199.2

Figure 1. IR spectrum of m-xylylenedimaleimide

N N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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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1H NMR spectrum of m-xylylenedimaleimide

Figure 3. IR spectrum of p-phenylenedinad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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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H NMR spectrum of p-phenylenedinadimide

Figure 5. IR spectrum of m-phenylenedimalei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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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1H NMR spectrum of m-pFigure 

Figure 7. IR spectrum of p-phenylenedimaleimidehenylenedimale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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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1H NMR spectrum of p-phenylenedimalei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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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 of various multifunctional monomers on gel fraction

□(―) : without multifunctional monomers

▽(▼) : m-xylylenedimaleimide(2mmol/100g)

◇(◆) : p-phenylenedinadimide(2mmol/100g)

△(▲) : m-phenylenedimaleimide(2mmol/100g)

○(●) : p-phenylenedimaleimide(2mmol/100g)

※(  ) is optimized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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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ffect of various multifunctional monomers on gel fraction

□(―) : without multifunctional monomers

▽(▼) : m-xylylenedimaleimide(2mmol/100g) 

+1,3-diisopropylenebenzene(2mmol/100g)

◇(◆) : p-phenylenedinadimide(2mmol/100g) 

+1,3-diisopropylenebenzene(2mmol/100g)

△(▲) : 

m-phenylenedimaleimide(2mmol/100g)+1,3-diisopropylenebenzene(2mmol/100g)

○(●) : 

p-phenylenedimaleimide(2mmol/100g)+1,3-diisopropylenebenzene(2mmol/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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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ffect of various multifunctional monomers on gel fraction

□(―) : without multifunctional monomers  

▽(▼) : m-xylylenedimaleimide(2mmol/100g) +styrene(2mmol/100g)

◇(◆) : p-phenylenedinadimide(2mmol/100g) +styrene(2mmol/100g)

△(▲) : m-phenylenedimaleimide(2mmol/100g)+styrene(2mmol/100g)

○(●) : p-phenylenedimaleimide(2mmol/100g)+styrene(2mmol/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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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ect of m-xylylenedimaleimide on gel fraction

□(―) : without multifunctional monomers

○(●) : m-xylylenedimaleimide(2mmol/100g)

△(▲) : m-xylylenedimaleimide(2mmol/100g)

          +1,3-diisopropylenebenzene(2mmol/100g)

▽(▼) : m-xylylenedimaleimide(2mmol/100g) +styrene(2mmol/100g)

Figure 13. Effect of p-phenylenedinadimide on gel fraction

□(―) : without multifunctional monomers

○(●) : p-phenylenedinadimide(2mmol/100g) 

△(▲) : p-phenylenedinadimide(2mmol/100g)

         +1,3-diisopropylenebenzene(2mmol/100g)

▽(▼) : p-phenylenedinadimide(2mmol/100g) +styrene(2mmol/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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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ffect of m-phenylenedimaleimide on gel fraction

□(―) : without multifunctional monomers

○(●) : m-phenylenedimaleimide(2mmol/100g)

△(▲) : m-phenylenedimaleimide(2mmol/100g)

         +1,3-diisopropylenebenzene(2mmol/100g)

▽(▼) : m-phenylenedimaleimide(2mmol/100g) +styrene(2mmol/100g)

Figure 15. Effect of p-phenylenedimaleimide on gel fraction

□(―) : without multifunctional monomers

○(●) : p-phenylenedimaleimide(2mmol/100g)

△(▲) : p-phenylenedimaleimide(2mmol/100g)

          +1,3-diisopropylenebenzene(2mmol/100g)

▽(▼) : p-phenylenedimaleimide(2mmol/100g) +styrene(2mmol/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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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ffect of Relative dose on residual monomer

                 unsaturation for m-phenylenedimaleimide

■ : 0KGy → 40KGy

● : 40KGy → 80KGy

▲ : 80KGy → 120KGy

▼ : 120KGy → 16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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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Effect of m-xylylenedimaleimide with styrene 

                on tensile strength.

        ■(―) : without multifunctional monomers

      ●(…) : m-xylylenedimaleimide with st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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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ffect of m-xylylenedimaleimide with styrene on elongation

■(―) : without multifunctional monomers

●(…) : m-xylylenedimaleimide with styren

Figure 19. Effect of various multifunctional monomers on gel fraction

□(―) : m-xylylenedimaleimide + styrene

○(●) : Triallyl cyanurate

△(▲) : Trimethylol propane tri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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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0. Effect of various multifunctional monomers 

                    on tensile strength

            □(―) : m-xylylenedimaleimide + styrene

          ○(●) : Triallyl cyanurate

          △(▲) : Trimethylol propane triacrylate

  Figure 21. Effect of various multifunctional monomers on elongation

      □(―) : m-xylylenedimaleimide + styrene

     ○(●) : Triallyl cyanurate

     △(▲) : Trimethylol propane tri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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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γ-선 조사에 의한 LDPE, LLDPE의 가교특성

 가. 실험

  (1) 시약  시편의 제조. 

   본 올 핀계 고분자의 가교율 향상을 해서 한화(주)에서 생산되는 

LDPE, LLDPE를 기본 수지로 사용하 으며, 가교제로 사용된 3- 능성 작

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TAIC(Triallyl Isocyanurate), TMPTMA(Trimethylol 

propane trimethacrylate)는 일본의 동경화성공업(주)의 제품을 사용하 다. 

사용된 수지의 물리  성질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LDPE와 LLDPE에 가

교제를 10 phr의 비율로 정확히 칭량을 한 후 첨가하고, 130℃의 Brabender

에서 6분간 혼합하 다. 혼합된 수지를 형에 넣은 후 130℃의 실험실용 

스기(Carver Co.)로 10MPa의 압력을 가하여 0.4 × 150 × 150mm 크기

의 시편으로 제조하 다. 이 게 제조된 시편을 질소 분 기, 상온에서 16

시간동안 감마선을 조사하여 가교시켰다. 감마선의 선원은 60Co이었고, 조사

선량은 50 ～ 150 kGy 이었다.

  (2) 시험  분석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시편의 가교도를 조사하기 해서 용매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겔화율을 측정하 다. 겔화율은 추출 의 무게와 추출후의 무게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일반 으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된 시편을 150-200mg의 크기로 단하여 정확히 측량하

고, 200 메쉬 스텐 스망에 삽입하 다. 이것을 끓는 크실  용액에 넣어 24

시간 경화되지 않은 수지를 추출한 후, 상온에서 12시간 그리고 80℃의 진공

오 에서 10시간 건조한 후, 측량하 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물리  성질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물리  성질을 

표하는 인장강도를 측정하 다. 시험용 시편은 6 × 70 × 0.4 mm의 직육면

체형이었으며, 인장강도는 Instron model-4443의 인장강도 시험기를 상온에서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때 cross head speed는 100mm/min 이었고, span의 

길이는 50mm로 하 다. 인장강도와 더불어 연신율, Young`s 모듈러스를 측

정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물리  성질의 변화를 평가하 다.

가교에 의한 열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서 열변형율 시험을 하

다. 100 × 70 × 0.4 mm의 시험용 필름 양끝에 간격이 50mm가 되도록 grip

을 채우고 6.5±0.2g의 추를 매달고 120℃로 미리 열된 오 의 상단에 매달

아 5분간 유지 시켰다. 기 길이에 한 변형된 길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한 결정화도가 방사선 가교에 미치는 향과 가교에 따른 결정화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해서 감마선이 조사된 시편과 조사되지 않은 시편을 

Siemens D500 X선 회 기를 이용하여 결정화도를 측정하 다. 선원은 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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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선이고, Ni 필터, 흑연 2차 단색기를 사용하 다.

 나. 결과  고찰

  (1) 겔화율의 측정 

   LDPE, LLDPE와 가교제를 첨가한 시편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겔화율을 측

정한 결과를 Figure 1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순수한 LDPE의 겔화율은 50 kGy에서는 20%, 150 kGy에서 68%정도 다. 

반면에 가교제를 첨가하 을 경우는 75 kGy에서 이미 80%정도를 나타내었으

며, 150 kGy에서는 겔화율이 87～91%정도로 크게 증가하 다. 한 순수한 

LLDPE의 겔화율은 50 kGy에서 10%정도이었으며, 150 kGy에서 63% 정도로 

LDPE에 비해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은 LDPE와 LLDPE의 분자

량의 차이와 반응 활성종의 형성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으

로 생산되는 PE의 용융지수(MI ; Melt Index)는 평균 분자량를 나타내는 상

인 척도이다. 그러므로 LLDPE에 비해서 MI의 수치가 낮은 LDPE가 분자량

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고분자의 방사선 가교에서 분자량이 높을수록 겔

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LDPE가 LLDPE에 비해서 높은 겔화율을 나타낸 것

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은 일반 으로 평균분자량이 훨씬 큰 HDPE가 방

사선 조사에 의해서 겔화율이 LDPE나 LLDPE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

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LDPE가 LLDPE에 비해서 겔화율이 높게 나타난 

다른 이유는 LDPE가 LLDPE보다 분자쇄의 상호 얽힘이 크기 때문에 분자간

에 보다 많은 가교 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LDPE와 LLDPE에 가교제를 첨가한 경우는 모두 유사한 경향의 겔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교제의 종류인 TAIC와 TMPTMA를 비교할 때, TAIC를 첨

가한 경우는 75 kGy이하의 조사선량에선 TMPTMA를 첨가한 경우보다 겔화

율이 낮았지만 조사선량이 증가하면서 TMPTMA를 첨가한 경우보다 겔화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은 TMPTMA에 비해서 TAIC가 

낮은 조사 선량에서는 반응종을 생성하는 것이 어렵지만 높은 선량에서는 반응

종 형성이 용이하 으며, TMPTMA에 비해서 탄화수소의 이탈, 자체 고리화 

반응 등과 같은 부반응이 게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 가교제를 

첨가하면 75 kGy까지는 겔화율이 조사선량에 따라서 격히 증가하 지만 75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증가량이 크게 어들었다. 이것은 실험의 조사 

선량범 에서 가교제 첨가에 의한 겔화율의 최  증가율, 즉 최고 효율은 방사

선의 조사선량이 75 kGy 정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LDPE와 LLDPE에 

TAIC와 TMPTMA 가교제를 첨가한 모든 경우에, 75 kGy의 조사선량에서는 

겔화율이 80% 정도이었으며 150 kGy에서는 90%정도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수지에 가교제를 첨가하면 방사선량에 따른 수지의 겔화율은 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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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들은 Figure 3과 Figur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교제를 첨가

한 LDPE, LLDPE의 Charlesby-Pinner 그래 에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Charlesby-Pinner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 + s =  p/q + 2/qμD  

여기서 s는 sol의 함량이고, D는 조사선량, q는 가교된 단 의 비율, p는 사

슬당 주골격사슬의 비율, μ는 기 합도의 량평균이다. 여기서 좌변을 

1/D에 해서 나타내면 기울기가 2/ qμ이고, 편이 p/q인 직선의 그래 를 

도식할 수 있다. 이 그래 에서 겔화가 시작되는 , 즉 s + √s가 2가 되는 

에서의 1/D 값은 0.035 ～ 0.023로서 조사선량이 28 ～ 43 kGy 이상이 되

어야 가교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순수한 LDPE, 

LLDPE와 이들에 TMPTMA를 첨가한 경우는 이론 으로 가교율이 100% 되

는 값, 즉 s + √s(y축)가 0이 되는 에 응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LDPE와 LLDPE에 TAIC를 첨가한 경우는 x축이 0.0004(조사선량 

250 kGy)에서 이론 으로 100% 가교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고분자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가교와 분해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실제 으로 100% 가교

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LDPE와 LLDPE에 TAIC를 첨가한 시편

의 경우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겔화율이 가장 크게 변화된다는 것을 

직선의 기울기의 크기로 알 수 있었다.   

  (2) 물리  성질 변화

   방사선 조사에 따른 물리  성질의 변화를 평가하기 해서 인장강도와 

더불어서 연실율과 Young`s 모듈러스를 측정하 다. 일반 으로 물리  성질

은 겔화율과 상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선량과도 비례 계를 나타

낼 것이다. Figure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모든 시편의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순수한 LDPE, LLDPE의 인장강도

는 각각 13MPa, 11MPa로서, LDPE가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평

균분자량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조사후에는 LLDPE가 

우수한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교제를 첨가하면 조사 이나 조사선량이 낮

은 경우에는 순수한 LDPE와 LLDPE보다 낮은 강도를 내었지만, 조사선량이 

75 kGy 이상에서는 순수한 수지보다 인장강도가 높아졌다. TAIC가 첨가된 

LLDPE의 경우 150 kGy 조사하 을 때 24 MPa로 크게 증가된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분자량의 가교제를 첨가하면 수지의 물

성이 하되지만, 방사선을 조사하면 분자들이 가교되기 때문에 물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가교도와 PE의 인장강도는 비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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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LLDPE에 TAIC를 첨가한 경우에도 가교도의 향상이 인장강도의 향

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조사선량이 낮은 경우 가교정도

가 낮기 때문에 물성에 큰 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에서 볼 수 있듯이 연신율은 완 히 겔화율과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

내는 것은 아니지만 겔화율이 증가할수록 연신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LDPE와 LLDPE의 비교에선 LDPE에 비해서 LLDPE가 큰 연신율

을 나타내었다. 가교제를 첨가하면 수지가 팽윤되어서 연신율이 증가하지만, 

방사선을 조사하면 조사선량에 따라서 연실율이 크게 감소를 하 다. LLDPE

에 TMPTMA를 첨가한 시편의 조사  연신율이 790%로 가장 컸으며, TAIC

를 첨가한 경우는 755% 이었다. 반면에 TMPTMA를 첨가한 LLDPE 시편에 

15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연신율이 180% 이었으며, TAIC를 첨가한 

경우가 70%정도로 가장 낮은 연신율을 나타냈다.  

Figure 7에 나타낸 Young`s 모듈러스는 겔화율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가교제를 첨가한 경우는 조사선량에 따라서 모듈러스가 

크게 증가하 다. 이러한 경향은 연신율과 거의 반비례하 으며, 조사선량에 

해서 순수한 LDPE의 변화가 가장 었고, LLDPE에 TAIC를 첨가한 시편

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에서 살펴본 물성들은 조사선량에 크게 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은 겔화율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열변형율시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수지의 열 인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서 열변

형율 시험을 하여 Figure 8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 이 의 열변형율은 가

교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크게 나타나서, 열변형 2분 이내에 부분의 시

편이 단되었다. 그러나 방사선이 조사된 시편의 경우는 겔화율이 증가할수

록 변형율이 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가교구조가 생성되어, 폴리에틸 이 열 으로 크게 안정화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가교제가 첨가된 것의 열변형율이 

감소하 다. 특히 TAIC가 첨가된 경우가 가장 변형율이 었으며, 150 kGy

로 방사선을 조사하 을 때 2%미만의 변형율을 나타내었다. 

  (4) 결정화도 측정을 한 X-선 회 (X-ray Diffraction) 분석

   방사선  가교에 따른 결정화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서 방사선이 조사

된 시편과 조사되지 않은 시편의 X-선 회  실험을 수행한 결과, 방사선 조

사에 의해서 겔화율이 증가하면 결정화도는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Figure 9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정화도가 55%

인 LDPE, 47%인 LLDPE에 100 kGy를 조사하 을 경우에 결정화도가 각각 

48%와 42%로 약간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가교제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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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겔화율은 크게 증가하나 결정화도는 더욱 감소하 다. 이러한 사실은 

TAIC를 10phr 첨가하여 100 kGy를 조사한 시편의 겔화율이 87%로 높아졌

으나, 결정화도는 35%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3 능성 가교제에 의한 가교반응으로 수지의 가교 도가 

증가하여 겔화율이 증가하 지만, 수지에서 가교제가 첨가된 함량만큼 결정 

백분율이 낮아졌으며, 한 시편을 제작할 때 극성의 가교제들이 고분자 사슬

을 팽윤시켜 결정성을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X-ray 회  피크(2θ=21o)를 나타낸 Figure 10에서 잘 확

인할 수 있다. 즉 LDPE나 LLDPE에 10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 수

지의 결정성을 나타내는 피크 면 이 약간씩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TAIC를 첨가한 경우는 피크의 면 이 크게 었으며, 분자 극성 물

질의 첨가에 의해서 LDPE 결정을 나타내는 특성피크가 약간 낮은 각도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결론

  (1) 순수한 LDPE와 LLDPE의 겔화율은 150 kGy의 조사선량에서 약 68%, 

63% 이었으나, 가교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겔화율이 90%정도로 크게 향상되

었다. 겔화율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가교제의 함량이 높을수록 증

가하 다. 

