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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방사선이용 고기능성재료 제조기술 개발 

ll. 연구개발의 목척 빛 펼요성 

방사선은 고체나 저온에서도 용이하게 고분자 화학반웅을 일으킬 수 있는 륙갱올 갖고 있어서 화학적 

인 방법으로 가공할 수 없는 기능성 재료나 신조소재를 개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방사선가 

교나 그라프트기술은 압력을 가하지 않고， 또한 저온에서도 고분자를 가교시킬 수 있어서 화학적 방법보 

다 다양한 고분자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방사선 그라프트나 가교기술올 이용하연 최종제품에 

는 촉매잔사가 존재하지 않고， 방사선 조사량만 조절함으로서 재현성 있는 제품생산이 가놓하기 때문에 

제풍손실을 낮출 수 있다 

본 과제는 방사션을 이용한 가교기슐， 경화기술， 생체재료기술， 그라프트기술， 나노입자제조기술 퉁올 개 

발하는 연구룰 수행하였다 

ill. 연구깨발의 내용 빛 범위 
-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내마모성 향상을 위해 폴리에틸렌을 실리콘 오일 내에서 융정온 

도인 135'C에서 가열하는 중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고분자의 가교결합을 극대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 후 고분자내에 잔존하는 트랩된 라디칼의 놓도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내마모성 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였다 

PVA 섬유의 고온 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처리(가열) 방법， 방사선 조사 방법， 열처리 

하연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율 이용하여 제조된 PVA 섬유가 고옹의 울에서 내수성올 갖는 

지 가교율과 인장강도로 알아보았다. 

PTFE (Polytetr.따luoroethylene)를 가교시키기 위하여 융정온도 이상인 잃O'C에서 가열하연 

서 갑마션을 100, 200kGy 까지 조사하였다. 히탱챔버 안의 온도를 일정하케 하기위해서 히탱 

챔버 내의 세 위치에서 옹도를 갑지하여 PID로 온도제어를 하였다. 방사선 조사 후 PTFE 펼 

륨을 꺼낸 후 PTFE 훨름의 화학척， 열적， 물리적 특성을 검토하기위해 FT-IR, DSC, DMA풍 

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폴리프로필렌계 열가소성 수지는 일반적으로 선형구조로 되어 있어서 열올 가하여 가공할 때 용융 

정에서 갑자기 m리t strer핑m가 낮아 발포， 진공성형， 중공성형 공정에서 가공성이 떨어진다， 폴리프 

로필헨올 적절한 조건에서 방사선 조사하면 폴리프로필렌 수지에 곁가지 (branch)가 도입되어 m잉t 

streng삼1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방사선 조사조건， 폴리프로필렌의 종류， 산화방지제， 가교제 퉁의 종류에 

따른 melt strer밍th를 레오미터， DMA 퉁올 이용하여 측정하고， DSC, x-ray 퉁을 이용하여 고분자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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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구초률 연구하여 발포， 진공성형， 중공성형 공정 중에 가공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고분자를 개발 

하고자한다 

가장 널리 이용되는 고분자인 폴리올레핀계 고분자 중 생체 재료로 응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UlαIWPE)과 최근 들어 구조용 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이중 분자량 분포도의 폴 

리에틸렌 그리고 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올 이용하여 진자빔 조사에 의한 미세구조 변화륜 열 

적， 기 계적 실험 방법과 실시간 X 선 산란법올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폴리카르보실란 섬유를 전자선 경화하기 위해 SiC 섬유 경화장치를 설계 하고 제작하였으 

며 불활성 분위기에서 전자선 경화반웅을 수행하였고， 전자선 조사반용시 발생열올 최소화하는 

냉각제 순환장치 및 경화 후 섬유구조를 본석할 수 있는 전자선 경화 On - Jine 분석 시스댐으 

로 구성되는 장치를 이용하여 풀리카르보실란의 전자선 경화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에폭시 수지는 인장강도와 탄성률이 높고， 치수 안정성이 좋으며， 내침식성이 우수한 특정 

율 갖고 있어서 고분자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롤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 항공용으로 활 

용되는 에폭시 수지는 내연성이 요구되고 었으며， 일반척으로는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할로겐 화합물올 첨가하여 사용하지만 정차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분산형 및 반용형 비할로겐 난연제 (halogen- free f1ame retardant)률 에폭시에 첨가하고 방사 

선 조사하여 경화시키고 이들의 물성올 측정하여 전자， 항공 산업에 적합한 난연성을 가진 방 

사션 경화형 에폭시 수지를 개발하고자 한다. 

생체재료 제조기술 개발 

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 고분자를 가교하고 그들의 다양한 륙성을 연구하였다 CMC와 

CM -chitosan퉁은 방사선을 조사하면 가교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고홉수성 재료와 유 

착방지용 첼 둥을 제조하였다. 또한 gela마1을 방사선 가교와 통결 건조기법으로 피부세포가 자 

랄 수 있는 세포 지지체를 제조하여 인공피부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수행되 

어졌다. 또한 온도 감옹성 고분자률 이용하여 cell sheet률 생산할 수 있는 세포 배양 용기를 

개발하는 연구률 수행하였다. 온도 감용성 고분자로는 N- isopropylacrylamide (NIP AAm)와 

N-vinylcaprolactam (NVCL)융 이용하였다. 생체 적합성 또는 생분해성 고분자률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를 흉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체 적합성 고분자인 polycaprolactone으 

로 다공성의 세포 지지체률 제조하고 방사선 조사에 의해 그들의 분해성을 연구하였다. 둘째， 

polycaprolactone융 이용하여 나노성유를 제조하고 제조된 나노섬유의 형태학적인 분석을 통하 

여 생체재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융 연구하였다. 셋째. gelatin과 tricalcium phosphate롤 혼합하 

여 방사선 가교시켜 인공뼈의 제조에 사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분해성 고분 

자인 PLLA에 gelatin을 코탱하고 방사선으로 고분자 표연에 가교시켜 세포활성율 중가시키는 

연구흩 수행하였다， 

R 
J 



방사선 그라프트 이용 기술 개발 

범용 수지 중 폴리올레핀계 고분자 중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하여 방사선 및 전자빔 조사에 

의한 그라프트 반용에 의해 관능기를 도입하고， 화학적 반웅에 의한 귀금속 및 중금속 홉착기 

를 도입하여 우라늄이나 바나융과 같은 귀금속을 이용하여 홉착능 평가하였다‘ 

연료전지용 불소계 고분자 전해질 악올 개발하기 위하여 방사선을 조사하여 스티렌 둥의 

단량체를 그라프트한 후 술폰화하여 연료전지용 불소계 고분자 전해질막올 제조하여 그 특성 

을 명가하였다 또한 상전이법， Bellcore법， 전기방사 법 퉁에 의한 이차 전지용 다공성 막을 

제조하고， 이를 방사선 조사 혹은 방사선 그라프트를 통하여 막의 성능올 향상시키는 것에 관 

한 연구를 하였다. 

. PVDF, PFA, FEP 둥의 불소계 고분자를 이 용하여 방사선 조사 및 방사선 그라프트에 따른 

구조 변화，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열척 특성 변화， 기계적 특성 변화 및 전기화학적 특성 변화 

를 FTIR-ATR, Therrnogravimetric analyzer,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Universal 

tensile machine, electro이lemical impedance analyzer 풍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 방사선이용 나노입자 제조기술개발 

. Trimethoxy silyl propylmethacrylate (TMSPM)와 같은 실란 커릎링제로 50nm크기의 감 

마 알루미나를 표면 처리 한 후， 스타이렌 모너머훌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폴리스티 

렌이 그라프트된 알루미나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제조된 물질의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표연처리 기술을 통해 제조한 폴리스티렌 그라 

프트 감마 알루미나률 이관농성 (1.4 부탄 다융디메타크렬레이트/삼관능성 (트리메틸프로판트 

리아크링레이트) 단량체를 예폴리프로필렌에 첨가한 후 방사선 조사 하여 복합재료를 제조 하 

여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연구하였다. 

• 방사선을 이용하여 액상에서 poly (vinyl pyrrolidone), PVP로 안정화된 Pd-M (M = Ag 

및 Ni) 과 Pt- M (Ni 및 Ru) 합금 콜로이드의 제조 방법을 개발하고， 제조된 물질의 특성 명가 

를 수행하였다 MWCNTs (Multi-Wall Carbon Nanotubes, 다중벽 탄소나노튜므) 표면에 티올 

작용기를 도입시켜 Au 나노입자를 고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올 개발하며， 이때 Au 나노업자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 방사선 분해 기술 개발 

• 폐폴리프로펼렌 수지 (PP)에 무수말레인산/아크렬산과 같은 다양한 단량체를 종류별로 첨 

가하여 비닐 튜브 내에서 혼합한 다음 넣고 미리 가열된 가열혼합기 (브라벤더)에 투입한 후 

혼합한다‘ 이후 혼합된 조성물을 y-선올 상온에서 25-100 kGy까지 조사하여 무수말레인산 또 
는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폴리프로필렌 상용화제를 제조 기술 개발하였고 적정 및 적외선 

, 
。



분광기플 풍해 특성 평가를 수행 하였다， 

· 상기 망사선 그라프트기술 통해 제조된 폴리프로펼계 상용화제를 나일론 6에 다양한 비율로 

첨가하여 조성으로 첨 가한 후 가열혼합기 (브라벤더)에 혼합하여 폴리프로필렌/나일론 블렌드 

를 제조 하였고 전자주사현미 경 (SEM), 만능시 험기， 충격시험기 둥올 통해서 상용화 ;<11 첨 가효 

과를 분석 하였디 . 

N . 연구깨발컬과 
-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 방사선 초사 후에 초고분자량폴리에털렌의 내마모성 및 가교율올 향상시키기 위해 고분자의 용융상태 

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상온에서 방사선을 조사한 시면보다 고분자의 융점에서 조사한 경우의 가교 

율이 더욱 향상되어 99%이상의 가교율융 보였으며 내마모성도 현저히 중가한 결과률 나타내었다， 고분 

자내에 트랩된 라디칼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차 산소와의 결합을 통해 산화되어 고분자 표연 

에서의 내마모도률 저하시켜 결국 비구컵의 수명율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랩라디 

칼은 완전히 제거시켜 주어야 한다 이에 용융상태에서의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전자선 가 

교법율 이용하여 트랩라디칼의 완전 소멸뿐 아니라 가교반웅을 극대화 시켜 내마모성이 획기 

적으로 중대될 수 있었다. (3-5년내 상용화기술) 

방사선 가교와 열처리에 의해 내열특성을 가진 polyvinyl alcohol (PV A) 수화젤을 제조하였 

다. 제조된 수화겔의 젤화융.명용도와 캘강도 갈은 기계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DSC와 XRD률 

이용하여 구조적 변화롤 알아보았다. 수화겔의 젤화융과 겔강도는 방사션 조사 후에 열처리 과 

정율 했을 경우에 방사선 조사만 했을 때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한 수화겔 

과 방사선 조사 후에 열처리 과정을 한 수화젤이 고옹에서의 내열륙성이 우수하였다 

.PTFE 용융옹도인 340'C에서 질소 중에서 방사선을 lOOkGy 이상 조사하연 PTFE는 가교되 

었고， 방사선 조사에 의해 결정화 온도가 점차 감소하며 방사선 조사량이 클수록 결정화 옹도 

는 더욱 강소하여 불투명한 색상이 투명하게 변화하는 특성올 나타내었다， 기계척 물성 또한 

항복 강도 (yield sσength)와 탄성률과 같옹 기계적 물성이 중가하였고 내방사선성이 향상되는 

철과톨 나타내었다. (3-5년내 상용화기술) 

· 흘리프로펼렌의 용융강도는 방사선 조사량이 4잉y이하에서 이관능성 가교단량체흩 첨가하여 효과적 

으로 충진 시킬 수 있었다， 열처리에 의해 잔여 라디칼을 제거하지 않으연 가교보다는 분해반용이 우선 

적으로 일어나 결국은 용융흐릅성이 중가하여 용융강도는 저하되는 절과를 보였다. BDDA가 개질된 

PP는 5% 이하의 젤화율을 갖는 구조로 되어 열에 대한 가공성이 우수하며 용융강도가 2.5 배 

이상 향상되는 결과툴 보였다. 방사선 조사 후 열처리 한 폴리프로펼렌은 DSC 분석결과 열처 
리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결갱화도가 중가하고 열에 대한 기계적강도가 더욱 중가하고 있 

용을 확인하였다 (3-5년내 상용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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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 시료에 대한 전자빔 조사는 고분자 사슬의 절단 <Chain sci ssi on )과 가교 구조 

(crosslinking )를 유발한다 사슬간의 가교현상은 고분자의 강도， 항복웅력과 같은 기계적 물성 

올 중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슬 절단은 사슬간의 가교 사이트로 작용하거나 사슬 끝정 

(chain end)의 수를 중가시켜 사슬의 움직임을 중가시켜서 재결정 현상이 가능하도록 한디 이 

때 각 반용의 우선순위나 정도는 전자빔 조사량 및 사슬의 형 태나 분자량， 분자량 분포도 퉁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올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의 반웅이 미치는 효과는 폴리에틸렌과 폴 

리프로필렌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났는데 폴리에틸렌의 경우 사슬 절단과 가교가 동시에 일어 

나는 반면 폴리프로필렌은 가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폴리프로필렌의 

메틸렌 치환기에 의한 주 사슬의 입체장애에 기인하는 것이다 

-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R 분석결과 전자선 조사 전 폴리카르보실란 (PCS)의 주 관능기인 Si-H 세기는 전자선 조 

사 후 점점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PCS에 전자선이 조사되는 동안 Si - H 그룹이 

경화반옹에 관련되어 그 결합 세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며， 용융 방사된 PCS 섬유는 130 

O"'C 이상에서 열분해하는 동안에도 섬유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전자선 경화는 성공 

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SiC 섬유를 x 선 회절 분석결과 전형적인 β-SiC의 회절 

상을 관찰 할 수 있어 완벽하기 SiC 로 전환됩을 확인하였다 GC/MS 분석결과 PCS 로부터의 

수소발생은 조사선량에 따라 선형적으로 중가하는 것으로 보아 전자선 조사량이 클수록 Si-H 

결합절단이 활발해지면서 다량의 수소가 배출되고 경화반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였다 (후속연구진행) 

- 생체재료 제조기술 개발 

• 카라기난이나 알지네이트와 같옹 천연고분자는 방사선을 조사하연 분해되는 성질올 가지고 

있다 CMC 는 농도 10% 이상에서 가교가 일어났으며， 10% 미만의 농도에서는 가교가 일어나 

지 않았다 또한 lOOkGy 정도 선량에서는 가교와 분해가 동시에 얼어녔지만， 분해정도가 더 

우세하여 가교융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의 CMC gelation 의 최적 농도는 

20-30% 와 최적 Dose는 30kGy임을 알 수 있었다 

· 방사선 가교에 의해 제조된 CMC!PEG 하이드로젤과 CM- chitosan 하이드로겔은 수술 후 

유착을 방지하는 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물실험결과 우수한 유착 방지 효과를 보였으며 

분해되어 체내에 남아 있지 않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단량체의 혼합에서 NVCL의 양이 중가할수록 그라프트융은 중가하지만 세포의 탈착 측면에서는 좋 

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PNVCL-co-PNIPAAm 고훈자가 그라프트된 배양접시는 HF sheet의 제조에 

유용할 것이다. 이것은 생인공 피부나 기타 다른 조직의 재생에 웅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조된 지지체에 fibroblast를 접종/배양하여 SEM사진과 염색을 통해 세포가 잘 성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사선 가교를 통해 제조된 스카폴드는 세포의 활성도가 좋고 인공피부 

。
。



풍의 연조직올 제조하는데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 방사선 조사에 따른 스카폴드의 생분해성은 띠tro에서 보다는 띠vo에서 더 빠른 생분해성을 보였다 

측정의 결과는 스카폴드의 질량연화와 GPC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GPC를 통한 분차량의 분석에 

서도 V1VO에서의 생분해성이 현저하게 중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노에서 마이크로 구조로 된 PCL 섬유는 PCL용액의 전기방사에 의해 제조하였다. 전기 
전압을 중가시키연서 가하면 섬유의 직격은 약간 중가하였고 균일한 섬유 구조에 방율이 맺 

히는 생유의 형태가 바뀐다. 형태는 유속에 의해 약간의 영향올 받는다 섬유 구조의 좁은 

분포는 낮은 유속에서 볼 수 있다 반면 섬유의 직격이 넓은 분포는 높은 유속일 때 볼 수 

있었다 농도가 중가하연 방울이 맺힌 섬유들의 섬유 구조 형태가 변화하면서 섬유 직경도 

중가하였다. 비용매를사용하연， 용액의 점도와 전기 방사한 섬유의 두께률 조절할 수 있다. 

그틀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전기 방사한 PCL 나노섬유는 앓은 막을 사용하는 기술에 용용 
할수 있다 . 

. Gelatin과 TCP률 사용한 세포 지지체는 인공뼈의 제조에 웅용이 가능한 소재이며 gelatin 
올 쿄탱한 PLLA 지지체 역시 세포의 부착 특성이 우수하고， 독성이 없으며， 제조의 파정이 
일반적인 방법에 비하여 간단하므로 방사선융 이용하여 제조한 우수한 조직공학용 소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 

- 방사선 그라프트 이용 기술 개발 

• 중금속 홉착시험을 하기 위해 GMA를 폴리프로펼렌 부직포에 방사선 그라프트시키고 아민 

화반용시켰다 모든 아민화 반용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반용개시 30분 이내에 최대의 아민 

함량율 나타내었는데 동일한 반용 조건에서의 반용성온 EDA>DETA>HMDA>DMA>DEA의 

순서훌 따랐다‘ 여러 형태의 용매가 IDA의 아민화 반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활하였는데， 순수 

한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경우 아민화 반용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으나 물과 다양한 형태의 용 

매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높옹 아민 함량을 나타내었다 륙히 불과 DMSO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혼합물내의 DMSO 농도가 높을수록 더욱 높은 아민 함량 

율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TA로 치환된 홉착제가 납 이온에 대해 가장 높은 홉착놓 

력융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80%에서 120%의 그라프트율올 가진 홉착제가 금속이온 

의 홉착에서 높용 홉착능력올 가졌다. 다양한 중금속 이온에 대해 DETA로 치환된 홉착제의 

홉확반용의 경우， 각 이온에 대한 홉확효율은 아래의 순서를 따른다. 

Pb2+>CU2+> Hg2‘>c<l ‘>Co2+>Cs+ 

불소계 고분자 (PVDF, PFA, FEP 퉁)막에 스티 렌을 방사선 그라프트 한 후 슐폰화 반용을 
통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및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용 수소이옹 전도성 막을 제조하였다. 

용매의 선태， 스티 렌의 농도， 방사선 조사 조건 둥에 따라 다양한 그라프트율을 갖는 막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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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수 있었다 (기초기술) 

폴리스티렌 그라프트융이 10ü%인 막의 경우 술폰화 반옹 9시간 이상에서 최대 이온교환은 

3.0 m여/g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미국 DuPont사의 Nafion 막 (O.8meq/g)보다 매우 우수하였다 

또한 제조된 막을 이용하여 10ü% RH에서 수소이온 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그라프트율이 증가 

할수록 술폰산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며， 따라서 수소 이온 전도도 또한 중가하였다 비슷한 그 

라프트융인 막의 경우 두께가 두꺼올수록 수소 이온의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온 

전도도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거의 모든 경우에서 미국 DuPont Nafion 막보다 우수한 이온 전 

도도 (최대 2배 이상)를 나타내었다. Nafion 악의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적용에서 문제정인 메 

탄올 투파현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된 막은 Nafion 막보다 메탄올 투과가 최대 약 

40% 이상 감소하였다. 방사선 그라프트 후 술폰화 반응시켜 제조된 막 양변에 pt (PtRu)가 합 

유된 Pt (PtRu)/C 전극올 접합시켜 MEA (membrane and electrode assembly) 제조하였다 제 

조된 MEA를 이용하여 연료전지 성능올 명가한 결과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용 단위셀 성능 

평가 결과 상용화되어 있는 Nafion 막보다 전력밀도， 정전압 출력 풍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전압을 0-1 V 범위에서 I-V 측정 결과 PFA를 이용하여 제조된 박의 경우 그라프트 

융 10ü%, 술폰화 반웅시간 9시간 이상의 경우 Nafion 막보다 더욱 전력밀도가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Constant Current (정전류) mode를 이용한 전압변화 실험결과 0.2A 정전류에 따른 전 

압변화는 시간에 따라 변화 없이 일정한 전압이 출력 되었으며 Nafion 막과 비교하여 고전압 

이 출력되었다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용 단위셀 성능평가 결과 FEP률 이용하여 제조된 연료전 

지 막의 경우 Nafion 막과 대퉁한 최대 전력밀도를 나타내었다 (목표치 10 mW/cm2 이상). 

결론적으로 방사선 그라프트 및 술폰화 반옹기술을 통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및 직접 메 

탄올 연료전지용 수소이온 전도성 막을 제조하였으며， 연료전지로의 용용 가능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타 기업체와 실제 연료전지 스태 적용 형가 중이다 (후속연구진행) 

리륨 이용 전지의 경우 액상의 전해질올 사용하고 있어 누액， 발화 퉁의 위험성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성 고분자 전해질올 사용하여야하나 이옹전도도가 낮아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재 액상의 전해질과 진성 고분자 전해질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겔 고분자 

전해질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트릭스 수지， 첨가제， 액상 

전해액， 리흉염 퉁올 포함하는 전구체 용액올 제조하고 이를 방사선 조사하여 가교화된 겔 고 

분자 전해질을 제조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젤 고분자 전해질의 제조는 열 혹은 uv에 의 

한 제조에서와는 달리 개시제 퉁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저에너지 소비 공정이다. 

또한 감마선의 경우 매우 두꺼운 재료도 투과할 수 있어 전지 조립 후에도 적용 가능한 공정 

으로 생산성 연에서도 척용 가능할 것이다 (후속연구진행) 

PVDF / PVDF-HFP 고분자를 이용하여 상전이 (phase inversion) 공정， Bellcore 공정， 전 

기방사 (electrospinning) 공정에 의하여 다공성 고분자 막을 제조한 후， 방사선 조사하여 일부 

가교화된 다공성 고분자 막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다공성 고분자 막은 높은 기공도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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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를 가지고 있으며， 방사선 조사 후에도 악의 결정화도 증가에 의한 전해액 함유율의 약 
간의 감소는 일어났으나， 200 kGy 조사 후에도 120% 이상의 전해액 함유융을 나타내내었다 

(기존 폴리올레핀계 분리막 기공도 -40%; 전해액 함유율 -100%) 기존 폴리올레핀계 다공성 

막의 경우 기공도가 높아질수록 전해액의 함유율이 높아질수록 기계적 강도가 취약해지는 단 

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PVDF 7-l] 다공성 막의 기계적 강도 

(Mod비us)가 최대 20%이상 증가하였다 제조된 다공성 고분자 악의 이온전도도는 기존 폴리 

융레핀계 전지 격막파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진행) 

본 연구에서 전지격악의 결정화도를 낮추기 위하여 PVDF 등의 불소계 고분자의 다공성 막 

에 스티헨 풍을 방사선 그라프트하여 전지 격막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PVDF-g-PS는 조사량 

이 중가할수록 그라프트융이 중가하였다. 또한 그라프트율이 중가할수록 막의 결정화도는 감소 

하였으며， 이에 따른 막의 팽윤도가 중가할 수 있어 전해액 함유율은 중가하였다. PVDF-g-PS 

의 이온전도도는 측정 결파 그라프트융이 중가할수록 중가하는 경향올 보여주었다. (후속연구진행) 

방사선 조사에 의한 겔 고분자 전해질의 제조는 열 혹은 uv에 의한 제조에서와는 달리 개 

시제 풍의 첨가제률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저에너지 소비 공정이다. 또한 감마선의 경우 매우 

두꺼운 재료도 투과할 수 있어 전지 조립 후에도 척용 가능한 공정으로 생산성 면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방사선을 조사하여 가교화된 폴리아크릴로니트렬계 겔 고분자 전해질올 제조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압촉강도를 측정하였다. 압축강도는 방사션 조사를 하지 않은 겔 고분자 전해질에 비 

하여 크게 중가하였으며， 5<nOO kGy에서 최대치률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기존의 젤 고분자 전해질과 비교하여 보다 오랫통안 액상의 전해액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움 

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고분자 막의 이온전도도를 측청해 본 결과 2.0-3.0 mS/cm의 우수한 전 

도도훌 보여주었으며 이는 기존의 리륨 이온 고분자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지 격악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온도에 따른 이옹전도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활성화 에너지롤 측청해 본 결과 

기존 고분자 블레드로 제조된 첼고분자 전해질과 비슷한 수준인 12" 15 kJ/mol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성 고분자 전해질 (-80kJ/moJ)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이다. 방사선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매트릭스 고분자로 사용된 P잉J의 가교화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겔 고분자 전해질 내의 리 

륨 이옹이 이동이 억제되어 이용 전도도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방사선 조사 전과 비교하여 큰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 방사선 조사법율 이용하여 AN, AAc 빛 MAc 단량체를 폴리프로필렌 부칙포에 그라프트 반 

용시켜 공중합체를 합성한 후 아미드욱심화 반용을 통해 우라늄 이옹 및 중금속 홉착을 위한 

홈착제흘 합성하였다. 그라프트율은 조사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중가하였으며， 금속염과 산율 

첨가함으로써 그라프트융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합성된 공중합체는 random과 

aJtemating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아미드욕심화 반용에 의해 아미드옥심기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



수 있었다. 합성된 홉착제를 이용한 우라늄의 홉착실험결과 acry lic acid와 acrylonitrile의 함량 

이 2대 8의 경우에 가장 높은 우라늄 홉착융을 보였고， 바나융에 대해서는 acrylonitrile만 그라 

프트 시킨 시료에서 아주 높은 홉착능을 나타내었다 (후속연구진행) 

방사선이용 나노입자 제조기술개발 

Pd- M (M = Ag 및 Ni) 과 Pt- M (Ni 및 Ru) 합금 콜로이드를 갑마선 이용하여 액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때 안정화제로 polyvinyl pyrrolidone (PVP)를 첨가하였다 PVP로 

안정된 Pd- M 과 Pt-M 나노입자를 UV-Vis 분광기. Transmission Elecσon Microscopy 

(TEM).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ELS)를 이용하여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FETEM 사진. UV -visible 스펙트럼 그리고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Au 나노입자가 티올 

작용기가 도입된 MWCNTs 표면에 붙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Au 금속입 

자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염을 환원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환원제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Au 나노입자는 환원제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생성물에 의한 어떠한 오염도 없이 

생성되었다-

- 방사선 분해 기술 개발 

· 본 연구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무수말레인산 또는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플리프 

로훨렌 상용화제는 적정 및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그라프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올 

확인하였다 또한， 상기 제조된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프로펼계 상용화제를 다양한 비 

율로 청가하여 조성으로 청가한 후 가열혼합기 (브라벤더)에 혼합하여 폴리프로필런U나일론 

블렌드를 제조 하여 전자주사현미경 (SEM). 만능시험기 (UTM). 충격시험기) 둥을 통해서 상 

용화제 첨가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조된 무수 말레인산 또는 아크렬산이 그라프트된 폴리프로 

필렌 상용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폴리프로필렌/나일론 6 블렌드의 충격강도가 30 %이상 향 
상되었다. (3-5년내 상용화기술) 

v. 연구개발컬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 인콩고관절 비구컵 재료로 널리 이용되는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을 융정이상에서 전자선을 

조사하여 가교융을 극대화 시켜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는 인공관 

철의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내마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관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술 

에 공헌 할 것이며 인공고관철의 국산화툴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PVA섬유의 고옹 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처리방법， 방사선조사방법， 열처리하면서 조사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PVA섬유의 내열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고 

옹 내수성이 좋지 않은 단정이 있어서 타이어의 보강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PVA섬유의 타이 

어 재료로서의 옹용 가농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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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수행된 전자빔 조사에 의한 기계적， 열적거동과 미세구조 변하에 관한 연구는 

고분자 재료로써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물성개질올 위한 방법 

으로 활용될 수 있옴은 물론 전자법 조사에 의한 미세구조 변화가 고분자 재료의 물성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초 정보가 될 수 있올 것이라 생각한다‘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 방사선에 의한 프리세라믹 섬유 경화기술은 초고온내열성 복합재료 또는 경량고강도 복합 

재료용 강화 섬유로 덜리 이용되는 탄화규소 섬유를 제조하는 데 핵심기술이며， 이러한 방사 

선 경화기술은 궁극적으로 항공기， 우주선， 자동차， 핵융합로의 소재， 선박， 전자회로기판， 미 

사일 부품， 장수함， 부식방지 건물 부품， 스포츠용풍 풍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생체재료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 고분자를 가교하는 기술로 홉수제를 생산하여 기저귀나 생리대 

풍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유착 방지용 겔은 연구결과 유착 방지 효과가 매우 우수하므로 

국내 생산 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방사선을 이용한 조직공학용 소재의 개발은 차세대 인공장기나 생체 이식용 조직을 재생 

하는 기술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분석과 전 영상 연구와 식약챙 및 FDA의 숭인을 취 

득하여 임상으로의 용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방사선 그라프트 이용 기술 개발 

방사선 그라프트에 의한 수소이온 전도성 고분자 악의 경우 향후 사용훨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연료전지의 핵심소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 

국 DuPont사의 Nafion막보다 저렴하면서 성놓은 동둥하거나 보다 우수하여 연료전지 제조업 

체와 공동으로 보다 정밀한 평가를 통화여 상품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에서 제조된 다공성 막의 경우 기계적， 물리화학적， 열적 특성이 현재 사용되고 있 

는 리륨 이차전지용 폴리에틸렌계 분리 막보다 우수하여 이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올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 리륨 이온 전지의 문제정인 전해액의 누액 

및 발화 둥의 문제점올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며， 그 성놓 또한 리륨 이온 전지와 통일 

하거나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리륨 이옹 고분자 전지에 적용 가놓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를 이용하여 방사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그라프트 반용에 의해 판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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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도입하고， 화학적 반웅올 통해 홉착기를 도입하는 방법올 이용하여 귀금속 홉착제를 개발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해수중 존재하는 우라늄이나 바나융과 같은 귀금속올 

회수하는데 필요한 홉착제 재료로서의 웅용 가능성을 시시해 준다. 