  (2) 인장강도를 비롯한 물리  특성은 겔화율에 따라서 변화하 다. 인장

강도와 Young`s 모듈러스는 겔화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연

신율은 겔화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 방사선 가교로 인한 겔화율이 증가할수록 열변형율이 감소된 것으로 

수지의 열안정성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하면 결정화도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 한 가교제의 첨가는 겔화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결정화도를 감소시켰

다. 

Table 1. The General Properties of LDPE and LLDPE Resins. 

Polymer Grade M.I.(g/10min) Density(g/㎤)
Softening 

Point (℃)

Melting 

Point (℃)

LDPE 820 0.25 0.920 95 110

LLDPE 3224 2.0 0.921 9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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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gel content of LDPE
 and those with crosslinking agents.

       

   
Figure 2.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gel content of LLDPE 
and those with crosslink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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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rlesby-Pinner plots for γ-irradiated LDPE 
and those with crosslink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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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rlesby-Pinner plots for γ-irradiated LLDPE 
 and those with crosslink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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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elongation of LDPE, LLDPE
                  and those with crosslink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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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tensile strength 
of LDPE, LLDPE and those with crosslink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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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Young`s modulus 
                 of LDPE, LLDPE and those with crosslink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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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heat deformation 
                 of LDPE, LLDPE and those with crosslink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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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egree of crystallinity in various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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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various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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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γ-선 조사에 의한 LDPE/EVA 블랜드의 가교특성

 가. 실험

  (1) 시약  시편의 제조  

LDPE와 EVA수지는 한화(주) 제품을 사용하 고, 3- 능성 작용기를 포

함하고 있는 가교제로 일본의 동경화성공업(주)의 triallyl 

isocyanurate(TAIC)를 사용하 다. LDPE와 EVA수지의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LDPE에 VA함량이 다른 EVA를 당한 비율로 배합한 후, 130℃의 

Brabender에서 6분간 블랜딩하 다. 혼합된 수지를 130℃의 실험실용 스

기(Carver Co.)로 10MPa의 압력을 가하여 0.4 × 150 × 150mm 크기의 시편

을 제조하 다. 이 게 제조된 시편은 질소 분 기, 상온에서 16시간동안 γ-

선을 조사하여 가교시켰다. γ-선의 선원은 60Co이었고, 조사선량은 50 ～ 150 

kGy 이었다.

  (2) 시험  분석  

사용된 LDPE와 EVA 수지는 보다 정확한 특성평가를 해서 PL사의 

high temperature gel-permeation chromatography (HT-GPC)인 

GPC-PL220을 이용하여 분자량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

내었다.

γ-선 조사에 의한 시편의 가교율을 조사하기 해서 용매추출 방법을 이

용하여 겔화율을 측정하 다. 겔화율은 추출 의 무게와 추출후의 무게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일반 으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가교율 측정방법은 조사된 시편을 150-200mg의 크기로 단

하여 정확히 측량하고, 200 메쉬 스텐 스망(200 mesh stainless matrix)에 

삽입하 다. 이것을 끓는 크실  용액에 넣어 24시간 추출한 후, 상온에서 

12시간, 그리고 80℃의 진공오 에서 10시간 건조하여 측정하 다. 

γ-선 조사에 따른 물리  성질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서 인장강도를 측

정하 다. 시험용 시편은 6 × 70 × 0.4 mm의 직육면체형 이었으며, 인장강

도는 Instron model-4443의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를 상온

에서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때 cross head speed는 100mm/min 이었고, 

span의 길이는 50mm로 하 다. 인장강도와 더불어 연신율, 탄성율을 측정하

여 γ-선 조사에 따른 물리  성질의 변화를 평가하 다.

가교에 의한 열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서 열변형율 시험을 하

다. 100 × 70 × 0.4 mm의 시험용 필름 양끝에 간격이 50mm가 되도록 grip

을 채우고 6.5±0.2g의 추를 매달고 120℃로 미리 열된 오 의 상단에 매달

아 5분간 유지 시켰다. 기 길이에 한 변형된 길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한 결정화도가 γ-선 가교에 미치는 향과 가교에 따른 결정화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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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평가하기 해서 γ-선이 조사된 시편과 조사되지 않은 시편을 Siemens 

D500 X선 회 기를 이용하여 결정화도를 측정하 다. 선원은 Cu․K 음극선

이고, Ni 필터, 흑연 2차 단색기를 사용하 다.

 나. 결과  고찰

  (1) 겔화율의 측정  

LDPE에 VA함량이 3.5, 6.5, 12, 28 wt%인 EVA (이후 각각 EVA3.5, 

EVA6.5, EVA12, EVA28로 표기)를 여러 비율로 혼합하여 시편을 제조하고 γ

-선을 조사한 후에 겔화율을 측정하 다. Figure 1은 LDPE/EVA3.5를 여러 

조성비율로 제조하여 γ-선 조사한 시료의 조사선량에 한 겔화율의 그래 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시편은 조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겔화율이 크게 증가하 다. 순수한 LDPE의 겔화율이 50 kGy의 선량

에서 20% 다가 150 kGy에서는 68%로 증가하 으며, EVA3.5의 경우도 50 

kGy일 때 27%에서 150 kGy에서는 75%로 크게 증가하 다. 한 

LDPE/EVA 블랜드의 겔화율은 γ-선 조사선량이 늘어날수록 겔화율이 증가하

으며, EVA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겔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EVA 함

량에 의한 겔화율의 증가는 상보다 크지 않았다. 즉 γ-선 조사에 의해서 고

분자는 가교반응을 수행하는 라디칼이나 이온과 같은 반응 활성종이 고분자의 

측쇄기에서 보다 많이 생성되며, 결정부 가 아닌 무정형 부분에서 가교반응

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LDPE보다 결정화도가 낮고, LDPE와 비해서 보

다 많은 측쇄기를 함유하고 있으며, 알킬기보다 반응성이 큰 VA기를 함유하

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겔화율의 상승을 기 하 으나, EVA에 함유된 VA

의 함량이 었기 때문에 겔화율은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Figure 2의 Charlesby-Pinner 그래 에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s는 sol의 함량이고, D는 조사선량, q는 가교된 주쇄단 (main 

chain unit) 비율, p는 분해된 주쇄단 (ruptured main chain unit) 비율, μ는 

기 합도의 량평균이다. 여기서 좌변을 1/D에 해서 나타내면 기울기가 

2/ qμ이고, 편이 p/q인 직선의 그래 를 도식할 수 있다. Figure 2에서 모든 

직선의 기울기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때, 가교에 한 조사선량의 효율이 비

슷하며 겔화율의 변화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DPE/EVA 블랜드의 γ-선 가교에서 EVA의 종류에 따른 겔화율의 변화를 

Figure 3에 나타냈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LDPE와 EVA가 50 : 50의 

비율로 혼합된 시편의 겔화율은  100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VA의 함량이 

낮은 것이 더 높은 겔화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량이 높아지면서 VA 함량이 

높은 LDPE/EVA 블랜드가 보다 높은 겔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은 

EVA의 분자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사료되어 진다. 일반 으로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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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높을수록 분자쇄의 상호 얽힘에 의한 교차 의 형성이 증가하고, 생성

된 반응 활성종을 보다 많이 가교 반응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γ-선 조

사에 의한 겔화율을 증가시킨다. 즉 조사 선량이 낮은 경우는 EVA의 분자

량에 크게 좌우되며, 조사량이 높은 125 kGy 이상에서는 VA함량에 크게 좌

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ure 4는 Figure 3을 Charlesby-Pinner 식에 도입한 것인데, 그림에서 

VA함량이 큰 EVA가 첨가된 시편의 기울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것은 가교에 한 γ-선 조사선량의 효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리고 낮은 조사선량에서는 첨가된 EVA의 VA함량이 낮을수록 겔화율이 높

지만, 직선이 교차되는 125 kGy(1/D  = 0.008) 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VA함

량이 큰 EVA가 보다 높은 겔화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는 LDPE/EVA 블랜드에 가교제(TAIC)를 첨가하여 시료를 제작

하고, γ-선 조사한 후 겔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순수한 LDPE와 LDPE/EVA 

블랜드의 모든 선량에서 가교제는 겔화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 다. 그러

나 순수한 LDPE에 가교제를 첨가한 경우가 LDPE/EVA 블랜드의 경우에 

비해서 같은 선량에서 가교제의 효과는 순수한 LDPE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γ-선 조사에 의해서 EVA는 LDPE에 비해서 반

응 활성종이 보다 많이 생성되는데, 거기에 반응 활성종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가교제의 첨가로 오히려 과량의 반응 활성종이 생성되어 가교반응 이

외에 이탈, 자체 고리화, 체인분리와 같은 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5에 나타난 LDPE/EVA/TAIC 블랜드의 겔화율

로 잘 설명될 수 있다. LDPE/EVA (70/30) 블랜드에 TAIC가 10phr 첨가된 

시편의 경우 125kGy의 선량에서는 겔화율이 90% 으나 150 kGy의 선량에

서는 오히려 겔화율이 감소하여 83%정도를 나타냈다. 한 LDPE/EVA 

(70/30) 블랜드에 TAIC가 10phr 첨가된 시편의 경우도 겔화율이 81%에서 

76%정도로 감소하 다. 즉 고선량으로 인하여 반응 활성종이 과잉 공 되어 

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겔화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Figure 6의 Charlesby-Pinner 그래 를 보면 화살표로 나타낸 LDPE의 기울

기가 가장 낮지만 LDPE/TAIC의 기울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EVA

가 겔화율에 한 가교제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

  (2) 기계  성질 변화 

LDPE/EVA 블랜드의 γ-선 조사에 따른 기계  특성의 변화를 평가하기 

해서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인장강도, 연신율과 탄성율을 측정하 다. 일

반 으로 물리  성질과 겔화율은 상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겔화율과 

비례 인 특성을 보이는 조사선량과도 비례 인 성질을 나타낼 것으로 단

된다. Figur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LDPE와 EV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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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γ-선 조사  LDPE의 인장강도는 

13MPa 이었고, EVA의 인장강도는 10.5MPa에서 17MPa의 범 를 나타내었

는데, 조사후에는 LDPE보다 EVA의 인장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EVA는 

VA함량이 높은 것일수록 조사선량이 낮을 때는 강도가 낮았으나 조사선량

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겔화율

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EVA의 VA함량이 높은 것일수록 조사선량

이 낮은 경우는 분자량인 고분자 자체의 낮은 인장강도로 인하여 낮은 강

도를 보 지만,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조사에 의해서 가교율이 증가하게 되

고, 가교율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은 

EVA6.5함량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를 나타낸 Figure 8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첨가된 다른 EVA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γ-선을 

조사하기 이 에 EVA/LDPE 블랜드에서 EVA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인

장강도가 증가하 으며, 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모든 시편의 인장강도

가 증가하 고, EVA 함량이 높은 것일수록 인장강도가 보다 높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9에서 볼 수 있듯이 연신율은 겔화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순수한 EVA의 연신율은 LDPE에 비해서 높았으며, γ-선이 

조사되면 EVA의 연신율 감소는 LDPE와 비교하여 보다 컸다. 특히 EVA28

의 경우 조사 에는 800%정도의 연신율을 나타내었는데 150 kGy 조사후에

는 300%정도로 연신율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DPE/EVA3.5의 혼합조성물에서 EVA 함량에 따른 연신율 변화를 Figure 

10에 나타냈는데, EVA 함량 증가에 따라서 연신율이 증가하 으며, γ-선 조

사선량에 따라서 연신율이 감소하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다. 한 첨가된 

다른 EVA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γ-선 조사선량이 

증가하면 연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EVA3.5/LDPE조성물에서 

EVA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연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ure 11은 LDPE/EVA28 조성물에서 EVA함량에 따른 탄성율의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혼합 조성물은 LDPE에 비해서 EVA 함량 증가에 

따라서 탄성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겔화율이 증가할수록 탄성

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그 변화는 그 게 크지 않았다. 이것은 

EVA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LDPE와 EVA의 탄성율은 가교에 의해서 탄

성율이 증가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났다. 에서 검토한 

기계 인 특성들은 조사선량에 크게 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은 

겔화율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열변형율시험 

LDPE/EVA6.5 블랜드를 γ-선 조사한 뒤에 열변형율 시험을 하여 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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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γ-선 조사 이 의 열변형율은 모든 시편이 시험온도에서 무

게를 2분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분 단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시편의 경우

는 겔화율이 증가할수록 변형율이 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LDPE에 비해서 열 으로 불안정한 EVA는 선량에서 열

변형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조사선량이 100 kGy 이상에서는 순수한 LDPE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γ-선 조사에 의한 가교구조가 생성되

어, LDPE/EVA 블랜드가 열 으로 크게 안정화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사선량이 증가하여 가교율이 증가할수록 열변형율이 감소되고, 그 외의 다

른 열 인 특성도 크게 개선되어졌다. 

  (4) 결정화도 측정을 한 X-선 회 (X-ray Diffraction) 분석  

γ-선 가교에 따른 결정화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서 조사된 시편과 조

사되지 않은 시편의 XRD 시험한 결과, γ-선 조사에 의해서 겔화율이 증가하

면 결정화도는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Figure 13

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정화도가 54.5%인 LDPE와 40.6%인 EVA3.5에 100 

kGy를 조사하 을 경우에 결정화도가 각각 47.5%와 40.6%로 약간씩 감소하

다. 이것은 LDPE/EVA3.5 블랜드에서도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EVA 공 합체는 LDPE에 비해서 결정화도가 낮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하여 

겔화율이 LDPE보다 상승하여도 결정화도는 LDPE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고분자의 결정이 EVA의 VA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성

이 되고, 이러한 VA성분이 γ-선 조사로 인하여 쉽게 반응활성종을 생성하고 

가교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은 다른 LDPE/EVA 블

랜드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X-ray 회  피크(2θ=21o)를 

나타낸 Figure 14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즉 γ-선을 조사한 경우에 수지의 

결정성을 나타내는 피크 면 이 약간씩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DPE와 여러 종류의 EVA 수지를 혼합하고 γ-선 가교시

킨 후, γ-선 조사선량, EVA 종류, EVA 혼합비율 그리고 가교제의 첨가유무

에 따른 겔화율 변화를 검토하 으며, 가교에 따른 기계  물성  결정화도

의 변화를 조사하여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LDPE의 겔화율은 150 kGy의 선량에서 약 68% 으며, EVA28의 겔화

율은 80%로서 LDPE보다 높았다. 모든 시편이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겔화

율이 증가하 다. LDPE/EVA 블랜드의 겔화율은 EVA 함량에 따라서 증가

되었지만, 그 증가량은 미미했다.

  2. LDPE/EVA12(70/30) 블랜드에 TAIC를 10phr 첨가한 경우는 γ-선 조사

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겔화율이 증가하여 125 kGy에서 겔화율이 90%에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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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50 kGy에서는 80%로 감소하 다. 이는 LDPE/EVA12(50/50) 블랜드에 

TAIC를 첨가한 경우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3. LDPE를 γ-선 조사하면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인장강도는 약간 증가하

는 반면,  LDPE/EVA 블랜드의 경우는 γ-선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격히 

향상되었으며, 한 EVA의 함량이 증가하면 할 수록 인장강도는 증가하

다. 

  4. EVA는 열안정성이 LDPE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지만, γ-선 조사로 인

하여 가교율이 증가할수록 수지의 열안정성은 크게 증가되었다.

  5. γ-선 조사에 의해서 겔화율이 증가하면 결정화도는 약간씩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Table 1 . The General Properties of LDPE and EVA Resins. 

Polymer Grade M.I. (g/10min) Density(g/㎤)
Softening 

Point (℃)

Melting 

Point (℃)

LDPE 820 0.25 0.920 95 110

EVA3.5 2020 0.4 0.924 88 107

EVA6.5 2030 0.8 0.927 81 104

EVA12 2050 1.0 0.931 72 91

EVA28 1159 19.0 0.949 46 71

Table 2. The Results for HT-GPC Test of EVA resins. 

Polymer
VA. Content 

(wt%)
Mn Mw Mz Mw/Mn

LDPE - 21,549 198,547 507,300 9.21

EVA3.5 3.5 49,370 199,600 461,500 4.04

EVA6.5 6.5 48,420 185,100 424,100 3.82

EVA12 12 48,000 172,600 392,200 3.60

EVA28 28 39,600 143,400 399,200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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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gel content 
            for LDPE/EVA3.5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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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rlesby-Pinner plots for γ-irradiated LDPE/EVA3.5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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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gel content 
                 for LDPE/EVA blends with various VA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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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rlesby-Pinner plots for γ-irradiated LDPE/EVA blends
                  with VA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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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gel content 
                 for LDPE/EVA12 blends with crosslink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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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rlesby-Pinner plots for γ-irradiated LDPE/EVA12 blends
                  with crosslink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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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tensile strength 
                  for pure LDPE & EVA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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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tensile strength 
                  for LDPE/EVA 6.5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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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elongation
                   for pure LDPE & EVA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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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elongation
                     for LDPE/EVA 3.5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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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Young`s modulus 
                     for LDPE/EVA 28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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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deformation 
                    at 120 oC for LDPE/EVA 6.5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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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crystallinity 
                     for LDPE/EVA3.5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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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various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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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복합재료 제조기술 개발

1.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에폭시 수지경화

 가. 실험

   방사선 경화용 에폭시 수지로는 diglycidyl ether bisphenol A (YD128, 

도: 11500-13500cps, 국도화학, 한국) 와  diglycidyl ether bisphenol F 

(YD170, 도: 2000-5000cps, 국도화학, 한국)를 사용하 다. 방사선 경화에 

필요한 양이온 개시제는 triar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TASHFA) 

 triarylsulfonium hexafluorophosphate(TASHFP)로서 미국 Aldrich사 제

품을 사용하 다. 에폭시 수지에 1-3wt%의 개시제를 70℃에서 잘 혼합한 

후 150 x 150 x 2mm인 알루미늄 몰드에 넣고 질소를 치환한 후 감마선  

자선을 사용하여 50 kGy 까지 조사하 다. 감마선은 Co60 선원으로 조사

선속은 10 kGy/hr, 자선조사는 ELV-4 가속기로 energy는 1MeV, current

는 2.5mA, 조사선속은 7500 kGy/hr 다. 방사선 조사후 에폭시 시편의 경

화정도를 알아보기 해 용매 추출법을 사용하여 겔화율을 측정하 다. 

한 방사선 경화후의 에폭시의 구조를 알아보기 해  4000-7000cm-1 범

내에서  Vector 22/N NIR spectrometer(Bruker Optik GmbH, 독일)로 분석

을 수행하 다. 방사선 경화 에폭시 수지의 굴곡강도는 3  굴곡강도 측정

법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Instron 4443 UTM 으로 head speed를 0.8m/min로 

하여 측정하 다. 에폭시 수지의 동 역학특성은 Dynamic mechanical 

analyzer(DMA2980, TA instument Co. 미국)를 사용하여 1Hz로 -150℃에

서 200℃ 범 에서 5℃/min 비율로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측정하 다.

 나. 결과  고찰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에폭시수지의 경화반응 정도는 방사선, 에폭

시수지의 종류  개시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분자량  도가 작은 

bisphenol F의 경화반응성이 bisphenol A 보다 우수하여 경화율이 같은 조

사량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Figure 1-2) antimonate 계의 양이온 개시

제를 이용할 때가 phosphate 계보다 경화율이 증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Figures 4-7). 에폭시 수지의 종류  개시제의 종류에 계없이 방사선 조

사량이 증가할수록 겔화율은  증가하 으며 bisphenol F의 경우는 방사

선 조사량이 50 kGy에서 겔화율이 거의 100%에 이르 다(Figure 6). 감마

선  자선이 조사된 bisphenol A 수지의 경화반응 특성을 비교하 다. 

방사선 조사후, 에폭시수지의 겔화율은 같은 조사선량에 해서 자선의 

경우보다 감마선의 경우가 더욱 큰 값을 보 다(Figure 3). 감마선  자

선에 의한 에폭시 수지 경화반응의 차이는 방사선 조사시 발생하는 라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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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서로 다른 것에 있다. 같은 조사량을 비교하면 자선은 조사선속이 

매우 빨라서 감마선 보다 짧은 시간내에 조사가 되어 라디칼 소멸이 상

으로 빨리 이루어지므로 결국 감마선에 의한 경화반응은 자선에 의한 것

보다 더욱 장시간동안 이루어져서 경화율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방사선 경

화진행에 따른 에폭시수지의 구조 변화를 NIR 분석을 통해 고찰하 다. 경

화 의 에폭시수지는 4530cm-1 부근에서 에폭시 능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

나 방사선에 의한 경화가 진행되면서 에폭시 능기를 나타내는 흡수피크는 

 사라졌다(Figures 8-9). 방사선 경화후 에폭시수지의 동 역학 특성을 

고찰하 다(Figure 10). 자선을 조사하는 동안 발열온도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Figure 11).방사선에 의해 에폭시가 경화되는 에 열의 발생은 자선 

가속기가 처음 왕복할 때 주로 일어난다. 특히 온도에 따른 에폭시수지의 

tanδ의 변화 상은 겔화율에 직  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폭시 수지의 

겔화율이 클수록 tanδ값이 더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에폭시수

지의 겔화율이 클수록 유리 이온도가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폭시수지의 굴곡강도는 방사선 조사량에 비례하여 증가하 으며 탄성율도 

같은 결과를 보 다(Figure 12). 그러나 에폭시 수지의 스트 인은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Figure 13).  

 다. 결론

   2 종의 에폭시 수지 Bisphenol A, Bisphenol F를 감마선 는 자선을 

사용하여 50 kGy 까지 조사하 다. 에폭시수지의 경화율은 조사선이 증가함

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에폭시 수지의 굴곡강도 한 조사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에폭시수지의 종류  양이온 개시제로서 triar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 triarylsulfonium hexafluorophosphate 등을 첨가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경화반응  물성 측정하 다. 같은 조사선량에 해서 

분자량  도가 더욱 작은 Bisphenol-F의 경화반응성이 Bisphenol-A보다 

우수하여 Bisphenol-F의 경화도   최  굴곡강도는 Bisphenol-A 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한 antimonate계 개시제의 반응성이 phosphate 계보

다 우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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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l fraction of DGEBA and DGEBF containing TASHFA 
irradiated by EB i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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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dependence of S+S1/2 of DGEBA and DGEBF on 1/D(kG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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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l  fraction of DGEBA containing TASHFA ( 2.0 wt%)  irradiated by EB and γ-ray in N2.
 
  

Figure 4. Gel fraction of DGEBA containing TASHFA irradiated by EB i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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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l fraction of DGEBA containing TASHFP by EB i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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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el fraction of DGEBF containing TASHFA irradiated by EB i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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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el fraction of DGEBF containing TASHFP irradiated by EB in N2.

Wavenumber(cm-1)

400042004400460048005000

Ab
so

rb
an

ce

-1

0

Figure 8.  NIR spectra of DGEBF containing TASHFA irradiated  by EB in N2.

5 kGy
epoxy 4530 cm-1

30 kGy

50 kGy



- 350 -

wave number(cm-1)

42004400460048005000

Ab
so

rb
an

ce

-2

-1

0

epoxy 4530 cm-1

5 kGy

30 kGy

Figure 9. NiR spectra of DGEBF containing TASHFA irradiated by γ-ray i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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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rmogram of DGEBA and DGEBF irradiated at 50 kGy by EB in N2 .

Figure 12. Young's modulus of DGEBF/TASHFA irradiated by γ-ray and EB in N2.

Radiation dose(kGy)

15 20 25 30 35 40 45 50 55

Yo
un

g'
s 

m
od

ul
us

 (k
gf

/m
m

2 )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E-beam
γ-ray



- 352 -

Figure 13. strain at yield DGEBF/TASHFA irradiated by γ-ray and EB i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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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경화에 의한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의 특성

 가. 실험

  (1) 시약

 (주)국도화학에서 생산되는 두 가지 수지가 매트릭스 구체로서 사용되었

다. 비스페놀-A계(YD-128) 에폭시 수지와 비스페놀-F계(YDF-170)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 다. 방사선 개시제로는 Aldrich Chemical Co.에서 생산되는 

Triary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TASHFA)과 Triarysulfonium 

hexafluorophosphate(TASHFP)가 사용되었다. 한 보강재로는 지름 6.8 ± 

0.2 µm의 PAN계 탄소섬유를 사용하 고, 이는 4H-satin (12K)의 형태로 직

조되었으며 표면에 페놀계 에폭시로 마감처리가 되어있었다.

(2) 몰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는 자선 경화를 해서 hand lay-up 몰딩과 

vacuum bag 몰딩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hand lay-up 몰딩 방법은 

탄소직조섬유를 150×150mm로 단하여, 알루미늄 몰드에서 에폭시수지를 완

히 셔서 리 래그를 제조한다. 리 래그는 제작 에 생성된 주름이

나 공기방울을 제거하기 해서 롤러작업을 해주었다. 그런 후에 질소가스로 

퍼징한 후, 몰드를 폴리 로필  필름으로 하여 다. vacuum bag 몰딩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의 가장자리에 양면테이 를 붙여서 몰드를 제조하고, 

이곳에 에폭시 수지가 함침된 리 래그를 치시킨 후에 폴리 로필  필

름으로 합하여 다. 합된 몰드는 30분동안 진공펌 로 여분의 수지와 공

기를 제거하여 다. 비가 끝난 몰드는 1.0 MeV와 2.5 mA의 류의 자

선 가속기(ELV-4)를 이용하여 경화시킨다. 이때 조사 선량은 50 - 200 kGy

이었으며, 제조된 시편의 크기는 50×25mm, 두께는 약 0.6 mm (1 ply), 1.7 

mm (3 plies) 이었다.     

(3) 시험  분석

 방사선 조사에 의한 에폭시 수지를 경화하는 에 반응속도를 알아보기 

해서 Fluke-2000 장비를 이용하여 온도변화를 측정하 다.

   제조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해서 굴곡강

도와 충격강도 시험을 행하 다. 굴곡강도는 상온에서 Instron 4443 UTM으

로 3  굽힘 시험(ASTM D 790) 방법에 의해서 시험하 다. 이때 cross 

head speed는 0.8 mm/min 이었다.

   낙추에 의한 충격강도 시험(ASTM D 5628-95)은 상온에서 Minitower 

dynatup impact tester (Instron Co.)의해 수행되어졌다. 시편의 크기는 

50×50mm이었고, 낙추의 무게는 3.16 kg이었으며, 그리고 충격속도는 2.6 ± 

0.02 m/sec이었다.

   복합재의 가교도를 평가하기 해서 용액축출법(ASTM D 2765)으로 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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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측정하 다. 복합재는 56 °C의 아세톤 용액 속에서 24시간 동안 추출되

어지고, 추출된 시편은 건조되어진다.

   FT-Near-IR 스펙트럼은 에폭시 수지의 경화도를 측정하기 해서 

Vector 22/N(Brucker co.) 기기로 ATR 방법에 의해서 시험하 다. 이때 4 

cm-1의 분해능으로 64 scan이 행하여지고, scan 범 는 4000～7000 cm-1 이

었다.

   에폭시 수지의 Tg 온도의 변화는 Q1000-변조 시차 열량분석기(MDSC)

로 측정하 으며, 이때 10 ℃/min의 승온속도로 -50℃에서 200℃까지 가열하

다. 

나. 결과  고찰

  (1) 자선에 의한 수지의 경화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경화에 조사선량의 향을 확인하기 해서 조

사된 에폭시 수지의 겔화율을 용액추출법으로 실험하 다. 1-ply 탄소섬유/

에폭시 복합재의 각각의 수지에 조사선량에 따른 겔함량의 변화를 Figure 1

에 나타내었다. 모든 수지의 겔화율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크게 증

가하 으며, 200 kGy의 조사선량에서는 거의 100%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BPF/TASHFA 매트릭스의 경우는 150 kGy에서 거의 100% 

겔화되었다. 이것은 BPF 수지의 겔화율이 BPA의 경우보다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은 분자량이나 도 뿐만아니라 에폭시 수지의 구조에 의해서도 

직 으로 향을 받는다. 이 실험에서는 BPF 수지가 BPA보다 분자량과 

도가 낮다. Anseth에 의하면 단량체의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사실 때문에 

조사시스템에 있어서 수많은 미반응 active groups이 존재하게 된다. 

   복합재의 방사선 경화시 개시제의 향을 측정하기 해서 에폭시 수지

의 겔화율을 이용하 다. TASHFA를 사용하 을 때 보다 높은 겔화율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볼 때, TASHFA는 TASHFP보다 개시제로서 보다 효과 이

었다. 이런 결과는 음이온 효과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TASHFA의 

SbF
-6 음이온은 TASHFP의 PF-6 음이온보다 친 자성이기 때문에 자선을 

조사하는 동안 보다 효과 인 양이온 개시제로서 작용한다. 

   자선으로 가교하는 동안 경화 인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해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온도변화를 측정하 다.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경화반응동안 온도가 상승하 다. 방사선에 의한 에폭시의 경화시 

발생되는 열은 합엔탈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열 상쇠는 몰드나 주

로 달에 의한 것이다. BPA/TASHFA에 한 BPF/TASHFA의 발열량

을 비교할 때, 겔화율은 메트릭스의 발열량에 직 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은 제조방법에 따른 겔화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vacuum bag 몰딩에 의해서 경화된 복합재는 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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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복합재 제조시 hand lay-up 몰딩은 

vacuum bag 몰딩에 비해서 보다 많은 잔존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실험에서는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제조시 

vacuum bag 몰딩을 사용하 다. 

   순수한 메트릭스와 1-ply 그리고 3-ply의 탄소섬유를 보강한 복합재의 겔

화율을 비교해서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매트릭스의 겔화율은 20 

kGy에서 거의 100%가 되었지만, 1-ply와 3-ply의 탄소섬유 보강 복합재의 

겔화율은 각각이 150 kGy와 200 kGy에서 98%를 넘었다. 이 결과는 자선

이 매트릭스보다 도가 높은 직조 탄소섬유에 의해서 차폐되어 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Tg는 물질의 사용온도에 한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고분자 물질의 요

한 물리  특성이다. 이것은 물질이 Tg에 이르 을 때 유리상에서 고무상으

로 환되어 수지의 모듈러서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열

경화성 고분자의 경화에 있어서 주된 시료는 그것이 최 값까지 Tg가 증가

한다. Figure 5의 DSC 도표에서 자선 경화된 BPA와 BPF 수지의 Tg가 

50℃까지 증가하 다. 이것은 낮은 분자량의 수지가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경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6은 자선 조사된 BPF/TASHFA의 NI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에 기 한 에폭시의 최종 그물구조의 특성은 방사선 조사에 의한 

반응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러므로 NIR 스펙트럼은 조사에 따른 에폭시 수

지의 경화반응을 연구하기 해서 이용되어진다. Figure 6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4530cm-1에서 에폭시 수지의 에폭시링 특성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30 kGy와 50 kGy를 조사한 시편에서는 특성피크가 사라진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굴곡시험

  Figure 7은 자선 경화된 1-ply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굴곡강도의 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선량이 증가하면서 굴

곡강도는 증가하 다. 이것은 복합재의 기계  물성이 겔화율에 직 으로 

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BPA/TASHFA 복합재의 굴곡강도 값은 300 

kGy에서 가장 높은 값(550 kN/mm2)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BPF/TASHFA 복합재의 굴곡강도는 추가 조사에 의한 강도의 증가되어짐이 

없이 150 kGy에서 최  굴곡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1-ply 탄소섬유

/BPF/TASHFA 복합재의 최  선량이 150kGy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1-ply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에서 BPF의 경화속도는 BPA보다 

빠르고, TASHFA이 TASHFP보다 효과 인 개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8은 조사선량에 따른 1-ply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탄성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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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복합재의 탄성율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 다. 1-ply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에서 BPA/TASHFA 복합재의 탄성율 

값이 200 kGy에서 23,000 kN/mm2으로 가장 컸다. 