- 방사선이용 나노입자 제조기술개발 

본 연구에서 표면개질 된 나노 입자를 고분자 복합재료를 재조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으 

로는 표면개질이 안된 나노입자들은 서로 웅집하려는 경향이 있어 잘 분산이 되지 않아 오히 

려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 떨어뜨리는데 상기 폴리스티렌이 그라프트된 감마 알루미나 냐노입 

자들은 고분자에 잘 분산되어 무기물의 충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합금 콜로이드는 연료 전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촉매 분야에 

웅용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올 가지고 있다 예를 들연， Pt-Ru 합금 콜로이드의 경우， 순수한 

Pt 양극 촉매 보다 훨씬 높은 촉매 효율올 나타낼 뿐만 아니라 co에 의한 촉매독 효과도 낮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수성 카본 나노튜브 표연에 금 나노입자를 분산시키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올 확립하였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환원제를 사용했을 경우 야기되는 부생성물에 의한 오염 없이 금 나노 

입자를 만드는 방법올 제공한다. 이 방법으로 제조된 카본 나노튜브에 분산된 금 나노업자는 

촉매， 바이오센서 풍의 웅용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사선 분해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 방사선올 이용하여 제조된 무수말레인산 또는 아크렬산이 그라프트된 플라프 

로훨렌 상용화제는 적정 및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그라프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기 제조된 방사선올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프로필계 상용화제를 다양한 비 

율로 청가하여 조성으로 첨가한 후 가열혼합기 (브라벤더)에 혼합하여 폴리프로펠렌/나일론 블 

렌드를 제조 하여 전자주사현미경 (SEM) , 만능시험기 (UTM) , 충격시험기) 둥을 통해서 상용 

화제 첨가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조된 무수 말레인산 또는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폴리프로필 

렌 상용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폴리프로필렌/나일론 6 블렌드의 충격강도가 30 %이상 향상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관련기술은 특허 출현하였다. 따라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데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큰 기술로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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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MM ARY 

- Development of radiation crosslinking technology 

. The effect of thermal treatment and irradiation on the physico- chernical properties of 

u1tra- high molecu1ar weight polyethylene (UHMWPE) used in orthopedic implants was 

investigated. If a large amount of polymer radicals remain trapped after the irradiation of 

ulσ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Ul표<fWPE) ， the radicals may significantly a1ter 

the physica1 properties of UHMWPE during long shelf storage and implantation for a long 

time period. An 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scopic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remaining free radicals in UHMWPE after irradiation in air or N2 environment. Heat 

treatment was 잉nployed for various periods of time to scavenge the free radica1s. The heat 

treatment of irradiated UHMWPE could substantially reduce the concentration of the free 

radicals; therefore the long-term oxidative degradation of UHMWPE was reduced. The 

surface oxidation on the Uf표<fWPE samples according to irradiation and the thermal 

trea디ng condition was verified by FTIR-ATR. The polymer pin on metal plate type testing 

apparatus was used to test wear pro야rty. UHMWPE irradiated in the molten state had a 

higher crosslinking extent and a lower wear rate than one irradiated in the room 

temperature 

PV A hydrogels were prepared by the irradiation 때d heating. Irradiation and heating 

processes were carried out to irnprove the heat resistance of PV A hydrogels at the high 

temperature. The physic외 properties such as gel content, degree of swelling and gel 

strength for the synthesized hydrogels were exarnined. The structure variation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following techrùque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rnetrγ(DSC) and 

X -ray diffractionO{RD). Gel content and gel 5σength of the hydrogels were higher when 

the two steps of irradiation and heat treatment were used rather than only irradiation, and 

the hydrogels prepared by the irradiation and two steps had the heat resistance at the high 

temperature 

. PTFE has been classified as a typical polymer that undergoes main chain scission by 

irradiation. It is well known that the mechanical prop앙ties decay with a small dose either 

in air or even under vacuum. Therefore, PTFE has very lirnited use as a material in the 

radiation field such as in a nuclear facility or in space environment. In tl니s work, the 

PTFE spe디mens were irradiated in inert gas atmosphere. PTFE 심1m irradiated by 'i-ray at 

340 'C has crosslinked molec버ar structure. The formation of network proceeds by irradiation 

in the moJten state. By network formation, the crystallinity of the PTFE decreased, and the 

moduJus and yield strength were increased compared to PTFE irradiated at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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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nperature. 

Polyrner has been substituted for metal and cerarnic in industrial and medical fields as 

structural materials and biomaterials. ln particular, many studies concentrate on improving 

Lhe physical and chernical properLies of these maLerials. The irradiation is Lhe one of the 

efficient method for improving the physical and chemicaJ properLies. Especially the radiation 

technique using 'i- ray has been the most popular technique to achieve improved rnechanicaJ 

pro야rties. Recent advances in electron bearn technology, however, have made the elecσon 

bearn irradiation technique as a strong competitor to the 'i- radiation process. Although the 

interactions with the polymeric rnateriaJ are basicaJly the sarne for 'i- radiation and high 

energy electron bearn, sorn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echniques are observed in their 

outcome. It is well known that the high density cross-linking is induced by the high 

energy radiation,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rnajor factors to irnprove rnechanicaJ 

properties of irradiated polyrners. The cross-Iinking reaction is affe다ed by theπadiation 

environment and the initiaJ polyrner rnorphology such as degree of crystallinity, αystaJ size 

distribution, rnolecular weight, and so on. It is then highly expected that fine structuraJ 

changes are induced during the irradiation process and they rnust play an important role in 

rnodifying the physicaJ pro야rties. Nevertheless, systernatic studies on the rnicrostructures 

and their changes by the irradiation, and their correlations with the physicaJ properties 

have not been investigated 

In 야ùs work, electron bearn irradiated uJtra high rnolecular weight polyethylene has been 

used for artificiaJ joint, high density polyethylene having birnodal rnolecular weight 

clistribution 없d isotactic polypropylene. The rnicrostructures of iπadiated sarnples were 

characterized by DSC, FT- IR, gel fraction, and srnalI and wide angle X- ray scattering 

And we perforrned tensile and creep test for rnechanicaJ properties . 

. In the present study, the effects of radiation and addition of polyfunctional rnonorner on 

the rnelt strength of polypropylene (PP) were investigated. Polypropylene (PP) has been 

widely used in industrial applications because of its various excellent properties such as a 

high stiffness and g∞d heat and chernicaJ resistance, but its linear structure leads to poor 

processibility in prα:essing involving rnelt sσength， such as extrusion coating, foarn 

extrusion and fi1m blowing. To improve rnelt sσength， The PP fi1ms were prepared by 

blencling with poly functional rnonorner (PFM) such as 1,4- butanediol dirnethacrylate and 

diethylen앵Iycol dirnethacrylate The concentration of the polyfunctionaJ rnonorner was 

below 3 p따ts per hundred resin (phr). The irradiation was conducted frorn 1 kGy to 100 

kGy in nitrogen. Following irradiation, the PP specirnens with p이rfunctional rnonorner were 

therrnaJly treated at 160 oC to elirninate all the remaining free radicaJs. The rne1t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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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rradiated PP was measured by tensile tester for polymer melts (Rheotens, Gδettfert 

GmbH, Germany) at 210 oC. Dynarnic mechanical analysis and tensile property of these 

1πadiated specimens have been investigated as well. 

- Application studies of radiation grafting technology 

. Proton exchange membranes were prepared by ,,- irradiation - induced grafting of styrene 

into PVDF, PFA, and FEP films and subsequent sulfonation. The degree of grafting (DOG) 

was controll어 in the range of 50 to 120 % by the grafting conditions such as absor~영 

dose. The resulting membranes showed a large ion exchange capacity reaching 3.0 m액!g， 

which exceed the perfoπ!ance of commercially available perfluorosulfonic acid films such as 

Nafion (0.8 me<ν'g)‘ The conductivity of PFA-g- PSSA membranes (DOG: 70 %) at room 

temperature is 0.17 S/cm at room temperature. The membranes with degree of grafting of 

100 % showed a considerably lower resistance and higher current density than Nafion 

Therefore we can expect th밍r practical applications as proton exchange membrane 

materials used in solid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s 

. A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based on PVDF-g-PS was successfully prepared by 

radiation-induced graft polymerization of styrene onto PVDF films. The original structure 

of PVDF matrix was changed to less crysta1line structure with the styrene grafting and 

such effect was found to be confined to 외1 membranes at various degrees of grafting as 

revealed by DSC analysis. The PVDF-g-PS-based electrolyte membrane has high liqwd 

electrolyte uptake capacity and high ionic conductivity at room temperature, both of which 

increase with the increase in the degree of gr하디ng. Conductivity of the membrane 려so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degree of gr따ting. Res버ts of the present work suggest 

that radiation induced -gr.삶t polymerization can be used as a1temative method to blending 

to prepar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s for lithium battery applications. 

• 깐le io띠깅ng radiation can induce chemical reaction to m여ify the structure and αuperties of 

polymer unckπ even the solid ∞ndition or in the low 떠n야~ature. Therefore, the radiation proces외ng 

IS 떠ed as the means to dev，잉op the high functional polymer and new ma따ial which is irnpossible 

by chemical prα;ess 까le radiation cros왜파미'lg， cu미19， ck영r.adation 없d gl따마19 can be easily 

I많ulated and is 않sily r야lTOducible by ∞ntrol!ing the radiation dose ηle finaI product contains no 

residuals of substances re예lired to initiate the chernical reactions which can restrict the application or 

can increase the failure rate. This r야lOrt provides the r때iation processing technologies on the 

following subjects: 1) crosslinking of polymer to increase the wear-resistance, heat-resistance 

m야띠es， and nlelt strength of polymer, 2) CI띠ngt잉mologies to synthesize polymer composite, 3) 

syr빼esis of bioma따iaJs by radiation , 4) gr삶미19 ω develop the adsorbents of heaηr nletaJs and fu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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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membrane and 5) synthesis of nano particles 

- Development of radiation curing technology 

Polycarbosilane (PCS) is widely used as precursor of high performance silicon carbide 

fiber (SiC). In the preparation of SiC fiber, the radiation curing of precursor PCS was the 

key technology. The effects of irradiation and environmental condition on the curing of 

polycarbosilane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were investigated‘ The PCS fiber was 

irradiated in Ar gas atmosphere by 1.0 MeV electron beam (EB) from an EB accelerator. 

The dose was 104 kGy with a dose rate of around 1 kGy/ s. The water was used to cocl 

down the PCS fiber from EB heating during iπadiation. The PCS fiber was heat treated to 

elirninate to active species trapped in PCS. The gel fraction of PCS fiber after irradiation 

was evaluated by solvent extraction method. The progress of the curing reaction was 

verified by comparing relative intensity of the peak of the Si-H and the absorbance of 

C-H or Si- Cfu bond in FTIR spectra. The gel fraction of a cured fiber increases with 

dose, and PCS became insoluble at 104 kGy. During the pyrolysis of cured PCS fiber, 

performed under an inert atmosphere. XRD pattems of the SiC fiber obtaim퍼 from cured 

PCS showed only a broad β-SiC pe왜 The iπadiation cured PCS fiber kept its fiberous 

form after pyrolysis at 13000C 

- Development of biomaterials by radiation 

. In this work, two-layer hydrogels which consisted of polyurethane membrane and a 

mixture of PV A!PVP/glycerirν.chitosan were made by garnma- ray irradiation or two steps 

of ’freezing and thawing ‘ and garnma- ray irradiation for wound dressing. The gelation 없d 

gel strength, were higher when two steps of ’freezing and thawing ‘ and irradiation were 

used, comparing with when only irradiation process used. Gel content and gel strength 

increased with incresing the irradiation dose and ’freezing and thaw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hydrogels such as gelation and gel strength was improved, and the 

evaporation s야ed of water in hydrogel was reduced when polyurethane membrane was 

used 

.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crosslink the biocompatible and biodegradable CMC by 

radiation processisng. CMC hydogel induc어 by irradiation can be achieved only at ceπam 

condition, i.e. at high concentration of the polymer in aqu∞us solution and high DS. The 

swelling of CMC hydrogels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concentration of CMC and total 

dose‘ The swelling measurements in SIF and SGF buffer clearly showed pH - dependence 

nature of hydrogels. Biodegradability depended on the degree of crosslinking of the CMC 

hydrogel. Thus, the CMC hydrogels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infant diapers, feminine 

얘
 



hygiene products, and incontinence products 

. Hydrogels based on CMC/PEG were prepared for physic떠 baniers for preventing 

surgicaJ adhesions using radiation. These interpolymeric hydrogels were synthesized by a 

garnma irradiation crosslinking technique. AnimaJs treated with CMC/PEG hydrogel 

(C뼈812) or solution from CMC/PEG hydrogel (Cp8812) had a significantly lower average 

adhesion score than the controls. At day 14, no residuaJ HA/CMC hydrogels were visible 

in the σeated animaJs. Hydrogels prepared by radiation was found significantly to reduce 

postsurgical adhesions in a rat cecal abrasion model 

. PNVCL- co- PI\TIPAAm- grafted TCPS dishes were effectively applied to detach viable HF 

sheets from culture surfaces. The grafted surface architecture had no adverse effect on cell 

attachment or proliferation and it 외lowed access of water from beneath and 야1e periph잉γ 

to cultured cell sheets. Water in PNVCL-co-PNIPAAm-grafted TCPS surfaces could only 

penetrate from the outside edges of the c잉1 sheet. Rapid 2- dimensional intact cell sheet 

recovery with no damage from lower temperature treatment and further manipulation of 

detached cell sheets into tissue constructs should prove interesting to fabricate 

3-dimensional tissue-따æsσuctures by sandwiching viable layers of detached cell sheets of 

various types in vitro 

. Scaftolds were prepared by EB and y-ray without crosslinking agent for application of 

디ssue engineering . 

. Macroporous biodegradable PCL scaffolds were prepared by gas foaming/ saJt leaching 

method. The scaffolds wereπadiated by y- ray, and degradation behaviors were 

investigated in vitro/in vivo for up to 20 weeks. Irradia야영 scaffolds were degraded faster 

than non- irradiated them. Scaffolds were degraded in vitro slower than in vivo . 

. PCL NFSs were prepared by electrospinning procedure. Irradiated 5뎌ffolds degraded 

faster than non-irradiated them. Scaffolds degraded in vitro slower than in vivo. PCL 

NFSs are a candidate bioactive carπer in tissue Engineering-based cartilage repair 

. Gelatin/미caJcium phosphate- based caJvarial bone scaffolds prepared using y- ray 

iπadiation. The increase of modulus obs잉-ved when the con따1ts of gelatin and TCP 

increased. Water uptake and contact angle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concentration of 

gelatin. Slow proliferation rates of cells observed at higher TCP concentrations via SEM 

and H&E staini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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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latin coated PLLA bone scaffolds were prepared using y- ray. The increase of Gelatin 

coating ratio was observed as dipping time and radiation dose at the same coating time 

increase. Compress modulus decreased as radiation doses increased and increased as 

dipping time became longer‘ In case of the gelatin coated PLLA scaffold, prompting the 

proliferation of cells was obseπed via SEM, H&E and Masson ’s trichrome staining 

. The Starch-g- acrylic monomer drug carriers were made by g-ray preirradiation. The 

degree of grafting of these starches increase as the radiation dose and monomer 

concentrations increased. Drug release behavior was investigated in different pH condition. 

The grafted starches showed that drug release is better at higher pH than that at lower 

pH. A series of pH- responsive powder based on starch-g一MAA was developed as 따ug 

carriers for or외 drug deliv앙y. 

- Application studies of radiation grafting technology 

- Fabrication 않chnique of surfaæ-modified nanoparticles by radiation 
. The p이rpropylene nanocomposites were fabricated by ble뼈ng 띠ypropylene， polystyrene-grafted y 

-AIz03 (y-AIz03-g-PS), and a small amount of l ,4-butandiol dimethacrylate (l,4-BDDA) and 

trim양hylopro따1e triacrylate (TMPTA) as a crosslinker followed by an e-b않m irradiation. The 

polysηrene-grafted y-Al용 and p애rpropylene nanα:omposites were cl1양acterized by TGA, FT- IR, 

SEM, and UTM. The nanocomposites fabricaκrl with 5 phr of y-AIz03-g-PS and 3 phr of 

1,4- BDDA showed the highest tensile strengths ηle homogeneous dispersion of y -Al2Û.J-g-PS into 

the polypropylene matrix and the crosslinking by an e-bean1 irradiation in뼈llVed the mechanical 

pro야때es of the nanocomposites, more than 15 % increase in tensile strength 

. In order to prepare a new type adsorbent with an affinity ligand for treatrnent of 

uranium and vanadium, polypropylene fibers modified with amine such as ethylene diamine 

(EDA), in1Ìno diacetic acid (IDA) and phenyll1yctrazine (PHl were prepared by 

radiation-induced grafting of acrylonitri1e (AN) onto polypropylene fibers and subsequent 

amination of poly-AN gr하t chains. Results show that the longer amination time and higher 

temperature gain the higher conversion yield. Conversion yield was in order of 

EDA>IDA>PH. FTIR test indicate that amine group was introduced into PP-g- AN fiber 

through amide li띠mge. 

- Synthesis of nano-partic1es by radiation 

. Pd- M (M = Ag and Nil and Pt-M (M = Ni and Ru) aIloy colloid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y-iπadiation in aqueous solutions in the presen∞ of PVP as stabilizer. P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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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t- M nanoparticles stabilized with PVP were characterized by the UV- Vis 

Spectrometer,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 and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ELS). 

FETEM images, UV - visible spectra and X - ray diffraction analysis were used to confirm 

the existence of Au metallic particles on the surface of thiol functionalized MWCNTs. We 

did not used any reducing agent to reduce gold salt during the preparation process of gold 

metal particles. Therefore, gold nanoparticles were formed without being contaminated by 

the by- products from the normal reducing agents. 

- Development of radiation degradation technology 

. The polypropylene-b잃ed ∞mpatlb피zers， polypropylene-g- maleic anhydride (PP-MAH), 

polypropylene-g-m외잉C 킹1hydri때(styrene (PP-StIMAH), and polypropylene-g-acrylic acid (PP-AA), 

were pr，학med by a high 잉lergy irradiation method. The compatibilizing effect of newly pre뼈red 

graft ∞'polymers on immiscible PP!Nylα16 blends has been studied by means of UTM, SEM, and 

DSC techniques ηe res버잉 indicate that PP-MAH and PP-StIMAH are more effective 

compatibilizers for PP，이ylon6 blends than PP-AA showing more than 30 % increase in impact 

sσength， and the compatibili찌ng effect on PP!Nylon6 blends depends on moleαJ!ar structure of the 

compatibilizers and the composition of the bl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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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절 연구 필요성 

1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 방사선을 고분자 재료에 조사하여 고분자를 가교시킴으로서 내열성올 향상시켜서 차량용 

내열 전선， 고분자 말포홈 (단열재)， 열수축성 튜브， 레디얼 타이어 제조 퉁에 활용되고 있지 

만， 새로운 기능성 고분자재료 개발은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한 실정이다 

。 인공고관절이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세테뷰라 컵의 초고분자량 폴리에틸 

렌의 마모문제이다 플라스틱 중에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내마모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금속의 볼 헤드 (ball head)와 수없이 반복하여 마찰되기 때문에 마모는 피할 수 

없다 금속 볼 헤드와 수많은 마찰에 의해서 엄청난 수의 마모 입자가 조직 반옹을 일으키게 

하고， 결과적으로 bone loss로 인해서 인공관절의 수명이 끝나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아세테 

뷰라 컵의 평균 수명은 활통량이 많은 젊은 환자에 시술한 경우는 7-8년 정도， 상대적으로 

활통량이 적은 노인환자에 시술한 경우는 10-15년 정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공고관절의 수명은 아세테뷰라 컵의 재질인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마모도와 밀 

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고분자량의 내마모생을 향상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 

로 취급되고 있다. 

。 최근 미국에서 방사선 가교기술올 이용하여 마모도 ‘0’ 상태에 이를 정도로 초내마모성 플라스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UHMWPE 이외에 나일론올 방사선 조사하여 가교시키면， 내마모성이나， 내열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러환 내마모성 고분자 재료는 인공관절， 치차， 로울러， sli마19 pad 둥에 광 

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 인공고관절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헨으로부터 제조된 비구컵과 금속 헤드를 조합시켜 제 

조되고 있다. 플라스틱과 금속의 계속적인 마찰로 인하여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 마모가 

일어나 채수술올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하면 고성능 인공관절 제조 

가 가능할 것이다-

。 PVA 섬유는 강인성， 명활성， 칭투성， 저장성이 아주 우수한 특정이 있지만， 고온 내수성 

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어서 타이어의 보강 섬유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내수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세틸화시켜 내수성올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만족스럽지 

뭇하고， 처리 시 독한 화학 약풍을 다량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해문제가 발생한다. 화 

학적인 방법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분올 항사선처리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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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프로필렌계 열가소성 수지는 일반적으로 선형구조로 되어 있어서 열을 가하여 가공할 때 용 

융점에서 갑자기 meJt sσ'ength가 낮아 발포， 진공성형， 중공성형 공정에서 가공성이 멀어진다. 폴 

리프로필헨올 적절한 조건에서 방사선 조사하면 폴리프로펼렌 수지에 곁가지 (branch)를 도입하 

여 melt strength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훨요한 기술이다 

。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하여 폴리프로필렌계 열가소성 수지의 melt strength올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high melt sσ없gth 폴리프로훨헨은 발포， 진공성형， 중공성형 꽁정 중에 가공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플라스틱 시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기폰의 금속 및 세라믹 

소재를 대체하는 재료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중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펼렌올 포함하는 

폴리올레핀계 고분자는 구조 재료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범용 고분자 중의 하나이며 부식 

이 되지 않는 장점 때문에 플라스틱 파이프， 의료용품 둥 다양한 분야에의 이용이 중가되고 

있다. 이러한 고분자의 몰리 화학적 특성은 일차적으로 이들이 갖는 분자구조에 의하여 결정 

이 되며 분자들의 크기(분자량) 또는 고분자 사슬의 모양 그리고 이들이 삼차원적으로 배열 

된 미세구조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따라서 기존 고분자 재료의 질적 향상올 꾀하기 위하여 

이러한 분자량 및 고분자 사슬의 모양 그리고 미세구조의 제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 

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중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분자 재료의 물성 개질은 

분자 사슬 간의 가교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고분자 사슬의 길이와 모양을 바꾸어 고분자 사 

술들의 집합체가 보이는 물성의 변화를 꾀하는 시도이다 실제로 방사선을 시료에 조사함으 

로써 다양한 형태의 물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데 내열성， 난연성， 내마모성， 강도 중가 퉁의 

결과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웅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플라스틱의 

개질은 촉매가 불필요하고 제품의 실질적인 온도중가 없이 화학반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짧 

은 순간에 반옹이 진행되어 공정의 단순화 및 자동화가 용이하며 기폰의 공정으로는 불가능 

한 신소재를 제조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정이 있다 

한편 재료의 미세구조 및 형태학적 관점에서 보연 이러한 고분자의 분자량 및 사슬의 모양 

에 따른 몰리적 특성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이들 사슬들이 공간상에 배열되어 이루고 있는 결 

정의 미세구조 그리고 나아가서 거시적인 형태학적 인자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고분자 재료의 미세구조 빛 형태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일은 재료의 요구 

되는 물성올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고분자의 미세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 

구함으로써 이들 미세구조 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물리적 특성의 변화의 상호 관계를 밝힘으로 

써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분자의 물성 개질 제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방사선 조사 

에 의한 미세구조의 변형에 대한 이해를 몹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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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 방사선에 의한 경화 시스템은 전통적 열경화 시스랩보다 경화속도가 훨씬 빠르고， 경화시키는데 

저옹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가의 주조설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휘발성 성분 (VOCs) 배출이 열 

경화 시스템에 비하여 1/10 이하이다 가공비가 열경화 시스댐보다 저렴하며 선진국에서 개발 완료 
하여 최근 상용화 단계의 중요기술이다. 고분 자 복합재료를 제조하는데， 방사선 경화 기술을 이용하 

면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전자선 경화형 복합재료는 항공기， 우주선， 자동차， 선박， 전자회로기판， 미사일 부품， 잠 

수함， 부식방지 건물 부품， 스포츠 용풍， 예를 들연 골프 클럽의 sh따t， 스키， 테니스 라켓 

제조에 활용이 가능하다 

。 고분자 나노복합재의 대표적인 특성은 strength나 mod띠us 퉁의 기계적 강도의 상숭， 열변형 

온도나 난연성을 부여하는 열적 특성， 그리고 수분이나 가스의 투과능을 억제하는 barrier역할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은 현재 각종 고분자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새로운 고 

분자의 개발 없이 저비용의 나노화에 의해 이을의 약정율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정이다， 

일반 복합재료와는 달리 나노업자를 사용하면， 나노크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범용 p얘mer의 가 

공륙성을 그다지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정이다. 방사선 경화 기술과 나노 기술융 접목하면 제조 

공정 시 공해 발생을 억제시키연서， 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탄화규소 섬유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가벼우면서 높용 강도를 갖는다 탄화규소 섬유를 만드는 

방법은 규소계 고분자인 폴리카르보실란을 전구체로 하여 용융방사， 열산화불융화， 소성 퉁 

의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조공정에서 출발물질인 폴리카르보실란의 열산화 

불융화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잉여 탄소와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그 조성은 비정질 구조 

이다 그리고 1300 'C 이상의 고옹에서는 CO와 SiO 가스 발생에 따르는 열분해 반웅이 일 

어나 강도의 저하가 문제되었다 탄화규소 섬유의 내열성올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방사선을 이용 

하면 섬유의 산소함량을 최소화하여 내열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내열성 세라믹 섬유를 제 

조할 수 있는 중요 기술이다‘ 

。 방사선에 의한 경화 방법은 탄화규소 내에 산소함량이 현격하게 갑소하게 되어 열처리 경화법파 

비교하여 섬유의 내열성이 fro 'C 이상 향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초내열성 섬유는 우주， 

항공재료 및 핵융합로의 소재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지만 앞으로 첨단 

소재 개발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 

。 복합재료의 방사선 경화 기술은 화학적 경화기술에 비해 간연하고， 에너지 절약형이며 

경화속도가 빨라서， 선진국에서는 기슐 개발이 완료되어 항공 산업， 선박， 스포츠 용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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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술로서 자리잡아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기술 개발이 긴요하다 

3 생체재료 제조기술 개발 

。 단량체 또는 고분자를 방사선 중합하여 약제 또는 항체와 같은 생물활성체률 유효하게 고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중합촉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는 고정화물을 얻을 수 있다 고정 

화조건율 적절히 선택하면 고분자 중에 고정화된 약제는 시간에 따라서 고분자로부터 서서히 빠져나 

와 방출 (서방성)된다 서방성 약제를 사용함으로서 약물 치료의 정밀화， 부작용의 경감， 약물투여 횟 

수를줄일수있다 

。 생리대， 기저귀 퉁 생리용풍은 주로 소률 폴리아크헐레이트를 화학 가교한 것율 이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폐기 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연 천연고분자툴 방사선 조 

사하연 분자쇄 간에 가교구조를 갖게 되고 이것은 대량의 수분을 홉수하기 때문에 방사선 멸균과 함 

께 고홉수성 재료률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생분해성 고분자를 방사선 가교하연， 장기유착 방지막， 

생체조직배양용 스카폴드， 생리용풍을 제조할 수 있어서， 일본 퉁 선진국에서 대규모 연구률 추진하 

여 좋온 결과를 얻고 있으며， 현재 상용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재료 제조기 

술율 개발하여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율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하이드로캘율 만드는 방법은 화학 가교제률 사용하는 방법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으 

로 구분된다. 방사선이용법은 유해한 화학가교제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교 후 잔류 가 

교제률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가교와 동시에 멸균을 겸할 수 있는 특정이 있다 또한 가교과 

청에서 열율 가하지 않아도 되고， 냉각상태에서도 가교가 가능한 특정이 있다. 그리고 방사 

선 조사량만 조절하면 조성물을 변화시킬 필요 없이 물리적 륙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 

는 륙정이 있다. 

。 하이드로젤은 화상치료나 습윤 상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피부 재생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용되는 재료로서， 이것은 대개 80%의 수분올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률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고분자재료는 3차원 망상구조훌 갖고 있으며， 

주로 친수성 판농기 및 모세관과 삼투압 현상에 의해 수분을 함유하게 된다 하이드로첼은 

다량의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낮은 단정이 있다. 강도가 낮으연 하이드로젤을 

환부에 부착， 또는 제거시 젤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하이드로겔의 강도훌 향상시키는 기 

술이 매우 중요하다‘ 

。 방사선율 이용한 하이드로젤 제조 기술은 운드 드레싱이외에도 컨택트 렌즈， 생체용 정 

착제， 첼 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퉁 각종 의료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릅 점유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술 개발이 미진한 상황이다. 앞흐로 방사선율 이용한 하이드로 

겔 제조기슐을 개발하여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4 방사선 그라프트 이용 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은 기존의 악， 필름， 섬유 퉁에 여러 가지 관놓기를 부여할 수 있 

는 고분자 재료의 개질 (modification ) 기술이며， 방사선올 활용하연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고기능성재료를 제조할 수 있다.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올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가 전지격막재료 제조분야와 우라늄， 왈라륨 풍의 귀금속 홉착체 제조기술 분야이다. 

。 고분자 연료전지 (Polymer Elecσolyte Membrane Fuel Ce]])는 기본적으로 전해질에 의 

해 분리된 연료극 (Anode)과 공기극 (Cathode)의 두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료극에서 

수소는 프로톤과 전자를 공급하고， 이 전자는 회로를 통해 음극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프로 

톤은 이옹교환막을 통해 확산하여 음극에 도달하며， 최종적으로 산소와 반웅하여 물을 생 

성한다. 고분자 연료전지는 연료전지로서는 비교적 저온인 70-80'C에서 작동이 가능하며， 

높은 전류밀도를 유지할 수 있어 시동능력이 빠르고， 소형화할 수 있어 이동 전원으로 적 

합한 특정이 있다 또 단지 열과 물만이 부산물호 생성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다 화석 

연료를 태올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각종 공해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극복해야할 가장 큰 과제는 현재 기술로는 전기 생산 비용이 화석 연료롤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이다. 고분자 연료전지의 가격이 비싼 이유 중의 하나는 수소 이온 전도 

성 악의 가격이 1 m2당 600- 800 US$로 아주 고가인데 기인하고 있다. 이옹교환막은 상용 

화 (N afion 117)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내열성， 두께 및 이온전도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성 

놓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조공정을 개발하여 가격을 낮추는 연구가 필요하다 

。 고분자 연료전지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의 개발은 최초에 

우주선이나 군사용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 초， 오일 파동 이후 본격적으로 민수 

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고효율의 고분자 연료전지 제조에 필수 요소인 방사선 그라프트 기 

술을 이용한 연료전지용 격악제조기술개발은 연료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비율이 40%이상으로 전력생산올 위해 원자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에 펼요한 핵연료인 우라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채굴 가농한 우라늄을 기준으로 약 00년 정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우라늄 차원으로 해수중의 우라늄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수 중 

에는 3.3 μgIL의 우라늄이 용존하고 있다 해수 우라늄용 약 45억 톤으로 막대한 양의 자원이 된다 
해수 중에는 우라늄이외에 약 00여종의 다른 원소가 우라늄보다 고농도로 용존되어 있어 우라늄만을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분리소재와 고도의 분리기술이 필요하다. 

。 일본， 미국 풍의 선진국은 앞으로의 채굴 가능한 우라늄 고갈과 가격 상숭에 대비하여 해수로부 

터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연구룰 수행하고 있다.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우라늄을 홉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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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관농기 도입에 대한 연구가 장기간 추진된 바 있고， 현재는 바다에서 파이롯트 규모의 홉 

착시스템을 갖추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우라늄이외에 팔라듭， 바나융 퉁 귀금속을 회수하 

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우라늄 홉착제로 이용되는 홉착제는 주로 섬유에 방사선으로 아미독성기 

를 도입하여 선택적으로 우라늄만을 홉착시키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 개발이 시도된 

바 없지만， 앞으로 우라늄의 가격 상숭 또는 고갈에 대비하여 기술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바랍직하 

다 

。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매년 에너지 소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에 부존된 에너지 자원의 확인 매장량은 석유 1 조 bbl, 천연가스 4000 조ft3와， 석탄 l 

조론， 우라늄 정0 만톤으로 현재의 연간 생산량으로 계산해서，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의 경 

우 2α)()년대 중반까지 사용 가놓할 것으로 추정하고 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비율이 

40%률 넙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에 훨요한 핵연료인 우라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우라늄， 바나률 둥의 귀금속을 혜수로부터 경제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고성능 분리 

소재의 연구가 필요하며，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연， 특정 금속을 선택적으로 홉착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톡종 핵충을 분리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5. 방사선 분해 기술 개발 

。 플라스틱， 고무와 같은 합성 고분자는 빛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서 

자연 분해되기까지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환 

경을 파괴하게 된다‘ 불소수지， 부틸고무， 폴리프로필렌 같이 방사선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 

는 고분차률 방사선으로 처리하연 차원의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주요 기술이다 

。 방사선을 활용하여 혜플라스틱을 가공하여 재활용함으로서 자연 환경율 보존할 수 있 

고， 고분자 재료 생산시 발생되는 voc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고풍질의 제품 생산이 가놓 
하다. 

6. 방사선이용 나노기술개발 

。 입자의 크기가 미세단위 (100 nm)로 작게 되면 입자의 물성 및 생질이 입자 크기가 11m 

이상의 경우와 다르게 되는데， 이것온 질량에 비하여 입자의 표면이 중가하게 되어 단위 

질량당 표연척이 중가하게 되어 입자의 성능이 향상되고 입자의 융점이 강소하며， 업자의 

색상까지 크기에 따라 변화한다. 벌크 입자와는 다른 광학적， 자기적， 전기척， 혹매쩍 특성 

이 다르기 때문에 촉매， 센서， 촉매， 정보기록 매체， 연마체， 항균/살균제， 사진 필름용 감광 

체， 때인트， 잉크， 섬유원료， 화장풍， 세라믹， 전자파 차폐필릉， display 분야 퉁， 여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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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나노입자 제조 기술은 상온， 상압에서 방사선을 환원작 

용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고품질의 나노입자를 제조할 수 있다‘ 

。 현재 국내 소재산업은 수입 의존도가 높고， 모방 기술이 대부분이라서 상업화 실적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지만， 최근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나노재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선 

진국도 초기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연구 착수는 적기라고 보고 있다 

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l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랜 수지의 내마모성 향상 기술 개발 

- 융점에서의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가교융 99%이상의 인공 고관절 제조용 초고분자량폴리에 

틸렌 제조 기술 개발 

- 고온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분자내에 trapped 라디칼의 효과적인 제거로 산화 억제기술 개 

발 

- 내마모성 향상에 따른 인공고관절의 수명올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가공 기술 개발. 