  (3) 복합재의 충격강도

   일반 으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는 약한 취성거동을 나타낸다고 알려

졌다. 충격시험처럼 빠른 속도의 손상은 분명하게 주로 취성거동을 나타낸

다. 복합재의 구조물이 사물에 의해서 충격받을 때 결과된 손상은 수지의 크

랙, 섬유 단, 섬유 pull-out 그리고 delamination과 같은 다양한 에 지 흡수 

메카니즘에 의해서 지배되어진다. Figures 9-10은 조사선량의 함수로서 에

지 흡수값의 상 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복합재에 한 흡수된 

체 에 지와 최  하 은 150 kGy까지 증가하 고, 과된 조사선량에서는 

감소하 다.

   Figures 11-12는 투과충격시험 동안 시간의 함수로서 하 의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기 손상 하 은 delamination의 형성에 있어서 손상개시를 

반 한다. 그리고 최 값은 최  손상이 발생하기 까지 견딜수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Figure 11은 조사된 1-ply 탄소섬유/BPA/TASHFA 복합재에 

한 형 인 하 /시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50과 100 kGy 조사된 복합

재는 기공과 같은 결 에 의해서 야기되는 복합재의 특성충격거동인 하 증

가비율에서 분명한 기 하 강하를 나타내었다. 

 Figures 13-14는 복합재의 괴거동을 연구하기 해서 충격시험에 의해

서 단된 3-ply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낙추에 의해서 괴되어 형성된 구멍이 50 kGy를 제외한 100, 

150 그리고 200 kGy에서 조사된 복합재에서 찰되어진다. 단된 구멍의 

크기는 복합재의 흡수된 충격에 지에 비례하 다. 그러므로 커다란 괴구

멍을 갖는 복합재는 우수한 인성을 소유하고 있다. BPA 복합재의 괴구멍

은 BPF 복합재의 구멍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 했듯이 이

것은 BPA가 BPF보다 우수한 인성을 소유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

다.

  (4) SEM 분석

   Figure 15는 자선 경화된 복합재의 층된 면에 수직한 표면의 SEM 

사진이다. Figure 15에서 (a)와 (b)는 BPF/TASHFA 복합재이고, (c)와 (d)

는 BPA/TASHFA 복합재이다. BPF/TASHFA 복합재는 BPA/TASHFA보

다 작은 기공을 가짐을 찰할 수 있다. 이것은 도의 차이에서 오는 상

이다. BPA의 도가 BPF보다 높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탄소섬유 번들사이

에 BPA가 완 하게 함침되지 못하 다.

   충격시험 후에 자선 경화된 복합재의 단면의 SEM 사진을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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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에 나타내었다. 섬유 pull-out 상이 모든 복합재의 단면에서 나타

나고 있다. 100 kGy 조사된 복합재의 단면에서 찰할 수 있듯이 매트릭

스는 pulled-out된 섬유의 표면에 착되어져 있다. 그러나 200 kGy 조사된 

복합재의 단면에서 보여지듯이 탄소섬유에 매트릭스가 붙어있지 않았다. 

이것은 후자는 완 하게 경화가 되었으며, 자는 그 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의 착강도가 

덜 경화된 매트릭스의 강도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트릭스가 pulled-out된 섬유의 표면에 부착되는 것이다. 더욱이 충격에 지

가 완 하게 매트릭스를 통해서 다른 섬유로 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pulled-out된 섬유의 양이 후자의 경우보다 훨씬 많아졌다. 후자의 경우는 매

트릭스의 강도가 매트릭스와 섬유사이의 착강도 보다 강하 다.

 다. 결론

   이 연구에서 자선 가교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는 개시제를 포함하는 

두 가지 에폭시 수지와 4H-satin 직조 탄소섬유로 제조되어 진다. 이들 복합

재의 특성은 다양한 시험과 분석에 의해서 측정되어졌고, 최 의 경화조건을 

도출하 다.

   모든 복합재의 겔화율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에 띄게 증가하고, 

200 kGy의 조사선량에서는 거의 100%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BPF와 TASHFA를 사용한 경우가 BPA와 TASHFP를 사용한 경우보

다 높은 겔화율을 나타내었다.

   탄소섬유/BPF 복합재의 굴곡강도는 같은 조사선량에서 탄소섬유/BPA 복

합재보다 높았다. 그러나 같은 같은 겔화율의 경우에는 BPA의 BPF보다 큰 

분자량 때문에 탄소섬유/BPA 복합재가 높은 굴곡강도를 나타내었다. 모든 

복합재의 조사선량이 150 kGy까지는 흡수된 체 충격에 지와 최  충격하

이 증가한다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복합재의 겔화율, Tg 그리고 기계

 강도는 수지의 구조와 개시제, 흡수된 방사선 선량에 향을 받는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 358 -

Figure 1. Gel contents of various matrices in 1 ply-carbon fiber 
                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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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rmogram of various 1-ply composites during E-beam
                curing at 200 kG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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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l contents of 1-ply carbon fiber/epoxy composites
               with fabric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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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el contents of BPF/TASHFA resin in various fabrication
                 methods with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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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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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SC diagram of various epoxy resins cured 
                 by E-beam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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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NIR spectra of BPF/TASHFA irradiated  by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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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lexural strength of 1-ply carbon fiber/epoxy composites
                  with radiation dose.

Irradiation Dose (kGy)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Fl
ex

ur
al

 S
tre

ss
 (K

N
/m

m
2 )

0

100

200

300

400

500

600

BFA/TASHFA 
BPA/TASHFP
BPF/TASHFA
BPF/TASHFP

Figure  8.  Young's modulus of 1-ply carbon fiber/epoxy composites
                  with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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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otal impact energy of 1-ply carbon fiber/epoxy 
                   composites with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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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aximum load of 1-ply carbon fiber/epoxy composites
                    with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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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mpact strength of 1-ply carbon fiber/BPA/TASHFA
                   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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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Impact strength of 3-ply carbon fiber/BPA/TASHFA
                   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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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Photographs of 3-plies carbon fiber/BPF  composites fractured by 
impact test: (a) 50 kGy; (b) 100 kGy; (c) 150 kGy; and (d) 200 kGy.

Figure 14. Photographs of 3-plies carbon fiber/BPA composites 
fractured by impact test: (a) 50 kGy; (b) 100 kGy; (c) 150 kGy; and 
(d) 2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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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5. SEMs of the perpendicular surface of E-beam cured composites:
    (a) BPF/TASHFA, ×40  (b) BPF/TASHFA, ×300 (c) BPA/TASHFA, ×40 
    (d) BPA/TASHFA, ×300.

(b)

(d)

(a) 

(c) 

Figure 16. SEMs of the fracture surface after impact test of E-beam cured 
BPF/TASHFA composites: (a) 100 kGy, ×300 (b) 100 kGy, ×2000 (c) 200 kGy, 
×300 (d) 200 kG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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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a) 

(c) 

Figure 17. SEMs of the fracture surface after impact test of E-beam cured 
BPA/TASHFA composites: (a) 100 kGy, ×300 (b) 100 kGy, ×2000 (c) 200 kGy, 
×300 (d) 200 kG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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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폭시수지의 toughening 특성 개선

 가. 실험

   방사선 경화용 에폭시 수지로는 diglycidyl ether bisphenol A(DGEBA) 

(YD128, 도: 11500-13500cps, 국도화학, 한국)를 사용하 다. 방사선 경화에 

필요한 양이온 개시제는 TASHFA (triar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를 

사용하 으며, toughness 향상을 해 사용된 liquid polymer는 carboxyl 

terminated butadiene-acrylonitrile copolymer (CTBN)(Hycar 1300×8, 

Goodrich, 미국)를 사용하 다. 에폭시수지와 CTBN의 호환성을 높이기 해 

Triphenylphosphyne (TPP)(Aldrich,미국)을 매로 사용하여 80℃에서 2시간

동안 비 합성하 다. 에폭시 수지에  1-5wt% 의 개시제와 CTBN 과 비 

합성된 에폭시 수지를 5-20phr를 첨가하여 70℃에서 잘 혼합한 후 150×150×2 

mm 인 알루미늄 몰드에 넣고 질소를 치환한 후 자선을 사용하여 300 kGy

까지 조사하 다. 자선 조사는 ELV-4 가속기를 사용 하 으며, energy 

1Mev, current 2.5mA, 자선속 7500 kGy/hr이다. 방사선 조사한 후 에폭시 

수지의 경화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용매 추출법을 사용하여 겔화율을 측정

하 다. 방사선 경화 후 CTBN으로 개질된 에폭시 수지의 굴곡강도는 3  굴

곡강도 측정법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Instron 4443 UTM을 사용하여 ASTM 

D790 방법에 맞춰 직사각형모양(25×50×2mm2)으로 시편을 만들어 crosshead 

speed 0.8mm/min으로 측정하 다. CTBN으로 개질된 에폭시 수지의 동 역

학특성은 Dynamimechanical analyzer(DMA2980, TA instument Co. 미국)를 

사용하여 1Hz에서 -150℃에서 200℃ 범 에서 5℃/min 비율로 의 온도를 증

가시키며 측정하 다. CTBN으로 개질된 에폭시 수지의 단면 구조를 알아보

기 해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XL Series 30S, Philips Co)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나. 결과  고찰

   CTBN으로 개질된 에폭시 수지는 방사선 조사량, 개시제 함량  첨가된 

CTBN의 양에 따라서 경화반응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에폭시 수지의 물

성에 많은 향을 미쳤다. CTBN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화된 에폭시 수지

의 겔화율은 감소하 다(Figure 1). CTBN을 5phr 첨가하고 방사선을 250 

kGy를 조사하면 겔화율이 거의 100%에 도달하 다. 250 kGy 이상 조사하여

도  겔화율은 그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CTBN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겔화

율은 작아졌으며, 겔화율이 클수록 tanδ값이 더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유리 이온도가 증가되고 겔화율이 tanδ값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s 2-5). 이는 가교구조에 의해 분자의 운동성이 감소

하여 이루어짐으로 사료되어진다. CTBN으로 개질된 에폭시 수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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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구조를 알아보기 해 SEM을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CTBN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에폭시수지와 CTBN과의 호환성이 떨어져 층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6). CTBN을 첨가하지 않은 에폭시 수지의 

경우 항복 이 나타내기 에 시편이 깨져버린다. Figures 7-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CTBN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항복 을 갖고, 스트 인 값은 증가

하 으나, 항복 에서의 Young's modulus 와 스트 스값은 CTBN의 첨가량

이 10phr 이하에서는 약간 감소하 다. 15phr 이상 첨가하게되면 그 값이 

격하게 감소하 다. CTBN 첨가량에 따른 스트 인-스트 스 그림을 통해 

CTBN 의 첨가량이 10phr 인 경우 에폭시수지 고유의 물성을 유지하면서 

향상된 toughness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11). 그러나 CTBN의 

첨가량이 15phr 이상이 되면 CTBN 과 에폭시 수지와의 호환성이 격히 

감소하여 에폭시 수지의 스트 인은 증가하 으나, 에폭시 수지의 경화도  

에폭시 수지의 강도가 격히 감소하 다. 

 다. 결론

   자선 경화후 에폭시수지의 인성(toughness)을 향상시키기 해 액상 

elastomer인 carboxyl-terminated butadiene acrylonitrile(CTBN)등을 

5-20phr 첨가하 다. CTBN 함량 10phr가 개질된 에폭시 수지는 방사선 조

사량이 증가할수록 유리 이 온도  겔화율이 증가하 으며 최  인성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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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Gelation of CTBN modified epoxy resins with increasing content of 

            CTBN. (content of TASHFA is 5wt%)

   

Figure 2. The dependence of S + S1/2 of CTBN modified epoxy resins with     

         increasing content of CTBN(content of TASHFA is 5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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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omparison a) DMA curves and b) gelation of 10pht CTBN 

modified epoxy resin with increasing radiation dose(content of TASHFA is 

3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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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comparison a) DMA curves and b) gelation with increasing 

content of TASHFA (content of CTBN is 10phr and radiation dose is 25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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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DMA curves of CTBN modified epoxy resins with increasing 

content of CTBN(content of TASHFA is 5wt%, and radiation dose is 25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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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train at yield of BPA/CTBN resins with increasing content of CTBN 

(content of TASHFA is 5wt% and radiation dose is 25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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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tress at yield of BPA/CTBN resins with increasing content of CTBN 

(content of TASHFA is 5wt% and radiation dose is 25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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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Young's modulus of CTBN modified epoxy resins with increasing 

content of CTBN (content of TASHFA is 5wt% and radiation dose is 25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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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tress-strain curve of BPA epoxy resins with increasing content of   

           CT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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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oughness ay yield of CTBN modified epoxy resins with increasing 

content of CTBN(content of TASHFA is 5wt% and radiation dose is 25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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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노입자 충진제를 이용한 에폭시수지의 물성개선

 가. 실험

  (1) 시료 

   에폭시 수지는 우수한 내약품성과 기 연성  기계  물성을 지닌 열

경화성 수지로 항공우주소재  자동차 소재와 섬유강화복합재의 기질 등으

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에폭시 수지는 낮은 인성  탄성으로 충격

에 의해 쉽게 깨어지는 단 이 있다. 에폭시 수지의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무기물 충진제인 나노크기의 G-Al2O3를 첨가하여 에폭시와 무기물 혼

성 복합재를 제조하 다. 기질인 고분자 수지는 도1.16~1.18g/cm이며 도

가11500-13500cps인 Diglycidyl ether of Bisphenol A(YD128; 국도화학)를 

사용하 다. 무기물 충진제로는 평균 입자크기가 50㎚인 γ-Al2O3로 미국 

BUEHLER 사의 Gamma alumina B를 사용하 다. 한 개시제로 알드리

치 사의 TASHFA (Triarylsulphonium salt hexafluroantimonate)를 사용하

다. 무기물 충진제에 의한 고분자 복합재료의 물성증가에는 충진제와 고분

자 기질의 계면 결합력이 매우 요한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

력의 증가를 해 미국 다우코닝 사의 Z6030(3-Mehacryloxypropyl 

-trimethoxysilane) 실란커 링제를 사용하 다. 

  (2) 알루미나 티클의 표면 처리

   기질인 고분자 수지와의 계면 결합력을 증가시키기 해 무기물 충진제

인 알루미나 분말의 표면을 실란커 링제를 이용하여 처리하 다(Figure 5). 

우선 실란 커 링제의 실란기와 알루미나 표면의 -OH기의 수화반응을 해 

에탄올용액과 산을 이용하여 4.5∼5.5 pH 농도의 용액을 제조하 다. 이 

용액에 실란커 링제를 0.1∼0.5% 농도비로 첨가하 다. 교반을 통해 실란커

링제가 용액에 골고루 분산 될 수 있도록 한 후 정량의 알루미나 분말

을 첨가하여 표면처리를 유도하 다. 약 5분간 교반 후 상온에서 24시간 건

조를 통해 실란기와 알루미나 표면의 축합반응을 유도하 다. 건조가 끝난 

후 표면처리 여부를 FT-IR로 확인하 다.