。 PVA의 고온 내수성 향상 기술 개발 

- 화학처리， 열처리 및 방사선 가교 기술올 동시에 적용하여 PVA의 고온 내수성올 향상시키 

는 기술 개발 

- 현재 사용 중인 나일론， 폴리에스터계 타이어 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차세대 PVA 타이어 

코드 생산 기반 기술 개발 

。 PTFE의 방사선 가교기 술 개 발 

- 용융상태에서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PTFE 가교 기술 개발 (일반적인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PTFE는 분해됨) 

- 방사선 가교 후 항복 강도 (yield strength) , 탄성률과 같은 기계적 불성 및 내방사선성 향상 

기술 개발 

。 열가소성 수지의 melt strenglh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 가교에 의한 virgin PP에 비하여 melt strength가 2 배 이상 중가한 PP 제조 기술 

개발 

- 흘리프로펼렌의 방사선 조사 후 열처리에 의한 trap야d 라디칼 제거 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분자의 미세구조 변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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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뱅이 조사된 고분자 재료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전자빔에 의 한 새료의 물성 개 

질과 1J1 세 구조 변형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열적 ， 기계적 실험 및 실 

시간 X 선 산란 실험을 이용하였다， 

2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 방사선에 의한 SiC 성유 경화 기술 개발 

- 초고옹 내열섬유 전구체인 polycarbosilane (PCS)률 용융 및 용액법으로 방사하여 섬유 개발 
- PCS 섬유륭 전자선으로 1어-104 kGy 조사하여 경화 (전자선 경화윷 95 %이상) 

- 전자선 경화된 PCS 섬유률 1300 'C 이상에서 탄화하여 SiC 섬유로 전환 (XRD, IR, TGA, S때1 EDX 분석) 

- 1300't, 산소 분위기에서 열중량분석하여 내산화성 명가 (TGA 산소 분위기에서 중량감량 분석) 

。 SiC 섬유 경화장치 혈째 및 제작 

- 아르곤 분위기 가스， 냉각수 순환장치가 도입되고 전자선의 빔폭에 관계없이 자체 범폭 수용 

도를 중가시키는 기동장치률 도입한 전자선 경화 장치 개발 

불활성 분위기 유지 및 고선량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 Chiller 연결형 

순환장치를 통해 섬유가 열에 의해서 녹지 않고 경화반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욕수 하게 제 

작 ( 10(폭)Cm x 5O(길 이 )Cm) 상당의 섬 유 정 화 가놓 

。 GC/MS 이용 S iC 성유 경화반용 고찰 

- PCS 고분자의 경화반옹에 직접 관여되는 Si-H 결합 사이트에서의 수소발생 거동 고찰을 

흥해 전자선 경화 조건 확립 

- 전자선 조사 중 발생된 수소가스훌 포집하여 GC IMS률 흉해 TCD, PDD 법을 이용하여 조 

사선량별 배출가스 놓도 분석 

。 방사선 경화 기슐얘 의한 특수목적의 애폭시 수지 개발 

- 에폭시 수지의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 입자분산형， 비활로겐 형 난연제 첨가에 의한 난연성 에폭시 수지 개발 

- 난연제와 에폭시 수지의 방사선 경화 관계 세계 최초 시도 및 기술 정립 

3, 생체재료 제조기술 개발 

。 하이드로캘의 물성 향상 및 이용 기술 개밭 

- 일반적으로 하이드로겔의 단정은 기계적인 물성이 좋지 않고 수분 중발이 심하다는데 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분 중발이 적고， 비교적 강도가 높은 화상， 상처 치료용 드레싱율 개발하고 

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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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천연고분자의 방사선 가교 기술개발 및 장기유착 방지악 제조기술 개 발 

- 천연고분자 CMC의 가교기술 개발 (수분 합유융 300배 이상으로 여성 생리대， 귀 저기， 약물 

전달체 둥의 제조에 웅용) 

- 방사선 가교기술올 이용한 유착방지제 개발 

o 조직공학용 생체쩨료 제조기술 개발 

- 온도 감용성을 부여하기 위해 LCST 특성을 가진 단량체를 방사선 그라프트하는 기술 개발 
(2종류의 조직공학용 조직배양 소재 개발) 

- 배양된 셀을 손상 없이 온도 감웅성 (LCST) 성질올 이용， 셀을 배양 용기의 표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LCST 성질을 부여한 세포배양용기로부터 탈착 성능 평가 

。 방사선가공기술때 의한 조직공학용 생체 찌료제조 기술개발 

- 방사선 개질된 천연고분자 용용기술 개발 

- 천연고분자인 chitosan을 이용 방사선 조사하여 가교화된 CM - chitosan 제조 및 유착방지제 

로 활용한 동물실험 

- 방사선 가교에 의한 조직배양용 스카폴드훌 2종 (젤라틴， 폴리카프로락톤 퉁) 이상 제조하 

고， 세포 부착 정도 형가 

- 방사선 조사에 의해 조직공학용 스카폴드의 생분해성올 조절할 수 있는 스카폴드 제조 

- 전기방사에 의해 나노섬유 구조를 갖는 생체재료용 스카폴드 제조，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생분해 특성 이용 용도에 맞는 생체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카풀드 제조 기술 개발 

4 방사선 그라프트 이용 기술 개발 

。 연료전지 막 합성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이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및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용 수소이온전 

도성 연료전지 막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융 향상 기술 개발로 이옹교환능이 3.0 m핵/g 이상 연료전지 막 제조 

(Nafion 0.8 meq/g) 

- Nafion보다 메탄을 투과율이 40% 이상 줄어든 연료전지막 제조 (Nafion의 단정인 메탄올 

cross over 보상효과 우수) 

- DMFC 셀에 적용하여 전력밀도 10 mW/cm2 이상 출력되어 Nafion에 비교하여 대퉁한 성능 
확보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막의 표연 처리 기술 개발 

- Phase inversion, Bellcore, Electrospinning 법 둥에 의한 불소계 고분자의 다공성 악 제조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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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sity >40%) 

- 방사선 조사에 의한 기계적 강도 (Modulus) 중가 (최대 >20%)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 이용 폴리스티렌 둥이 그라프트왼 이차전지 격막 제조 (그라프트율 

최대 120%) 

- 전해액의 함유율이 기존 상품화된 폴리올레핀계 전지 격막 대비 최대 80% 이상이고， 이온 

전도도는 기존 상품화된 폴리올레핀계 전지 격악과 비교하여 대퉁하거나 보다 우수한 격악 

합성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율 이용한 특정장기 약물방훌 기술 개발 

- 전분에 아크렬산과 메타크릴산을 그라프트하여 pH에 민감한 약물전달체를 제조 

- 제조된 약물전달체는 위에서의 약물 방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특정 장기에서의 약물 방 

출조절 가능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중금속 홉착제 제조 기술 개발 

섬유형 이옴교환 수지에 비드형 이온교환 수지를 부착시켜 고기능성 복합 이온교환체를 합 

성하여 수중에 녹아 있는 미 량의 중금속을 선택적으로 홉착할 수 있는 소재 합성 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해수 중 귀금속 회수 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올 이용하여 폴리프로필렌 부칙포에 아크렬로니트혈， 아크럴산 둥과 같은 

관능기를 도입한 후 화학반응을 통해 우라늄이나 바나융과 같온 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홉착 

제 합성 기술 개발 

5. 방사선이용 나노입자 제조기술개발 

。 나노입자의 표연처리기술 개발 

실란커플링제 이용 표연 처리된 알루미나 나노업자에 방사선올 이용하여 폴리스티렌이 그라 

프트된 알루미나 나노업자 제조 

- 방사선올 이용한 나노입자의 표연처리기술 개발로 매트릭스 내의 분산성， 충전재로서의 성능 

향상을 흉한 고성능 복합재료 제조 가능 

。 방사선률 이용한 나노입자 제조 및 복합찌료 개밭 

- 상온， 상압에서 방사선의 환원작용율 이용하여 나노입자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올 이용하여 TiCl4와 Ti(OC3H7)4)로부터 25- 50 nm의 나노 Ti02입자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를 통한 NiCh로부터 10-17 nm의 직정을 갖는 니켈 입자 제조 

- 실험조건에 따라 입자의 크기 조절 가능 

- XRD, PSA, SEM, TEM 퉁율 이용한 나노입자 분석기술 개발 

인
 



。 방사선율 이용한 나노입자 제조 및 응용분석 기술개발 

- Poly(vinyl pyrrolidone)로 안정 화된 Pd- M (M = Ag and Ni) 및 Pt- M (Ru and Ni) 합금 콜로 

이드를 감마선올 이용하여 액상에서 성공적으로 나노입자 제조 

- 일반적으로 환원제를 사용했을 경우 야기되는 부산물에 의한 오염없이 소수성 카본 나노튜 

브 표면에 금 나노입자를 도입하는 기술 개발 

- 나노업자 분석기술 개발 

6. 방사선 분해 기술 개발 

。 방사선 분해에 의한 폐플라스틱 재활용기술개발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 이용 폴리스티렌이 그라프트된 나노입자와 다관능성 단량체를 폐폴리 

플로필렌수지에 혼합한 후 방사선 조사하여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이 15%이상 향상된 pp 

제조 기술 개발 

방사선 가교/그라프트 기술 이용 무수말레인산 또는 아크렬산이 그라프트된 폐폴리프로펼렌 

계 상용화제 개발 

- 상기 제조된 무수 말레인산 또는 아크렬 산이 그라프트된 폴리프로필렌계 상용화제를 첨가하 

여 폴리프로필렌/나일론 6 블렌드의 충격강도를 30%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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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 발 현황 

국외기술개발 현황 

l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 UHMWPE의 방사선 가교 

。 Oonishi는 공기중에서 lαlOkGy률 조사하여 내마모성올 향상시켰다고 하였으며， 1000kGy 

까지 조사하여 가교시킨 초고분자량 폴리에힐렌을 Co- Cr 헤드와 조합시켜 입상시험을 수행 

해 본 결과 방사선 조사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비구컵의 마모융은 매년 0.0072 

0.076mrn1year인데 반하여， 가교하지 않은 시료는 0.098-0.25rrun/year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 Grobbellar 둥은 질소， 아세틸렌 또는 클로로트리플로로에틸렌 중에서 없OkGy까지 조사하 

여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올 가교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세틸렌 가스 분위기에서 조사 

하면 공기 중에서 조사한 것보다 가교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Grobbellar은 

sand-sl따TY법을 이용하여 마모도롤 명가해본 결파 방사선 가교한 것이 30% 정도 내마모성 

이 향상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 Rutherior.사(NJ ， USA)에서 개발한 Duration™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헨올 방사선 조사할 

때 불활성 가스 존재 하에서 방사선 조사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 3O-50"C에서 144시간 열처 

리하여 방사선 조사시 형성된 라디칼을 재결합시킴으로서 가교율을 향상시켰다. Duration ™ 

는 방사선 가교하지 않은 것보다 내마모성 이 32%향상한다고 하였다. 

。Prernnath둥은 용융상태 (molten state), 다시 말하면 140"C에서 200kGy까지 방사선 조사 

하여 최소한으로 산화를 억제시키면서 100%의 가교율올 얻었으며，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에 

대한 ESR 분석한 결과 외kyl， 외lyl 라디칼은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방사선 가교한 초고붐자 

량 폴리에틸렌의 항복웅력， 항복강도， 파괴시 신장률은 가교하지 않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 

렌에 비하여 감소하였지만， 5백만 사이클 마모시험에서 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밟혀졌다 반면 가교하지 않은 초고분자량 흘리에틸렌은 115mg의 마모가 일어난 것으로 보 

고하였다. 

。 용융상태에서의 조사 대선에 Muratoglu 퉁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고체상태에서 전 

자선으로 조사하고， free radical율 안정화시키기 위해 용융온도 이상(l50"C에서 2시간)으로 

올혀서 처리하였다. 용용단계에서 고분자쇄의 운동이 활발하게 되어 free radical의 재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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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free raclical의 함량올 낮추며， 가교융은 향상하였다 ESR결과 

에 의하면 방사선 조사 후， 열처리한 가교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잔류 free raclical은 발 

견되지 않았다 

。 Bragdon 퉁은 상은에서 방사선 조사한 시료를 열처리한 시료에 대해 마모시험을 수행하 

였다， 20년 간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2백만 cycIes로 마모 시험한 결과에서 가교하지 않 

은 초고분자량 폴리에힐렌의 마모량은 207mg인데 반하여 가교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옹 

마모량을 거의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컸다. 

。Ecliclin 퉁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CGUR 4150 HP)에 대한 반복 조사 효과Cmultiple 

gamma irracliation cycles)를 연구하였다. 비구컵을 질소로 포장하고， 매번 27kGy씩 반복하 

여 조사하는데， 최대 133kGy까지 조사한 결과， 100kGy까지 조사한 시료에서 마모가 거의 얼 

어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 Orhun 등은 비구컵올 제조하고 이것을 140't의 오븐(전자선 조사를 위해 알루미늄 호일 

을 윗 부분에 사용)에 넣고 이것을 2MeV 전자선 가속기로 1pass당 25kGy로 200kGy로 조사 

하고， 산화된 표연율 선반으로 제거하였다 비구컵의 마모도블 명가한 결과， 방사선 조사한 

것은 15mg 무게 상숭된 반연，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것은 115mg 무게 감소가 일어냈다 

- PTFE의 방사선 가교 

。 일반적으로 불소수지는 방사선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으로 알혀져 있었지만， 일본원자력연 

구소， 재료 개발팅은 불소수지률 고온C340 't )에서 방사션 조사하연 가교가 일어나는 사실을 

보고했다. 불소수지 분자는 융정이하의 온도에서는 helical coil 구조를 갖고 있어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형성된 라디칼이 이웃 분자에서 형성된 라디칼과 업체 장애 때문에 결합하지 

못하고， 350'(;륭 초과하면， 열분해가 일어난다고 발표하였다. 

。 불소수지는 내열성， 절연성， 내약품성이 우수하여 severe한 초건에서 사용되지만 적은 방 

사선 조사에도 쉽게 분해가 일어나 기계적 성질이 저하하는 륙정이 있다. 하지만 340't에서 

질소 중에서 방사선 조사하연 가교되고， 강복 강도(yield strength)와 탄성률이 중가하며， 결 

정화도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감소한다고 발표하였다(일본 원자력연구소)， 또한 내방사선 

성도 향상하였다. 

- Me lt strength 향상 기술 

。 가교 기술 및 브랜칭 기술로 폴리프로필렌의 물성율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 분야에 관 

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륙히 방사선으로 폴리프로펼렌을 가교/브랜칭시켜 melt 

sσ'ength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다방연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브랜청은 폴리프로필렌의 

melt strength를 충가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율 이용하는 방법이 브랜치된 폴리프로필렌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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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데 최선의 방법임이 알려져 있다 모든 종류의 폴리프로필렌 즉， homopolypropylene 

(HPP), random copolypropylene(RPP) 그리 고 irnpact copolypropylene (IPP) 둥은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가교 PP, 브랜치된 PP를 만들 수 있다. 가교 PP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이 높고 방사선 조사 후에도 높은 겔화융을 갖는 PP 수지가 적합하고， 

또한 브핸치된 PP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과 큰 겔 선량이 요구된다고 기 

술하였다‘ 

。 일본의 Yoshi퉁은 다관능성 단량체 (PFM)를 PP에 혼합하고 전자선을 조사하여 High 

melt strength PP를 제조하였다 사용한 16 개의 PFM중에서 1,4- butanediol 

diacrylate(BDDA) 와 1 ，6-hexam최iol diacrylate(HDDA)와 같이 비교적 짧은 분자쇄로된 2관 

능성 단량체가 PP의 melt strength를 최대로 중대시켰다. High melt strength PP를 만들기 

위한 조사조건은 질소분위기에서 1kGy 조사하며 HDDA의 농도는 1.5mmoV100gPP였다 

DSC, DMA퉁올 이용하여 열적거동을 고찰하였고 가열후 냉각하는 풍안 High melt strength 

PP는 원료 PP에 비해 결정성은 더 낮아지고 결정온도는 더 높아지는 특성을 가졌다 180t: 

에서 High melt strength PP의 연신점도는 현저히 중가하였다 

。 미국특허 5,414,027 에서는 Montell사가 산소가 거의 없는 분위기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여 

PP에 장쇄곁가지(long chain branching)를 형성시켜 melt strength를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 

해 기술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melt strength가 향상된 PP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공정올 거쳐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첫 단계는 PP 원료의 active 산소농도를 줄이 

는 기술이다. active 산소는 방사선 조사시 생성되는 자유라디칼과 반용할 수 있는 PP 원료 

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률 의미하며 이러한 active산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PP원료를 유 

통총장치에 투입하여 질소 상에서 1시간동안 유통화시키는 공청율 거친다. 둘째 단계는 1차 

단계를 거쳐 처리된 고분자를 컨베이어 벨트 원료공급기로 떨어뜨려서 전자선 조사장치까지 

이송시키며 이때 전자선이 조사되는 chamber안의 분위기는 질소분위기로 유지시키고 조사량 

은 2-6 Mrad, 조사선속은 18-2，αXlMrad!rrún 률 권장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후 PP 고분자 

사솔들이 자유라디칼과 반용하여 새로운 long branch퉁이 PP 고분자에 형성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로서 방사선이 조사된 PP고분자는 자유라디칼의 비활성화 및 냉각법을 거 

쳐야 하며 열에 의한 방법 또는 라디칼 제거기놓이 있는 첨가제둥을 이용하여 자유라디칼올 

안정화 시켜서 melt sσength 가 향상된 PP 고분자를 얻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 PVA의 방사선 가교 

。 섬유용 PVA는 평균분차량이 1,400- 1,800, 검화도 99.5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착색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함유 초산나트륨이 0.3%이하여야 한다 방사한 섬유는 기계적 성질을 개 

량하기 위해 열처리하며， 수용성을 없애기 위해 220-230 t: 열풍으로 2-5분간 처리하는 것이 

고， 습식법은 140-160t:의 45-50%황산암모늄용액에 담가 처리하는데， 강도가 향상된다. 아세 

탈화의 일반적인 방법은 황산 20%, 황산나트륨 20%, 포릉알데하이드 5%용액에서 5O-70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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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시간 처리한다. 35-45% 아세힐화되어 PVA의 OH가 감소하여 수용성이 감소하지만 고 

온 내수성이 약한 단점이 있다 

。 일본의 Yoshi 퉁은 방사선에 의한 하이드로겔의 고온 내수성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 PVA수용액율 케스탱/건조하여 제조한 필륨을 여러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물에 팽윤시 

켜 만든 하이드로겔의 인장강도와 신장률올 측정하였다‘ 열처리온도가 높을수록 단시간의 열 

처리로 강도와 신장률이 중가하였고， 이러한 가열처리와 방사선 조사를 통시에 수행하연 하 

이드로겔은 내열성이 향상되고 기계적 성질도 향상되었다. 단순히 가열처리만으로 만든 하이 

드로겔은 가온과 동시에 용해되지만l 방사선 조사하연 분자 내에 가교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 

였다. 조사전에 열처리를 하지 않은 팽윤된 PVA 필름은 밍IkGy의 방사선 조사로 90%의 젤 

이 생성되고， 조사전에 열처리한 팽윤된 PVA 필륨은 90%의 겔화율을 얻기 위해서는 

150kGy의 조사가 훨요하였다. 고분자의 가교는 비결정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척이기 

때문에 열처리한 후 팽윤시켜 제조한 PVA필름온 결쟁화도가 크기 때문에 많은 선량이 요구 

된다. 방사선조사한 PVA필름을 끓는 물에 넣고 필릉에 함유된 수분의 함량올 측정하면 방 

사선의 조사량이 중가함에 따라 수분 함유량이 감소하였다. 

20% PV A(Sanponification of 98-99%)로 필름제조하고， 건조정도률 각각 달리하여 수분 함 

량을 각각 2-60%로 하고， acetylation시켰다. acetylation시킨 후， 방사선 조사효과를 측정하 

였다 20kGy-300kGy범위에서 조사하여 PV A hydrogel의 내열성을 비둥온도 또는 오토크레 

이브(121 'C)에서 명가하였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acetylation파 방사선， 두 가지 방법을 동 

시에 활용한 것이 내열성과 강도가 우수하였다 

-방사선 조사애 의한 고분자의 미셰구조 변형 연구 

현대 산업에서 기술의 진보와 함께 친환경적 방법으로 재료의 안정성， 질적 극대 효과， 신 

소재 개발에 대한 깊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선처리에 의한 방법은 국내 · 외 

적으로 상당히 상용화되어 있고， 그 기대효과 또한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써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방사선 처리는 의료 · 실험기기 멸균， 화 

장용풍， 식풍 보존 처리， 고분자 개질， 각종 표연 코탱 및 혜수처리시스댐 퉁 다양한 용용분 

야를 가지고 있다. 륙히 방사선 처리에 의한 고분자 개질의 특정은 촉매가 불훨요하며 제품 

의 실질적인 옹도 중가 없이 화학반웅을 가능케 하며 짧은 순간에 반웅이 진행되어 공정의 

단순화 · 자동화가 용이하여 원가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정으로 

는 불가놓한 신소재를 제조할 수 있어 내열성， 난연성， 내마모성， 강도를 중가 시켜 내열전 

선， 열수축튜프， 고무/타이어 경화， 발포성 수지 제조에 적용되어 타이어 경화， 직물의 마갑처 

리， 발포수지， 목재-고분자 합성물， XLPE 파이프 제조， 난연성 전선제조， 식풍 포장용 필름 

풍의 상풍에 용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웅용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물성의 변 

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물성변화에 근본 원인이 되는 미세구조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는 본 연구책임자가 조사한 바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고분자 미세구조의 변형을 체계척으로 밝힘으로써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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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한 물성게질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기초 연구이다 따라서 본 괴제와 관련된 기술 

현황 분석은 X-선 산란을 이용한 고분자 구조 분석 기술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중심 

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고분자의 미세구조 분석은 광각(WAXS)과 소각산란(SAXS) 장 

치가 동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중 소각 산란의 경우 광각회절 장비와는 달리 고분해능 

의 시설 즉 망사팡 가속기를 이용한 SAXS 빔 라인이 요구되므로 SAXS 시설에 대하여 국 

내외의 생황올 아래에 비교하였다 

X←선 산란올 이용한 구조 분석법은 1912년 Laue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격자로부터 

X-선 회컬 현상을 확인한 것을 시작으로 물질의 구조분석에 가장 보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 중의 하나이다. 과학기술의 발전파 더불어 X-선 회절올 이용한 구조분석 기술도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X-선 발생장치， X←선 검광 장치의 발전은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방사광 가속기로부터 빛의 세기가 매우 강한 

X-선 광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웅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강력한 X-선 광원을 이용합으 

로써 구조 분석을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올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변화하 

는 구조 형성과정올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얻어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종래의 

실험방법으로는 규명이 불가능하였던 구조 형성 기구룹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가속기를 이용한 실시간 X-선 산란실험은 가속기 시설을 갖고 있는 일본올 포함하는 구미 

선진국 소수의 몇 나라에서 지난 수년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가속기를 이용한 소각 X-선 산란 실험은 1- Dimensional SAXS 

(l - D SAXS) 측정 장치의 제작을 일차적으로 1앉E월 11월에 완료하여 X 선 회절 범 라인 

(3C2)에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활용하기 시작함으로서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SAXS 연구가 태 

동되었다. 그러나 1995년 말 이후부터 2002년까지 전용 SAXS 빔 라인이 없었던 지난 4년 동 

안 한정된 과제들이 아주 제한된 법 타임을 얻어서 전용 SAXS 빔 라인 아닌 3C2 (X- ray 

diffraction)와 1B2 (white beam line) 범 라인에서 실험을 분산， 수행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실 

험에 참여한 연인원이 70명 내지 80명에 이르고 있은 퉁 연구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최근 SAXS 전용 빔 라인 (4C1, 4C2)이 완성되어 첨단 소재 개발에 펼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재의 구조 생성 및 붕괴， 상전이， 상용화 및 상분리， 배향， 변형 및 파괴 현상 둥에 대한 동 

역학적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동 중인 4C1 , 4C2 SAXS 빔 

라인은 bending magnet에 건셜한 범 라인으로서， 에너지 분해농 ðE!E=5x10-2이고， 광세기 

photon flux= 101lph/Sec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서 시간분해농 t=10- 30sec 정도이다 즉， 4C1 , 

4C2 빔 라인은 범용 SAXS 빔 라인으로서 고시간 분해농올 요하는 청단 소재의 동역학적 구 

조인자 추적과 연구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 하고자 Superconducting Wiggler 

insertion device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방사광 가속기 시셜은 전 세계적으로 50여개 있으며， 이들 모두 Superconducting Wiggler 

insertion device에 설치한 SAXS 빔 라인올 보유하고 있어 고시간 분해능을 요하는 실험이 가 

능하다 주요 방사광가속기연구소의 SAXS 범 라인들을 열거하연 다음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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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S (Argonne, 미 국): 3 SAXS beamlincs 

* NSLS <Brookhaven, 미 국)’ 2 SAXS BeamJines 

* 다ffiSS (Ithaca, 미 국)‘ 1 SAXS Beamline 

* SSRL (Stanford, 미국): 1 SAXS Beamline 

* ESRF (Grenoble, 유럽연합): 2 SAXS Beamlines 

* EMBL (GrenobJe, 프랑스): 2 SAXS BeamJines 

* DORIS3!PETRA <Hamburg , 독얼): 2 SAXS Beamlines 

* AmPSMEA (Amsterdam 네 텔 란드): 1 SAXS Beamline 

* SOLEIL (Orsay, 프량스): 2 SAXS Beamlines 

* ElIettra (Trieste, 이 태 리 ): 1 SAXS Beamline 

* LUNA (Tsukuba, 일본): 1 SAXS Beamline 

* Sping-8 (일본): 3 SAXS BeamJines 

2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 복합제료 제조기슐 
/ 

。 미국의 ACSION사와 O와 Ridge Center for Composite Manufacturing Technology는 가 

공(경화)시간과 가공비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요구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자 

선 경화 복합재료제조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1980년 중반에 AECL이 전자선율 이 

용한 고성놓 복합재료 개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vinyl esters, acrylate, 

methacrγlate 등을 사용하였는데， 수축율이 커서 복합재료 내부에 void가 형성되고， 함수율이 

크며， 기계적 성질이 낮은 단점이 있는 것올 확인하고， 에폭시률 이용한 복합재료 연구를 추 

진한 결과， 우수한 전자선 경화형 수지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 과거 수십 년 동안 고분자 재료에 특정한 양의 정토를 첨가함으로서 고분자 재료의 율성 

율 향상시키는 기술이 제안되어 왔다. 메트릭스인 고분자 재료는 흉상적으로 비극성 유기 재 

료인데， 정토는 훨씬 극성이 큰 무기 재료이기 때문에 고분자 재료에 정토를 청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메트릭스를 형성하는 고분자를 무기재료의 

폰재 하에서 합성하거나 앵융제를 사용하여 층간 구조 사이에 단량체흩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고분자 메트릭스 내에 나노 크 

기의 정토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나노 복합재료는 뛰어난 치수 안전성， 기계적 강도， 차단 륙 

성을 지닌다. 주요 수요 분야는 포장， 자동차 부품， 전지/전자， 빌딩/건축 분야이다. 이러한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점토는 흉상적으로 5% 정도 첨가하며 입자 크기는 나노 수준이기 때 

문에 가시광션이 통과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몬모릴로나이트 정토로 개질 복합재료를 자 

통차 차폐 꽤널과 대시보드， 계기판과 같은 내부 부풍 소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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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다 경량화 됨은 물론이고 우수한 외관과 재활용 가능성도 장점이다， 

- SiC 성유 

。 1999년 Nippon Carbon Company, 오사카부립대학교，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는 산소함량이 

적은 새로운 SiC 섬유인 Hi- NicaJon 깨 을 전자선으로 경화시킨 폴리카르보실란 섬유를 열 

분해하여 제조하였다 이 섬유는 연속섬유로서 산소의 함량이 0.5%이하이며 인장강도가 

2.8GPa, 탄성모률러스가 270GPa로써 매우 우수한 강도를 나타내었다 이 섬유는 1600'C에서 

10시간 노출된 후에도 고강도 및 탄성모률러스를 유지하였다 

。 탄화규소 섬유를 세계 최초로 합생한 Okarnura 교수는 최근에 폴리카르보실란과 폴리비 

닐실란을 블핸드한 고분자에 진공분위기에서 전자선을 조사하여 탄화규소 섬유률 제조하였 

다 폴리카르보실란에 20wt%의 폴리비닐실란을 혼합하여 제조한 이 섬유는 기존의 폴리카르 

보실란으로부터 제조한 SiC 섬유( Hi-NicaJon의 직경 14 11m)에 비해 매우 미세하고 유연하 

며 명균직경은 711m였다. 

3. 생체재료 제조기술 개발 

- 하이드로컬 

。 폴란드의 Rosi와 ].M.은 PVP에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아가(agar)를 중류수에 용해시키고 

이것을 시트로 제작한 다음 방사선으로 조사， 가교 처리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운드 드레싱 

제조(미국 특허 4，871，490)에 관한 기술을 처옴으로 개발한 후， 미국， 일본， 독일 둥 선진국에 

서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합성 연구가 다방변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 일본원자력연구소， Maccuchi 둥은 PVA를 포르말린으로 화학가교시킨 후 이것을 다시 방 

사선 조사하여 100 'c이상의 옹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열성 가교 PVA률 발견하였고， 그 

후 PVA를 기본으로 한 하이드로겔 제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끝에 최근에는 운드 드레싱 

용으로 적합한 재료를 제조하여 병원과 임상실험 중에 있고， 곧 시판을 앞두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재료 개발연구는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한 화상/상처 치료용 하이드로젤 드레싱 개발연구， 특정 장기 약물전달 목적 

의 약물전달체 연구， 방사선 그라프트기술올 이용한 인장장기 재료 연구，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 개발 연구， 조직공학용 스카폴드 제조 연구에 많은 인력과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다 

- 유확방지막 

。 외과척 시술 후 혹은 영중 퉁의 이유에 의해서 발생한 조직손상에 대해 자연적인 상처치 

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섬유조직 (fibrous 디ssue)이 과도하게 발생하연 주변의 조직과 비정 

상적 접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유착(adhesionl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개복수 

술 후 67 - 93% 정도의 빈도로 유착이 발생하며 이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분해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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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부분의 경우 상처 치유 후에도 유착이 존재하여 각종 후유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러한 유착에 의하여 발생하는 후유중으로는， 복강 수술의 경우 장기능 장애， 장폐색， 만성통 

중 퉁이 있으며， 특히 산부인과 수술 후의 유착은 불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ur. 

]. Surg. 1997, Suppl 577, 32-39). 

USP 5,017,229; USP 5,527,893; USP 5，760，200호 퉁에서는 폴리사카라이드의 일종인 

HA(hyaluronic acid)와 CMC(carboxymethyl cellulose)률 이용하여 유착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HA와 CMC를 주요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EIχ[1-ethyl-3 

(3-c!imethylaminopropyJ) carbodiimide hydroc삐oridel률 반웅시 키 면 그 일 부가 카르복시 말 

단기와 반용하여 양전하를 띠게 되고 이것이 옴전하를 띠는 차르복시 말단기와 자발적으로 

다가전해질 확물(polyelectrolyte complex)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고분자 내에 양전하와 옴 

전하가 공존하는 형태의 화합물로 이런 형태의 화합물온 고분자 자체 내의 이옹결합에 의해 

쉽게 분해되거나 용해되지 않는 하이드로첼 구조륭 갖게 된다‘ 상기 하이드로젤을 건조시키 

연 큰 홉수성을 가지며 생체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방지막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때 

사용되는 EDC는 생체독성을 갖고 있으므로 제조공정 중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투석을 해야 하며， 원료인 HA는 매우 고가의 물질이므로 제조되는 필륨의 원가가 높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동 특허에 의하여 제조된 필륨은 건조시의 유연성 및 강도가 약하여 

매우 부서지기 쉬우며 수화반옹(hydra디on)이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겔화(gelationl되므로， 

일단 수분이 존재하는 생체 조칙에 적용한 후에는 다시 떼어내어 재시술할 수 없는 둥(Surg. 

CIin. Nor. Am., 1997, 77:3, 671-688)의 취급 및 시술에 어려웅이 있다‘ 

4. 방사선 그라프트 이용 기술 개발 

- 연료전지막 

。 수년 통안 연료천지의 고분자 이온교환막을 제조할 목적으로 방사선 그라프트 기슐이 연 

구되었다 방사선 그라프트 공정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단량체률 고분자필름에 반용시킨 

다. 그라프트에서 가장 일반적인 단량체는 스틸렌이며 가교제로 디비닐벤젠융 이용한다. 그 

라프트 후에 새로이 형성된 고분자는 술폰화반용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수소이온 전달 상 

으로 전환된다. RAl Co.와 Chlorine Engineers Co.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FEP 필름에 U,ß,ß 
-trifluorostyrene을 동시조사 또는 전조사 법으로 그라프트시켜 고분자연료전지용 이온교환 

막을 제조하였다 몇몇 연구팀은 PTFE(polytetr따]uoroethy]ene) ， FEP(poly(te없f1uoroethylene

∞-h앙:af)uoropropylene)， ETFE(poly(ethylene-외t-tetrafluoroethylenel ， PE(polyethylenel, PVDF 

(poly(vinylidenefuloride) 및 PF A (poly( tetrafluoroethylene-co-perfuJoropropylvinylether l 필름 

둥에 PSA(polystyrene-su]phonic acidl를 그라프트시킨 막을 제조하여 이들율 연료천지에 용 

용하는 연구훌 수행하였다 Cloromethyl styrene 과 U - methy)-styrene, acrylonitrile 퉁이 직 

접메탄올 연료전지에서 메탄올 crossover틀 출이고 산화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co-monomer로써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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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 Scherrer Institute는 연료전지용으로 FEP를 기본으로하는 방사선 그라프트 막의 개 

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초기에는 동시조사법올 이용한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로 제조한 

악의 경우， 5。이nV의 cell 전압(Hz!02 ， 1atm, 6O'C, 전극의 pt loading 0.8 mgcm• 2) 에서 125 

mWcm 2 전력밀도와 500시간 이하의 수명을 나타내었다 수년이 지난 지금 방사선 선원 
type, 가교제의 농도， 술폰화 후의 처리법， 그라프탱 첨가제로서 cyanurate 이용 퉁 막 제조 

법이 급속도로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들은 결국 막성능 향상 및 운전 수명을 중가시켰다‘ 이 

온교환능올 2,0 meq/g를 갖는 2511m의 FEP 필름을 기본으로 제조하여 500mWcm 2의 전력밀 

도를 성취하였다‘ 75μm의 FEP 필름을 기본으로 하여 제조한 막의 성놓은 박저항의 평균 중 

가율이 5-10IlQcm2/h이며， 60'C에서는 1()()()() 시간， 80 0C 에서는 정00 시간 이상의 수명올 나 

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그라프트막의 성능 및 내구성 개선 연구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 귀금속 홉착제 

。 해수중에는 우라늄， 바나륭 풍의 유용 회소 금속이 미 량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우라늄은 

해수 l리터당 3mg 함유되어 있다. 이 우라늄을 회수하면 장래 에너지 자원을 장기적으로 확 

보할 수 있다 일본 원자력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흉착제를 이용하여 일본 해안에서 우라늄 

과 바나륨을 수 kg올 회수하는 실적을 율렸다 

。 몰리적 홉착기구에 의존하는 활성탄， 제올라이트 및 실리카겔 퉁의 무기물이나 탄소섬유 

와 같은 홉착체의 경우 어느 정도의 홉착효융은 기대할 수 있으나 사용 환경에 따라 홉착된 

유해성분이 탈착되는 퉁 사용범위에 많은 제한이 있어 ppm이하의 저농도 범위에서는 실제 

적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수계 및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 및 방사성 동위원소가 

대부분 이온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화학적 홉착기구를 가지는 이옹교환체를 이용하여 

유해이온올 선택적으로 홉착 · 체거하는 것이 가놓하게 된다 

화학적 홉착제의 한 예로， 금속과 착물을 형성 하려 는 정 향의 리간드(ligand)툴 가지 는 특정 

유기화합물을 사용하여 킬레이트형의 홉착 고분자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킬레이트형 홉 

착 고분자의 경우 금속 착물 형성시의 화학적 안정성이 리간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높으므로 금속 이온과의 접촉 시 강한 인력으로 금속 이온을 잡아당겨 보다 높은 안정성의 

금속 착물올 형성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결국 이러한 반웅기구를 통하여 높은 효융의 금속 

홉착이 가능하게 된다. 

5 방사선 분해 기술 개발 

- 폐플라스틱 제활용 기술 

。 불소수지는 화학， 기계， 전기공업， 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 

게 사용되고 있다‘ 불소수지는 탄소원자를 골격으로 하여 주위에 불소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률 갖고 있으며， 강한 C-F 결합 및 불소원자에 의해서 강화된 C-C 결합ξ로 구성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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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고분자이기 때문에 내열성， 내약풍성이 우수하고 정착성과 마찰계수가 낮은 특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정율 이용하여 박킹， 밸므， 펌프， 파이프라이닝， 다이어프랭 둥과 같은 배관재 

료， 반옹용기 내부의 내식 라이닝재료， 내식 훨터， 유수분리용 다공성막， 인조혈관파 같은 의 

료용 재료， 금형재료， 절연테이프 및 전선케이블 퉁의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불 

소수지는 앞에서 언급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다른 범용 플라스틱에 비하여 가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출성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공은 주로 선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scrap이 파생된다 이러한 파생 불소수지 scrap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l 독일， 스위스 퉁， 선 

진국에서는 방사선 조사하여 기계분쇄， jet mill분쇄 둥을 홍하여 잉크의 융활성을 높이기 위 

한 첨가재료， 또한 법용 플라스틱의 윤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가재료， 그리고 불소수지 

파이프， 로드 퉁의 원료수지로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Aderikha퉁은 폐플라스틱을 방사선 가공기술올 이용하여 고분자 상용화제 합성기술올 발 

표하였다. 폴리에틸렌과 나일론을 rruxmg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성질이 다른 고분자를 혼합 

하면， 고분자 상호간의 상용성 (compatability )이 좋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최종 물성이 저하되 

기 때문에 상용화제를 첨가하게 된다 예플라스틱(폐폴리에힐렌)을 공기중에서 방사선조사하 

여 야roxy， hydroperoxy, hydroxyl, carbonyl기훌 도입하거나， 그라프트하여 폴리에틸렌과 나 

일론을 혼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제를 합성하였다. 

。 Fujü 퉁은 HDPE, PP, PS툴 tri외lyl cyamrrate(TAC)와 함께 nuxmg하고 방사선 조사 

(200-350kGy)하여 탄성률올 개선하였다 

。 PP-EPDM올 감마선 조사하면 PP는 약간 분해하고， EPDM은 가교하여 우수한 재료를 제 

조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었다. 

。 타이어 튜브는 부틸라버로 되어있는데， 비교적 방사선에 잘 훈해되는 성질율 갖고 있다 

이렇게 방사선에 분해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타이어 튜브를 방사선 조사(70kGy)하고， 순수 부 

틸고무와 혼합하면 가황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균열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8 



국내기술개발 현황 

L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 국내에서 UHl\1WPE의 방사선 가교 연구는 본 연구팀에 의해서 시도된 바 있지만， 상온 

에서의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교율이 낮아서 최근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 

로 제조한 UHMWPE에 비하여 성능이 낮다. 

。 추진하고자 하는 PVA, PTFE 둥에 대한 가교 연구는 수행된바 없다 

。 방사선 가교 관련 기술로서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 카본블랙올 혼합하고， 이것을 방 

사선 조사/가교시켜 반영구적 사용이 가놓한 고분자 스위치(휴즈)를 개발하여， 상용화한 사혜 

는 있다 그리고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의 감마선 가교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기술올 감마선 조사업체인 그린피아 기술(주)에 이전한바 있다 

。 본 연구팀은 폐불소수지를 방사선 조사하여 분자쇄 절단/분쇄하여 미 립자의 분말올 제조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상업화 단계에 있다-

/ 

2.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 현재 국내에는 관련 산업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사선 경화기술을 개발할 여력이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지구 환경보존을 위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서도 2002년부터 원자력중장기 사업으로 판련연구를 시작하여 2종류의 에폭시 아크릴계 수지의 종류에 

따른 경화속도 및 물성을 측정하고， 이들 수지의 중합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양이옹 개시체의 함량을 

변화시켜 에폭시 복합재료의 합성법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다양한 종류의 에폭시 수지， 개시제 종류 

의 차이에 따른 물성 및 나노 업자 충진 복합재료 둥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고성능 복합재료 제조 시에 이러한 기술이 전폭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3 생체재료 제조기술 개발 

。 투명성이 좋아서 치료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물을 혼합하여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치료 효과가 우수한 화상 및 상처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합성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기업체에 기술 이전하였으며， 현재 상용화 중에 있다 

。 위산에서는 약제(인슈린)를 보호하면서 장(intestine)에서는 약물을 방출함으로서 약물의 

혈중놓도를 치료영역에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약물전달체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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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토산올 포함한 수화겔은 항미생물성을 갖고 있어서 별도로 항균제를 첨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합성한 수화겔은 상처 치료용도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4 방사선 그라프트 이용 기술 개발 

。 본 연구팀에서는 폴리에틸렌 필름에 아크릴산을 방사선 그라프트시켜 내구성이 우수한 1, 

2차 전지용 격막을 제조한 경험이 있다 연료전지 격막으로 이용되는 이용교환막은 연료전 

지의 구성요소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이용교환막의 제조법인 방사선그라프트 중합법은 

연료전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는 본 연구팀 이외에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이용교환막합성 연구사례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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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현황 자체분석 

l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후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마모도가 감소하는 것은 분자가 가교됨으로서 

conformational segmental mobility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교 구조는 마모 

업자 생성의 원인이 되는 표연 변형이나 orientation을 억제시키게 된다， 그러나 방사선이 초 

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지만 가교융， 홉수선량， 방사선 조사 조건， 열처 

리 조건， 열처리 시간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다 또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내마모성은 향 

상되지만 인공관절에서 요구되는 다른 물성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량을 선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인공고관절은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으로부터 제조된 비구컵과 금속 헤드를 조합하여 제 

조하고 있다 플라스틱과 금속의 계속적인 마찰로 인하여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이 마모되어 

재수술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팅이 확보한 방사선 가교기술을 더욱 발전시키 

연， 고분자 재료의 내마모도를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제 완료 시 

국내의 기술 자립은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이 가둥하다-

。 지금까지 PVA는 방사선 가교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팀의 예비 시험 

결과에 의하면 가열 상태에서 가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진국에서도 PVA 겔올 

이용한 방사선 가교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가교율이 낮고， 가교 공정이 복잡하다 본 연구 

힘이 수행하고자 하는 가열 공정에서의 PVA의 방사선 가교법이 성공하면， 국내 타이어 코 

드 시장(5αm억)뽕만 아니라 세계 시장(25조)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 High melt strength 폴리프로필헨계 열가소성 수지는 폴리프로훨렌의 m잉t strength를 향상시킨 

것으로， 발포， 진공성형， 중공성형 공정 중에 가공성이 우수한 특정이 있다 폴리프로필렌의 melt 

stre때th 향상을 위해서 국내 기업체에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합한 물성올 

얻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 가교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한다. 

2.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 에폭시 수지는 일반적으로 촉매와 함께 열처리하여 경화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VOC가 

발생하고， 열처리 과정 중에 변형이 생기거나 void가 생성할 수 있는데， 방사선올 이용하면，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할 수 있올 것이다. 

。 방사선을 이용한 SiC 섬유 제조기술은 국내에서 시도된바 없다 방사선을 이용한 SiC섬 

유 제조기술 시도는 국내 초고내열성 섬유제조기술의 기반기술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히
 



것이다 

。 Polymer nano composite는 유기 메틱릭스인 고분자와 나노크기의 무기 충전제로 이루어 

진 복합재료를 의미하며， 무기 충전제는 3차원적인 구조 중 어느 한 방향이 nano Slze로 구 

성된 것이다 분자 단위로 화학반응하는 고분자와는 달리 충전제인 무기물을 nano Slze로 만 

들기는 매우 어렵고， 만들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nano size의 충전제는 자연 

물질에서 찾게 되었고， 가장 경제적이고 nano Slze의 구조적인 특성을 잘 지닌 물질이 점토 

로 현재 고분자 복합재료의 연구나 상용화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나노 크기의 충전제 또는 보강제로는 충상실리케이트(phyllosilicate 또는 layered 

silicatel , POSS, 카본나노튜브(CNTl ， 금속 또는 무기물 나노업자 퉁 다양한 물질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중에서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업자로는 충상실리케 

이트를 들 수 있다. 

방사선올 이용한 고분자 복합재료 제조는 에폭시 같이 액상의 고분자와 나노 입자를 혼합한 

다옴， 방사선 조사하여 경화시키기 때문에 전통적인 열이나， 개시제에 의한 제조법보다 물성 

이 우수한 복합재료 제조가 가능할 것이며， 21세기 환경친화적인 기술호 자리잡올 것으로 판 

단된다 

/ 
3 생체재료 제조기술 개발 

。 단량체 또는 고분자를 방사선중합하여 약제 또는 항체와 같은 생물활성체를 유효하게 고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중합촉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는 고정화물을 얻을 수 있다 고정화조 

건을 적절히 선택하연 고분자중에 고정화된 약제는 시간에 따라서 고분자로부터 서서히 빠져나와 방출 

(서방성)된다 서방성 약제를 사용함으로서 약물 치료의 청밀화， 부작용의 정감， 약물투여 횟수률 줄일 

수 있다 

。 생분혜성 고분자를 방사선 가교하면， 장기유착방지막， 생체조직배양용 스카폴드， 생리용품을 제조할 

수 있어서，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올 활성화시킬 수 있다 

。 현재 국내에는 화상이나 상처 치료에는 연 드레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화상 정도가 심한 경 

우， 외국에서 수입한 다양한 종류의 드레생을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일반거즈는 부착/제거 시 상처에 

분비물을 홉수하지 못하며 상처가 쉽게 건조되어 치료효과가 부족하다.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하이드로젤은 상처에 대한 부착력이 있으면서도， 상처 분비물올 효과적으로 홉수핸 특정이 

있고， 또한 기존 연 거즈에 비하여 치료 기간올 단축할 수 있고， 치료 중 통중 완화효과가 있어서 국 

내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방사선 그라프트 이용 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펼륨， 부직포， 섬유， 막 동의 형태를 변형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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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홉착관능기를 도업할 수 있어서 표연 개질의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방사선 그라프트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전지격막이 상용화되었고， 연료전지막은 개발단계에 

있다 해수로부터의 귀금속 홉착기술도 연구단계에 있다- 국내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기 시작하연， 그라프트에 대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대퉁한 수 

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여 반도체 크린룸에 사용되는 섬유상 유해 

가스 홉착제， 알칼리전지용 전해질 막 제조기술올 상용화하였으며， 최근에는 해수에서 우라 

늄， 바나륨 퉁올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 방사선 그라프트관련 기술을 연 

구함으로서 연료전지막， 중금속 홉착제 퉁의 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방사선 분해 기술 개발 

。 국내에서는 주로 폐플라스틱은 매럽 소각하거나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재활 

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매립 ， 소각 퉁은 공해 문제로 인하여 이 방법은 바랍직스럽 

지 못하고， 여려 종류의 플라스틱올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성이 저하하여 극히 제한적으 

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올 방사선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은 환경공해 처리기술의 하나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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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l절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1.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수지의 내마모성 향상 기술 개발 

인공고판절이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세테뷰라 컵의 초고분자량 폴리에탈렌 

의 마모문제이다 플라스틱 중에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내마모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지 

라도 금속의 볼 헤드(b허1 head)와 수없이 반복하여 마찰되기 때문에 마모는 피할 수 없다 금 

속 볼 헤드와 수많은 마찰에 의해서 엄청난 수의 마모 입자가 조직 반용을 일으키게 하고， 결 

과적으로 bone loss로 인해서 인공관절의 수명이 플나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아세테뷰라 컵의 

평균 수명은 활동량이 많은 젊은 환자에 시술한 경우는 7-8년 정도， 상대척으로 활동량이 적은 

노인환자에 시술한 경우는 10-15년 정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공고판 

절의 수명은 아세테뷰라 컵의 재질인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마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고분자량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었다 본 

연구는 내마모성 향상을 위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가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폴리에틸렌을 

실리콘 요일내에서 융점온도인 135 "c에서 가열하는 중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가교율을 100% 

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고분자의 가교결합을 극대화시켜 분자상호간의 그물형 

구조를 형성합과 동시에 방사선 조사후 고분자내에 잔존하는 트랩된 라디칼의 농도률 최소화 

시켜 산화를 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얻어진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온 내마모성이 현저히 향 

상되어 인공관절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였다. 

가 실험 

(l) 시료 및 시약 

초고분자량풀리에힐렌 수지의 내마모성 향상 연구를 위해 독일 Ticona사 제품인 평균분자량 9'æ 

만， 밀도가 O잃g/ml인 GUR 41:xJ올 이용하여 ram 압출한 지륨 10mm인 원통형 바률 이용하였다. 

(2) 실험방법 

(가) 방사선 조사 

초고분자량 폴리에힐렌 봉제품(독일 Ticona사 제풍， 그레이드 GUR 4150, 분자량 9x106

’ 
밀 

도 0.93)을 지릅 l Omm 높이 20mm로 절단 한 후 시편을 만들고 오일 베스속에 넣었다‘ 이 때 

원홍형의 시편 형태가 가열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편의 표면에 알루미늄 박， 태 

프론 필름， 폴리에스터둥 내열성 필름둥으로 감아서 고정시켜두었다‘ 시편의 표연을 오일속에 

참기게 하여 공기와 차단되도록 하였다. 이때 사용한 오일은 시편의 용융온도인 135 "C 이상 가 

열하여도 오일 물성이 변하지 않는 실리콘 오일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오일속에 고정시킨 

시편을 전자선 조사하였다 이때 전자선은 1.0 MeV, 2.5mA, 컨베이어 속도는 20m/min, 1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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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 홉수선 량은 5kGy 로하여 300kGy 까지 조사하였다 

(나) 젤화율 측정 

초고분자량폴랴에틸렌 시료를 무게 70-80 mg중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정확히 

청량하고， 200 메쉬 스텐레스망( 200mesh stainless matrix)에 삽입시켜 이것을 꿇는 자일렌 

(xylene) 용액에 넣어 72시간 추출한 다음 진공오븐에서 10 시간 건조하여 칭량하였다 겔화율 

은 추출전 무게와 추출후 무게비를 백분율로서 나타낸 것으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된다‘ 

겔화율=추출후 시료 무게/추출전 시료 무게)x100 

(다) 적외선 분팡 분석 

방사선 조사후 초고분자량폴리에티렌 표연의 산화정도를 보기위해서 적외선분광분석을 수 

행하였다 산화 profile은 FT- IR(Tensor 37, Bruker, Germany)을 이용하여 resolution 16cm- 1, 

64scan 하여 1370cm- 1에서 나타나는 methylene 기에 대한 1717cm- 1에서 홉수되는 ketone기 

의 비의 값을 구하여 작성하였다. 

/ 
(라) 전자선 공명 분석 

용융상태에서 시료를 조사한 후 고분자 내에 트랩 (trapped)된 라디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 

해서 전자선 스핀 공명장치 (ES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 결정화도 분석 

제작한 시편의 결정화도는 차둥열량계(Differentia1 Scanning Ana1ysis, Perkin Elmer 

DSC-7)를 이용하여 완전 결정화된 폴리에텔렌의 용융열(288 Joule/그랩)로 제작시편의 용융열 

을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구하였다 

결정화도= (제작시편의 용융열/ 완전결정화된 폴리에틸렌의 용융열)x1oo 

결정크기는 광각 x-선 산란실험 (Wide angle x- ray diffraction)은 Regaku generator CuKa 

선원올 이용하여 4OkV， 70m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X-ray 산란 패턴의 피크 피탱 프로그랩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피크로부터 결정크기를 구활 수 있었다. 

(바) 마모도 측정 

조사시편올 지름 6mrn 높이 lOmrn로 가공한 후 표변에서 0.8mrn 절단하여 산화지수가 가 

장 작은 연을 선택하여 내마모도 시험 장치에서 200rpm으로 3，000，000번 왕복하여 내마모실험 

을 수행하였다. 내마모도 시험 장치는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왕복대위에 Co- Cr- Mo 

디스크형태의 판상위에 용융상태에서 전자선 조사한 시편올 올려놓고 윤활재로서 sa1ine 용액 

야
 써 



을 뿌려가며 판과 시편의 마찰을 일으키고， 마모도는 시편이 마모된 무게툴 측정하도록 한 고 

분자 핀-옹-플레이트(polymer pin on plate)타입으로써 자체 제작된 것이다. 

내마모 시험장치에 사용되는 윤활재는 saline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saline 용액 제법은 다 

옴과 같다 O.lM NazHP0 4 및 O.lM N하fzP04를 제조하여 부피비로 39: 61로 혼합하고 8.5% 

NaCl 용액 및 중류수를 혼합하여 pH 7.0의 살린용액을 제조하였다. 마모실험에 사용되는 

Co- Cr- Mo 판은 표면 거철기가 평균 O.06mm~ 것으로 모든 마모실험은 통일 연에서 수행되 

었다. 

나. 실험결과 및 고찰 

(1) 전자선 조사량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겔화율에 미치는 영향 

실험결과 용융상태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경우와 상온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후 열처리륭 

한 경우의 겔화율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전자선 조사량이 o - 300kGy 에 이르기 까지는 

젤화융이 전자선량에 비혜하여 증가하였으며 오일속에서 용융시킨 상태에서 가교된 시편의 젤 

화융은 20이{Gy 이상에서 99% 정도의 겔화율을 나타내어 상온에서 조사 후 열처리 하는 경우 

보다 용융상태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경우가 더욱 겔화율이 크게 됩올 알 수 있었다. 

(2) 전자선 조사량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결갱화도 및 결정크기에 미치는 영향 

Figure 4에 전자선 조사량에 대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결정화도 및 결정크기 변화률 

나타내었다. 일반척으로 열을 가하면 고분자의 결정화도가 낮아지며， 전자선 조사량에 따라 상 

온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시연의 결정화도는 전자션을 조사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중가하였 

으나 용융상태에서 전자션을 조사한 시연의 결정화도는 더욱 작은 값율 나타내었다. 또한 결정 

크기는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시편이 전자선을 조사한 시편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고 용융 

처리된 시연의 결정크기는 상옹에서 전자선 조사한 정우보다 작게 나타났다. 

(3) 용융상태에서 전자선 초사가 초고분자량 폴리에휠렌의 라디칼 농도에 미치는 영향 
용융상태에서 시료를 조사한 후 고분자 내에 트랩(σap야최)된 라디칼의 존재률 확인하기 위 

해서 전자선 스핀 공명장치 (ES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5에서 보인바와 같이 상온에 

서 전자선을 조사한 시편은 전자선 죠사량이 많을수록 라디칼의 농도는 중가하였으며 전자선 

율 조사한 후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융점이상온도 145 "c에서 l시간 이상 열처리 한 경우 

트랩 라디칼의 농도는 200kGy 이상에서 0.1 정도 작은 값을 보였다(Figure 6). Figure 8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용융상태에서 전자선을 조사 한 시편에서는 트랩라디칼의 농도는 거의 O 값을 
보임으로써 트랩 라디칼이 존재하지 않옴을 확인하였다 고분자내에 트랩된 라디칼 둥은 시간 

이 지날수록 점차 산소와의 결합을 흥해 산화되어 고분자 표변에서의 내마모도륭 저하시켜 결 

국 비구컵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랩라디칼온 완전히 제거시켜 주어야 한 

다. 이에 용융상태에서의 초고분자량 폴랭에될렌의 전자선 가교법은 트랩라디칼의 완전 소멸뿔 

아니라 가교반웅을 극대화 시켜 내마모성이 획기적으로 중대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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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모융 측정결과 

Figure 7에 나타난 결과를 보연 전자선량이 200 - 300kGy인 범위에서 마모도는 0으로써 

마모가 거의 얼어나지 않았으며 그 이하의 범위에서는 전자선량이 중가함에 따라 마모도가 감 

소하였다， 상온에서 조사한 후 열처리 한 경우는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방 

사선량이 중가할수록 내마모성이 현저히 중가하였으나 용융상태에서 조사한 시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옴을 알 수 있다. 현재 이상의 자료로부터 전자선은 200 - 300kGy의 조사량으로 하 

는 것이 바랍직함을 알 수 있었다， 

다 결론 

방사선 조사 후에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의 내마모성 및 가교융올 향상시키기 위해 고분자의 용융상태에 

서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상온에서 방사선을 조사한 시연보다 고분자의 융정에서 조사한 경우의 가교율 

이 더욱 향상되어 990/0이상의 가교율을 보였으며 내마모성도 현저히 중가한 결과률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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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adiation crosslinking in melting environment of UHMWPE 

Figure 2. Wear te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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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VA의 고온 내수성 향상 기술 개발 

80 'c에서 수용해되는 PVA 섬유의 열처리와 방사선 가교 동시 처리 기술 개발 

가 실험 

(1) 시료 및 시약 

8O'C에서 수용해되는 PVA 섬유를 (주)효성 섬유연구소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2) 제조 방법 
(가) PVA 섬유의 열처리 

CD PVA 섬유률 21 cm 길이로 잘라 Figure 1 의 plate 홈에 끼우고， 클립으로 고정시킨 

다 클립으로 고정시킨 plate를 Figure 2의 가열기 위에 융려놓고 가열한다 이 때 가열 옹도는 

110-160 'c로 하였고， 가열 시간은 10분이었다-

(2) PVA 섬유를 일정한 길이로 잘라 오븐에서 가열 용도는 110-160 'C, 가열 시간은 10 
분으로 열처리하였다 

@PVA 섬유를 일정한 길이로 잘라 오일 속에 담가놓고， 가열 온도는 110-180 'C, 가열 

시간온 10분으로 열처리하였다. 

(나) PVA 섬유의 방사선 조사 

PVA 섬유률 일정 길이로 자른 후， 50-200 kGy로 전자선을 조사하였다‘ 

(다) PVA 섬유의 열처리와 방사선 가교 동시 

<D PVA 섬유용 위의 plate 홈에 끼우고 가열시킨다 이 때 120, 160 'c로 가열하면서， 5 

0-200 kGy로 전자선을 조사하였다. 

<2l PVA 성유를 일정한 길이로 잘라 오일 속에 담가놓고， 160 'c로 가열하면서， 50-200 

kGy로 전자션을 조사하였다. 

(3) 특성 평가 

(가) 가교융 

가교 반용에 참여하지 않은 PVA를 제거하기 위해 제조된 섬유를 80, 90, 100, 120 'c의 물 

에 20분간 칭지 시킨다 칭지 된 섬유를 꺼내어 표연의 물을 닦아낸다- 그리고 진공 오븐에 넣 

어 70 'c에서 48시간 건조하여 무게툴 챈다 이 때의 무게가 가교된 섬유의 무게이다. 건조왼 

섬유의 우게률 Wd로， 처옴 사용한 섬유률 Wi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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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가교율 (%) = 펌 x l때 (l) 

식 (l)을 이용하여 건조된 섬유의 무게 (Wd)와 처음 사용한 섬유 무게 (Wi)로부터 가교율올 

계산하였다-

(나) 겔강도 

INSTRON Series IX(Instron Co. , Universal Testing System Model 4400)를 이 용하여 섬 유 

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섬유 시편의 길이는 60 mm이었다‘ 인장 

강도 측정 시 cross head speed는 15 mm/rnin, span의 길이는 30 mm로 하였고， 3개의 시료를 

록정하여 평균값을 채돼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l) PVA 섬유의 열처리 

plate률 이용해 110-160 "c에서 10분간 열처리한 PVA 섬유를 80-120 "c의 물에서 20분간 

칭지시켰다 Table 1율 보면， 열처리 하지 않은 섬유(controJ)는 8O"C의 물에서 녹아 내수성을 

갖지 못한 반연， 열처리한 섬유는 8O"C의 물에서 내수성을 가졌다. 이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섬유는 매우 소량이었다 9O"C 이상의 온도의 물에서는 열처리한 섬유 모두 녹아 내수성을 갖 

지 못했다 

오븐에서 110-160 "c에서 10분간 열처리한 PVA 섬유률 80-120 "c의 물에서 20분간 침지 

시켰다. Table 2률 보연， 오븐에서 열처리한 섬유는 8O"C의 물에서 모두 녹아 내수성올 갖지 

못했다. 

오일 속에 담가 110-180 "c에서 lOj분간 열처리한 PVA 섬유를 80-120 "c의 물에서 20분간 

칭지시켰다 Table 3을 보연， 열처리 하지 않은 성유(controJ)는 8O"C의 물에서 녹아 내수성을 

갖지 뭇한 반연， 140 "c이상의 옹도로 열처리한 섬유는 8O"C의 물에서 녹지 않았다. 이 때 녹 
지 않고 남아있는 섬유는 매우 소량이었다. 90 "c 이상의 온도의 물에서는 열처리한 섬유 모두 

녹아 내수성을 갖지 못했다. 

(2) PVA 섬유의 방사선 조사 

50-200 kGy로 전자선 조사한 PVA 섬유를 80-120 "c의 물에서 20분간 침지시켰다. Table 

4툴 보연， 방사선 조사한 섬유가 모두 8O"C의 물에서 모두 녹아 내수성율 갖지 못했다‘ 

(3) PVA 섬유의 열처리와 방사선 가교 통시 

plate률 이용해 120, 160 "c로 가열하면서， 50-200 kGy로 전자선을 조사한 PVA 섬유를 8 

0-120 "c의 물에서 20분간 칭지시켰다. Table 5, 6올 보면，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한 섬유 

는 8O"C의 물에서는 녹지 않고 내수성올 가졌다. 이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섬유는 매우 소량 

이었다 9O"C 이상의 온도의 물에서는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한 섬유 모두 녹아 내수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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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못했다 

오일 속에서 160 'c로 가열하연서， 50-때o kGy로 전자선을 조사한 섬유를 80-120 'c의 물 

에서 20~분간 침지시켰다 Table 7올 보면， 요일 속에서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한 섬유는 80 

℃의 물에서는 녹지 않고 내수성을 가졌다， 이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섬유는 매우 소량이었 

다 9O'C 이상의 옹도의 물에서는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한 섬유 모두 녹아 내수성을 갖지 

못했다， 

다 결론 

본 연구는 PVA 섬유의 고온 내수성을 향상시키는데 열처리 방법과 방사선 가교 방법율 이 

용하였다. 제조된 섬유의 열처리 온도와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고온의 물에서 PVA 섬유가 

내수성을 갖는지 가교율， 인장강도로 알아보았다， 

8O"C의 물에서 내수성을 갖지 못하는 섬유를 열처리했올 때， plate를 이용해 열처리한 경우 

와 오일 속에서 열처리한 경우에 80 'c 의 물에서 내수성을 가졌다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는 내 

수성을 갖지 못했고， 열처리하면서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는 내수성을 가졌다. 80 'c의 물에서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섬유의 양이 매우 적어 가교융과 인장강도를 측정하기는 어려웠다‘ 

Table 1. 열처리한 PVA 섬유의 내수성 명가. 

뚫환jf도 contro l 110 'c 120 'c 130 'c 140 'c 150 'c 160 'c 

80 'c x A & A 4 A A 

90 'c x x x x x x x 

*' 0 녹지 않은 섬 유가 남옴，D. 녹지 않은 성유가 소량 납옴 x ‘ 섬 유가 녹옴. 