  (3) 무기물 혼성 복합재의 제조

   량의 에폭시 수지와 표면 처리된 알루미나 분말, 개시제를 혼합한 후 

균일한 분산을 해 음  반응기로 처리하 다. 한 개시제와 알루미나 

아티클의 첨가량별로 혼합하 고, 계면결합력에 의한 물성차이를 비교하기 

해 표면처리하지 않은 알루미나 분말 혼합시료도 제조하 다. 분산이 끝난 

혼합물을 알루미늄 몰드에 넣은 후 Co-60을 방사선원으로하여 시간당 10 

kGy의 조사량으로 100 kGy까지 조사하 다.

  (4) 분석  물성평가

   경화된 시료의 일부분을 끓는 아세톤용액을 통해 추출하여 남은 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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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측정하는 soxhlet법으로 시료의 경화율을 측정하 다. Instron 4443 

universal test machine를 이용하여 시료의 물성을 평가하 다. 경화된 시료

를 ASTM기 에 맞추어 단한 후 3-point bending method (ASTM D790; 

span: 25mm, cross speed: 0.8mm/min)로 강도, 탄성  인성을 평가하 다. 

한 시료의 단면을 자주사 미경(SEM; XL30S, Philips Co., 

Netherlands)으로 평가하 다.

 나. 결과  고찰

   경화된 시료의 겔화율 측정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서와 같

이, 개시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겔화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

이다. 즉, 개시제가 증가하면 개시반응의 주가되는 라디칼이 증가하여 가교

반응을 진시키므로 높은 경화율을 나타낸다. 알루미나 분말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겔화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알루미나 분말이 증가하면 상 으로 수지와 개시제의 

양이 감소한다. 두 번째로는 알루미나 분말의 양이 증가하면 분말 표면의 

-OH기도 증가한다. 즉 미반응 -OH의 양이 증가하여 라디칼과 반응하여 개

시반응  합반응 속도를 감소시키고 부반응  이반응을 유도한다. 알

루미나 분말의 표면 처리 여부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순수 알루미나 분

말과 순수 실란커 링제, 실란커 링제로 표면처리한 알루미나 분말의 피이

크를 볼 수 있는데, 표면 처리후 커 링제의 피이크가 알루미나 피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알루미나 분말표면의 -OH기와 커

링제의 실란기가 화학 으로 결합하 음을 나타낸다. 

   Figure 3과 Figure 4는 제조된 혼성복합재의 Strain-Stress 곡선을 나타

낸다. 알루미나 분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곡선이 완만해지며,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알루미나 분말이 첨가되지 않은 에폭시 수지보다 알루미나 분

말이 첨가된 복합재의 경우 완만한 곡선을 나타내고, 표면 처리된 알루미나

가 첨가된 복합재는 완만한 곡선과 함께 강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지에 무기물 충진제를 첨가할수록 인성이 증가하여 외부로부터 주어지

는 힘을 좀더 유연하게 이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6은 복합재의 률을 나타낸다. 겔화율과 강도 측정 결과와 마찬

가지로, 개시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탄성은 증가하고, 알루미나 분말의 표면

처리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냄을 볼 수 있었다. 탄성의 증가 한 알

루미나 분말과 복합재 기질간 계면결합력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데, 외부

로부터의 충격  힘이 무기물 충진제인 알루미나 분말에 의해 분산  

이되므로 표면 처리된 알루미나를 첨가한 복합재가 표면처리 되지 않은 알

루미나를 첨가한 복합재보다 더 높은 탄성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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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 Figure 8은 혼성복합재의 인성강도결과를 보여 다. 강도  탄

성의 결과와는 달리 알루미나의 무게비율이 10%이상 될 때까지는 인성이 꾸

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무기물 충진제를 첨가함으써 얻는 가장 큰 장

은 인성의 증가이다. 즉 충격에 의해 쉽게 깨어지는 단 이 있는 복합재에 

있어 인성의 증가는 가장 요하다. 즉 외부로부터 충격은 무기물 충진제로 

이  무기물 충진제 주 로 충격  균열이 우회하여 인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Figure 9는 혼성복합재의 단면을 주사 자 미경을 통해 찰한 결과

이다. 알루미나 분말의 균일하게 분산하기 해 음  반응기를 사용하 지

만, 입자간 응집력과 기질인 에폭시 수지의 매우 큰 도로 인해 나노크기의 

입자를 균일하게 분산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확 된 사진을 통해 기질 사

이사이에 알루미나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고, 알루미나 입자주 를 에폭시 수

지가 덮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 까지의 결과로 볼 때 방사선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열경화보다 간편

하게 무기물이 첨가된 혼성 복합재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제조된 복합재의 

물성실험 결과로부터 한 무기물 충진제의 첨가량과 기질과 무기물 충진

제의 계면결합력이 물성증가에 매우 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다. 결론

   나노크기의 알루미나 분말을 첨가한 시료는 순수 에폭시 수지보다 강도

는 10%정도 증가하 고, 탄성과 인성은 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알루미나분말이 1, 3, 5wt% 첨가된 시료의 경우 알루미나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강도  탄성과 인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고, 개질되지 않

은 알루미나분말을 첨가하여 제조된 복합재보다 개질된 알루미나분말을 첨

가한 복합재가 더 높은 강도와 탄성  인성등의 기계  물성을 나타내었다. 

실란커 링제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비아민계실란커 링

제로 개질된 알루미나분말을 첨가한 복합재가 아민계실린커 링제를 사용한 

복합재보다 기계 물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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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Gel contents of the hybrid epoxy composites as a function of the 

                 contents of alumina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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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The IR-spectra of alumina, silane coupling agent and alumina treated by 

si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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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S curves of the composites contain; (a) bare DGEBA, (b) 2wt.%TASHFA, 

1wt.%alumina, (c) 2wt.%TASHFA, 3wt.%alumina (d) 2wt.%TASHFA, 5wt.%alumina, (e) 

2wt.%TASHFA, 10wt.%alumina, (f) 3wt.%TASHFA, 1wt.%alumina, (g) 3wt.%TASHFA, 

3wt.%alumina, (h) 3wt.%TASHFA, 5wt.%alumina, (i) 3wt.%TASHFA, 10wt.%alumina, (j) 

3wt.%TASHFA, 15wt.%a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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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S curves of the composites containing 5wt.% of the alumina particles that 

were; (a) bare DGEBA, (b) non-treated, (c) treated by Z6030 silane-coupl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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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scheme of mechanism for reaction between epoxy matrix and silane 

treated alumina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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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Young's Modulus of the composites containing 5wt.% of alumina particles as 

           a function of contents of TASH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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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oughness of the composites containing 3wt.% of TASHFA as a function of   

          the contents of alumina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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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oughness of the composites containing 5wt.% alumina particles as a function 

of the contents of init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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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9. SEM images of (a) the fractural surface of the composite and (b) magnified 

part of alumina in the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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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  폐불소수지의 분말화 기술

1.방사선 조사에의한 폐불소수지의 분말화 기술

 가. 실험 

  (1) 시료  실험방법

   폐불소수지는 불소수지 가공후 남게 되는 스크렙을 이용하 으며 가공

의 원료 불소수지와 비교하 다. 방사선 조사량과 분쇄기법에 따른 폐불소

수지의 분쇄도를 고찰하기 해서 폐불소수지를 감마선으로 조사하 으며 

조사선량은 150, 500, 750, 1000 kGy로 하 다. 분쇄방식은 Jet mill 분쇄법

을 사용하 다. Jet mill 분쇄법은 feed zone에서 jet mill로 원료가 주입되

면 고압의 공기에 의해서 재료와 재료간, 는 재료와 Jet mill 벽면에 충돌

하여 분쇄가 된 다음 filtering하여 포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방사선이 조사

된 폐불소수지를 Jet Mill등으로 분쇄하여 분쇄도를 알아보았다. 입도분석은 

Laser식 입도분포측정기인 LMS-30을 이용하 다.Jet mill에 의해 분쇄된 

폐불소수지의 입자모양은 자주사 미경(SEM, XL Series 30S, Philips 

Co)을 사용하여 찰하 다. 

 나. 결과  고찰

   가공  원료 불소수지  폐불소수지(스크랩 불소수지)를 방사선으로 150 

kGy 조사한 후 1차 기계분쇄하면 평균입도가 각각 400μm, 506μm가 되고 2

차로 Jet mill에 의하여 평균입도가 각각 5.9μm,208μm 까지 분쇄할 수 있었

다(Figure 1, Figure 2.) 스크랩 불소수지를 500 kGy 조사한 경우는 Jet mill

에 의해서 평균입도가 12μm인 폐불소수지를 얻을 수 있었고 750 kGy 이상

에서는 3.5μm까지 평균입도가 낮아졌다(Figure 3, Figure 4). 분쇄된 입자들

의 자 미경 사진을 Figure 5, Figure 6 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입도가 수 마이크론으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 결론

   가공  원료 불소수지  폐불소수지(스크랩 불소수지)를 방사선으로 150 

kGy 조사한 후 1차 기계분쇄하면 평균입도가 각각 400μm, 506μm가 되고 2

차로 Jet mill에 의하여 평균입도가 각각 5.9μm, 208μm 까지 분쇄할 수 있었

다. 스크랩 불소수지를 500 kGy 조사한 경우는 Jet mill에 의해서 평균입도

가 12μm인 폐불소수지를 얻을 수 있었고 750 kGy 이상에서는 3.5μm까지 평

균입도가 낮아졌다. 분쇄된 입자들의 자 미경 사진 찰 결과 방사선 조

사량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평균입도가 수 마이크론으로 작아지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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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Figure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aw PTFE irradiated at 150 kGy.

   

 Figure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crap PTFE irradiated at 1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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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crap PTFE irradiated at 500 kGy.

 Figure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crap PTFE irradiated at 7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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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M photographs of raw PTFE and scrap PTFE irradiated at 

150 kGy (a) raw PTFE-150 kGy (b) raw PTFE-control (c) scrap 

PTFE-1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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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SEM photographs of scrap PTFE irradiated at 500 kGy, 750 

kGy and 1000 kGy (a) 500 kGy-1000x (b) 500 kGy-5000x (c) 750 

kGy-1000x, (d) 750 kGy-5000x (e)1000 kGy-500x (f)1000 kGy-50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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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  이블 연재료의 내방사선성 평가기술 개발

   원  이블의 구성요소인 고분자 유기재료( 연재, 피복재)의 방사선열화

는 속도체의 방사선열화에 앞서 진행된다. 방사선열화의 요인은 고분자재

료의 방사선에 의해 분자쇄가 단되거나, 단된 분자쇄끼리 결합하는 가교 

 단된 분자쇄와 산소가 결합하여 극성기(polar group)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블  연결단자의 기계 , 기  성질의 

하 즉 지불량, 부식 쇼트(short), 작동불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 용 

이블의 연  피복재료는 종류와  배합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래의 

자료로부터 선/ 이블의 열화 는 수명을 추정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되고 있다
13)～15).

   이블의 수명을 평가하기 한 이블의 열화를 단시간에 시험할 수 있

는 기술과 열화평가 기술개발이 필수 인 것으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용 이블의 열화를 단시간에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원자력 발 소용 선․ 이블의 피복재료  연재료로 사용되고 있

는 표 인 고분자유기재료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XLPE(cross-linked polyethylene), EPR(ethylene propylene rubber), 

NBR(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을 선정하여 방사선  열가속열화 

후의 특성 변화를 유 율 특성의 분석, 열 량분석, 동  기계  특성 분석 

등을 이용하여 이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열화를 평가하 으며, 원  사용환경 

 열화 평가 련규정/지침을 분석하여 검증 차서를 작성하 다.

1. 유 율 분석에 의한 열화평가

   력계통  력기기의 용량화에 따라 력 이블과 기기의 연재료

로 유기고분자가 주로 사용되는 추세이나, 방사선 열화특성이 취약하다
16). 

특히, 방사선 장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소재들은 내방사선성을 필수 으로 가

져야 하나, 아직 연재의 방사선 열화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 력 이블에 있어 유 율, tanδ  기계  특성에 한 방사선 조사의 

향은 방사선 장내에서 피폭뿐만 아니라 근 한 이블 사이에서도 자선

의 집 에 의해 성능이 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화평가에서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17),18). 특히 tanδ는 연 항과 같이 연열화평가의 

요한 요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연재료에 흐르는 설 류가 증가하면 

tanδ가 커지고 인가 압의 증가와 함께 내부온도의 상승을 일으켜 연 괴

강도를 하시킨다. 이와 같이 tanδ의 증가는 장기 으로 연 괴를 일으

키는 원인이 되고 한 흡습에 의해 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유 손실의 변

화량은 연열화를 진단하는 방법으로도 이용되고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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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PE와 EPR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연재의 

열화검증을 해 유 특성으로 유 율, 유 손실계수  tanδ를 각각 측

정하 고,  유 특성의 변화량에 기인하는 요인을 FT-IR  가교도의 

측정을 통해 규명하 다.

 가. 시편의 제작  실험

  (1) 시편의 제작  방사선 조사

   본 시험에서는 펠렛형 LDPE을 사용하 으며, hot press를 이용하여 

120℃에서 15분간 가열, 용융하여 두께 0.2 ㎜와 2 ㎜의 시트형태로 제작

하 다. 사용한 LDPE의 여러 가지 특징을 표 1에 나타내었다. EPR은 

ethylene과 propylene의 비율이 50:50인 (주)진로산업의 15 kV  원  

력 이블의 피복재로 사용되는 조성으로 시트형태로 제작하 다. 

LDPE와 EPR의 방사선 열화에 따른 유 특성 변화의 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제작된 시트형태의 시편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 조사시설의 

Co60γ-ray 선원을 사용하여 실온, 기 에서 5 kGy/hr의 선량율로 각

각 400, 800, 1200, 1600, 200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 다. 조사된 시트

형상의 시편을 각각의 측정에 합하게 가공하여 사용하 다.

  (2) 실험방법

   (가) 유 특성 시험

   시편의 유 율, 유 손실계수와 tanδ의 측정은 유 측정장치 (TA 

instruments사, Type 2970)를 이용하 으며, 본 시스템은 1 ㎑에서 유

율은 0.01, tanδ는 1×10-4의 측정이 가능하다. 두 (gold) 극 사이에 두

께 0.2 ㎜의 시편을 장착하고, 30℃의 온도에서 100 ㎐, 1 ㎑, 10 ㎑ 교류 

1 V의 정  압을 인가, 교류 계를 생성시켜 시편을 분극시키고, 이

로 인해 나타나는 상각의 차이를 이용하여 유 율과 tanδ을 측정하

다. Figure 1은 유 율, 유 손실계수  tanδ 측정장치의 개략도를 나타

내었다.  온도에 따른 유 분산과 윤 손실의 흡수를 측하기 하여 

-150℃～50℃의 범 에서 3℃/min으로 승온시켜 주 수 1, 3, 10, 30, 

100, 300 Hz와 1, 3, 10, 30, 100 kHz에서 유 율, 유 손실계수  tanδ

를 측정하 다.

  (나) FT-IR 측

   방사선 조사에 따른 LPDE의 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ATR 

(Attenuated total reflection) 방식의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Nicolet Co., Model. 205)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때 시편의 표면은 Co60 γ-선 조사시에 공기와의 이 있었을 것

이므로 시료 내부에 비해서 가교보다 산화가 더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

어, 정확한 측정을 해 두께 0.2 ㎜ 시트형태 시편의 가장자리를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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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가교도 측정

   가교도는 ASTM D2765의 규정에 의해 각각의 조사선량별로 비된 시

료를 0.2 g씩 5개로 나 어 무게를 측정한 후 자일 (xylene) 추출법을 이

용하여 측정하 다
20). 우선 자일 에 시료를 넣고 증발하지 않도록 냉각시

키면서 자일 의 융 보다 높은 140℃에서 15시간 이상 끓이면서 추출하

다. 추출 후, 진공오 에서 50℃의 온도로 2시간 동안 건조시켜 수분을 완

히 제거한 후, 추출 의 무게와 비교하 다. 가교도(gel content)는 다음

의 식 (1)로 계산하 다.

 나. 실험결과  고찰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유 특성의 변화

   연재료의 유 율과 유 손실은 물질 고유의 특징으로 압, 온도  

주 수에 의존한다21).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유 율의 주 수 의존성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모든 선량의 역에서 인가 압의 주 수 증가에 따라 유 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0 ㎑의 주 수 인가시에는 격한 감소를 

보인다. 이는 식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유 율에 한 Debye 방정식으로 

설명된다
22). 

  ε u  : 분극형성  순시 하에 한 비유 율

  ε r  : 분극형성 후 진 하에 한 비유 율

   τ  : 완화시간 (sec),   σ  : 이온 도도 (1/ohm․m)

   조사선량에 따라서는 체 으로 선량의 증가에 따라 유 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800～1600 kGy의 범 에서는 다소 불규칙 인 유 율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교도가 증가하면 분자간의 동결로 인해 계에 의한 

극자의 이동이 어려워져 유 율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 인 경향이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낸 유 율의 불규칙 인 변화는 Figure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로 인해 LPDE의 산화, 가교반응  생성된 카르보닐, 하

이드록시, 탄소의 이 결합의 향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극성기는 일반 으

(1)
가교도[%]=

자일렌에 녹은 후 시료의 무게자일렌에 녹기 전 시료의 무게 ×100

(2)
ε
'= ε u+

( ε r- ε u )

1+ (ωτ) 2

(3)
ε ''=

( ε r- ε u ) ωτ

1+ (ωτ) 2 +
σ

ω 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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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 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3), 유 율은 IR 스펙트럼상에

서 나타난 이들 극성기의 피크 크기의 합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사선이 조사되면 각각의 조사선량에 따라서 고분자의 화학  구

조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반응에 따라 시편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므로 

LPDE의 구조결합이 무질서하게 될 것이고 그 간에 비교  체 이 큰 공

극이 생기게 되면, 공극 주 의 결합쇄끼리의 간격이 좁아져 응집된 구조로 

된다24). 1600, 2000 kGy 조사된 시편에서 유 율의 증가는 탄소의 이 결합

이 나타나므로(Figure 4), 공극 내의 기체로 인해 유 율이 낮아지는 정도보

다 공극 주변의 응집으로 인한 유 율의 증가가 체 인 유 율에 더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Figure 3은 각 시편에 하여 일정온도에서 각각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tanδ의 주 수 의존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 수의 증가에 따라 tanδ는 

체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는 식 (2)와 (3)에 표시한 유 율  

유 손실에 한 Debye 방정식으로 설명된다. 주 수의 증가에 따라 유 손

실은 감소하지만, ε ''의 감소분보다 ε '의 감소분이 더 커지게 되어 tanδ는 

주 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tanδ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는 Figure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에 따라 생성된 기

도에 기여하는 극성기가 Debye 방정식 (3)의 2항에 나타낸 이온 도도를 

증가시켜 유 손실이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 조사선량의 증

가에 따라서 시편 내부에서의 크랙, 미소공극 등이 더 많이 존재하게 되어, 

크랙 는 미소공극 내에서 방 에 의한 열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24).

   EPR의 유 특성 경향은 조사선량에 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800 kGy 조사한 EPR의 유 율, 유 손실계수  tanδ의 주 수 의존성을 

Figure 6에 나타내었다. 주 수의 증가에 따라 유 율, 유 손실계수, tanδ의 

수치는 감소하 다. EPR의 유 특성 데이터는 주 수에 해 이를 보이고 

있으며, 약 -25℃에서 유리 이 는 α를 나타내고 있다. α 이는 아몰포스 

상태에서 극자들의 회 운동이 비교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25). 

   EPR의 유 손실계수와 tanδ 곡선에서의 피크에 해당하는 온도를 Figure 

7에 방사선 조사에 해 나타내었다. 유 손실계수와 tanδ의 두 경우 모두 

피크 온도의 값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EPR의 방사선 열화에 의해 결정 역의 분해로 인하여 피크

온도가 고온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사료된다26),27).

   EPR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피크온도에서의 유 손실계수와 tanδ값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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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Figure 8에 나타내었으며, 이들은 인가 주 수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주 수의 증가에 따라 유 손실계수의 값은 격히 감소하

으며, tanδ는 유 손실계수의 감소에 비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식

(3)의 유 손실계수에 한 Debye 방정식으로 설명된다. Figure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온도에서의 유 손실계수와 tanδ 값은 조사선량에 해 선형

으로 감소를 나타내어 EPR의 방사선 열화검지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

으로 생각된다. 

  (2) 방사선 조사에 의한 FT-IR 스펙트럼의 변화

   방사선 조사량의 증가에 따른 FT-IR의 분석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

다. LPDE에 방사선이 조사될 경우 Figure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R 

스펙트럼의 1715 ㎝
-1에서 카르보닐 피크가 증가하 다. 한 400, 800 kGy

의 조사선량에서는 3200～3313 ㎝-1 (히드록시) 피크를 보 으며, 1600, 2000 

kGy의 고선량 역에서는 1610 ㎝-1(C=C) 피크를 나타내었다. 이는 산소 분

기 의 조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LPDE의 화학  변화  산화반응으

로 보여지고 있다.

  (3)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가교도의 변화

   방사선 조사에 따른 LPDE의 가교도 변화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400 

kGy 이하의 선량 역에서 방사선 가교가 시작되어 800 kGy 이후 가교도의 

포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잘 일치한다28). 이러한 

800 kGy 이후의 고선량 역에서 나타나는 가교도의 포화는, 이 선량 역

에서 FT-IR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듯이 카르보닐 피크와 탄소의 이 결합 피

크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가교반응과 산화반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다. 결론

   방사선 조사에 따른 LDPE와 EPR의 유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LPDE의 가교도는 800 kGy의 선량까

지는 증가, 그 이후의 고선량 역에서는 포화하 다.

   2.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LPDE의 유 율과 tanδ는 극성기 생성

에 의존하여 기 도도에 향을 미쳐 증가하 다.

   3. 유 율과 tanδ는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반 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방사선 열화 검증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4. EPR의 유 손실계수와 tanδ는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산화반응의 

향으로 증가하여 방사선 열화 검증의 수단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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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for LDPE.

Property
Test

Method
Typical value

Density at 23℃ ASTM D 1505 0.92 g/㎤

Melt index ASTM D 1238 2.0 g/10min

Tensile strength ASTM D 638 2400 psi

Elongation ASTM D 638 550 %

Permittivity (1 ㎒) ASTM D 1531 2.28

Dissipation factor (1 ㎒) ASTM D 1531 0.0004

DC volume resistivity ASTM D 257  1×1015 Ω․㎝

Dielectric strength

(short time)
ASTM D 149  2.17×1017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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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of permittivity and tanδ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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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FTIR-ATR spectra of γ-ray irradiated LD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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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Radiation effects on gel content of LD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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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Frequency dependency of permittivity, loss factor and tanδ on 

800 [kGy] irradiated EPR (applied voltage : 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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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erature at peak in loss factor and tanδ curves of EPR as a 

function of γ-ray irradiation applied voltage : 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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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ss factor and dielectric tanδ of EPR at a  transition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γ-ray irradiation(applied voltage : 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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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 량분석에 의한 열화평가

   XLPE는 우수한 기 , 기계  특징과 그 구조의 단순함으로 인한 취

의 용이성으로 인해 송, 배 용 이블의 연재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도 계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29). 고분자 연재료의 열화에 따른 

기  특성 변화는 주로 사용환경에 의존하지만, 방사선에 특별히 취약하다
30). 이에 따라 IEEE 규정에서는 원 용 Class 1E 등 의 이블  속재

에 해, 정상상태에서 0.5 MGy의 γ-선 조사선량과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발생시 1.5 MGy의 선량에서도 정상 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1). 특히, 방사선 장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소재들

은 내방사선성을 필수 으로 가져야 하나, 아직 연재의 방사선 열화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블 연재료의 열화평가 수단으로 단

시 연신율의 측정과 같이 재료를 손하여 열화를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지

만, 연재료의 비 괴  평가법이 시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LPE, EPR, NBR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연재의 

열화검증을 해 열 량분석(TGA), 시차주사열량분석(DSC)과 방사선 조사

에 따른 열분해 활성화에 지의 변화를 측정하 다. 

 가. 실험

  (1) 시편의 정보  가속열화

   본 시험에서는 15kV  CN/CV 력 이블((주)진로산업)의 연재료로 

사용되는 XLPE와 EPR을 사용하 다. XLPE와 EPR의 방사선 열화에 따른 

화학  특성 변화의 비교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이블 연재 형태의 표

면을 시트형태로 잘라내어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 조사시설의 Co
60γ-ray 

선원을 사용하여 실온, 기 에서 5 kGy/hr의 선량율로 각각 400, 800, 

1200, 1600, 200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 다. 사용한 XLPE의 여러 가지 특

징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조사된 시트형태의 시편은 각각의 측정에 합

하게 가공하여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NBR은 acrylonitrile 함량이 35%

인 KNB-0230( 호석유화학사)이 사용되었다. 보강제로는 카본블랙 종류 

에서 HAF Black (IRB#7)을 고무무게 100에 하여 40, 활성제로는 산화아

연을 5, 스테아린산은 1, 가교제와 가교 진제로는 유황과 TBBS 

(N-tert-Butyl-2-benzothiazole sulfenamide, 호몬산토사)를 1.5와 0.7을 조

성물로 사용하 다. NBR의 가속열화는 열  열화를 평가하 으며, TGA 측

정으로 Flynn-Wall-Ozawa 방정식을 이용한 열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 지

는 다음에 나타낸 식(4)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승온속도에서의 

량감소와 온도에 해 직 으로 반응차수에 계없이 분법으로 활성

화에 지를 구하는 것이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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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지수변환인자, β: 승온속도 [K/min]

       R  : 이상기체상수 (=8.314 J․mol-1K-1)

       Ea : 열분해 활성화에 지 [kJ/mol]

   식(4)를 이용하여 활성화에 지를 구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conversion level을 5.0%로 설정하여 1, 2, 5, 10℃/min의 승온속도로 측정한 

열 량 감소곡선을 이용하 다. 

   열분해 활성화에 지를 이용한 열가속 열화에 한 NBR의 등가수명 측

은 아 니우스 식을 이용하 다. 아 니우스 식은 사용온도에 따른 반응속도

에 련한 식으로 이에 의해 화학  반응의 속도 측에 사용되며, 활성화에

지의 측정, 사용온도와 기간에 따른 등가수명을 측하는데 일반 으로 사

용된다. 아 니우스 식은 식(5)와 같이 비율상수 (reaction rate) k와 온도 T

의 계로 표 되어지며, 식(5)의 양변에 로그를 취해 식(6)과 같이 개할 

수 있다. 

(5)k=A e
-E a /RT

k1 : 가속열화시간 [hour], k2 : 등가수명 [hour]

T1 : 가속열화온도 [K], T2 : 사용온도 [K]

   TGA 측정으로부터 구한 NBR의 활성화에 지 83.136 [kJ/mol]를 이용하

여, 사용온도 40℃를 기 으로 가속열화온도 130℃에서 각각 2.5년에서 40년

까지의 가속열화 등가수명을 계산하면 Table 3과 같다. 

  (2) 실험방법

   (가) 열 량분석

   XLPE, EPR, NBR의 방사선 열화에 한 화학  변화를 분석하기 하

여, 열 량 분석을 TGA(TA instrument, Mode 2950)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조사, 미조사한 시료의 표면 을 동일하게 하기 하여 freezer mill을 이

용, 분쇄하여 10 ㎎의 양으로 측정하 으며, 열 량분석을 통하여 5% 분해온

도와 열분해 활성화에 지를 계산하 다.

   5% 분해온도는 분쇄한 10 ㎎의 시료를 백  가열  에 올려놓고 50 

ml/min의 질소 분 기에서 100℃에서 등온을 유지한 후, 10℃/min의 승온속

도로 700℃까지 가열하여 이에 따른 량의 감소 곡선에서 95%의 잔류량이 

남는 부분에서의 온도로 구하 다.

(4)logF(α)= log
AEa
R

- logβ-2.315-0.4567
Ea
RT

(6)
ln (

k 2

k 1 )=-(
E a

R )⋅( 1
T 2

-
1
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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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분해 활성화에 지는 10 ㎎의 분쇄된 우더 형태의 시료로 질소 분

기에서 100℃까지 등온을 유지한 후, 1, 2, 5, 10 ℃/min의 네 가지의 승온속

도로 열 량분석을 측하 으며, 반응속도 차에 의한 열분해 활성화에 지를 

계산하 다. 열분해 활성화에 지는 아래의 식(7)을 이용하여 Kissinger법에 

의해 계산하 다33).

                 β : 승온속도 [K/mol], A : 지수변환인자

                 Tinf  : 분해반응이 가장 격히 발생하는 온도 [K]

                 E : 열분해 활성화에 지 [kJ/mol], n : 반응차수,

                 αinf  : Tinf에서의 conversion level

   Tinf는 네 가지 승온속도에서 측정한 열분해 곡선을 온도에 해 미분한 

DTG(Differential thermogravimetry) 곡선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ln(β

/Tinf
2) - 1/Tinf  plot에서의 기울기를 구하여 활성화에 지를 계산하 다.

  (나) 시차주사열량분석

   방사선 조사에 해 고분자의 열화형태는 산화반응의 향을 받으며, 시차

주사열량분석기(TA instrument, Model Q1000)를 이용하여 방사선 열화에 따

른 용융온도의 변화와 200℃에서 산화유발시간(Oxidation induction time: 

OIT)을 측정하 다. 시차주사열량분석은 시료의 표면과 가열 의 면 을 

일정하게 하기 하여, 시료를 freezer mill로 분쇄하여 측정하 다.

   용융온도의 변화는 분쇄한 우더 형태의 XLPE(10 ㎎)를 알루미늄 가열

 에 올려놓고 50℃의 질소 분 기에서 평형을 유지한 후 10 ℃/min의 승

온속도로 가열하여 이때 나타난 흡열반응의 피크 으로 결정하 다.

   산화유발시간은 분쇄된 10 ㎎의 시료를 알루미늄 가열  에 올려놓고 

질소 분 기에서 10℃/min의 속도로 200℃까지 승온시킨 후, 1분간 등온을 

유지, 산소 분 기로 환하여 발열반응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구하 다.

 나. 실험결과  고찰

  (1) 열 량분석

   Figure 10은 방사선이 미조사된 NBR의 열 량 분해곡선으로 2차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약 300℃에서 미리 발생하는 acrylate monomer의 분해

에 따른 것으로 상된다. 승온속도가 증가할 수록 5% 량감소시 의 온도 

(7)
ln (

β

T 2
inf )= { ln ARE + ln [n(1-α inf)

n-1]}- E
RT 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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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1은 Arrhenius 방정식을 이

용하여 5% 량 감소시 의 온도 증가가 1차 함수 계에 있음을 확인하

다. Figure 12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열 량 분해 곡선을 나타낸 것

이다. 조사, 미조사한 경우 모두 1차분해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사선량

의 증가에 따라 분해개시온도는 감소하고 있다. 미조사한 XLPE의 5% 분해

온도는 약 433.72℃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 kGy 조사한 경우는 약 401.6

7℃로 나타났다. 열에 의한 열화뿐만 아니라 방사선 열화가 산소의 존재 하

에서 진행되는 경우, 고분자 연재료의 열화는 산화반응에 의해 더욱 심각

하게 나타나게 되며 고분자의 주쇄가 단되고 그 분해 생성물은 휘발성을 

가지게 되어 량이 가벼워진다33). 