T able 2 오븐에서 열처 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 110 'c I 120 'c I 130 'c I 140 'c I 150 'c I 160 'c 

x x x x x x 

*' 0 녹지 않온 섬유가 남옴，D. 녹지 않은 섬유가 소량 납옴 x 섬유가 녹옴， 

Table 3 오일에서 열처 리한 PVA 섬유의 내수성 명가. 

략쁨컨r!t도 control 110 .C 120 'c 130 'C 140 'c 150 'c 160 'c 170 'c 180 'c 

80 'c x x x x A A A A A 

90 'c x x x x x x x x x 

※ 。 녹지 않은 성유가 남옴，D. 녹지 않용 섬유가 소량 남옵 x 섬유가 녹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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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방사선 조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율효돈 
80 oc 

※ 。 ‘ 녹지 않은 섬유가 남음 f::. 녹지 않은 섬유가 소량 남음 x 섬유가 녹음 

Table 5. 120 L 열처리하연서 방사선 조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싫풋f 120 L 120 L 120 L 120 oc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80 L A A A A 

90 oc x x x x 

※ 。 녹지 않은 섬유가 납음，f::. 녹지 않은 섬유가 소량 남음 x 섬유가 녹음 

Table 6. 160 L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싫뤘f 
160 oc 160 L 160 L 160 oc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80 L A A A A 

90 L x x x x 

※ 。 녹지 않은 섬유가 납옴，f::. 녹지 않은 섬유가 소량 남옴 x 섬유가 녹음-

Table 7. 오일에서 160 L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싫풋f 
160 oc 160 oc 160 L 160 L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80 L A A A A 

90 L x x x x 

※ 。 녹지 않은 섬유가 남음 f::. 녹지 않은 섬유가 소량 남음 x 섬유가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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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열 처 리 용 plate. 

Figure 2 가열기 (ho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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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 "c 에서 수용해되는 PVA 섬유의 열처리와 방사선 가교 동시 처리 기술 개발 

가‘ 실험 

(1) 시료 및 시약 

110 'c에서 수용해되는 PVA 섬유를 (주)효성 섬유연구소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2) 제조 방법 

(가) PVA 섬유의 열처리 

PVA 섬유를 21 cm 길이로 잘라 plate 홉에 끼우고， 클립으로 고정시킨다 클립으로 고정시 

킨 plate를 가열기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다 이 때 가열 용도는 110-180 'c로 하였고， 가열 시 

간은 10분이었다 

(나) PVA 섬유의 방사선 조사 

PVA 섬유를 일정 길이로 자른 후， 50-200 kGy로 전자선올 조사하였다， 

(다) PVA 섬유의 열처리와 방사선 가교 통시 

φ PVA 섬유를 위의 (가)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시킨다 이 때 120-160 'c로 가열하연 

서， 50-200 kGy로 전자선올 조사하였다 

(2) PVA 섬유를 일정 길이로 잘라 물에 담가놓고， 90 'c로 가열하연서 50-200 kGy로 전 

자선을 조사하였다 

(3) 특성 평가 / 

(가) 가교융 

가교 반웅에 참여하지 않은 PVA를 제거하기 위해 제조된 섬유를 120 'c의 물에 20분간 침 
지 시킨다 침지 된 성유를 꺼내어 표변의 물올 닦아낸다. 그리고 진공 오븐에 넣어 70 'c에서 

48시간 건조하여 무게를 챈다， 이 때의 무게가 가교된 섬유의 무게이다 건조된 섬유의 무게를 

Wd로， 처 음 사용한 섬 유를 Wi로 나타낸다. 

가교율 (%) = 몫 x lOO (1) 

식 (1)올 이용하여 건조된 섬유의 무게 (Wd)와 처옴 사용한 섬유 무게 (Wi)로부터 가교융을 

계산하였다 

(나) 겔강도 

INSTRON Series IX(Instron Co., Universal Testing System Model 4400)를 이 용하여 

섬유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인장강도률 측정하기 위한 섬유 시편의 길이는 60 m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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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측정 시 cross head speed는 15 mm/min, span의 길이는 30 rnrn로 하였고， 3개의 시 

료를 측정하여 명균값을 채택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1) PVA 섬유의 열처리 

plate률 이용해 110-180 .C 에서 10분간 열처리한 PVA 섬유를 80-120 "c의 물에 20분 

간 칭지하였다. Table 1올 보연， 열처리하지 않은 섬유(controil와 열처리한 섬유 모두는 80-

100 "c의 물에서는 강한 내수성을 가졌다 열처리하지 않은 섬유는 120 "c의 물에서 내수성올 

갖지 못한 반연， 열처리한 섬유는 내수성을 가졌다. 110 -130 "c로 열처리한 섬유는 120 "c의 

물에서 녹지 않고 남은 섬유가 매우 소량이었다 

Figure 1은 물의 온도에 따른 열처리한 섬유의 겔화융을 보여준다. 열처리 용도가 중가할수 

록 높은 젤화융을 갖고， 물의 온도가 중가할수록 녹는 섬유의 양이 많아져 낮은 겔화융을 가졌 

다 

Figure 2는 물의 온도에 따른 열처리한 섬유의 인장강도를 보여준다， 열처리 온도가 중가할 

수록 높은 인장강도를 갖고， 물의 옹도가 중가할수록 녹는 섬유의 양이 많아져 낮은 인장강도 

률가졌다 

/ 
(2) PVA 섬유의 방사선 조사 

50-200 kGy로 조사한 PVA 섬유를 80-120 "c의 물에서 20i분간 칭지하였다 Table 2를 

보면， 방사선율 조사한 섬유는 80-100 "c의 물에서는 강한 내수성을 가졌다. 120 "c의 물에서 

도 내수성을 가졌지만， 이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섬유는 매우 소량이었다‘ 

Figure 3은 물의 온도에 따른 방사선을 조사한 섬유의 첼화율을 보여준다. 방사선 초사선량 

이 중가할수록 낮은 젤화융을 갖고， 물의 용도가 중가할수록 녹는 섬유의 양이 많아져 낮은 겔 

화융을 가졌다， 

Figure 4는 물의 온도에 따른 방사선을 조사한 섬유의 인장강도률 보여준다. 방사선 조사선 

량이 충가할수록 낮은 인장강도를 갖고， 물의 온도가 중가할수록 녹는 섬유의 양이 많아져 낮 

은 인장강도률 가졌다 

(3) PVA 섬유의 열처리와 방사선 가교 통시 

plate률 이용해 120-160 'c로 가열하면서， 50-200 kGy로 전자선 조사한 PVA 섬유률 

80-120 "c의 물에 칭지시켰다 Table 3-5를 보면， 열처리하연서 조사한 섬유는 80-100 "c의 

물에서는 강한 내수성을 가졌다 120 "c의 물에서도 내수성을 가졌지만， 이 때 녹지 않고 남아 

있는 섬유는 매우 소량이었다 

Figure 5는 120 "c로 열처리하면서 조사한 섬유의 물 온도에 따른 겔화융을 보여준다. 조사 

선량이 중가할수록， 물의 용도가 높아질수록 낮은 젤화율올 가졌다. 

Figure 6옹 120 "c로 열처리하면서 조사한 섬유의 8O"C의 물에서 인장강도를 보여준다.80 

℃ 이상 용도의 물에서는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섬유가 매우 약해서 강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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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낮은 인장강도를 가졌다 

Figure 7은 140 oc 로 열처리하면서 조사한 섬유의 물 온도에 따른 겔화융을 보여준다 조사 

선 량이 중가할수록，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은 겔화율을 가졌다 

Figure 8은 140 "c로 열처리하면서 조사한 섬유의 물 온도에 따른 인장강도를 보여준다 조 

사선량이 중가할수록，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은 인장강도를 가졌다 

Figure 9는 160 "c로 열처리하면서 조사한 섬유의 물 온도에 따른 젤화율을 보여준다 조사 

선 량이 증가할수록，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은 겔화융올 가졌다 

Figure 10은 160 "c로 열처리하면서 조사한 섬유의 물 옹도에 따른 인장강도를 보여준다 조 

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은 인장강도를 가졌다-

9O"C 물에 담가 50-200 kGy로 전자선을 조사한 PVA 섬유를 80-120 "c의 물에 침지시켰 

다. Table 6을 보연， 90 "c 물에 담가 방사선 조사한 섬유는 80-100 "c의 물에서 강한 내수성 

을 가졌다 120 "c의 물에서 내수성을 가졌지만， 이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섬유는 매우 소량 
이었다 

Figure 11은 9O"C의 울속에서 열처리하면서 조사한 성유의 물 온도에 따른 겔화융올 보여 

준다，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은 젤화융을 가졌다 

Figure 12는 9O"C의 물속에서 열처리하면서 조사한 섬유의 물 온도에 따른 인장강도를 보 

여준다.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은 인장강도를 가졌다. 

다.결론 

본 연구는 PVA 섬유의 고온 내수성을 향상시키는데 열처리 방법과 방사선 가교 방법을 이 

용하였다 제조된 섬유의 열처리 옹도와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고온의 물에서 PVA 섬유가 

내수성을 갖는지 가교융， 인장강도로 알아보았다 

120 "c의 물에서 내수성을 갖지 못하는 섬유를 열처리， 방사선 조사，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했을 때 120 "c의 물에서 내수성을 가졌다. 열처리 온도가 중가할수록， 방사선 조사선량이 

감소할수록 가교융과 언장강도가 중가하였다 120 "c의 물에서는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섬유의 

양이 매우 적어 가교융파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어려웠다. 

Table 1 열처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굵본펀f contro1 110 "c 120 "c 130 "c 140 "c 150 "c 160 "c 170 "c 180 oc 
80 oc 。 。 。 。 。 O 。 。 。

90 "c 。 。 。 。 。 。 。 O 。

100 oc 。 。 。 。 。 。 。 。 。

120 "c x a A A 。 O 。 。 。

※ 。 녹지 않은 섬유가 남융 ß ‘ 녹지 않옹 섬유가 소량 남용 x : 섬유가 녹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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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방사선 조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륙룹:rtf‘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80 'C 。 。 。 。

90 'C 。 O O O 

100 'c O 。 。 。

120 'c A A A A 

※ 。 ‘ 녹지 않온 섬유가 남용， 6 녹지 않은 섬유가 소량 남용 x 성유가 녹용 

Table 3. 120 'c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싫뤘f 120 'c 120 'c 120 'c 120 'c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80 'c 。 。 。 。

90 'c 。 。 。 。

100 'c 。 。 。 。

120 'c A A A A 

* 。 ‘ 녹지 않은 섬유가 냥용， 6 녹지 않은 섬유가 소량 냥옴 x 성유가 녹용 

Table 4. 140 'c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한 PVA 성유의 내수성 평가. 

싫뤘f‘ 140 'C. 140 'c 140 'c 140 'c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80 'c 。 。 。 。

90 'c 。 。 O 。

100 'c 。 。 O 。

120 'c A 4 A A 

'" 0 녹지 않은 성유가 납융， 6 녹지 않온 섬유가 소량 남옵 x 섬유가 녹옴 

Table 5. 160 'c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싫풋f‘ 160 'c 160 'c 160 'c 160 'c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80 'c 。 O 。 。

90 'c 。 。 。 。

100 'c 。 O O 。

120 'c A A A A 

* 。 녹지 않옹 성유가 남용， 6 ’ 녹지 않은 섬유가 소량 남용， x , 섬유가 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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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륨능펀rff‘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80 "c O O 。 。

90 'c 。 。 。 。

100 "c 。 。 。 。

120 'c 4 A A A 

조사한 물속에서 방사선 Table 6. 90 'c 

녹지 않은 섬유가 소량 남융 x 섬유가 녹옴 A . 녹지 않은 섬유가 남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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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 L에서 수용야되는 l' \1 rI 'D-rr-격 걷 """' 1 C-1..:J..f 1-0 /‘ r 냐 / r..u:... τ"' 1 "'11.-1 / 1 é / 11 닐 

가 실험 

(1) 시료 및 시약 

110 't에서 수용해되는 PVA 섬유 4종류(A， B, C, D)를 (주)효성 섬유연구소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A 섬유는 연신배율이 8배， B 섬유는 연신배율이 10배， C 섬유는 연신배율이 12배， 

D 섬유는 연신배율이 14배였다‘ 

(2) 제조 방법 

(가) PVA 섬유의 열처리 

PVA 성유를 21 cm 길이로 잘라 plate 홉에 끼우고， 클립으로 고정시킨다， 클립으로 고정시 

킨 plate를 가열기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다 이 때 가열 용도는 100-120 't로 하였고， 가열 시 

간은 10분이었다 

(나) PVA 섬유의 방사선 조사 

PVA 섬유툴 일정 길이로 자른 후， 50-200 kGy로 전자선을 조사하였다. 

(다) PVA 섬유의 열처리와 방사선 가교 통시 

PVA 성유를 위의 (가)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시킨다. 이 때 100-120 't로 가열하면서， 50-

200 kGy로 전자션을 조사하였다 

(3) 특성평가 

(가) 가교율 

/ 

가교 반옹에 참여하지 않은 PVA를 제거하기 위해 제조된 섬유를 120 't의 물에 칭지 시킨 

다 칭지 된 성유륨 꺼내어 표면의 물을 닦아낸다. 그리고 진공 오븐에 넣어 70 't에서 48시간 
건조하여 무게률 챈다 이 때의 무게가 가교된 섬유의 무게이다 건조된 섬유의 무게률 Wd로， 

처옴 사용한 섬유률 Wi로 나타낸다 
/ 

가교율 (%) = 몫 xl Oû (1) 

식 (1)을 이용하여 건조된 섬유의 무게 (Wd)와 처융 사용한 섬유 무게 (Wi)로부터 가교융을 

계산하였다. 

(나) 겔강도 

INSTRON Series IX(Instron Co. , UTÙversal Testing System Model 4400)롤 이 용하여 섬 유 

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유 시편의 길이는 60 mm이었다 인장 

강도 측정 시 cross head speed는 15 mmlmin , span의 길이는 30 mm로 하였고， 3개의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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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평균값올 채택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ol PVA 섬유의 열처 리 

plate를 이용해 100 - 120 "c 에서 10분간 열처리한 PVA 섬유를 120 "c 의 물에 침지시켰다 

Table 1올 보면， 열처 리 하지 않은 섬유(controJ)는 내수성올 갖지 옷했고， 100 oc 에서 열처리 

한 경우는 C와 D 섬유가 내수성올 가졌다. 110, 120 "c 에서 열처리한 경우는 B, C. D 섬유가 

내수성올 가졌다 

Figure 1은 100 - 120 "c로 열처리한 섬유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젤화윷올 보여준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젤화율을 가졌다 

Figure 2는 100 -120 "c로 열처리한 섬유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인장강도를 보여준다 열처 

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인장강도률 가졌다. 

(2) PVA 섬유의 방사선 조사 

50-200 kGy로 전자선을 조사한 PVA 섬유를 120 "c의 물에 침지시켰다 Table 2를 보연， 

A와 C 섬유는 150 kGy 이상으로 조사했을 때 내수성올 갖고， B와 D 섬유는 100 kGy 이상으 

로 조사했을 때 내수성 올 가졌다 

Figure 3은 방사선올 조사한 섬유의 조사선량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준다 조사선량이 중가할 

수록 높은 겔화융올 가졌다‘ 이 때， 남은 섬유가 소량이고 매우 약해 인장강도를 측정할 수 없 

었다 

(3) PVA 섬유의 열처리와 방사선 가교 동시 

100 -120 "c로 가열하면서， 50-200 kGy로 전자선을 조사한 PVA 섬유률 120 "c의 물에 20 

분간 침지시켰다. Table 3올 보면， 열처리 온도와 방사선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남아있는 섬 

유의 양이 중가하였다. 120 'c로 열처리하면서 조사한 D 섬유가 가장 많은 양의 섬유가 남았 

다 

Figure 4는 120 "c 에서 열처리하연서 방사선을 조사한 섬유의 조사선량에 따른 겔화율을 보 

여준다.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높은 젤화율을 가졌다. 

Figure 5는 120 "c 에서 열처리하연서 방사선올 조사한 섬유의 조사선량에 따른 인장강도를 

보여준다.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높은 인장강도를 가졌다. 

다 결론 

본 연구는 PVA 섬유의 고온 내수성을 향상시키는데 열처리 방법과 방사선 가교 방법을 이 

용하였다. 제조된 섬유의 열처리 용도와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고온의 물에서 PVA 섬유가 

내수성 올 갖는지 가교윷， 인장강도로 알아보았다. 

120 'c의 물에서 내수성을 갖지 못하는 섬유를 열처리， 방사선 조사，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했을 때 120 'c의 물에서 내수성을 가졌다. 열처리 온도가 중가할수록， 방사선 조사선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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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할수록 가교율과 인장강도가 증가하였다 

Table 1. 열처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엉꾀갈렐‘휴 A B C D 

control x x x x 

100 "c x x A 。

110 oc x A 。 O 

120 oc x 。 。 。

~ 。 녹지 않은 섬유가 냥용 f!. 녹지 않온 섬유가 소량 냥용 x 성유가 녹옴 

Table 2. 방사선 조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평가 

잃블f헌 A B 

‘ 
c D 

50 kGy x x { x x 

100 kGy x A x 。

150 kGy a A a 。

200 kGy a 4 O 。

* 。 녹지 않은 섬유가 냥용，f!. 녹지 않은 성유가 소량 남융 x 섬유가 녹옴 

Table 3. 열처리하면서 방사선 조사한 PVA 섬유의 내수성 펑가， 

A B 

염꾀靈f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100 "c x A A A x A 。 。

110 "c x A 。 。 x A A O 

120 "c x A 。 。 x A A 。

C D 

힐、쩌 ......... 리j 옹E호샤션~~%‘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100 "c x A A A x A A A 

110 "c x A A 。 x a 4 O 

120 "c A A A 。 。 。 。 。

~ 0 녹지 않은 섬유가 남용，f!. 녹지 않온 섬유가 소량 냥옴 x 섬유가 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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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TFE의 방사선 가교기 술 개 발 

가 실험 

(1) 시료 및 시약 

PTFE(Polytetrafluoroethylenel필름은 Hanmi rubber and Plastics co.(서울， 한국)제풍으 

로 두께가 100μm인 것올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PTFE film을 히탱챔버에 넣고 반웅기안을 질소로 치환 시킨 다옴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감 

압하였다. 반웅기를 융정온도 이상인 340't에서 가열하면서 감마선을 100, 200 , 300kGy 까 

지 2.7Gy/sec 속도로 조사하였다， 히탱챔버안의 온도률 일정하게 하기위해서 히탱챔버내의 

상， 중， 하 세 위치에서 온도를 감지하여 PID로 온도제어를 하였다 

방사선 조사후 PTFE 가교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분광분석을 수행하였다 

FT-IR(Tensor 37, Bruker, Gerrnany)을 이용하여 resolution 16cm끼 32scan 하였다， 방사선 가 

교전 • 후의 결청구조 및 열융해열을 차둥열량계 CÐifferen디a1 Scanning Ana1ysis, Perkin Elmer 

DSC-7)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시료의 기계적 울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장실험을 하였다. 

인장실험은 Instron 사의 Model μ43을 이용하였으며 ASTM D638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PTFE 가교기술개발 

용융상태에서 방사선을 조사한 PTFE의 가교구조률 FT-IR 분석결과률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가교 PTFE의 FT-IR에서는 분석결과 2365cm- 1에서 나타난 피크는 -CFz- backbone올 

나타내며 가교된 PTFE에셔는 1784, 1729, 1716 그리고 1671cm- 1에서 새로운 피크툴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1). Figure 2 - 3에서는 PTFE film에 대해 용융온도 및 상온 조건에서 각 

각 방사선을 조사한 DSC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연 PTFE의 용융온도에 

서의 결갱특성이 용융온도 이하에서 방사선 조사하는 경우와 완전히 다른 현상을 볼수 있었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을 상온에서 조사한 시편의 융정보다 방사선 조사하여 가 

교된 PTFE의 융점은 낮아졌다， 또한 방사선 조사한 필름의 결정상태를 보연 방사선 조사 조 

건이 용융상태인 경우의 결정화 온도가 더욱 낮았다， 이러한 형상은 PTFE 고분자 사슐간의 

가교화가 용융상태에서 분자간의 결정화를 막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용융온도에서 방사선 조사량이 중가함에 따라 결정화온도가 낮아지면서 불투명한 색상 

이 투명하게 변화하는 특성올 보였다. 

(2) 기계적 륙성 

PTFE 에대한 용융 및 상온조건에서 방사선을 조사한 후 인장시험 결과를 Figure 4,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융조건에서 방사선을 조사한 PTFE fil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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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율 및 인장강도는 약 20%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용융상태에서의 방사선조 

사는 PTFE 고분자사이의 가교를 통해 그물구조로 PTFE의 구조가 변화됨을 나타낸다 

다‘ 결론 
PTFE 용융온도인 340"C에서 질소 중에서 방사선을 lOOkGy 이상 조사하면 PTFE는 가교 

되었고， 방사선 조사에 의해 결정화 온도가 점차 감소하며 방사선 조사량이 클수록 결정화 온 

도는 더욱 감소하여 불투명한 색상이 투명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기계적 물성 또한 

항복 강도(yield strength)와 탄성률과 같은 기계적 물성 이 중가하였고 내방사선성 이 향상되는 

결과률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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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TIR of PTFE film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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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crosslinked and noncrosslinked PTF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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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가소성 수지의 melt strength 향상 기술 개발 

가 실험 

(1) 시료 및 시약 

열가소성 수진인 폴리플로훨렌수지(8310， MW: 523αx))는 호남석유화학 제풍을 이용하였다. 가교 단 

량체로는 이관능성 단량체인 1,4 Butan어iol dimethacrylate(BDDA), diethylene glyc이 dimethacrylate 

(EGDM)를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재료 혼합 

중공성형 폴리플로필렌수지 (8310， MW: 523，뼈， 호남석유화학)에 이관능성 단량체 1,4 Butan뼈01 

dimethacrγlate(BDDA) ， diethylene glycol 이methacrγlate(I잉DM)를 3.0 、따% 혼합한 후 210'C에서 압출 
하여 펠릿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웰릿에 lMeV 전자선을 1-1ookGy 조사한 후 130'C에서 l시간 열처 

리 하여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였다 

(나) Rheotens 용융강도 측정 

혼합시연의 용융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Brabender 뻐leomix single 압출기에 capilarγ die(Do=2mm, 

Lo/Do=20)를 장착하고 G짧tfeπ Rheotens를 연결하였다 압출속도는 잉IlJffi으로하고 반웅용도는 21O'C로 

하였다 폴리프로필렌 수지는 용융되어 그 strand가 아래로 향하여 Rheot없S 회전휠 사이로 들어가서 

roller의 속도에 따라 용융강도를 측정하였다 

(다) DSC/DMA 분석 
시면의 상대 결정화도는 시'^}주사열량분석기(DSC)를 통해 측정하였다 질소분위기에서 숭온속도를 1 

O'C/min 로하고 21O'C까지 송옹하여 분석하였다‘ 시편의 무게는 4.5mg로 하였다‘ 시연의 결정화도는 완 
전 결정 pp의 열융해열 209J1g 올 기준으로 하여 상대비를 구하였다 열적동력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DMA 2900을 이용하였으며 숭온속도 5'C/rnin, 주파수 1Hz 조건으로 -1oo'C에서 2OO'C까지 숭옹하여 물 

생측정을 하였다 

(라) 인장 실험 

방사선 조사한 pp 및 조사전 pp 시편에 대한 인장시험을 AS1M D638 기준에 따라 시행하였다. Instron 

Mod리 4443올 이용하여 상온에서 5개의 시편의 평균값을 내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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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결과 및 고찰 

Figure 1은 rheotens 장치률 이용하여 용융강도를 측정하는 사진으로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 

사선 조사한 후 용융강도가 향상된 수지의 용융 strand 모양은 고용융강도(high melt strenght PP)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melt fracture 현상( (b) 원형)이 보였으며， Figure 1 (a) 는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PP의 용융 sσand를 나타내었다 가교 단량체를 혼합하여 만든 PP를 방사선 조사하고 젤화융을 구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전자선올 조사하고 열처리한 경우 전자선 조사량이 1-100 kGy 

에 이르기까지 겔화율이 변하게 되는데 10kGy 이하의 저선량에서 겔화율은 5%이하를 나타나 

게 되며 그 이상에서는 겔화융이 10%까지 중가하였다 Figure 3은 방사선 조사량 과 가교 단 

량체의 농도에 따른 PP의 용융강도률 나타낸 것이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4kGy 까지는 

조사량이 중가하연 pp의 용융강도는 중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선량에서 조사하면 pp 구 

조가 고분자 사술 및 긴 가지가 형성되연서 용융강도가 중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BDDA가 개질된 pp는 5% 이하의 겔화융올 갖는 구조로 되어 열에 대한 가공성이 우수하며 

용융강도가 2.5 배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방사선 조사후 열처리 한 폴리프로필렌은 

DSC 분석결과 열처리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결정화도가 중가하고 열에 대한 기계척강도 

가 더욱 중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ure 4-6) 
방사선 조사후 pp에 형성된 알킬 라디칼퉁(Figure 7- (a))은 열처리하여 소멸시키지 않으연 l 

주일 이내에 퍼욕시라디칼(Figure 7.- (b))로 변하게 되어 pp의 산화 및 분해 반용을 촉진시킨 

다 열처리한 경우 라디칼은 소멸되어 피크가 flat화 되는 현상올 Figure 7.-(c)에 나타내었다. 

DMA 및 DSC, x-ray 분석， ESR 분석결과， 방사선 조사 후 열처리에 의해 pp의 결정 구조 

및 결정화도가 pp의 열기계적 특성에 영향올 주는 절과를 보임으로써 방사선 조사후 생성완 

라디칼 거통과 판계가 있옴을 확인하였다 

다 결론 

폴리프로훨렌의 용융강도는 방사선 조사량이 4kGy이하에서 이관능성 가교단량체를 첨가하여 효과적으 

로 중진 시킬 수 었다 열처리에 의해 잔여 라디칼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교보다는 분해반용이 우선적으 

로 일어나 결국은 용융흐름성이 중가하여 용융강도는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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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망사선 조사에 의한 고분자의 미세구조 변 형 연구 

전자빔 조사된 구조용 폴리에틸렌의 미세구조 변화 

구소 재료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폴리에틸렌의 경우 뛰어난 기계직 특성과 부식이 

되지 않는 장점 때문에 기존의 금속 재료를 대체하는 재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중 이중 분자 

량 분포를 갖는 폴리에틸렌은 고분자량 성분과 저분자량 성분의 수지가 비슷한 비율로 함께 

존재하는 재료로서 단일 분차량 분포를 갖는 폴리에틸렌보다 가공성을 향상시키고 파이 프 둥 

으로 웅용했을 때 크라프 특성과 파괴 저항성의 균형올 유지시켜 주는 재료로서 가장 최근에 

소개된 폴리에틸렌 수지이 다. 이중 분자량 분포를 갖는 폴리에틸렌은 저분자량의 수지는 주로 

결정영역에 존재하며 가공성과 결정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고분자량 수지는 결정을 연결해주는 

연결분지 (Tie molccule)로 존재하여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일한 두 

께의 단일 분자량 분포도를 갖는 폴리에틸렌과 비교할 때 강도가 높고， 동일 강도를 요구할 경 

우에는 재료를 앓게 만툴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점점 그 웅용분 

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 실험 

(1) 시료의 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SK(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YUZEX 6100과 YUCLAIR FN800이 

다 YUZEX 6610은 밀도가 0.952 glcm' , 분자량 분포도가 20-25(Mw!Mn)인 이충 분자량 분포 

도의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며 YUCLAIR FN800은 공단량체로 octane이 첨가된 단일 분자량 분 

포릎 가지는 수지이다 시편은 19O"C에서 용융시킨 후 2νcm2의 성형압력을 주어 두께 l mm의 

필름으로 제조하였으며 압력에 의한 시료의 배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190 "c에서 10분 동안 유 

지한 후 압력올 제거하고 상온으로 냉각하였다‘ 

(2) 방사선 조사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 이온빔으로서 전자빔을 사용하였다 감마션의 경우 시료침투 깊이 

가 깊어 시료 전체에 균일하게 화학반웅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감마선 

은 조사량의 선택에 따라 조사 시간이 길며 감마선 조사시 생성되는 자유라디칼이 긴 시간동 

안 공기 중 산화작용을 일으킴으로서 고분자의 물성올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바， 본 연구 

에서는 전자빔을 채택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전자범 조사는 EB-tech(주)의 ELV - 4 모텔의 전 

자선 가속장치를 이용하였으며 energy range는 lMeV이며 energy stabi lity는 :t2%, 전압은 50 

써이고 최대 전류 40mA로 상온에서 조사되었다‘ 전자법 조사에 따른 온도중가로 인한 시 료의 

변형은 알루미늄 냉각판올 사용하여 방지하였으며， 이동속도(conveyer rate)는 2m!min이다 전 

자빔 조사량은 100, 250, 500, 1000kGy로 각각 다르게 하여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변화를 관찰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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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 

DSC는 TA사의 DSC 2910 모댈을 사용하였으미 시료의 산화 및 분해를 방지하기 위하에 

시료가 위치한 cell 내부를 질소기체로 채워주었다 실험은 가열과 냉각 모두 10 t: /rnin으로 

하였으며， 시료의 양은 (4:!:l )mg으로 하였다 DSC 결과로부터 T m• T ,. ~H， 결정화도， 라멜라 

두께 퉁에 관한 정보를 얻올 수 있었다 

(4) 기계적 불성 분석 
시료의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장실험을 하였다 인장실험은 Shimadzu사의 

AG-5OOG를 이용하였으며 시편의 크기는 5x54x l(WxHxT，mm)이다. 실험은 상온에서 실시하 

였으며 변형속도는 3mrn/rnin으로 하였다 재료를 인장시킬 때 용력이 최대가 되는 점을 재료 

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 재료가 파단 될 때의 웅력을 파단강도(fracture strength)라 하 

였다 또한 웅력은 거의 변하지 않으며 변형만 변화하는 항복정 (yield point)에서의 항복웅력 

(yield sσength)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강도(modulus)는 initial modulus로 tan6 곡선의 기울 

기로 구하였다. 

(5) X-선 산란 

소각 X 선 산란(Small Angle X- ray Scattering, SAXS) 실험은 포항 가속기의 4C1 범 라 

인에서 2- d PosiLion Sensitive Detector(PSD)를 이용하여 i실험하였으여 이때 사용된 에너지는 

2GeV에 150mA이며 빛의 파장은 1.608A(Co Ku source)이며 빔의 크기는 0.4 xO.4mm이다， 소각 

산란의 경우 공기의 산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αlOmrn 길이의 진공관을 사용하였으며 시료로부 

터 검출기까지의 거리는 약 llOOmrn이다 땅사선 조사된 시료들의 초기 미세구조 변화 측정 

실험에서는 X-선 노출 시간을 30초를 하였다. 광킥 산란 실험 (Wide Angle X -ray Scattering , 

WAXS)은 Reg외(u사의 X - ray diffractometer (W AXD)를 이용하여 전압 40kV , 전류 70mA, 빔 

크기는 0.3xO.3mm로 하였으며 파장은 1.542 A (Cu K. source)로 하였다 29 범위는 12-27' 이 

고 29 간격은 0.01' 이며， 스캔 속도 l' / rnin 이다 X 선 산란 피크의 fitting은 ’CurveFit’ I 

로그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earson vn 함수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피크의 연적 비 
에 따라 결정화도， 결정크기， 반가폭 퉁의 정보를 얻올 수 있었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l) 기계적 물성 

전자빔이 조사된 시료의 기계적 성질올 시험하기 위하여 인장 실험올 실시하였다. 인장 

실험의 결과는 Figure 1에 stress stram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강도， 항복웅력 그리 

고 파단 연신융을 구하여 각각 Figure 2, 3, 4에 도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분자에 방사선을 조 

사시킬 경우 고분자 사슬의 절단(chain scission)과 가교(crosslinking) 현상이 일어난다. 가교된 

고분자는 선형 고분자에 비교하여 인장웅력에 대한 변형이 감소된다， 이는 사슬간의 가교구조 

가 사슬의 미끄러짐 (chain slip)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올 하기 때문이다 1 ) 따라서 

가교 고분자는 선형 고분자에 비하여 연신율은 감소하지만 강도가 중가하는 특성올 갖고 있다. 

- 96 -



Figure 2, 3에서 조사량이 1000kGy인 시료를 제외하고는 전자범의 조사량이 증가할수꽉 강도 

와 항복용략이 증가하는 것올 꼴 수 있다 고분자의 강도와 항복웅력은 분자의 결정화도와 가 

교도 및 온도에 의존한다 이중에서도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틀은 가교도에 가장 크게 의존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범 조사에 의해 절단된 고분자 사슬간의 결 

힘으로 언하여 고분자 사슬사이에 공유결합에 의한 강한 가교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l000kGy의 전자빔 이 조사된 경우 사슬간의 가교뿐만 아니라 사슬절단이 많이 일어나고， 

전자빔의 과도한 에 너지로 인하여 결정영역의 파괴 때문에 오히려 불성이 감소되는 효파가 나 

타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고분자의 강도를 의미하는 강도와 항복 

응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거동은 LDPE와 HDPE에서 동일한 겸향성을 보였지 

만. HDPE와 비교하여 LDPE는 그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올 볼 수 있다 이 는 두 시료 

의 사슬의 구조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분자에 망사선을 조사하게 되 

면 사슬 절단과 가교현상이 통반되어 냐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결정영역보다는 밀도가 낮 

은 비결정 영역에서 쉽게 일어닌다고 알려져 있다‘2) 또한 절단된 사슬은 재결정화 되는데 이는 
T. 이상인 상온에서 사슬 절단으로 tle 분자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결정형성이 가능 

해 진다， 그러나 LDPE는 HDPE의 선형 사슬과 달리 PE 주 사슬에 곁사슬이 었어서 근본적으 

로 결정 형성윤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형성된 결정의 치밀도 또한 낮다‘ 따라서 LDPE에 전자빔 

을 조사했을 경우 사슬절단 및 가교현상은 비 결정 영역뿐만 아니라 결정영역에서도 일어날 것 

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LDPE는 곁사슬 때문에 절단된 사슬의 움직임이 방해릎 받아 재 

결정화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단 된 사슬간 결합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LDPE의 기계적 성질의 향상은 전자빔 조사에 의한 사슬간의 가교에 의한 효과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다르게 HDPE는 저분자량과 고분자량이 비슷한 비율로 섞여있는 이중 분포도룹 갖는 

데 저분자량의 사슬은 주로 결정영역에 존재하고 고분자량 사슬은 tie 분자로서 주로 비결정 
영역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3. 4) 이러한 시료에 전자빔을 조사하게 되면 밀도가 낮은 비결 

정 영역에서 사슬 절단과 사슬간의 가교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절단된 tie 분자와 비결정 영역 

의 사슬들의 재결정화가 일어난다 HDPE의 사슬은 선형이기 때문에 LDPE보다 재결정화가 쉽 

다 따라서 HDPE의 기계적 성질의 향상은 전자빔 조사에 인한 가교와 사슬 절단으로 인한 재 

결정화，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기여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gure 5의 조사량에 대한 파단 연신융의 감소 현상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 
다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교 현상이 중가하게 되며， 이는 사슬의 미끄러짐을 방해 

하여 인장용력에 대한 연신융을 감소시킨다 

(2) 열적 거동 
전자빔이 조사된 시료의 미세구조를 열적거동올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DSC 실험 

을 통하여 Figure 6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으며 이로부터 Tmt Tc, 용용피크의 연적인 용융열 (Ll 

H)을 구하였다 또한 LlH로부터 다음의 식 (1)을 이용하여 결정화도(x，)를 구하였다 여기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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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는 시료의 용율열이띠 ， tlHPE는 100% 결정화펀 PE의 용융열로 293.6J/g이디 

L1H 
Xc = ~;;' x 100(%) 식 (1) 

4파E 

일반적으로 tlH는 재료 내에서 결정영역이 차지하는 양에 비려l 하며， 결정 크기의 분포도가 커 

질수록 넓은 영역을 갖게 되는 것으로 결정화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Tm은 결정의 두께와 연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결정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branch 정도， 공중합체나 

첨가제둥과 같은 화학적 불순도나 사슬의 구조 및 형태학적 결정과 결정화 속도 및 온도 퉁이 

있으며 이는 곧 Tm에 영향올 미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정의 두께 (Lc )와 T m 사이의 

관계를 다음의 Thompson Gibbs 식 (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가) LDPE 

T~= 1멍 (1 __ 2육) 식 (2) 
… LrP~hU 

k; 1려nellar 야너ckness ， 0; fold surface free energy, 

~hO; heat of fusion of infin.itely thick crystal, 

T m 0; melting point of infin.itely thick crγsta1， 

Pc; density of the crystalline component 

"., 

/ 
/ 

먼저 LDPE의 열적 거동에 대하여 살펴보도팍 하겠다 Figure 7에 LDPE의 Tm올 전자 

범 조사량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LDPE의 경우 일차 용융온도의 변화가 전자빙의 조사량이 증 

가할수록 갑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m은 주로 결정의 두께와 연관된 것으로 이는 앞서 언급 

했던 바와 같이 LDPE의 곁사슬로 인한 업체장애로 결정 영역의 사슬간의 인력이 작고 평균거 

리도 HDPE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LDPE 결정영역은 HDPE보다 상대적으로 치밀도가 낮기 

때문에 전자빔에 의한 사슬 절단과 가교 현상이 결정영역에서도 얼어나기 때문이며 이는 

Figure 12에서 보듯이 전자빔 조사량에 대한 비결정영역의 두께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결 

정영역의 두께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차 용융과정에서 더욱 뚜 

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곁사슬뿐만 아니라 방사선 조사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가교구 

조에 의하여 LDPE 사슬의 결정화 거통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Figure 11에서 전 

자빔 조사량이 충가할수록 결정화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ure 8의 

LDPE의 일차 용융피크의 면적 즉， 용융열(~H) 값이 500kGy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H가 Tm파 서로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각각에 영향올 미치는 주요 인자가 다르기 때문 

이다‘ ~H는 결정의 두께보다는 결정의 양에 크게 의존하는데 특히， LDPE의 ~H의 증가는 전 

자빔에 의하여 절단된 tJe 분자나， 주 사슬의 길이가 짧아진 사슬의 재결정화 때문이다 이러한 

재결정현상은 비결정 영역에서 작고， 치밀성이 떨어지는 결정올 새롭게 형성하거나， 이미 존재 

하던 작고 불안정한 결정들이 좀 더 안정한 결정형태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미세 결 

정의 존재는 Figure 6의 LDPE의 thermogram에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작은 double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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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로 확인할 수 있디 전지빔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와 비교하여 전자빔을 조사한 시료에서 

피크가 고온으로 이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래 존재하던 불안점한 미세결정들이 전지빔 

조사에 의한 사슬 절단으로 움직임이 좀 더 자유로워져서 결정의 완전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결정 현상의 양은 많지 않으며 조사량이 증가하연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조사량이 커서 사슬 절단과 가교현상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본래 존재하던 미세결정이 

성장하는 것 보다는 그보다 작고 불안정한 미세 결정들을 일부 생성하거나 가교구조가 형성되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미세 결정들은 비록 작고 불안정하지만 전체 결정영역의 비융을 

증가시키게 되어 óH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곧 결정화도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뒤에 나 

오는 Wide Angle X - ray Scattering(W AXS) 방법을 이용해 구한 결정화도와도 통일한 경향성 

을 볼 수 있었다(Figure 17) ‘ 

(나) HDPE 

다음의 Figure 9와 10은 HDPE의 Tm과 óH 값을 전자빔 조사량에 대하여 도시한 것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HDPE의 이차 용융과정에서 얻은 값틀은 LDPE와 동일한 경향성올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차 용융과정의 Tm과 óH의 변화는 LDPE와는 매우 다른 경향성을 나 

타내고 있다 심지어 1000kGy의 조사량에 대하여서도 Tm이 증가하는 독특한 경향성올 나타내 

었다 본 실험에서 선택한 HDPE는 비슷한 양의 고분자량과 저분자량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이 

중의 분자량 분포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BMWD를 갖는 고체 상태인 고분자의 경우 저분자 

량 사슬은 결정을 형성하며 고분자량의 사슬은 결정영역과 비결정 영역에 골고루 존재하며 특 

히 결정 라멜라와 라멜라를 연결해주는 tie 분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BMWD HDPE에 전자빔 

을 조사할 경우 사슬절단과 가교현상이 밀도가 높고 치밀한 결정영역보다 비결정 영역의 tie 

분자에서 주로 일어나게 된다. 전자범 조사에 의한 사슬 절단은 비결정 영역의 tie 분자를 절 

단시키는데 이것은 결정의 완전도를 증가시켜서 Tm이 높아지도록 한다. 또한 LDPE와 마찬가 

지로 전자빔에 의하여 절단된 tie 분자들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져서 재결정화 할 수 있다. 이러 

한 재결정 현상은 전체 고분자중 결정영역의 비융 즉， 결정화도를 중가시키게 되어 óH가 증가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차 용융과정에서는 LDPE와 마찬가지로 조사량이 증가할수 

록 Tm과 óH가 모두 감소하는 것올 볼 수 있다 이는 전자범 조사에 의한 사슬간의 가교구조 

형성으로 인하여 사슬의 움직임이 어려워져서 결정형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조사량에 

따른 결정화온도(Tc)가 감소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3) 미세구조 분석 
소각 및 광각 X←선 산란 실험을 이용하여 시료의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Figure 12는 

SAXS 실험으로 얻은 라멜라 장주기 값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LDPE와 HDPE가 서로 상 

반된 경향성올 나타내고 었다. 라멜라 장주기는 결정영역의 두께와 비결정 영역의 두께가 합해 

진 값으로 상관함수를 이용하여 각 영역의 두께를 분리하여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Figure 

12에서 보듯이 LDPE는 전자범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라멜라 장주기가 약간 감소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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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영역의 두께가 감소하기 때문임올 Figure 13의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DPE의 경우 branch로 인하여 결정영역의 지밀도가 낮아서 전자빔에 의한 사슬 절 

단과 가교현상이 결정영역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결정이 파괴되어서 두께가 감소하기 때문이 

다‘ Figure 14의 (110) , (200)결정연의 연간거리 값이 LDPE가 HDPE보다 큰 것으로 보아 

LDPE가 HDPE보다 branch 때운에 결정영역의 치밀도가 낮은 것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LDPE의 결정영역은 HDPE보다 전자빔에 취약하여 반용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 

다 그러나 HDPE의 경우 조사량 중가에 따라 약간 중가하다가 1000kGy에서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것올 볼 수 있다 이는 DSC 실험에서 구한 Tm으로 Thompson- Gibbs 식올 이용하여 구한 

lamellar thickness의 변화와 절대 값은 다르지만 경향성은 일치함을 Figure 15에서 알 수 있 

다. 이때 0，는 (93 :t8)J!cm2, T m 
0은 145.8 'C, AhO는 293J!cm2로 하였다.61 HDPE의 라멜라 장주기 

의 중가는 Figure 13의 (a)에서 보듯이 주로 결정영역의 두께 중가에 의한 것이다 이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HDPE가 이중 분자량 분포도를 갖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 

다. 

HDPE의 여러 실험 결과틀로 미루어 보아 HDPE는 1000kGy 조사선량에도 불구하고 결정 

영역의 두께가 증가한다는 것올 알 수 있었는데， UHMPE와 LDPE의 실험결과들과 비 교해 볼 

때 HDPE가 이처럽 독특한 거동을 하는 것온 단순히 사슬의 형태 즉， 곁사슬의 양보다는 

HDPE만이 갖고 있는 이중 분자량 분포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HDPE는 저분자량과 고분자 

량이 혼합되어 있는데 시편의 제조 과정 중 용융된 고분자량 사슬은 고온에서 비교적 큰 결정 

을 형성할 수 있지만 온도가 감소할수록 사슬의 용직임이 어려워지므로 많은 양의 결정을 형 

성하지 못하고 oe 분자나 많은 chain entanglement률 갖는 비결정 영역으로 남게 왼다. 그에 

반해 저분자량 사슬들은 낮은 온도에서도 결정올 형성할 수 있올 것이다， 물론 거시적으로 저 

분자량과 고분자량 사슬들이 서로 분리되어 결정올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시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사슐에 의하여 형성된 결정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올 것이라 추측된다. 이때 전자 

빔을 조사하면 고분자량 사솔로 구성되어 있는 결정이 성장하여 결정두께를 중가시키는데 이 

는 고에너지의 전자빔이 비결정 영역의 tie 분자인 고분자량 사술을 절단시킴으로써 chain 

entanglement는 감소되며 사슬의 웅직임은 중가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원인온 추후에 단일 분포도를 갖는 HDPE를 실험하여 비교하면 분차량 분포도의 차이에 기인 

한 결정 형성 및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변형 과정의 차이릅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16은 광각x-선 산란 실험에서 얻은 (110), (200)의 피크의 반가폭을 가지고 식 (3)의 

Scherrer‘s equa디on을 이용하여 결정크기(t)를 계산한 것이다. 

O.9À 
식 (3) 

BccsBB 

여기서 B는 반가폭(FV\뛰M) ， ^는 wavelength( A)이며 8B 는 회절각을 나타낸다. 또한 피크의 
면적을 이용한 식 (4)를 이용하여 결정화도를 구하여 Figure 17에 도시하였다 

I 
XC= I; 식 (4) 

여기서 l c 는 결정 영역의 산란 연적 1 ， 는 전체 산란 연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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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에서 250kGy까지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ll0l. (200)의 결정크기가 증가하디 그 

이후 갑소하논 것올 볼 수 있다 Figure 17의 결정화도 역시 통일한 정향성올 나타내는 깃을 

볼 수 있다 즉‘ 전자빔 조사에 의한 사슬 절단으로 가능해지는 결정화 현상은 주로 (j 10), 

(200)의 중기 즉， 라멜라 측연 방향으로 생기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화도는 이 연의 성장 및 파 

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사슬 절단 후 

재결정화 가동보디 가교 구조를 형성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결정연의 크기 및 결정화도가 감 

소하게 된디 

다 결 론 

고분자 시료에 대한 전자빔 조사는 고분자 사슬의 절단과 가교 구조를 유발하는데 기계적 

물성은 이 두 가지 현상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은 전자 

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강도와 항복용력이 증가하고 변형은 감소하였다 이 는 전자빔 조사에 

의한 사슬 절단 및 가교현상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바결정 영역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알 

려져 있는데， 비 결정 영역에서의 사슬간의 가교는 사슬 미끄러짐올 감소시키기 때문에 웅력에 

대한 변형은 감소하고 반대로 강도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전자빔으로 인한 비결정영역의 사슬 

절단은 tie 분자들의 웅직임을 증가시킨다. 움직임이 자유로워진 tie 분자들은 재결정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결정의 완전도와 결정화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변형은 고분자 

의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디 전자범 조사에 의한 이러한 변화는 열분석과 

X 선 산란 실험 결과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즉， tJe 분자의 재결정화 현 

상에 의한 결정 의 완전도 증가는 용융온도(Tm)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화도의 증가 

는 용융열(t，m과 광각 X 선 산란 피크의 변적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결정화 현상은 

주로 라멜라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광각 x-선 산란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고분자 사슬의 겸사슬의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선형 사슬구조를 갖는 

HDPE는 위와 같은 거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곁사슬의 양이 많은 LDPE는 곁사슬 

로 인한 입체장애 때문에 초기에 형성된 결정구조의 치밀도가 낮아서 전자빔 조사로 인한 변 

형이 비결정영역과 결정영역에서 동시에 벌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절단된 사슬의 재결정화 

거동도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LDPE의 경우 전자법 조사로 인하여 오히려 결정의 완전도가 

감소하여 Tm과 라멜라 두께가 감소하게 되며 결정화도의 증가폭도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 한 현상은 조사선 량이 250-500kGy까지 중가할수록 경 향성 을 갖고 변화하지 만 l000kGy의 선 

량이 조사된 시료는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조사선량이 너무 커서 고분자의 비결정 영역뿐만 

아니라 결정영역의 상당 부분올 파괴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자량 분포도가 

bimodal 분포를 갖는 HDPE를 사용하였는데 전자빔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라멜라 두께가 증가 

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결정의 두께가 중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였 

다 이는 일반 단일 분자량 분포도를 갖는 고분자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분자량 분포도 

에 기인한 효과임올 짐작할 수 있다 

방사선 조사는 고분자의 물성 개질을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 

구를 통해서 전자빔 조사 역시 고분자의 물성올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올 확인할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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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때 물성의 게질 정도는 조사선량뿐만 아니라 고분자의 밀도 즉， 사슬의 구조(곁사슬의 

양)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분자량의 분포도에 따른 거동올 관철함으로써 

bimodal 분자량 분포도룹 갖는 HDPE가 고선량에서도 라멜라 결정 두께가 증가하는 현상올 

관찰하는 성과를 얻올 수 있었다 이는 현재 고분자 재료로써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PE의 

물성개질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파이프 및 고강도의 구조재료가 대부분 

bimodal 분자량 분포도를 갖는 PE임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될 수 있올 것이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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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ess-Strain diagram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a)LDPE, b)HD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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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 조사에 의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미세구조 및 물성변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은 인공관젤로써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 고분자이나， 

장시간 사용에 띠른 크리프 거동은 인공관절 소재로서의 자리매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보완 망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전자빔 조사는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 

으로 UHMWPE의 가교구조를 변환시킴으로써 내크리프성 및 내마모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양의 전자빔올 조사하여 가교된 UHMWPE의 

내부 미세 구조와 형태 변화를 분석함은 물론 기계적 물성파의 상호작용을 연관시켜 보고자 

하였다 

가 실험방법 

(1)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 초고분자량 폴리에힐렌(UHMWPE)은 Ram 압출 성형된 80mm직경 

의 원형 봉 모양으로 얻어졌으며 분자량은 약 4.0-6.0x106 g/mol 정도이며， 인장 거통과 크리프 

거동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ASTM D638에 의거된 dogbone 모양의 판재 인장 시료는 

5.3x2.5x54mm의 크기를 가진다 시편은 80mm 직경의 원형 ul표‘WPE 봉에서 3mm두께의 직 

사각형 판재를 선반 및 밀링 작업하여 가공한 다음 인장시료 모양의 압축 몰드를 사용하여 제 

조하였다 압축 성형은 190'C에서 판재시료와 압축 몰드를 예열 시킨 후 5ton/cm2의 성형압력 

을 가한 후 시편에 주어진 압력을 제거해 주기 위해 10분간올 기다려 압력에 의한 배향이 무 

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분자량과 높은 용융점도와 같은 UHMWPE의 특성상 시편제작은 표 

면의 거철기와 시편 전체의 두께에 불균일성으로 말미암아 압력 상태는 유지한 체 온도조절 

장치의 용도만 제거한 후 상온까지 서서히 냉각하여 실시하였다-

(2) 전자범 조사 

전자빔 조사는 대전 EB-tech (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선 가속장치를 사용하여 조사하였 

다‘ 전자빔 가속기는 ELV- 4 모델이며 evergy range는 lMeV, energy instability 土2%， beam 

power 5OKW , max. beam current는 40mA 조건으로 공기 중 상옹에서 행하였다‘ 알루미늄 냉 

각판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냉각함으로써 시료가 온도에 의해 변형됨을 방지하연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량은 100, 250, 500, 750 그리고 lαlOkGy로 하였다 

(3) Differential Scanning Ca10rimetry (DSC) 

방사선 조사된 시료의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A사의 DSC 2910 장비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양은 4(:tl)mg정도를 취하였으며 시료의 산소와의 접촉올 막기 위해 질소 가스를 주입 

하며 실험하였고 가열 · 냉각속도는 10 'C/min으로 하였다 전자법 조사에 따른 x-선 산란 실험 

과의 비교를 위해 식 (2)와 (3)을 이용하여 라멜라 두께(Lcl와 결정화도를 계산하였고 이를 통 

해 다음의 식 (5)와 같이 라멜라 장주기 (d)를 아래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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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εXcx d 식 (5) 

(4) FT- IR spectroscopy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실험은 Perkin -Elmer사의 1000PC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시료의 홉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용될 시료의 두께를 앓게 하여야 하므로 전자빔 

에 조사된 시료로부터 nucortome올 사용하여 두께 약 25μm로 제작하였다‘ FT- IR spectra를 통 

해 Oxidation index를 계산할 수 있는데 아래의 정의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Oxidation Index = 휴딴잉빨二 
.E1 1420tol550cm- 1 

여기서 A 1650 10 1빠m 는 1650에서 1800cm→ 1사이에서의 Ketone, aldehyde, ester 그리고 

carboxylic acid group들의 absorbance 이고， Aim m lgkm l 는 1420에서 1닮Ocm-1사이에서의 

methyl 그리고 methylene group들의 scissor motion 과 일치하는 홉수도를 나타낸다. 

(5) x-선 산란실험 

광각 및 소각 X 선 산란 실험은 포항 가속기 방사광의 4C1 빙 라인에서 2- d Position 

Sensitive Ðetector(PSDl를 이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에너지는 2GeV에 150mA이며 

빛의 파장은 l.608A (Co Ku source)이며 범 크기는 0.4*04.mm이다. 광각 산란의 경우 시료와 

검출기간의 거리는 9.03cm이였고， 소각 산란의 경우 공기의 산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mm 

길이의 진공관올 사용하여 2200mm의 거리를 두었다‘ 방사선 조사된 시료들의 초기 형태 변화 

에서는 x-선 노출 시간을 30초를 주었으며， 인장 실험은 특별히 고안된 servo motor를 주 동 

력원으로 정밀한 위치 및 일축변형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아래 

Figure 18과 같이 설치하였다 광각 및 소각 x-선 산란 실험에서 인장 실험은 인장되는 속도 

가 큰 경우 빙 노출시간을 매우 짧게 가져야 하는데 이로 인한 해상도가 저하되는 문제정으로 

인해 본 실험에서는 범 노출시간은 5초를 주었으며 데이터 습득 시간은 2초이다. 

Creep 실험에서의 구조변형 관창은 특별히 고안된 크리프 기기를 장착한 후Reg와‘u사의 

X - ray diffractometer를 이 용하여 voltage 40KV , current 70mA, Point beam size 0.3xO.3mm 

그리고 wavelength 1.542A(Cu Ku source)조건하에서 실행하였다 28범위는 15-25' 이고 28 

간격은 0.01' , 스캔 속도는 l ' / min 이다 

(6) Tensi1e test 

인장 실험은 Shimadzu 사의 AG-5OOOG를 이용하였다 인장 실험 시료의 길이는 

5.3x2.5x54mm이며 土0.2mm의 오차를 갖는다， 실험은 상온에서 실시하였으며 변형 속도는 

3mrn/min을 사용되었다 강도， 파단강도 및 연신율풍에 대한 결과를 구하였다‘ 한편 인장 실험 

을 진행시키면서 포항 가속기 방사광에서의 실시간 광각 및 소각 x-선 산란에서의 미세구조 

변화의 측정은 설계 제작된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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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reep 심 혐 

Creep 실험의 경우 1/100의 분해능을 갖는 다이얼게이지를 사용하여 변형률을 측정하였고 

단계 하중을 위한 웅력은 N2 로 대신하여 gas regulator 그리고 digita1 pressure gage를 사용 

하여 압력을 조절하였다， 특히， 일정하중에 의한 creep 실험의 경우 장시간을 요하는 실험이므 

로 본 실험에서는 Boltzmann 중첩원리를 이용하여 보다 적은 시간으로 장시간에 걸쳐 한 

creep 실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용된 하중은 0.3, 0.5, 0.7, 0.9kgf/mm2로 하였으 

며 ， 각 하중에서 다음 단계로의 하중 변화는 creep curve 상에서 일정한 값， 즉 변형의 정도가 

거의 없는("，O.Olmm) 시점에서 다음 하충을 가하는 방법으로 약 80시간에 걸쳐 실험하였다 

(8) Gel fraction & swelling ratio measurement 

방사선 조사로 인한 시료의 gel content와 swelling ratio 변화는 ASTM D2765-95의 의거 

하여 정의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시편의 크기는 규격에서 권하는 것보다 크게 사용 

하였다. 이는 규격 크기로 하였을 때 추출되는 양이 상당히 적어 무게 측정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범 조사된 시료로부터 5x5x2.5mm (土0.2mm) 크기를 얻을 수 있었고 초 

기 시료의 평균무게는 (49:!:l)g 이다. 본 실험에서는 xylene올 사용하여 1200C 로 끊은 상태를 

유지하고 전자빔 조사된 시료들을 25때의 그물철망으로 감싼 후 48시간 동안 넣어 두었다 표 

변의 용매를 날려 버린 후， 이때의 시료의 무게를 기록해 둔 후， 이 시료를 다시 1200 C 진공 

오픈에 72시간 동안 넣어두어 용매를 완전히 건조하고 최종 무게를 측정하였다. 최종 swelling 

ratio 와 percent extract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7-8) 

Swelling ratio = [(W.-Wd)!Wc!l K+1 

Extract % = [(Wo- Wd)!Wo] x100 

WO = origina1 weight of specimen being tested 

W g = weight of swollen gel after immersion period 

W d = weight of dried gel 

K = density of the solvent at the immersion temperature (approx. 1.08)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전자법 조사가 UHMWPE의 미세구조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WAXS, SAXS를 통해서 관찰 

하였고 FT-IR spectroscopy를 통해 주 사슬의 사슐젤단과 가교 반웅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 

었다 또한 정적 인장 실험기와 장시간 creep 실험을 통해 기계적 물성 변화와의 관계에 대해 

서도 관찰 할 수 있었다‘ 

(1) FT - IR specσoscopy 

고분자에 전자빔올 조사하게 되연 두 가지의 구조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첫 번째 반옹은 

‘taut’ 연결 분자들의 사슬 절단(c - C breakage)이고 두 번째 반옹은 생성된 자유 라디칼의 반 
옹에 의한 인접 사슬간의 가교 형성이다(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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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는 전자빙 조사량에 따른 FT - IR spectru m올 나타낸 것으로 전자법 조사량이 중가 

할수록 두 개의 피크가 형성， 중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965cm 1 주파수 영역의 피크는 

cyclobutane으로 보이며 이는 생성된 end vinyl간의 가교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자빔 조 

사량이 증가할수록 이 주파수 영역에서의 피크가 정정 명확해지고 커지는 것올 볼 수 있다 또 

한， 17l2cml 주파수 영역의 피크는 carbony 1 group으로 보이며， 이는 사슬 절단에 의한 피크 

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 주파수 영역의 피크 역시 전자범 조사량이 중가와 함께 불명해지는 

것올 볼 수 있다. 각 영역의 연적을 살펴봄으로써 두 반웅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Figure 

20에는 965cm-1 주파수 영역의 피크 연적은 전자범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점차적으로 중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교도가 전자빔 조사량과 함께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1712cm-1 주 

파수영역의 연적 역시 전자법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중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사 

슬 역시 충가함율 예상할 수 있다. 

(2) Gel fraction and swelling ratio 

전자범 조사된 시료의 가교정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였다 Figure 21은 전자빔이 

조사된 UHìI‘WPE의 gel fraction과 swelling ratio의 전자범 조사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전자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자유 라디칼의 양도 증가하고 이는 3차원적으로 가교된 불 

용성 네트워크툴 형성함으로써 가교밀도를 중가시켜 결과적으로 gel fraction도 중가하게 된다， 

반면에 swelling ratio의 경우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감소한 후 잉OkGy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일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7-8) 전자빔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사술과 사슬간의 공간이 척어지기 

때문에 I명윤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Figure 22에서 gel fraction과 swelling ratio 사이의 관계가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교와 사슬절단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논중해 주고 있다. 전자범 조사량과 함 

께 두 반용의 다양한 변화는 사슬 절단에서 유발되는 산화와 네트위크의 풀립에 기인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자범 조사량에 따른 사슐철단 반옹은 가교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솥절단은 얽힘 결합(entanglement coupling)이 가교 반용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 전자 

빔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사슬절단도 중가하게 되고 가교의 범위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앞서 

FT-IR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쇄 사슬의 분해는 가교에 의해 동반된다. 

(3) x-선 산란 

전자범 조사와 조사량에 따른 내부 미세구조와 형태학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실험으로， 

Figure 23은 전자범 조사량에 따른 결정화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에서 왼쪽 Y촉은 DSC를 

이용하여 얻은 용융열이고， 오른쪽 Y축은 X 선 산란 실험을 통해 얻은 값이다. 
전자법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결정화도가 점점 중가하여 250kGy 조사량에서 최고값을 가진 후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정정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감마선 또는 uv 조사 
에서도 나타나는데 250kGy 조사량까지의 상숭효과는 공기 중 전자빔 조사에 의한 사슬절단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조사량에서의 감소 효과는 가교 반용이 주원인으로 생각되는 

데 이는 앞의 FT-IRspecσa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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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c 24는 UHMWPE의 결정연 (1 10) , (200)에 대한 결정의 크기 변화를 전자빔의 조사량 

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여기서 (1 10)는 라멜라를 이루는 고분자사슬의 폴딩이 일어나는 연으로 

서 (110) , (200)변의 결정의 크기는 라엘라 결정의 측면 크기와 이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립에서와 같이 (110) , (200) 모두 결정의 크기가 250kGy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상의 조사량 

에서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전자범은 밀도가 높은 결정영역보다는 밀도가 낮은 비결정 영역 

에 선돼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며， 사슬절단에 요구되는 산소 또한 비결정 영역에 더 높은 농 

도가 예상되므로 사슬절단이 주로 이 영역에서 일어냥을 짐작할 수 었다 전자법은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사슬 절단이 중가하고 절단된 고분자 사슬은 절단 전보다 빠른 유동성을 가지며 

또한， 유리전이온도 이상의 온도구간인 상온에서 유동성이 중가하므로 재결정화 과정을 통해 

보다 완전한 결정체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빔의 조사에 의한 결정체 크기의 증가는 전 

자빔에 의한 사슬절단의 효과에 기인하며 결정화도의 중가를 수반하게 된다， 반면 250kGy 조 

사량 이상의 경우 전자빔의 조사량이 가장 컸옴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결정체 크기 및 결정 

화도를 보였다 이는 과다한 전자범의 조사에 의한 결정 영역은 물론 비결정 영역에까지 상당 

한 가교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Figure 25는 산란빽터 (q)와 산란강도(I)를 Iq2 한 것이다‘ 한 개의 라멜라 뭉치 (stack)는 일차 

원적인 밀도 분포 함수를 갖기 때문에 일차원적 상관 함수{correlation function)를 고려하기로 

하연， 먼저 길이가 r인 막대기를 가정하고 이 막대기의 양끝을 A와 B라 하자. 막대기를 라멜 

라 표변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막대기의 양끝 A, B정의 밀도의 분포를 측정할 경우 

이때 막대기 한 끝의 전자 밀도를 hA (h=r-<r> ，<r>는 명균값) , 다른 쪽의 전자 밀도를 hs 라 

하면 상관 함수는 

/ 
j T) (r+u)Xψ， )d씨 < 1JAηB> ,(r) = “ =-----

〈팎 〉 η2 

1,., (8)= T{h{r) * h(-r)} 

로 표시되며 (< >)는 평균값을 나타냉)， 이는 산란합수 Ioo，(s)로부터， 다음의 관계식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03-18) 

l ι(8) X∞82πr8d8 
T, (r) = “ l 

I ι (8 )ds 

Figure 26은 상관함수률 이용하여 구한 라멜라의 장주기 Oarnellar long-spacing)와 결정， 비 

결정 영역 두께Clarnellar &amorphous thlckness)를 전자빔의 조사량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된 (110), (200)연의 크기는 라멜라의 측면 크기를 의미하지만， 라옐라 장주기는 라 

멜라의 두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빔의 세기에 비례하여 라멜 

라의 장주기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장주기는 결정영역Clarnellar thlckness)과 라 

멜라와 라멜라의 사이를 메우고 있는 비결정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라멜라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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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다， 라멜라와 비결정 영역의 두께는 전체 라멜라와 비결정 영역의 평균두께를 의 

미한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멜라 두께는 전자빔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증가하여 

250kGy에서 최고값올 가지고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정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결정 

영역의 두께 변화는 전자빔의 조사량과 함께 정점 감소하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올 관찰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비결정 영역에서의 사슬절단에 기안한 결과로 비결정 영역의 타이 

분자가 전자빔에 의해 절단되는 경우 라멜라의 완전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상당량의 가교반웅이 일어나므로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4) Dκferential Scanning C려0끼metη 

일반적으로 결정성 고분자의 경우 용융 온도(Tm)와 결정화도는 같은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융옹도가 높을수록 결정화도 역시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이다 결정성 고분자 내 

결정체가 크거나 혹은 작은 결정체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완전히 절정을 녹이는데 필요한 

시간올 그만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융 온도는 고옹부에서 나오게 된다， 하지 

만， 같은 결정화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결정이 다른 한쪽의 결정보다 완전성에서 

우수하다면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고분자에 있어서 분자상호간 결합은 결정 내부의 인 

접한 고분자 사슬 간에 작용하는 인력을 중가시키며 이들 사술을 서로 분리하여 용융시키는데 

필요한 열에너지를 중가시킨다. 이처럼 분자 상호간의 인력의 중가는 일반적으로 용융 온도를 

높이게 된다 Figure '2:7에서는 앞서 x-선 산란 실험에서 살펴본 결정화도와는 다르게 DSC로 

부터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하변서 용융 온도(Tm )가 정점 고온부로 이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융온도의 중가는 사슬절단과 가교구조 형성에 의한 효과로 보인다- 특히， 전자법 조 

사로 인해 밀도가 낮은 비결정 영역에서 라멜라와 라멜라를 연결해주는 연결 분자(디e 

molecule)들이 절단됩으로써 라멜라의 완전성 Oamellar perfection)을 중가시킴은 물론， 라멜라 

와 라멜라 사이， 다시 말해 상대적2로 밀도가 큰 결정 영역에까지 상당한 양의 가교구조의 형 

성함으로써 전자범 조사량과 함께 용융 온도도 중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용융 옹도 

의 중가 즉 가교도의 중가는 기계적 성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 Static Tensile Test 

전자법 조사량에 따른 인장 변위콕선올 Figure 28에 나타내고 이로부터 구한 각각의 파라 

미터률 Figure 29에 나타내었다. 