   XLPE의 5% 분해온도는 용융온도, 산화유발시간의 변화와 조사선량에 

해 모두 잘 일치하고 있다. 800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두 가지 모두 격

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후의 고선량 역에서는 포화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Figure 13은 1, 2, 5, 10℃/min의 네 가지 승온속도에서의 1200 kGy 조사

한 XLPE의 열 량 곡선  DTG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TG 곡선에

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300℃ 이하에서 시료의 량감소는 거의 차이가 나

지 않지만, 400℃ 이상의 역에서는 격히 감소하며 500℃에서의 시료의 

량은 약 99.3% 감소하 다. 승온속도가 증가할수록 열 량 곡선은 우측으

로 이동되어 분해온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것으로 승온속도가 느릴수록 더욱 

산화반응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DTG 곡선에서 나타나는 피

크는 열분해 곡선에서 가장 분해가 격하게 발생하는 지 을 의미하는 것

으로, 1200 kGy 조사한 XLPE에서는 1, 2, 5, 10℃/min의 승온속도에서 각각 

432.31, 443.12, 457.44, 466.87℃를 나타내고 있다. 미조사  다른 선량으로 

방사선이 조사된 XLPE의 경우도 모두 1200 kGy 조사한 경우와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었다.

   Kissinger 방정식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열분해 활성화에 지를 

계산하기 하여, DTG 곡선의 피크 을 이용하여 Tinf  값을 구하 다. 열분

해 활성화에 지는 -ln(β/Tinf
2) - 1000/Tinf. plot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열분해 활성화에 지의 변화를 Figure 

14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활성화에 지는 용융온도, 산

화유발시간, 5% 분해온도, 단시 연신율과는 다른 경향을 보 다. 800 kGy 

이하의 선량 역에서는 활성화에 지가 서서히 증가하 는데, 이것은 방

사선 조사에 의해 XLPE의 약한 결합을 가지는 부분이 휘발성을 가지게 되

며, 나머지 잔류물의 결합에 지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1200 kGy 이상의 고선량 역에서 XLPE의 열분해 활성화에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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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역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보인 

FT-IR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탄소 이 결합이 나타나며, 1200 

kGy 조사한 XLPE의 높은 활성화에 지는 탄소 이 결합에 기인하는 것으

로 설명된다. 1200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생성된 탄소 이 결합의 증가량

보다 방사선 조사로 인해 분해되어 형성한 카르보닐기의 비율이 더욱 증가

하여 활성화에 지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열분해 활성화에 지의 변화는 용융온도, 

산화유발시간, 5% 분해온도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고선량 역에서 

용융온도, 산화유발시간, 5% 분해온도의 변화는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변

화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활성화에 지의 측정을 통하여 고선량 역에서의 

산화반응은 계속 으로 발생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블 연재료의 열화 평가에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시 

연신율의 측정이지만, 이것은 연신율의 측정에 필요한 시료의 양이 충분히 

많아야 하며, 이블을 손시켜야 한다는 단 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열

량분석, 시차주사열량분석  FT-IR의 측정은 시료의 미소한 양만으로도 분

석 가능하기 때문에 단시 연신율의 측정과 같은 시료의 훼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시차주사열량분석을 이용한 용

융온도  산화유발시간의 변화, 열 량분석을 이용한 분해온도의 변화 등은 

800 kGy 이하의 선량에서 단시 연신율의 변화와도 잘 일치하고 있어, 800 

kGy 이하의 XLPE의 방사선 열화 평가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열 량분석을 이용한 열분해 활성화에 지의 결과와 FT-IR 측으로 방

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열화는 800 kGy 이상의 고선량 역에서도 계속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에서의 방사선 열화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EPR의 열 량분석 곡선을 Figure 15에 나타내었다. 

조사, 미조사시 모두 량감소의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미조사 EPR

의 경우 500℃ 이상에서의 잔류량은 약 35%정도로 나타났으나, 방사선 조사

한 EPR의 경우는 조사선량에 계없이 약 42% 정도로 나타났다. 분해온도

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으며, 미조사시 5%분해온도는 약 

353.18℃ 정도로 나타난 데 비해 2000 kGy의 고선량 조사에서는 345.2℃ 정

도로 차이를 보 다.

   Figure 16은 열가속 열화에 따른 NBR의 열 량 분해 곡선을 나타낸 것

이다. NBR0의 열 량 변화는 2단계의 분해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300℃에

서 약 20%의 량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acrylate monomer의 분

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34). Figure 16에서 보인 바와 같이 열화 정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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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NBR의 분해개시온도는 5%, 10% 15% 량감소시 에서 모두 증가

하고 있다. 방사선에 의한 열화뿐만 아니라 열에 의한 열화가 산소의 존재 

하에서 진행되는 경우, 고분자 재료의 열화는 산화반응에 의해 더욱 심각하

게 나타나며 고분자의 주쇄가 단되고 그 분해 생성물은 휘발성을 가지게 

되어 량이 가벼워지게 된다35)는 을 감안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열화의 정도에 따른 분해개시온도의 증가 경향이 설명된다. 즉 열가속 열화

가 진행됨에 따라 NBR에 함유된 acrylate monomer의 함량이 감소하게 되

어, 열화를 많이 받은 시료일수록 더욱 높은 분해개시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7.5년, 10년 상당의 열화를 받은 NBR7.5와 NBR10 사이에서의 acrylate 

monomer의 감소는 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열화에 해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열화의 진행에 따라 acylate monomer의 함

량 감소가 발생하 다는 으로 NBR의 열  열화에서 산화반응이 주된 열

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 량 분석을 이용한 열  열화에 따른 NBR의 열화 평가법은 건 한 

상태의 NBR이 지니고 있는 acrylate monomer 성분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연구36)에서 가교폴리에틸 , ethylene-propylene 

rubber의 경우 열화에 따라 분해개시 온도가 감소하 던 것과는 달리, 

acrylate monomer의 감소로 인한 분해개시온도의 증가 정도로 열화의 정도

가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시차주사열량분석

   Figure 17은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시차주사열량 분석 곡선을 나

타낸 것이다. 미조사 XLPE의 용융온도는 약 109℃에서 발열반응으로 나타

나고 있다.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교폴리에틸 의 용융온도는 

감소하고 있으며, 2000 kGy 조사한 경우는 약 102.2℃에서 용융온도를 나타

내고 있다. 이것은 방사선 조사에 따라 XLPE의 열화가 발생하여 결정 역

의 분해에 따른 감소에 기인하여 용융온도의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7),37).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용융온도와 산화유발시간의 변화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용융온도는 800 kGy 이하의 조사 역에서 격히 감소하

며, 그 이후의 선량에서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방사선 조사에 한 

XLPE의 산화유발온도 한 용융온도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XLPE의 방사선 열화에 따른 용융온도의 감소는 산화반응과 한 

련이 있으며, 열화에 따른 산화반응이 결정 역의 분해를 유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산화반응은 방사선 조사  는 조사 후에도 지속 으로 발생하여, 

조사로 인해 생성된 peroxy 라디칼이 주로 주변의 산소와 반응하거나 다른 

분자들의 수소와 결합할 경우 과산화물이 생성되어, 이러한 반응은 연쇄 으

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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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9는 열  열화에 따른 NBR의 시차주사열량 분석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NBR은 -45℃ 부근에서 유리 이온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본 연구에서도 건 한 상태의 NBR의 유리 이온도는 -45.67℃로 나타났

다. 열화의 진행에 따라 유리 이온도가 증가하 으며, 특히 40℃의 사용온

도에서 2.5년, 10년, 20년의 열화에 상당하는 NBR2.5, NBR10, NBR20의 유리

이온도는 크게 증가하 다. NBR20 이후의 열화에 해서 유리 이온도의 차

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열화에 따른 유리 이온도의 증가는 NBR의 분

자 segment 운동이 더 높은 온도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한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분자 segment 운동의 변화는 산화반응과 한 

연 이 있으며, 열화에 따른 산화반응이 결정 역의 분해를 유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와 EPR과 열가속 열화에 따른 NBR의 열 량

분석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XLPE와 EPR의 5% 분해온도는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열가속 열화에 따른 NBR의 분해온도는 5%, 

10%, 15% 시 에서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방사선 조사에 따른 XLPE의 열분해 활성화에 지는 1200 kGy까지 증

가하 으며, 100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격히 감소하여 고선량 역에서

도 산화반응이 지속 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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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crosslinked polyethylene.

Property Test
Method Typical value

Melting temperature ASTM D 1238 110 ℃

Tensile strength ASTM D 638 1.6 kgf/mm
2

Elongation ASTM D 638 650 %

Permittivity (1 ㎒) ASTM D 1531 2.0

Dissipation factor (1 ㎒) ASTM D 1531 0.005

DC volume resistivity ASTM D 257  1×1017 Ω․㎝

Dielectric strength

(short time)
ASTM D 149  40 kV/mm

Table 3.  Equivalent lifetime of NBR at T1  : 130℃, T2 : 40℃.

Sample 가속열화시간
(시간, 분) 등가수명

NBR0 0 기

NBR2.5 17, 45 2.5년

NBR5 35, 30 5년

NBR7.5 53, 15 7.5년

NBR10 71, 0 10년

NBR15 106, 30 15년

NBR20 142, 0 20년

NBR30 213, 0 30년

NBR40 284, 0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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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G thermograms of NBR at various heating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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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G curves of γ-ray irradiated XLPE (10℃/min at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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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G and DTG thermograms of 1200 kGy irradiated 

     XLPE at various heating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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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5% decomposition temperature and calculated activation energy 

of γ-ray irradiated XLPE as a function of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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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6. TG thermograms of thermally aged 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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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elting temperature and oxidative induction time of γ-ray 

irradiated XLPE as a function of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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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9. DSC thermograms of thermally aged 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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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  기계  특성에 의한 열화평가

 가. 시편의 제작  실험

  (1) 시편의 제작  가속 열화

   동  기계  물성 측정을 한 시편은 LDPE, EPR, NBR을 사용하 다. 

LDPE는 펠렛형 LDPE를 사용하여 hot press를 이용하여 120℃에서 15분간 

가열, 용융하여 두께 2mm의 시트형태로 제작하 으며, EPR은 (주)진로산업

의 15kV  원  력 이블의 피복재로 사용되는 조성으로 시트형태로 조성

하 다. LDPE와 EPR의 방사선 열화에 따른 동  기계  특성의 측정을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 조사시설의 Co
60 γ-ray 선원을 사용하여 실

온, 기 에서 5 kGy/hr의 선량율로 각각 400, 800, 1200, 1600, 2000 kGy

의 선량으로 조사하 다.  NBR은 열 량 분석을 통한 Flynn-Wall-Ozawa 

법으로 열분해 활성화 에 지를 구하여 130℃에서 열가속 열화시켰다.

  (2) 동  기계  특성의 측정

   동  기계  특성의 측정은 Dynamic mechanical analyzer (TA 

instrument, Model 2980)를 이용하여 열화에 따른 LDPE, EPR, NBR의 장

탄성율, 손실탄성율, tanδ를 온도 -100℃부터 50℃사이의 범 에서 3℃/min

의 속도로 승온시키면서 주 수 1 ㎐에서 측정하 다.

 나. 실험결과  고찰

   Figures 20～27에는 방사선 열화에 따른 LDPE와 EPR  열  열화에 

따른 NBR에 있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장탄성율 E', 손실탄성율 E"   

tanδ 등의 동  기계  성질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동  기계  특성

의 분석을 측정함으로써 열화에 따른 고분자 재료들의 탄성 특성을 구할 

수 있으며, 탄성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다음과 같은 매개변수가 정의된다. 

즉 E'=E
o cosδ, E"= Eo sinδ, tanδ=E"/E'으로 여기서 tanδ는 성과 탄성의 

비를 나타내며, tanδ 값이 작을수록 고분자 유체의 탄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고무를 포함한 고분자 재료는 온도  주 수에 따라 탄성율

이 변화하는 데 표 인 선형, 비정형 고분자의 온도에 한 탄성율의 변화

를 찰하면 낮은 온도에서는 유리상태의 단단한 고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고온에서는 고무상태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두 종류의 상태가 공존하는 

온도 역, 즉 유리상태에서 고무상태로 이하는 온도를 유리 이온도라고 

부르며 고무의 온특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즉 유리 이온도

가 낮을수록 고무 자체의 내한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리 이온도는 고분자 재료의 화학 , 물리  구조에 향을 받

는다. 장탄성율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유리 이온도 후에

서 격히 감소하여 재료의 기계  특성이 크게 변화된다. 이때 손실탄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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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도 수반되며, 손실탄성율은 유리 이온도 부근에서 최 값을 나타내

며 tanδ 값도 유리 이온도 부근에서 피크를 나타낸다. tanδ의 피크는 항상 

손실탄성율의 피크보다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유 체의 유 특성

에 있어서 온도, 주 수에 따라 발생하는 유 율의 분산과 유 손실계수의 

에 지 흡수와도 같이 취 되고 있다21). 일반 인 선형, 비정형 고분자 재료

의 손실탄성율-온도 곡선에서 최 에 해당하는 온도는 체 변화로 측정한 

유리 이온도 값과 유사한 값을 가지게 되며, 이 온도에서는 외부 힘의 주기

와 고분자 사슬의 운동에 의한 이완이 거의 동일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9). 즉 손실탄성율-온도 곡선의 최 은 측정시 의존성을 가지

게 되어 인가하는 하 의 주 수에 따라 주 수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내게 

되며, 특정 주 수에서의 나타내는 손실탄성율의 최 이 재료의 유리 이

온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1 ㎐의 주 수로 하 을 인가하여 열가속 열화에 따른 

NBR의 장탄성율, 손실탄성율  tanδ의 변화를 측정하 다. 시차주사열량 

분석에서 열화가 진행될수록 NBR의 유리 이온도는 증가하 으며, 동  기

계  특성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장탄성율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LDPE, EPR, NBR0부터 NBR40까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 -125℃ 부근, -25℃ 부근, -25℃에서 0℃의 범 에서 장탄성율의 분

산(dispersion) 특성을 보 다. NBR의 경우, 열가속 열화시간의 증가에 따라 

장탄성율의 값은 체 으로 증가하 으며, 분산이 발생하는 온도 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장탄성율의 분산이 발생하는 시 에서는 

한 에 지 흡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탄성율-온도 곡선에서 최 으로 

표시되며, 이 온도의 증가는 유리 이온도의 열화에 따른 변화와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게 된다. 건 한 상태의 NBR0의 시차주사열량 분석을 통한 유리

이온도는 -45.67℃로 나타났으며 동  기계  특성에서 에 지 흡수가 발

생한 은 약 -25℃로 상이한 값을 나타내지만, 열화의 증가에 따른 증가 경

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 결론

   방사선 조사에 따른 LDPE와 EPR과 열가속 열화에 따른 NBR의 동  기

계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방사선 조사선량과 열가속 열화의 증가에 따라 EPR과 NBR의 장탄

성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2. 열화의 증가에 따른 손실탄성율 곡선에서의 피크 의 이동은 열화에 

의한 유리 이온도의 변화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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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emperature and dose dependency of mechanical loss modulus 

on γ-ray irradiated LDPE (heating rate : 3C min-1, frequency :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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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emperatureand dose dependency of mechanical tanδ on γ-ray 

irradiated LDPE (heating rate : 3C min-1, frequency :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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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emperature and dose dependency of mechanical storage        

       modulus on γ-ray irradiated EPR (heating rate : 3C min-1, 

          frequency :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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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Temperature and dose dependency of mechanical loss modulus 

on γ-ray irradiated EPR (heating rate : 3C min-1, frequency :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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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Temperature and dose dependency of mechanical tanδ on γ-ray  

      irradiated EPR (heating rate : 3C min-1, frequency :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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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Storage modulus of thermally aged 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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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Loss modulus of thermally aged 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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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외기여도

   - 상처 치료용 드 싱 제조  산업화기술 

   ▸ 일반거즈는 부착/제거시 상처에 바세린이 남아있어 상처표면이 깨끗

하지 않고 상처 분비물을 흡수하지 못 했으며 상처가 쉽게 건조되어 치료효

과가 부족하 으나, 본 연구에서 제조한 하이드로겔은 상처에 한 한 

부착력이 있으면서도 습윤성이 있었고 상처 분비물을 흡수하여 상처 치료 

효과가 우수하 다.

   ▸  1차 임상시험(구로 성심병원)에서 사용한 하이드로겔은 PVA/PVP/키

토산으로 구성되었는데, 삼출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환자에게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삼출액 발생이 은 환자에게서는 하이드로겔이 건조되면서, 하이

드로겔이 수축되는 상 발생하 으나, 2차 임상시험에서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PVA/PVP/키토산에 리세린을 첨가하여 하이드로겔 시료

가 수축되는 단 을 보완하 다. 임상실험결과 기존 페이스트 등을 바르고 

거즈로 그 에 부착시켜 치료하는 방법보다 치료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명되었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이드로겔 드 싱은 통증 완화 효과가 있었

다. 

   ▸  키토산을 포함한 수화겔은 항미생물성을 갖고 있어서 별도로 항균제

를 첨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합성한 수화겔은 상처 치료용

도에 합함을 확인하 다. 

   ▸  PVA/PVA: 6/4 의 비율로 하고, 이것에 숯을 첨가하여, 숯이 갖고 있

는 고유한 특성, 즉 탈취(흡착), 습도조 , 공기정화 기능, 여과기능, 환원기

능을 상처치료용 드 싱에 도입함으로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이드로

겔 드 싱 제조하 다. 이 드 싱은 상처 치료용으로 한 착성과 유연

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성 세균 흡착 기능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

었다.

   ▸  상처 치료용 드 싱으로서의 사용가능성을 검증하기 하여, ISO  

USP (United States Pharmacoepia)에 의하여 인정된 임상  실험의 최종단

계인 Implantation Test (Phase 1) 에 의하여 시료들의 생체재료로서의 안

성을 확인하 다.

   ▸  본 연구목 의 하나는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에 기술 이 하여 국산화

하기 한 목 이기 때문에 효과 으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기 한 몰드를 

제작하 고, 하이드로겔 드 싱의 크기는 100x100mm, 150x200mm, 두께는 

각각 1mm, 2mm, 3mm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  일반 으로 하이드로겔은 물리  성질이 약하고, 건조속도가 비교  

빠르기 때문에 이들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우 탄 막을 함유한 수화겔

을 합성하 다. 우 탄 막을 함유한 수화겔은 겔강도, 겔화율 등의 물리  

특성이 우수하 으며, 우 탄 막을 함유하지 않은 수화겔은 약 24시간 동안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우 탄 막을 함유하는 수화겔은 수분 증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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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상 으로 느려서 건조 72시간 후에도 수분 함유하는 특징이 있었다.  

- 약물 달용 하이드로겔 제조

   ▸ 경구용 인슈린을 제조하기 해 산에서는 인슈린을 보호하면서 

intestine에서는 약물을 방출함으로서 약물의 농도를 치료 역에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약물 달체(하이드로겔) 합성하 다. 합성한 하이드로겔은 

(stomach)와 같이 pH가 1-2 역인 조건에서는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

문에 약물은 안정화되며, 장이나 소장에서와 같이 성 역에서 팽윤이 극

화되어 약물이 효과 으로 방출되었다.  

   ▸ 방사선 기법으로 멸균/가교된 젤라틴을 항암제(DOX)의 달체로 사

용하 다. 방사선 가교된 젤라틴은 약물 달체로서 합한 기계  물성과 일

정한 약물 방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matrix 자체는 가교도와 상 없이 

cell에 해 무독성이었으며, 암 주 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분해 효소의 농

도는 가교된 젤라틴의 분해를 진하여 빠른 약물방출을 유도하고, 이러한 

빠른 약물방출은 암세포의 사멸율을 증가시키는데 효과 이었다.

- 방사선 가교에 의한 고분자 스 치 개발 

   ▸ 상온 항에 한 PTC 항의 세기가 큰 고분자 스 치를 제조하기 

해 입자크기가 23nm에서 300nm 인 카본블랙에 고 도폴리에틸 을 160℃

/15분간 혼합하여 항특성을 검토해 본 결과, 입자크기가 가장 큰 MT 카본

블랙의 상온 항이 1.0Ωcm, PTC 항은 106Ωcm 이상 값을 보여 우수한 

항특성을 나타냈다.

   ▸ 방사선으로 고 도폴리에틸  분말에 극성 단량체(아크릴산)를 그라

트한 후, 이것의 카르복실기에 도성 속이온을 도입하고, 이것을 고 도 

폴리에틸  수지와 함께 카본블랙과 균일하게 혼합한 후, PTC고분자 조성물

을 제조하 다. 폴리에틸 수지/카본블랙 블 드에 한 도 성 속 박막의 

착력, 카본블랙과 수지 메트릭스간의 상용성  착력을 향상시키고, 연

속 사용에서도 재 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과 류에서는 PTC 강도는 큰 

특성을 보 다. 련 기술은 특허 출원하 다. 

   ▸ 고분자 스 치의 메트릭스인 폴리에틸 의 도에 따른 상온 항  

PTC 항의 세기 특성을 고찰하 다. 폴리에틸 은 도가 0.937g/cm3에서 

0.965g/cm3 인 것을 사용하 으며 도가 클수록 상온 항 값은 더 작고, 

PTC 항의 세기는 더욱 증가하 다.

   ▸ 사용 압 15V, 30V, 45V, 60V,  600V에 한 고분자 스 치의 허용

항 범 는 각각 0.15-1.0Ωcm, 1.6Ωcm 이상, 3.0Ωcm 이상, 4.0Ωcm 이상, 20Ω

cm 이상에서 PTC 소재의 과 류 반복에 따른 괴특성이 보이지 않아 안

정 임을 확인하 다.  방사선 가교한 PTC 소재는 과 류 반복 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기 항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방사선 가교되지 않은 소재에 

해서는 과 류 반복 횟수에 따라 기 항이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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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분자 메트릭스로는 PEO, EVA를 사용하여 온용 고분자 스 치를 제

조하 다. 

   ▸ 고온용 고분자 스 치를 제조하기 해, 매트릭스로서 나일론-11, 나일론

-12, 아세탈  PVDF을 사용하 고, 이들 수지에 한 여러 종류의 카본블랙을 

충 하여 각각의 시료에 한 상온 항  PTC 세기를 조사한 결과, 나일론-11

이 가장 우수하 고, 조사선량은 일반 으로 100 kGy에서 PTC가 우수한 경향

을 보 다. 

   ▸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는 210℃에서 솔더링할 때 항 상승이 

크게 증가하 으나 첨가되는 산화방지제를 0.5-1w% 첨가하면, 솔더링 과정  

기 항이 증가하는 단 을 제거할 수 있었다.

   ▸ 열처리 온도에 따른 PTC 고분자 스 치의 기  특성을 알아보기 하

여 열처리 온도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상온 항을 측정하 다. 고분자 수지

의 융  이하인 120℃에서 열처리한 경우의 기 상온 항이 약 25%의 항 

감소율을 보 고, PTC 세기는 103Ωcm 이상 증가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 폴리올 핀계 수지의 감마선 가교

   ▸ LDPE에 TMPTMA, TAIC 가교제를 첨가하거나 EVA(비닐아세테이트 

함량 3.5%, 6.5%, 28%)을 혼합 사용하여 감마선 조사후 가교율을 향상시켜, 열

수축성 튜 재료 조성물 개발하 다.

   ▸ 도폴리에틸 에 EVA를 첨가하면 가교제 만큼은 가교율을 향상시키

지는 않았지만 10-15%의 가교율을 향상시켰고, EVA를 첨가하면 가교제를 첨

가한 것보다 인장강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경향이 컸으며, 방사선 조사후 신장률

의 감소율이 어서 열수축성 튜  배합조성물로서 매우 우수한 특징이 있었다.

   ▸ p-phenylenedimaleimide,m-phenylenedimaleimide,

m-xylylenedimaleimide, p-phenylenedinadimide,1,3-diisopropenylbenzene,

1,4-diisopropenylbenzene를 합성하고, 이것을 폴리에틸 에 첨가하여 가교율 분

석 결과, m-xylylenedimaleimide가 폴리에틸 의 겔화율을 10% - 20%정도 증

가시켰다.

-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복합재료제조기술 

   ▸ 2 종의 에폭시 수지 Bisphenol-A, Bisphenol-F를 감마선 는 자선을 

사용하여 50 kGy 까지 조사하 다. 에폭시수지의 경화율은 같은 조사선량에 

해서 자선의 경우보다 감마선의 경우가 더욱 큰 값을 보 으며 에폭시 수지

의 굴곡강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다. 

   ▸ 에폭시수지의 종류  양이온 개시제로서 triar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 triarylsulfonium hexafluorophosphate 등을 첨가하

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경화반응  물성을 측정하 다. 같은 조사선량에 

해서 분자량  도가 더욱 작은 Bisphenol-F의 경화반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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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phenol-A보다 우수하여 Bisphenol-F의 경화도  최  굴곡강도는  

Bisphenol-A 보다 더 큰 값을 나타냈다. 한 antimonate계 개시제의 반응

성이 phosphate 계보다 우수하 다.

   ▸ 자선 경화후 에폭시수지의 인성(toughness)을 향상시키기 해 액상 

elastomer인 carboxyl-terminated butadiene acrylonitrile(CTBN)등을 

5-20phr 첨가하 다. CTBN 함량 10phr가 개질된 에폭시 수지는 방사선 조

사량이 증가할수록 유리 이 온도  겔화율이 증가하 으며 최  인성값을 

나타냈다.

   ▸ 탄소섬유가 보강된 에폭시 복합재는 탄소섬유 부직포에 개시제가 포

함된 에폭시를 함침시킨 후 진공 백 (vacuum bag)을 이용하여 성형한 후 

자선을 조사하여 제조하 다. 1-ply 탄소섬유/Bisphenol-A  복합재의 굴곡

강도  탄성률은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200 kGy에서 

최  굴곡강도 463KN/mm2, 최  탄성률 23000KN/mm2을 나타냈다.  

   ▸ 자선에 의해 경화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에 충격을 가한 후 흡

수된 충격 에 지  충격강도를 고찰한 결과, 조사량이 150 kGy까지 조사

량이 증가할 수 록 증가하 으며, 150 kGy 조사량에서의 충격 에 지  충

격강도는 조사량이 50 kGy 인 경우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 다.      

- 폐불소수지의 분말화기술 

   ▸ 방사선 조사후 방사선 분쇄정도 측정 임. 불소수지는 단히 낮은 

방사선 조사량으로도 기계  성질이 격하게 하되어 기계  분쇄에 의해

서도 미분쇄 가능하 다. 인쇄잉크 형태로 사용하기 해서는 5-10㎛이하가 

되어야 함으로 방사선 조사량, 조사방법을 연구하여  5-10㎛이하의 미분쇄 

불소수지 제조법을 개발하 다. 

- 이블 연재료의 내방사선성 평가기술

   원자력 발 소용 선․ 이블의 피복재료  연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표 인 고분자유기재료 LDPE, XLPE, EPR,NBR 등을 선정하여 시험편을 

방사선 가속열화시험  열 가속열화시험을 수행하 다. 열화 평가는 방사선 

가속열화 후의 유 율 분석, 열 량분석  동  기계  특성 분석 등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비 괴 열화평가 할 수 있었다. 한 유기

재료의 열화기구에 한 검증 련 법규/시험기 의 분석자료는 검증(EQ)기

법 수립하는데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연구목표는 충분히 

달성하 다고 단되며, 연구결과는 학회에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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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 상처 치료용 드 싱 제조  산업화기술 

    ▸  노인성 질환인 욕창과 정맥응  등의 만성 인 피부 손상 환자의 

증가로 상처치료용 드 싱의 수요가 증하고, 한 생활 수 의 향상으로 

인한 빈번한 교통사고나 외상  화상 환자도 증하는 실정이다. 재 국

내에는 화상이나 상처 치료에는 부분 면 드 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고, 화상 정도가 심한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다양한 종류의 드 싱을 치

료에 사용하고 있으나, 재 국내 수입된 화상용 드 싱의 가격은 7,000 - 

30,000원(10x10cm 기 )으로 고가인데 반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하이드로겔 드 싱은 치료효과는 우수하지만 가격은 외국 제품과 비교하

여 1/3이하의 가격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2003년경 국산화가  완료되면, 

렴한 가격으로 드 싱이 공 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화상치료용으로만 100억의 수입 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

다.

- 약물 달용 하이드로겔 제조

   ▸  서방성 약제를 사용함으로서 약물 치료의 정 화, 부작용의 경감, 

약물투여 회수를 일 수 있어, 약물 남용을 막을 수 있게 됨으로 국민 보

건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약품

의 수입량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 경구 투여용 인슈

린,  항생제의 약물 달체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상한다. 

- 방사선 가교에 의한 고분자 스 치 개발 

   ▸  미국의 Raychem사에서 독  생산하고 있는 고분자 스 치를 국

산화하여, 국내 자산업에 렴하게 공 하게됨으로서 국내 자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배터리, 컴퓨터  주

변기기, 자동차용 소형 모터 등, 각종 자제품의 회로 등의 자제품에 

량 사용 망이다.

- 폴리올 핀계 수지의 감마선 가교

   ▸  국내에서도 자선을 이용한 폴리에틸 , PVC에 한 기술은 이미 

산업 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감마선 이용한 고분자 가교 기술은 조한 

실정이었으나, 본 과제를 통한 연구 성과로 감마선을 이용한 가교기술이 

개발됨으로서 두꺼운 라스틱 제품도 처리 가능할 것이다.

-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복합재료제조기술 

   ▸  라스틱 복합재료는 내약품성, 내식성, 연성이 우수하고, 가벼우

면서도 일반 라스틱 재료에 비하여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항공기 소재, 

자제품의 보드, 스포츠 용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재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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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경화 시스템은 VOC가 다량 발생하고, 경화속도가 느려서 환경 친화 이

지 못하지만, 방사선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에 방사선에 의한 복합재료기술이 개발이 완료되면, 련 산업계에 기술 이

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라스틱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획기  향상이 가

능할 것이다. 

   ▸ 독성의 화학 경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경화를 자선 조사만으로 하기 

때문에 경화제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경화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며, 

휘발성 성분(VOCs) 배출이 열경화 시스템에 비하여 1/10 이하이기 때문에 

공해산업 구조를 환경 친화 인 산업으로 환 가능하다.

- 폐불소수지의 분말화기술 

   ▸ 불소수지는 내열성, 내약품성이 우수하여 특수용도에 다량 사용되나, 

가공성이 나쁘고, 사출이 곤란하여 제품 생산시 삭 등 기계가공법이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가공할 때 많은 폐기물이 발생한다. 재 이러한 폐불소수

지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주쇄를 단함으로서 분자량을 낮춰서 분말상이나 

grease상으로 바꿔 윤활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재 국내는 기술 개발

이 되어 있지 않아 수집상이 수집하여 외국에 보내 처리하거나 매립하기 때

문에 환경 공해를 야기시키고 있으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폐불소수지의 미

분쇄 기술이 개발되어 도료, 잉크, 윤활유  이형제로 사용될 망이다. 

- 이블 연재료의 내방사선성 평가기술

   원  유기재료의 열화  평가기술은 원 의 안  리  수명평가의 

요소기술로서 활용될 것이며, 원 용 유기재료인  선・ 이블, 실(seal),  

cable tie, hose, motor oil 등의 재료개발을 진시킬 것으로 기 된다.

   유 율 특성 변화에 따른 방사선 열화평가는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극

성기 생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유 율과 유 정 (tanδ) 등이 증가하여, 원

 이블 재료의 방사선 열화검증에 유용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열

량 분석에 의한 열화평가는 소량의 시료만으로도 열화검증이 가능하기 때문

에, 원  유기재료의 비 괴  열화평가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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