Figure 29에서와 같이 modulus는 전자빔 조사량에 비례하나 파단 연신융과 옹력은조사량에 따 

라 정정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형태학적 변화 결과와는 상이한 절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자범 조사량이 250kGy에서 최고값올 가지는 형태학적 거통과는 달리 전자 

빔 조사량이 충가할수록 기계척 특성은 전체적으로 함께 중가되는 것올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들 특성의 변화륭 가교와 접목하여 살펴보았다. 

Figure 30에 gel fraction 즉， 가교도가 중가함에 따라 initial modulus 값도 중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용융 온도가 상숭하는 결과를 보았다. 이미 용융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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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상숭효과는 결정 영역 내에까지 형성된 가교구조 형성에 의한 것임올 언급한 바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기계적 성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였고， Figure 31에 

서 용융 온도가 중가할수록 항복강도와 modulus 9t 같은 기계적 특성이 중가하는 것올 볼 수 
있었다 결국 가교도가 증가할수록 기계적 성질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기 

계적 성질은 전자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중가함올 보였고 이는 기계적 성질이 사슬절단이나 

결정화도보다는 가교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륙케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장시간 크리프 실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하였다 

(6) Creep Test & In-Situ X - ray Diffraction 

생체용 고분자로 사용되는 UHl'vIWPE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마모와 

크리프 성질이다 본 실험에서 주된 연구 목적으로 행한 크리프 실험은 4단계의 하중과 

Boltzmann 중첩원리를 이용하여 보다 적은 시간으로 장시간 크리프 실험과 동일한 효과를 얻 

고자 하였다 Boltzmann 중첩원리란 한 물체에 t;O에서 용력 01이 작용되고 또한 t;t1에서 웅 

력 oz가 작용될 경우， 시간 t1이후의 임의의 시간 t에서의 물체의 변형률은 웅력 01과 02가 시 

간 t;O, t;t1에서 각각 작용하여 생기는 변형률의 합과 같다는 원리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 [01(t)+ 02(t- t1)] ; e [01(t)] + e [02(t-t1)] / 

이 같은 원리에 준하여 4단계 하중을 시간에 따라 달리 가해 줌으로써 각기 한 하중에 대한 

실험적 시간을 절약하면서 장시간 일정하중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32 (a)는 

시료들의 크리프 거동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자빔이 조사되지 않은 시료와 전자벙이 조사된 시료에 각각 다른 정적 크리프 웅력(0.3， 0.5, 

0.7, 0.9kgf!mm2)율 가하여 계단식 크리프 웅력에 따른 크리프 거동올 특정할 수 있었다 단， 

계단식 웅력과 동일한 크리프 시간영역에서 조사되지 않은 시료의 크리프 곡선들로부터 계단 

식 크리프 거동을 이미 산출하여 본 실험에 적용하였다. 전자빔이 조사되지 않은 OkGy의 경우 

크리프 변형속도와 크기가 전자빔이 조사된 시료틀에 비해 현저히 크게 나오는 것을 살펴 볼 

수 었다. 반면， 전자법 조사된 정OkGy와 1αlOkGy시료의 경우 크리프 변형속도 및 크기가 정정 

착아져 결국 전자빔 조사량이 가장 큰 1αlOkGy에서 가장 작은 크리프 변형속도 및 크기를 가 

지는 것을 살펴볼 수 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인장 실험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빔 조사에 의해 비결정 영역에 존재하는 라멜라 간 tie 분자의 절단에 의한 라멜라의 

완전성을 중가시킴은 물론 가교도의 중가를 수반하게 되는데 전자빔 조사량과 함께 중가한 가 

교의 효과로 인해 시료 변형에 대한 저항성을 중가시켜 크리프에 대해 보다 더 안정한 구조를 

가지는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전자빔 조사가 크리프 변형시 일어나는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 

은 실시간 WAXD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Figure 32의 (b)에 (10)연과 

(200)연의 크리프가 진행하는 동안의 결정체크기 변화를 도시하였다. 전자빔 조사에 의한 사슬 

절단과 가교가 조사량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므로 절단된 사슬의 재결정화로 인한 라멜라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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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을 중가시킴은 물론. 라멜라 사이에 상당한 가교구조의 형성으로 인해 기계적 물성을 증가 

시킴올 보았다. 예상된 결과와 같이 전자빔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 OkGy에 비해 전자빔에 조사 

된 시료들의 결정체 크기 변화가 보다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lOOOkGy 시료의 (10)연의 

경우 결정체 크기 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크리프 저항성 

은 앞서 살펴본 기계적 특성과 일치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가교와의 관계를 통해， 전자빔 조 

사량이 증가할수록 가교도는 중가되고 크리프 용력에 대한 chin slip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크 

리프 성질에 대해 더 안정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결론 

전자빔을 고분자에 조사하게 되면， 두 개의 주된 반웅이 유발되는데， 그것은 사슬절단과 가 

교 반용이다 두 반응은 통시에 일어나게 되고 FT- IR s야ctra， gel fraction과 swelling ratio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반용용 각각 다른 효과를 나타내어 서로 다른 결파를 보여 

주게 되는데， 250kGy 이하의 전자범 조사량이 까지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온 비결정 영역의 

사슬절단에 기인하여 결정화도， 결정크기， 라멜라 두께 둥올 중가시키는 형태학적 변화를 가져 

오지만， 그 이상의 경우 정정 작은 결정크기 및 결정화도를 보였다. 이는 파도한 전자빙의 조 

사에 의하여 결정 영역은 물론 비결정 영역에서도 가교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전자빔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T m, gel fraction, swelling ratio, yield sσength ， modulus 가 

조사량과 함께 중가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Tm 과 기계척 특성 변화와의 관계가 일치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달리 말해 가교 정도가 중가할수록 기계적 물성도 함께 중가하는 것 

으로 여겨진다. 전자빔 조사에 의해 라멜라의 완전성의 중가와 함께 라멜라 간의 가교 구조 형 

성으로 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슬 절단은 어떤 임계값을 가지는 형태 

학쩍 변화흘 가져왔지만， 가교 구조는 기계적 몰성과 더욱 밀접한 판계를 가지고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연， 이러한 가교구조 형성은 장시간 creep 실험에서도 상당한 영향율 미철 것으 

로 기대했던 바， 크리프 변형 속도 및 크기가 전자빔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적게 나타남융 살펴 

활 수 있었다. 또한 결정체 크기 변화 역시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전 

자범 조사량에 의해 비결정 영역에 존재하는 라멜라 간 tie 분자의 절단이 증가하여 라멜라의 

완전성율 중가시킨다 라멜라의 완정성의 중가와 가교도의 중가는 시료의 변형에 대한 저항성 

을 중가시키며 전자법 조사에 의한 크리프 용력에 대한 chin slip올 지연시킴으로 인해 크리프 

성질에 대해 더 안정한 구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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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FT- IR spectrums of electron beam iπadiated UHMW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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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Plot of integrated intensities of absorption bands at 965 and 1712 cm-1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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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lot of gel fraction and swelling ratio vs.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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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gel fraction (cross- linking) and swelling ratio 

100 | |“ 
。

口 - --‘、。
190+ / 、

+64 - ‘c'" --.. 
/ 、

/ 、

(isι 180 

/ 、

、。、
、
、

명 
、

、

、。

170 - 60 

160 58 

o 100 '00 700 1000 

Irradiation dose (kGy) 
Figure 23. Crystallirùty of electron beam irradiated UI표fflPE estimated by DSC 때d wide 

angle X - ray scattering experirnents. 

- 121 -



280 

( 
T g 

'$ 260 

..,..,,/"G 

。

월〕”r n zmo 

180 
0 250 500 150 1000 

Irradiation dose (kGy) 

Figure 24. Plot of crystal thickness ((010) & (200) plane) of electron beam irradiated 

UlTh‘WPE vs.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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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Lorentz corrected small angle X - ray intensities of iπadiated UHMW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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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Lamellar long spacing (a) and lamellar and amorphous layer thickness (b) of the 

irradiated UHMW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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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Z7. Plot of melting point of iπadiated ul표ilWPE VS.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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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Stress-sσain curves of electron beam irradiated UHMW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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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ModuJus (a), fracture strain (b), and fracture stress (strength) (c) vs.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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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의 등온결정화 거 동 

폴리프로필렌은 폴리에틸렌과 더불어 폴리올레핀계 고분자로 가장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물리적， 기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특성과 투명성올 가지고 있다 특히 폴리에틸렌과 비 

교했을 때 용융온도가 높으므로 thenno- mechanical resi stance와 강도가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렁에도 불구하고 노화， 풍화 그리고 조사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서 분해가 잘 된다는 

단정 때문에 폴리프로펼렌의 실제 용용에 한계가 있었다 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1, 2절 

에서 언급한 전자빔을 이용한 폴리에틸렌의 개질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폴리프로펼렌의 물 

성 향상올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폴리프로필렌은 폴리에틸렌과 달리 주 사슬에 메틸 치환 

기가 도입되어 있는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자빔 조사에 의한 효과가 폴리 

에틸렌과는 매우 다른 것올 확인 할 수 있었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범 조사에 의한 

폴리프로펼렌의 미세구조 변화를 세밀히 관찰함으로써 그 원언을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특히 

전자빔이 조사왼 폴리프로필렌의 결정화 거동을 중정적으로 연구하였다 

가 실험 방법 

(1) 시료의 준비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폴리프로필렌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Gsotactic PP, iPP)으로 A1drich chemical company의 무게명균 분자량(Mw)이 190 ，000인 것올 

사용하였다. 시편은 압축성형 방법을 이용하여 21O"C에서 용융시킨 후 서서히 압을 증가시켜 

최대 3νc미의 압을 준 후에 5분간 유지시킨다. 그 후 압력은 유지한 채， 온도를 160"C로 낮추어 

2시간동안 유지시킨 후 압을 제거하고 상옹에서 서서히 결정화 시킨 두께 1mm의 펼름 형태로 

제조하였다 

(2) 전자빔조사 
전자법 조사는 영남대학교의 ELV- 4 모웰의 전자빔 가속장치를 이용하였으며 에너지 범위 

는 0π‘eV이고 조사 속도는 1m/min로 하였으며， 조사량은 0, 10, 20, 30, 50, 70, 100kGy로 하 

였다 또한 시료를 올려놓은 알루미늄 판에 냉각수를 순환시킴으로써 전자범 조사에 의한 옹도 

중가로 시료에 변형이 생기는 것올 방지하였다‘ 

(3) Differential Scanning Ca10rimetry <DSC)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의 미세구조를 T m, T C1 LlH, 결정화도둥의 열적거동올 이용하여 분석 

하고자 하였다 열분석 방법은 TA사의 DSC 2910올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cell 내부를 질소기체로 채워주었다 가열과 냉각속도는 모두 10 "C /min으로 하였으며， 시 

료의 양은 3-4mg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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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 -ray scaLtering 

소각 X 선 산란(Small Angle X - ray Scattering, SAXS) 실험은 포항 방사광 가속기 연구 

소의 4Cl 빔 라인에서 2 d Position Sensitive Delector(PSD)틀 이용하여 하였으며 이때 사용 

된 에너지는 2GeV에 150mA이며 빛의 파장은 l.608A(Co Ka source)이며 빔 크기는 

O.4 xO.4(mm)이다- 시료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약 llOOmm이며 공기의 산란올 최소화하기 위 

해 lOOOmm 길이의 진공관을 사용하였다. X 선 노출 시간은 상온에서의 구조 관찰은 180초， 

실시간으로 동옹 결정화 파정올 관찰할 때는 13초로 하였다 광각 산란 실험 (Wide Angle 

X ray Scaltering, WAXS)은 4C2 범 라인에서 하였으며 이때 빛의 파장은 l.54A이고 시료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약 &m 이다 광각 X-선 산란 패턴의 피크 fitting은 ’CurveFit’ 프로그 

랩올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earson vn 함수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5) FT- IR 

FT-IR은 Perkin - Elrner사의 lOOOPC를 이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시료는 전자빔이 조사된 폴 

리프로필렌을 용융시킨 후 두깨가 O.lmm인 필름으로 제조하여 측정함으로써 시료에 의한 홉 

수를 최 소화하고자 하였다 

(6) Gel content and solution viscosity 

전자빔이 조사된 폴리프로펼렌올 270mesh 스테인리스스틸 망으로 감싼 후 120 "C Xylene에 

서 20시간 두었다가 꺼낸 후 곁에 묻어 있는 용매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다시 12 

O"C 진공건조기에 24시간동안 보관한 후 꺼내 무게릎 측정하였다‘ 그러나 폴리프로필렌의 수득 

융이 0으로 모두 용해되었다 

나 실험결과 및 고찰 

실험의 결과는 초기， 퉁온결정화 파정 그리고 최종 구조로 나누어 셜명하겠다 초기 구조는 

제조한 시료에 전자빔을 조사한 후 외부에서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은 상태로서 이미 형성된 

미세구조가 전자빔 조사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한 것을 말한다. 퉁온 결정화 

과정은 전자빔이 조사된 시료를 Tm 이상의 옹도에서 용융시킨 후 135"C로 순간 이동하여 시 

간에 따른 결정화 과정을 관찰한 것이다- 그리고 최종 구조는 둥온 결정화 시킨 시료를 상온으 

로 냉각시킨 후 결정화가 마무리된 시료의 구조를 의미한다 

(1) 초기 구조 

전자빔이 조사된 시료의 미세구조를 소각 및 팡각 X-선 산란올 이용하여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아래의 Figure 3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34 (a)는 소각 X-선 산란에서 

피크의 위치로부터 구한 라멜라 장주기 값을 나타낸 것이고 Figure 34 (b)는 상관함수를 이용 

하여 이를 각각 결정과 비결정 두께로 분리한 값올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그립에서 보듯이 

라멜라 장주기 값은 다소 불규칙하긴 하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결정과 비결정 영 

역의 두께 또한 조사량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이 동일한 값올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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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되지 않은 시료와 비교했을 때 전자빔이 조사된 시료의 결정 두께는 약간 감소하 

고 반대로 비결정 두께는 약간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전자빔에 의한 반응이 비 

결정영역뿐만 아니라 결정영역에서도 일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전자빔 조사에 의한 결정구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각 X 선 산란 피크 중 (l10) 

과 <I 31) 피크의 위치 및 반가폭을 이용하여 결정의 띤간거리와 결정크기에 대한 정보륜 구하 

였으며 이를 아래의 Figure 35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두 결정면의 연간 거리와 결정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전자빔이 조사된 초기 상태의 미세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올 알 수 있다‘ 

Figure 36의 (a)는 DSC 실험 결과로 이로부터 용융온도와 결정화도를 구하였다 Figure 36 

의 (b)에서 보듯이 전자범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시료의 용융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용융온도는 결정의 두께와 관계된 값으로 용융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량이 증 

가할수록 결정의 두께가 감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된 에너지의 중가로 인하여 비 

결정 영역뿐만 아니라 결정영역에서 사슬 절단이 발생되어 결정의 불완전도가 증가하기 때문 

이며 이러한 현상은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소각 X 선 산란 결과 

에서 조사량에 따른 결정 두께의 변화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결정 영역 내에서 사 

슬 절단이 이루어졌으나 외부에서 아무런 변형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의 결정형태를 그대 

로 유지하고 있기 때운이다 그러나 DSC 실험에서는 여기에 온도를 증가시키는데 이때 열에 

너지에 의한 열운동이 가능하게 되고 조사량이 큰 시료일수록 결정영역의 불완전도가 크기 때 

문에 용융거통이 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SC 실험 결과 용융온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래의 Figure 37은 각각 DSC의 용융피크의 연적 

으로부터 구한 결정화도와 광각 x-선 산란의 결정 피크의 면적으로부터 구한 결정화도 값올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두 실험 방법에 따른 값의 차이는 있지만 전자범 조사량에 따른 결정 

화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기 구조는 전자범 조사에 의한 사슬 절단 

이 결정과 비결정 영역 모두에서 일어나며 그로 인하여 결정의 불완전성이 중가하지만 전체 

결정의 양이나 결정 구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옴을 알 수 있었다 

(2) 퉁옹 결정화 과정(isothermal crys때Iization) 

본 과정은 iPP를 21O"C에서 용융시킨 후 135"C로 순간 이동하여 60분 동안 퉁온 결정화 시 

키면서 시간에 따른 결정성장 과정을 관찰한 것이다. 

Figure 38은 소각 x-선 산란 결과를 이 용하여 시 간에 따른 인 베 리 언트 Q(invariant Q) 값의 
변화를 타나낸 것이다 인베리언트는 둥방성 시료의 경우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산란함수를 전체 산란각에 대하여 적분한 값으로 시료의 평균 밀도 변동을 의미하며 시 

료내의 업자의 분포 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f I ob ,(S )ds = 4π fs 2I ob , (s)ds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낮은 조사량의 시료(0-30 kGy)와 보다 높은 에너지가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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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50 100kGy)가 진혀 디른 경향성을 보이는데 상대직으로 낮은 조사량의 시료가 결정이 먼 

저 생기기 시작하며 결정화 속도도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바하여 높은 에너지가 조사된 

시료는 결정이 최초로 생기기 시작하는 시간도 느럴 뿐만 아니라 결정성장 속도도 느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정의 성장 속도 변화와 더불어 라멜라의 변화를 판찰하고자 아래의 Figure 

39와 같이 결정화 시간에 따른 라멜라 장주기 값의 변화와 3400sec에서의 라벨라 장주기 값을 

전자뱀 조사량에 대하여 나타내고 비교하였다. 

라멜라 장주기 값의 변화는 인베리언트 값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30kGy 이하의 조사량과 

50kGy 이상의 조사량에서 뚜렷하게 다른 경향성올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시간 

에서 비교한 라멜라 장주기 값은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인 

베리언트와 라멜라 장주기 값의 변화로 보아 전자빙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결정 형성이 느려지 

는 것올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각 x-선 산란에서 보이는 이러한 경향성은 광각 X 선 

산란 피크의 면적을 이용하여 구한 결정화도의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다옴의 

Figure 40은 시간에 따른 결정화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인베리언트 빛 라멜라 장주기 변 

화와 마찬가지로 30kGy 이하의 낮은 조사량에서는 결정화도의 증가 속도가 빠른 반연 50kGy 

이상의 높은 조사량에서는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간도 느리며 그 중가 속도 또한 매우 느 

린 것올 확인 할 수 있다 

즉， 소각 및 광각 x-선 산란 결과로 보아 30kGy 이하의 낮은 조사량은 결정화 속도를 중가 

시키고 50kGy 이상의 높은 조사량은 결정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전 

자빔 조사에 의한 사슬 절단과 그로부터 발생된 라디칼의 결합에 의한 사슬 구조의 변형에 의 

한 것이다:IJ 일반적으로 전자빔을 폴리프로필렌에 조사활 경우 일어나는 반응은 사솔 절단과 

곁사슬 형성 그리고 가교구조 형성올 들 수 었다21 23 이 세 가지 반용은 상호 경쟁적으로 일 

어나며 조사되는 에너지에 세기에 따라 각 반웅이 미치는 효과도 다르게 된다 즉， 전자빔이 

조사된 폴리프로필렌에서는 사슬 절단이 일어나며 이때 생성된 라디칼 간의 결합에 의한 곁사 

슬이 형성된다， 그러나 30kGy 이하의 낮은 조사량에서는 사슬 절단에 의한 효파가 우세하고 

50kGy 이상의 높은 조사량에서는 사슬 절단 후 형성되는 곁사슬 효과가 우세하게 된다， 따라 

서 30kGy 이하의 낮은 조사량에서는 사슬의 길이가 짧아지고 운동성이 중가되어 결정 성장 

속도를 중가시키지만 50kGy 이상의 높온 조사량에서는 절단된 사슬간의 결합으로 인하여 곁 

사슬의 길이와 양이 중가하거나， 라디킬에 의한 불규칙한 결합이 형성되어 이소택틱 폴리프로 

휠렌의 tacticity가 감소하게 되어 결정화 거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gel content 실험 결과 수득율이 0 인 것과， PP를 xylene에 용해시켜 용액상태로 점도 측정올 

한 결과 Figure 41과 갇이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정도가 감소하여 정도계의 모세관 통과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보아 가교구조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결정화 속도 

를 저하시키는 주왼 요인은 곁사솔 형성에 기인한 것염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iPP 사슬의 형태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Figure 42의 a와 같이 iPP의 특성 홉수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helix 와 regularity 

에 관련된 841 , 973, 998cm- 1의 홉수도를 각 조사량에 대하여 나타내었다24 그 결과 Figure 42 

의 b와 같이 30kGy 이하에서는 홉수도가 중가하지만 50kGy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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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었디 

즉， 전자빔 조사에 의한 가교구조는 형성되지 않지만 50kGy 이상의 높은 조사량에서는 사슬 

절단과 절단된 사슬의 branch 효과에 의하여 사슬의 형태화적 변화가 초래되어 결정화를 방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DSC를 이용한 퉁옹 결정화 실험에서 

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옴의 Figure 43은 DSC 상에서 21O'C에서 용융된 시료를 135 0C 로 온 

도를 급감시킬 때 생기는 발열 피크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43의 (b)는 결정화 초기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기울기가 20, 30kGy에서 가장 크고 

5O- 100kGy에서는 점차 완만해지는 것으로 보아 앞서 설명한 x-선 산란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 

로 50kGy 이상의 높은 조사량은 결정화 속도를 저하시키는 효파가 있음올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의 Figure 44는 둥용 결정화 이후 상온으로 냉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열 피크로 

O-lOkGy에서는 피크가 거의 보이지 않으나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연적이 증가하고 온도는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용도가 감소하면서 135'C에서 결정 형성 이 안 되었던 사슬 

들이 결정화 되는 2차 결정화 과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결정화 속도가 느렸던 50kGy 이상의 

전자빔이 조사된 시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2단계 결정화 현상은 이후 온도를 

중가시킬 때 2개의 홉열 피크가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즉 전자범 조사에 의한 곁사슬로 인하 

에 결정 성장이 방해를 받지만 온도를 감소시키거나 결정이 형성되기에 충분한 시간올 줌으로 

서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주변 2차 결정화 과정올 거치게 된다 

이처럼 50kGy 이상의 조사량에서 결정화 속도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주원인은 곁사슬 형성 

에 의한 것인데 iPP가 PE와는 달리 전자빔 조사에 의하여 생긴 라디칼 간의 결합에 의한 3차 

원 망상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곁사슬이 중가하는 원인은 주사슬에 불어있는 메틸렌 치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iPP는 메틸렌기가 모두 통일한 방향으로 치환되어 있는 것으로 업체장애를 

줄이기 위하여 Figure 33과 같이 사술이 나사선 구조를 갖는다25-26 이러한 업체 구조 때문에 

전자빔 조사에 의해 생성된 라디칼이 주사슬에 결합하여 가교구조를 형성하는 것올 방해하고 

상대적으로 결합이 쉬운 나사선 구조 외부의 메틸기에서 결합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곁사슬 

이 길어지도록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3) 최 종 구조 (Crystal lization from melt state) 

최종구조는 퉁온 결정화 실험을 마친 시료를 상용으로 냉각시켜 결정화 거동이 완료된 

시료의 구조를 의미한다 Figure 45는 소각 x-선 산란 패턴에서 구한 라넬라 장주기 값으로 

퉁온결정화 과정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법에 의한 곁사슬 증가와 tacticity 감소로 인하여 결정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Figure 46은 광각 X 선 산란 펴크로 구한 (110)과 (1 31)의 연간 거리 및 결정두께를 나타 

낸 것이다 두 결정연 모두 연간거리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결정의 크기는 조사량이 중가할 

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조사량에 따른 결정구조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량 

이 증가할수록 결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결정크기가 감소하는 것이다. 

Figure 47은 DSC에서 퉁옹결정화 시킨 시료를 상온으로 냉각한 후에 10 'C /min 으로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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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며 측정한 결과로 두 개의 용융온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30kGy 

이상의 조사량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igure 44의 2차 결정화 

피크에 의한 것이다 최종 구조의 결정화도를 DSC와 광각 X←선 산란 피크로부터 구하여 

Figure 48에 나타내었다 그립과 같이 최종구조의 결정화도는 조사되지 않은 시료와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전자빙 조사가 전체 결정의 양에 미치는 영향 

은 매우 작은 것임올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전자범이 조사된 폴리프로필렌의 구조를 여러 단계별로 확인한 결과 결정이 성장 

하는 속도는 전자빔 조사에 의하여 크게 영향올 받지만 그 밖의 결정 구조， 크기 및 결정화도 

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결론 

폴리프로필렌에 전자빔을 조사할 경우 조사량에 따른 라멜라 장주기와 용융용도는 감소하 

지만 결정화도 및 결정 구조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의 성장속도에는 크게 영 

향을 미치는데 이는 전자빔의 조사량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나타낸다， 즉， 30kGy 이하의 비교 

적 낮은 조사량에서는 결정화 속도가 중가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50kGy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PP에 전자빔을 조사하면 사슬 절단과 chain branching이 주로 일어나 

는데 특히， 낮은 조사량(30kGy 이하)에서는 사슬 절단이 주된 반용으로 작용하여 비결정 영역 

에 있던 사슬들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사슬의 웅직임이 중가하여 결정화 거동올 용이하게 해주 

는 반연， 높은 조사량(50kGy 이상)에서는 chain branching이 주된 반용으로 작용하는데 이때 

곁사슬 길이의 중가와 tacticity( =regularity) 강소가 결정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 이처럽 iPP가 가교가 일어나지 않고 chain branching이 일어나는 것은 주 사슐에 치환 

된 메틸렌기에 의한 입체장애 때문이다. iPP는 입체장얘륨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사선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자법에 의한 사슬 절단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주사슐에 결합하기 보 

다는 나사선 외부의 치환기에 결합하기가 쉬우므로 가교구조를 형성하기 보다는 chain 

branching이 주로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결정화 속도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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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1. 방사선때 의한 SiC 섬유 경화 기술 개 발 

가1 서 론 

탄화규소섬유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가벼우면서 높은 강도를 갖는다. 탄화규소섬유를 만드는 방법 

은 규소계 고분자인 폴리카르보실란을 전구체로하여 용융방사， 열산화불융화， 소성퉁의 공정으 

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조공정에서 출발물질로 폴리카르보실란 불융화법에 열산화를 이 

용하기 때문에 잉여 탄소와 산소를 합유하고 있어서 그 조성은 비정질 구조이다. 그리고 130 

0"C 이상의 고옹에서는 CO 와 SiO 가스발생에 따르는 열분해 반용이 일어나서 강도의 저하가 
문제되었다 탄화규소 섬유의 내열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방사선을 이용하연 섬유의 산소함량올 최 

소화하여 내열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서 내열성 세라믹 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중요 기술이다. 

나실험 

(1) 시료 및 시약 

SiC 섬유용 전구체는 일본 카본주식회사 제품으로 분자량이 1，αXl-3，뼈 범위에 드는 폴리카르보 

실란올 사용하였다 폴리카르보실란의 용매로는 h앉ane， xylene, benzene 동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폴리카르보실란(PCS)의 섬유화 

PCS 섬유률 제조하기 위한 용융 방사장치는 질소압을 가해 방사가놓하도록 제작하였으 
며 열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SUS 316올 사용하였고 분해 세척이 용이하도록 3단계로 나누 
어 조립하도록 제작되었다 방사기 노즐의 직정(D)은 0.2mm이고 길이(L)는 0.4rrun로 하여 

LJD의 값은 2로 하였다. PCS률 섬유로 방사하기 위해 원료를 방사기 실린더에 채운 다옵 실 

린더를 히터에 끼워 맞추고 분차량에 따라 방사 온도를 150-350 "C 변화시켜 가열시켰으며 시 

료의 산화 방지를 위해 N2 가스훌 주입하고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 시켰다. PCS 고분자가 용융 
온도 부근에 도달하면 노즐에서 PCS 고분자가 방출되는 정도릅 판찰하여 절사가 일어나지 않 

는 속도 범위로 하고 어느 일정온도에서 노출 hole 하부에서 토출되기 시착하면 1.5-3kg/ cm2 

의 압력 범위에서 서서히 압력을 걸어 방사하였다. 

또한 용융방사 이외에 PCS 고분자를 헥산， 크실렌， 벤젠둥에 녹여서 방사점도를 맞추어 상 
온에서 방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핵산이 다른 용매에 비해 방사정도가 유지되는 특성이 우 

수하였으며 수명균분자량이 1010 - 3740 인 PCS에서 모두 방사가능 하였다. 

(나) 전자선율 이용한 섬유의 안정화(불융화) 

용융 방사한 PCS 섬유를 전자선경화장치에 넣고 아르곤 분위기 하에서 10MeV의 전자선 

- 141 -



가속기률 이용하여 경화 시켰다. 이때 전자선 조사선량은 l03kGy-1O힘Gy 까지 하였다‘ 전자선 

을 조사한 PCS의 경화율은 시료 19을 상온에서 핵산에 용해시키고 3시간 방치 후 여과 건조 

시켜서 얻어진 불용성분의 중량올 측정하였다 

(다) SiC 섬유화 
전자선으로 경화된 PCS 섬유를 SiC 섬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그림에 보인 열처리로에 

서 질소 분위기로 130ü'C 이상에서 열처리 실험을 행하였다， 질소를 O.2.e /min의 유속으로 흘 

려보내고 숭용속도를 5 'C/min으로 하여 l시간 동안 단계적인 열처리 실험을 행하였다 

(라) 전자선 경화 장치의 설계 및 제작 

SiC 섬유를 제조하기위한 필수공정인 PCS 섬유를 전자선 경화하기 위해 륙별히 SiC 섬 
유 정화장치률 셜계 하고 제작하였다 주 반용이 일어나는 챔버는 STS 재질로 이중구조로 되 
어 있어 밖에는 철러에서 공급되는 냉각수가 계속 순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안쪽에는 

섬유 시료를 넣고 아르곤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압력계를 닿아서 제어 하였다‘ 그 

윗면에는 전자선이 투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Ti foil을 덮고 실링하여 가스가 새지 않도록 제 

작하였다 이 경화장치는 가속기의 전자선 빔 폭에 판계없이 전시료에 범이 전달될 수 있도록 

왕복장치를 달아서 좌우로 일정한 거리를 왕복하여 전자선이 투과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 

하였다(Figure 6-7). 
/ 

(마) 전자선 경화중 발생되는 수소가스 분석 

SiC 섬유 전구체인 PCS는 Si-CH2. Si-H 이 주결합이며， 전자선이 조사되면 Si-H 결합 
이 절단되연서 그 자리에서 Si-Si 결합이 유도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PCS 경화에 칙 
접적으로 판여하는 Si-H 결합세기는 전자선 조사에 의해 감소한다는 것율 이미 R 구조 분석 
에서 확인하였다. 전자션 조사중 PCS 시료에서 발생하는 수소와 경화반용과의 상관관계를 고 
활하는 것은 SiC 성유의 전자선 경화 메카니즘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GCIMS로 그 
생성가스롤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전자선 경화장치의 가스출구로부터 라인을 연결하여 그립 

에서 보는 바와 갈은 이통식 가스 포집 시스탬을 개발하여 전자선 조사중 실시간으로 가스를 

포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집된 가스를 GCIMS에 연결하여 전자선 조사에 따른 PCS내의 

수소발생관련 연구률 수행하였다. PCS 섬유 19 을 경화장치에 넣고 아르곤 가스 분위기훌 유 
지하였다 

다 실험 결과 및 고찰 

(1) 천자선 경화 후 화학적 구조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R 분석결과 전자선 조사전 PCS의 주 피크인 2100cm-1 

에서 판활 할 수 있는 Si-H 세기는 출발물질인 PCS의 경우와 비교할 때 점점 줄어들고 있옴 
이 확인되었다 이는 PCS에 전자선이 조사되는 통안 Si-H 그홉이 경화반용에 관련되어 그 결 
합 세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전자선으로 정화시킨 PCS훌 열분해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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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Si- H, Si-CH3, Si- CH2- Si 유기결합 성분들이 깨져서 최종적으로 1300'( 에서 는 Si- C 주 

쇄만 남게 되는 것을 IR 분석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 

(2) SiC 섬유의 물리적 특성 

용융 방사된 PCS 섬유는 1300'( 이상에서 열분해하는 동안에도 섬유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전자선 경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3에서 열분해 후 

최종 SiC 구조를 갖는 섬유의 단연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한 것을 나타내었다 열분해후 SiC 

섬유는 직경이 약 2011m 인 원형의 단면올 갖는 것올 확인하였다. Figure 4에 1300 '( 에서 열분 

해 한 SiC 섬유를 x 선 회절 분석을 통한 결정형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 

이 회절선의 세기를 보연 완전 결정체가 아닌 micro crystalline 상태로 간주 할 수 있었다‘ 

SiC 섬유에서 볼 수 있는 전형척인 세가지의 회절상 즉， 28 ;35.8。에서 β-SiC의 회절상(lll)， 

28 ;60.10에서 β-SiC의 회절상(220). 28 ;72.1。에서 ß-SiC의 회절상(311)올 관찰 할 수 있어 

완벽하기 SiC 로 전환됩올 확인하였다 

Figure 5에 SiC 섬유의 내산화성을 보기위해 TGA률 이용하여 산소분위기에서 1300'(까지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00'( 까지 중량감량이 1%이하로 내산 
화성이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참고로 탄소섬유의 내산화 결과를 비교하연 800'( 이상에 
서는 무게 잔량이 O로 완전연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3) 전자선 경 화중 수소가스 분석 
10MeV 전자선 가속기률 이용하여 전자선 조사선량율을 3.23kGy/s 로하여 l어kGy에서 

10'1;Gy로 조사하고 조사중 발생 가스를 이동식 가스포집 시스탱에서 포집한 후 GC/MS에 연 

결하여 TCD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소가스는 RT 2분이 지나면서 피크를 보였고 

Figur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량이 10쳐Gy에서는 수소농도가 329ppm 이었으며 조사선량 
에 따라 선형적으로 중가하여 10'1;Gy에서는 9α)() ppm 이상 발생하였다 수소발생은 전자선 

조사량이 클수록 Si-H 결합절단이 활발해지면서 다량의 수소가 배출되고 정화반옹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였다 

다. 결론 

초고온 복합소재의 강화섬유로 널리 이용되는 SiC 섬유제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경화기술 

이다 경화기술은 SiC 구조로 진행시키기 위해 열분해하는 동안 섬유의 형태툴 유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써 경화의 성공여부가 섬유화의 성공에 직접판련이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SiC 섬 

유의 전구체로 사용되는 폴리카르보실란(PCS)을 용융 및 습식 방사하여 전자선으로 경화하는 데 성공하 

였다 경화시킨 섬유를 열분해하여 형태적으로 관찰하고 열적 특성올 고찰한 결과 성공적으로 SiC 섬유 

구조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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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M photograps of SiC fiber ‘ 

20 40 60 80 

2 theta 

Figure 4. X -ray diffraction patterns of SiC fiber 

- 145 -



120 

80 

40 

o 

20 

100 

60 
* 
E
。
I
W〉
〉

1때O 1200 

T emperature('C) 
Figure 5. TGA cuπes of SiC fiber. 

1αE IDJ 600 ‘m 200 
.20 

o 

탄화로 

성유방사기 

。n-tlne GC MS 톨핵 시스g 

SiC fiber processing and GC/MS an려ytical system‘ 

- 146 -

Figure 6. 



Figure 7. Apparatus for electron bearn curing of Si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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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경화 기술에 의한 특수목적의 에폭시 수지 개발 

플라스틱의 용도가 건축용， 자동차용， 전기제품， 항공기， 선박 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화재 발생시 안전을 고려한 난연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 

는 높은 난연성과 함께 환경에 적합한 재료의 개발이 강하게 요망되고 있으며， 고난연 · 저유해 

성 · 저발연성을 겸비한 제풍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분자재료의 연소는 난연제를 사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난연제란 고분자가 

유기물질로 연소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성질을 물리 · 화학적으로 개선해 

잘 타지 못하도록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난연제는 원재료， 첨가불과의 혼합성이 좋 

아야 하고， 최종제품의 기계적인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연소시 발연 및 독성가스의 

발생이 적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난연제는 구성성분에 따라 유기계 및 무기계 난연제로 나뉘어지는데， 유기계는 주 

로 인계， 브롬계， 그리고 염소계로 분류되고 무기계는 수산화 알루미늄， 안티몬 제품， 수산화마 

그네슐 동으로 분류된다. 또한 사용방법에 따라 첨가형과 반응형으로 구분되는데 첨가형은 물 

리적으로 고분자에 난연제를 첨가해 난연성을 향상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반웅형은 고분자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난연성올 갖도록 화학반옹올 시켜 난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주 

로 사용되는 방법은 난연제를 첨가시키는 방법이다 

첨가형 난연제로 인계 난연제의 작용메카니즘을 보면， 인화합물과 고분자는 존재하는 산소와 

수소로부터 인산→메타인산→폴리메타인산올 생성하여 표변에 산피막을 형성하고， 또한 고분자 

의 탈수소반용을 촉진시켜 불연성의 carbonaceous char를 생성하고 생성된 char가 산소와 열 

올 차단하는 역할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적인의 경우는 char 형성을 촉진하여 불꽃 

으로부터 condensed phase에 열전달을 방해하고， co 단계에서 카본의 산화를 멈추게 하여 연 
소열올 줄이고， phosphoric acid와 다른 산들을 흡열반응으로 형성하여 열을 감소시키며， 산피 

막을 형성하여 산소확산과 열 및 물질전달을 차단하고 탈수화 작용으로 char를 형성시키며 동 

시에 phosphoric acid와 다른 산들올 형성함으로써 난연작용올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에폭시는 대표적인 열경화성 수지로서 코탱제 접착제 절연체 그리고 복합재료와 메트릭스 

퉁 고분자 산업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폭시 

수지 역시 고분자 물질로서， 난연성이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되어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감마션을 이용하여 난연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적인을 에폭시에 첨가 

하여 경화시킨 후 물성올 관찰하였다 

가 실험 

cl) 시료 및 시약 

연구에 사용한 에폭시 수지는 (주)국도화학의 YD-128<E.E.W=185-190 g/eq, D=1.l6 glcm3
) 

올 사용하였고， 경화제로는 triarylsu1phonium hexafluroantimonate (T ASHF A)을 Al여ich사에 

149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적인은 Aldrich사에서 구입하였다. 위에 사용된 고분자는 정제과정 없 

이 사용되었다 

(2) 실험 방법 

에폭시에 적인올 첨가하여 초음파로 혼합한 후 개시제를 첨가하여 다시 혼합시켰다 혼합 

용액은 몰드에 부어 감마선 조사를 하였다 적인은 5, 10, 15, 20 phr 첨가하였고， 개시제는 1, 

2, 3 wt%로 변화시켰다. 조사량은 50, 100, 150, 200 kGy로 조사하였다 

가교되지 않은 고분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연올 끓는 아세톤에 넣고 24시간 추출하였다. 추 

출시킨 시편은 70 't 진공오븐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겔화율은 추출후의 무게를 추출전의 무 

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INSTRON Series IX(University Testing systems Model 4400)를 이 용하여 3점 -휩 강도를 측 

정하였다. 경화된 에폭시를 폭은 25mm, 길이는 60rnm 모양으로 시편올 제작하여 강도를 측정 

하였다 강도 측정 시 크로스혜드(cross head speecl)는 1mm/rnin, span의 길이는 40mm로 하 

였고，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명균값을 채택하였다-

DMA는 숭옹속도 5't/rnin으로 상온에서 250't까지 측정하였다. Tan6 곡선에서 Tg값을 얻을 

수 있었다. TGA분석에서 측정옹도 구간은 0-750 't, 숭용속도는 10 't /rnin으로 하고， N2분위기 

하에서 측정하였다. 

난연특성은 Figure 9 과 같이 LOI tester를 이용하여 시연이 3rnin 혹은 5crn 이내로 타 들어 

갔을 때의 산소와 질소량을 5회 반복 측정하여 명균값올 얻어서 산소한계지수를 구하였다. 이 

때 시편의 크기는 두께 3 mm x너비 6.5 mmx길이 70 mm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나， 실험 절과 및 고찰 

적 인을 청 가한 에 폭시 는 84.T98.8% 겔화율을 보여 준다. Figure 1은 순수한 에 폭시 의 첼화울 

을 나타낸다 개시제 2wt%일 때 조사량에 따라 젤화융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ure 2를 

연 첼화융은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중가하고 난연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시제의 첨가량이 중가할수록 젤화융이 중가하는 것은 Figure 3에서 보여준 

다 젤화융은 적인을 5phr 청가하고 개시제를 3wt% 첨가하였올 때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Figure 4는 개시제 첨가량에 따른 휩강도를 보여준다. 개시제 3wt%일 때의 값이 크게 나타 

나는데 첨가량이 중가할수록 강도가 중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ure 5는 개시제가 3 wt%일 

때 적인의 청가량에 따른 강도를 보여준다. 10 phr일 때가 가장 크며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강 

도가 중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은 적인이 10 phr일 때 개시제의 영향을 보여준다. 

개시제가 3wt% 첨가되었을 때 높은 강도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시제의 함량이 중가할수록 

강도가 중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7은 에폭시에 청가된 적인의 함량에 따른 통적정탄성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링에 

서 볼 수 있듯이 적인의 함량이 중가할수록 Tan 6의 최대피이크가 저옹쪽으로 이통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 적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리전이옹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떠n 피크 

최대값으로부터 얻은 유리전이온도는 순수한 에폭시가 181.5't이었고， 5phr 첨가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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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
0

C 를 나타내었다 10 phr 첨가한 경우는 166 0C를 나타내어 5phr 보다는 큰 값을 나타내었 

지만 15 phI 첨가한 경우는 165 "c로 10 phr 보다 더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20 phr 첨가한 에 

폭시의 유리전이온도는 157'C로 나타났다. 이는 적인의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분산도가 떨어 

져 가교밀도가 작아져 분자쇄 운동하는데 장애가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TGA를 통한 열적특성은 개시제 2w1:% 첨가한 적인의 함량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였다‘ 

Figure 8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에폭시는 6OO 'C 에서 잔류량이 10‘77% 이다 적인을 함유 

한 에폭시는 잔류량이 19.42-20 ，51%를 나타낸다. 20phr일 때의 잔류량은 20.51% 로서 순수한 

에폭시보다 10%정도 높게 나왔다 인계 난연제는 불연성의 carbonaceous char를 생성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적인의 함량이 중가함에 따라 잔유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난연실험은 개시제를 2w1:% 첨가하여 100 kGy로 조사한 시편으로 이루어졌다 표 1에서 보여 

주는 것처럽 순수한 에폭시의 산소지수는 25.4인데 적인을 첨가한 에폭시는 28.9-36.8을 나타냈 

다. 적인 5phr를 첨가한 에폭시는 한계산소지수가 36.8로써 가장 높은 난연성을 나타냈다‘ 적인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한계산소지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난연제의 함량이 중가함 

에 따라 난연제의 분산도가 떨어져서 가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난연제인 적인을 에폭시에 5, 10, 15, 20 phr 첨가하고 개시제 1, 2, 3 、、τ%를 

혼합하여 감마선을 이용하여 50, 100, 150, 200 kGy로 조사하였다 경화된 에폭시를 이용하여 

물성을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겔화율은 적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크게 나 

타났다. 3점 휩강도는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크게 나왔고， 적인의 첨가량이 중가할수록 감소하 

였다 

적인을 청가하여 경화시킨 에폭시의 산소한계지수는 순수한 에폭시보다 더 높게 나와 난연 

효과를 나타냈다. 5phr 첨가시에는 순수한 에폭시보다 산소한계지수가 11.4만큼 높은 36.8올 나 

타내었다. 

겔화율， 휩강도， 그리고 난연성에 있어서는 적인 5phr를 청가한 경우가 물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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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OI value 01 cured epoxy containing red phosphorus within TASHFA 2wt%(]rradiation dose 

100kGy) 

Specimens 

LOI value 

~ ‘ . 

Pure epoxy 

25 .4 

5 phr 

36.8 

ν ~ 느윷슨- ‘ E 
| I:iil 는드짙폰El ‘ξii;Ii껴 ‘ 

10 phr 

35.1 

15 phr 

31.6 

20 phr 

28.9 

Figure 9. 연소 시험 장치 및 polyphosphate (PX200) 함량에 따른 연소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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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생체재료 제조기술 개발 

1, 하이드로컬의 물성 향상 및 이용 기술 개발 

가，실험 

(1) 시료 및 시약 

Poly(vÎnyla1cohol)(PVA)는 분자량(Mw) 1.24x 1Q5 _ 1.86x1Q6의 것을 사용하고 Poly(N- vÎnyl 

pyrrolidone) (PVP)는 분자량(Mw) 1.3xl06의 것을 Aldritch사(WI，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사용된 polymer들은 모두 따로 정제과정 없이 사용되었다 모든 실험에서 사용된 물은 3 

차 중류수이다 

(2) 실험 방법 

(가) 수화겔 제조 

3중량% 폴리우레탄을 6O"C에서 DMF에 녹이고， 페트리디시에 붓고， 60 "c에서 3시간 건조 

하여 폴리우레탄막올 제조하였다 PVA!PVP (6/4 조성)를 물로 9O"C로 가열하여 용해시키고， 

이것에 키토산과 글리세련을 청가하고 혼합하였다‘ 키토산의 농도는 0.3중량%이고， 글리세련의 

놓도는 3중량%였다 PVA!PVPI글리세린/키토산의 전체 농도가 15중량%가 되도록 하였다 

PVA!PVPI글리세린/키토산수용액을 앞서 만든 폴리우레탄막에 붓고， ’freezing and thawing ‘ 

한 다음 갑마선조사하여 수화겔올 제조하였다- 이때 freezing용도는 -70 "c로 l시간 유지하였 

고 thawing은 실온에서 3시간 유지하여 물리적 가교를 형생시켰다 

(나) 겔화율 

가교 반용에 참여하지 않은 고분자를 제거하기 위해 제조된 하이드로젤을 37 "c의 물에 48 

시간 이상 충분히 칩지 시킨다 충분히 침지 된 하이드로젤을 꺼내어 젤 Table면의 율을 닦아 

낸다. 그리고 진공 오븐에 넣어 6O"C에서 48시간 건조하여 무게률 챈다. 이 때의 무게가 가교 

된 겔의 무게이다 건조된 겔의 무게를 Wd로， 처음 사용한 고분자 무게를 Wi로 나타낸다. 

젤화융 (%) = 람 x 100 (1) 

식 (1)을 이용하여 건조된 젤의 무게 (Wd)와 처옴 사용한 고분자 무게 (W;)로부터 겔화융을 계 

산하였다. 

(다) 팽윤도 

팽윤도는 함수율로 나타낼 수 있다， 제조된 하이드로젤을 물에 48시간 이상 충분히 칭지 시킨 

다 충분히 침지 된 하이드로겔의 Table연을 닦아낸 후 무게를 챈다 이 때의 무게가 팽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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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의 무게이다‘ 팽윤왼 겔의 무게를 W，로， 건조된 겔의 무게를 Wd로 나타낸다 

Wo-w , 
팽윤도 (%) = .-:.녁;二-<l X 100 (2) 

"d 

식 (2)를 이용하여 팽윤된 겔의 무게(W，)와 건조된 겔의 무게 (Wd)로부터 팽윤도를 계산하였 

다 

(라) 팽융 속도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시간에 따른 팽윤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이드로젤을 37 't의 물에 
침지 한 후， 시간에 따라 겔 Table연의 물을 닦아내고 무게를 챈다 이 때의 무게가 팽윤된 겔 

의 무게 (Ws)이다. 식 (2)를 이용하여 팽융도를 계산하였다 

(마) 겔강도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기계적 물성을 알아보기 위해 겔캉도를 측정하였다 조사선량과 고분 

자 용액의 조성비를 다양하게 하여 그 인자들이 하이드로겔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젤강도는 식 품의 불성 을 측정 하는 TA-X1강 Texture-Analyzer(SMS co Ltd. , 

England)를 이용하였다. 젤강도 측정에 이용된 시편의 두께는 3.0-3.5 mrn, 넓이는 20 cm2로 
제조하였다. FB는 하이드로젤이 파괴될 때의 힘 ， L'>D는 하이드로젤이 파괴될 때에 젤이 인장 

된 길이를 나타낸다. 

젤강도(Gel strength) (g . cm) = F BX t:. D (3) 

식 (3)을 이용하여 하이드로겔이 파괴될 때의 힘 (FB)과 파피될 때의 겔의 인장 길이( L'.D)로부 

터 겔강도를 계산하였다. 

/ 
나， 실험 절과 및 고찰 

상처는 공기중에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 융융상태에 있는 것이 40%정도 빨리 치료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분이 다량 합유되어 있는 수화겔은 화상이나 창상에 적합한 재료 

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화겔은 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겔강도가 낮고 수분 중발이 빠 

르다는 단정이 있다. 수화겔 상충부에 수분의 충발을 억제하고 겔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릅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페트리디시 (lOcm)에 하부에 형성시킨 폴리우레탄악에 PVA!폴리비닐피로리돈/ 

글리세련/키토산 수용액을 에 붓고， ’freezing and thawing‘거쳐서 예비 수화젤을 제조하고， 이 

것을 감마선 조사하여 수분방지와 강도가 높은 수화젤을 제조하고(Fig 1), 이것에 대한 물성을 

측청하였다 Figure 2는 수분 중발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PVA!PVP/글리세린/키토산수용액을 앞서 만든 폴리우레탄막에 붓고 1회 ’ freez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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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wing‘한 다음 감마선조사하여 수화겔올 제조하였다 이것에 대한 겔화율파 팽윤도를 Figure 

3에 표시하였다 겔화율은 방사선조사량에 따라 중가하였고，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대의 경향을 

보였으며， 폴리우레탄 막이 부착된 수화겔의 겔화율이 높고， 팽윤도는 낮았다 

Figure 4는 PVA!PVP/글리세린/키토산수용액을 앞서 만든 폴리우레탄막에 붓고， 1-3회 

'freezing and thawing‘한 다음 감마선조사하여 수화젤을 제조하였다 이것에 대한 젤화율과 

맹윤도를 Figure 4에 표시하였다. 첼화율은 방사선조사량과 ’freezing and thawing‘의 횟수에 

따라 중가하였고， 팽윤도는 겔화율과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 freezing and thawing‘의 횟수 증 

가에 따라 물리적 가교율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Figure 5는 Figure 4와 같으며， 단지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Figure 6은 앞서 만든 폴리우레탄 막에 PVA!PVP/글라세린/키토산수용액을 붓고 ’freezing 

and thawing‘한 다음 감마선조사하여 수화겔올 제조하고， 이것의 겔강도를 표시한 것이다. 겔 

강도는 방사선조사량에 따라 증가하였다 Figure 7은 폴리우레탄이 부착되지 않고， 수화겔의 

조성은 Figure 6과 같은 시료에 대한 겔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겔강도는 조사량에 따라 중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8은 폴리우레탄을 부착한 수화겔과 부착하지 않은 수화겔의 겔강도 

를 방사선 조사량의 변화시켜 측정한 것이다 폴리우레탄을 부착한 수화겔의 강도가 월퉁히 중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9는 PVA!PVP/글리세린/키토산수용액을 앞서 만든 폴리우 

레탄악에 붓고， 1 -3회 ’ freezing and thawing‘한 다음 25 kGy 감마션조사하여 수화겔을 제조 

하고， 이것의 겔강도를 측정한 것이다. 젤강도는 ’freezing and thawing ‘의 횟수에 따라 중가하 

였다. Figure 10은 폴리우레탄을 부착하지 않고， PVA!PVP/글리세린/키토산을 1-3회 ’freezing 

and thawing‘한 다음 25 kGy 감마선조사하여 수화젤을 제조하고， 이것의 겔강도를 측정한 것 

이다. 겔강도는 ’ freezing and thawing‘의 횟수에 따라 중가하였다. Figure 11은 폴리우레탄 

부착여부와 'freezing and thawing‘횟수에 따른 수화겔의 젤강도를 비교한 것이다. Figure 12 

는 폴리우레탄막의 두께를 변화시키고， PVA!PVP/글리세린/키토산수용액을 2회 ’freezing and 

thawing‘한 다음 갑마선조사하여 수화젤을 제조하고， 합성한 수화겔의 겔강도를 표시한 것이 

다 젤캉도는 폴리우레탄악의 두께 중가에 따라 중가하였다. 

Figure 13은 폴리우레탄 악의 두께 및 폴리우레탄 막의 부착 여부에 따른 수분 중발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폴리우레탄 부착에 의해 수화겔의 수분 중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결론 

PVA!PVP/글리세린/키토산수용액을 폴리우레탄막에 붓고， 1-3회 ’freezing and thawing‘한 

다음 감마선조사하여 수화겔올 제조하였다 이것에 대한 겔화율， 팽윤도， 겔강도 및 수분중발율 

올 측정하였다. 겔화율은 방사선조사량에 따라 증가하였고， 팽융도는 겔화융과 반대의 경향을 

보였으며， 폴리우레탄 막을 부착한 수화겔의 젤화율이 높았으며， 팽윤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또한 겔강도에 있어서도 방사선 조사량， 'freezing and thawing‘횟수 증가 및 폴리우레탄 

막의 부착에 의해서 중가하였고， 폴리우레탄의 부착에 의해서 수화겔의 수분 중발을 효과적으 

로 억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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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for the preparation of hydrogels by radiation cross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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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 apparatus for deteπnining water loss of hydro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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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고분자의 방사선 가교 기술개발 및 장기유착 방지막 제조기술 개발 

가 실험 

(1) 시료 및 시약 

@ 천연 고분자의 방사선 가교 기술개발 

천연고분자의 방사선 가교는 Sigma-Aldrich사의 CMC (Carb뼈까lethycell버ose s여ium salt, 

DS=0.7, 0.9, 1.2, Mw=70，α))-250，α;0)를 이용하여 다양한 홉수력을 가지는 천연고분자 젤을 제조하였다 

<2J CMC와 Cl이←chitosan을 이용한 장기 유착방지막 제조 기술개발 

장기유착 방지막 제조에 사용되는 고분자 재료는 천연고분자로 Sigma 퍼drich사의 CMC 

(Carboxymethycellulose soclium salt, DS=1.2, ::Vlw=250，α)())와 국내업체에서 제조한 Chitosan으로부터 합 

성한 CM-chitosan (carboxymethylchitosan)올 사용한다. 또한 고분자 재료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Sigma-Aldrich사의 PEG [Poly(ethylene glycoI), Mw=400l를 첨가한다 CM - chitosan 제조에는 Chitosan 

(Mw=300，이U 탈아세틸화도=90.8%) ， iPA, NaOH, chloroacetic acid 퉁을 사용하였다 Chitosan은 국내의 

키토123 주식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화학약품은 일본의 SHOWA사 제품을 사용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 천연고분자 CMC 가교기술 개발 

0l CMC 농도와 DS(d맹ree of substitution) 변화에 따른 가교 및 swelling 정도 측정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0.5g 정량한 후， 9.5rnl의 중류수를 넣어 5%(w/v)의 페이스트겔 

올 제조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10-40%(w/v) 농도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페이스트겔을 

제조하였다. 위의 겔올 PP(polypropylene) 재질의 막에 N2 를 충진하여， 패킹하였다 DS에 따 

른 페이스트겔도 위와 같이 제조한 후， 농도별， DS별로 제조된 겔올 g- ray (30kGy, 고정)로 

조사하였다. 

조사 후 건조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의 가교되지 않은 잔여물올 제거하기 위해 3일간 물 

에 침지한 후， cellulose paper로 표연에 묻은 물기를 제거하고， 70'C에서 48시간 건조 후 남은 

겔 무게로부터 젤화율을 계산하였다. 

/ 

겔화율 (%) 뿜 x 100 (a) 

Wd: 건조된 CMC 의 무게 

Wi ’ 초기 CMC 의 건조 무게 

겔 sample올 실온에서 3일간 중류수에 침지시켜 앵윤올 시켰다. 팽윤 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팽윤도(%) 
(Wt-W;) 
〕눔듀~ x 100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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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 : Equilibrium swelling 후 gel 무게 

Wi 초기 CMC의 건조 무게 

9 CMC 20%의 Dose 및 DS의 변화에 따른 가교 및 swelling 정도 

CMC 2g 측정한 후， 8ml의 중류수를 넣어 20%(w!v)을 제조하였다 PP(polypropylene) 

에 N2를 충진하여， 제조된 CMC를 패킹하였다 DS 별로 제조된 CMC 20%를 g- ray (5 -

1ookGy)2.로 조사하였다 젤화율과 팽윤정도는 (a), (b) 에 의해 계산하였다， 

탱 가교된 CMC 하이드로겔의 생분해성 측정 

가교율에 따른 생분해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 cellulose 분해 효소인 cellulase를 

이용하였다. 먼저 Cellulase(2mg) / citrate buffer(lα띠) 용액을 준비하였다‘ 12 well 에 2ml 씩 

분할한 후 CMC 30% 농도로 가교한 가교 CMC (DS;0.9, Mw; 2.5x105

’ 
겔화율 63, 61 , 52, 

42%) 20rng을 위의 용액에 넣었다 

1, 2, 3, 4시간과 2일 -3일 통안 37"C 에 sh외산ng 하였다 각각 시간에 대해 반옹한 반응물올 

DNS 법으로 측정하였다. 용액 200μg 채취 후 DNS reagent 60αd를 넣어 5분간 가열하였다‘ 

540nrn에서 UV -spectraphotometer를 이용하여 홉광도 측정하고 환원당을 정량하였다. 

용 pH 에 따른 CMC 가교물의 팽윤도 측정 

위의 실험 결과를 통해 팽윤도(%) 가 높은 CMC 가교물을 선별하여 SGF(pH 1.2) 와 

SIF(pH 6.8) 용액 상에서 팽융 거동을 살펴보았다 

각각 CMC 10% O.OO66g , O.Ol66g, CMC 20% 0.0171 , 0.0146g 올 준비하였다. 각각의 CMC 를 

SGF (pH 1.2) , SIF (pH 6.8) 용액에 넣은 후， sample올 시간대 별로 초기 무게에 대한 팽윤 

도(%)를 알아보았다 팽융도(%)는 (b)에 의해 계산하였다‘ 

(2) CMC률 이용한 장기유착 방지막 제조 

@유착 방지막 생플 제조 

/ 

CMC 10g, PEG 1.4g올 각각 정량하여， 중류수 89.6m!에 mechanical s마Ter로 5시간 동안 교반하 

여 페이스트 젤을 얻었다 CMC와 중류수의 양올 고정하고 PEG의 챔가량을 달리하여 페이스트 젤을 제 

조하였다 페이스트 겔올 총선량 장fuy， 많Gy/h의 선량융로 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하이드로젤을 얻었 

다. 

g 동물실험모텔 

실험에 사용된 Wistar rat는 6주령의 암컷으로 무게를 챈 후， ketarnine 2filg/0.5ml씩 주입하였다. 

마취 후 복부률 절개하고 맹장을 꺼내었다 맹장에 bone burr를 이용하여 1.5x1.5cm의 상처를 내고， 복막 

에도 같은 상처를 내었다 고의적인 유착을 유발하기 위하여 상처부위를 마주보게 하여 세 자리를 봉합 

하였다 대조군과 생플을 삽입한 rat들은 2주간 충분한 먹이를 주어 사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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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rboxymethyl chitosan (Cv[-chitosan)을 이용한 장기유착 방지막 제조 

'S) CM-chitosan의 제조 

탈아세틸화도가 m.8%인 chi tosan 20g에 iPA 200ml을 첨가한다 매 3분마다 84r미의 10M NaOH 

용액을 6회 첨가해 주면서 45분간 교반한다 이 용액에 C1C바COOH 24g을 4.8g씩 5분마다 5회 청가한 

후， fJJ'C에서 3시간 동안 반웅을 시킨다 반웅。l 종료되면 창 증류수를 이용하여 pH 84를 맞춘다 그 후， 

아세트산을 이용하여 pH를 7.0으로 맞춘다 이것을 여과하고 MeOH로 충분히 세척한 다음 진공 건조하 

여 CM -chi tosan을 얻었다 

19ì CM-chitosan 유착 방지막 제조 

CM→chitosan을 중류수에 용해시켜 전체 고형분의 농도를 각각， lOwt%, 15、，vt%로 하고， 

이것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수용액을 제조하고， 이 수용액을 petri 이sh에 두께가 2rnm가 되도 

록 담고 포장하여 1-200kGy로 조사하여 가교시켰다. 

감마선 조사 방법으로 제조된 유착방지막을 꺼내어 5O"C의 중류수에 48시간 동안 침지 

시킨 후 셀룰로오스 종이로 유착방지막 표연의 물을 닦은 후 팽윤된 젤 무게를 측정하였다 무 

게를 챈 유착방지막을 오븐에 넣어 6O'C 에서 48시간 건조시킨 후 건조된 겔무게를 측정하였다 

유착방지막의 Gel content와 Ðegree of swelling은 수학식 1과 2에 의해 계산하였다‘ 

’ 
/ 

/ 
/ 

/ 
I수학식 l >

건조된 젤 무게 
겔화융 (%) = -:;: 、 _ ~ _l rT 、， X 100 

【수학식 2) 
I행윤된겔 무게-건조된 겔 무게 

뺑융도(%) = × 1OO 
건조된 겔 무게 

@동물실험모델 

실험에 사용된 Wistar rat는 6주령의 암컷으로 무게를 챈 후， ketarnine 2E뼈yO.5ml씩 주입하였다， 

마취 후 복부를 절개하고 맹장을 꺼내었다. 맹장에 bone burr를 이용하여 1.5xl.5cm의 상처를 내고， 복막 

에도 같은 상처를 내었다 고의적인 유착을 유발하기 위하여 상처부위를 마주보게 하여 세 자리를 봉합 

하였다 대조군과 생플을 삽입한 rat들은 2주간 충분한 먹이를 주어 사육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1) 천연 고분자 가교 기술 개발 

천연고분자 (S여iurn carboxymethyl cellulose)를 중류수에 paste 상태로 방사선 조사하여 분자 

쇄 간에 가교구조를 갖게 하여 기술 개발 (목표는 가교율 00"/0이었으나， 실험 결과는 가교율 75%로서 

목표 초과 달성)， 가교율은 S여iurn carboxymethy 1 cellulose의 치환도에 따라 영향올 받으며，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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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크면 가교율이 높다 (Figure 1) 

S여i띠n carboxymethyl cellulose를 방사선 가교하여 수분 홉수량을 평가하여 본 결과 

가교 Na-carboxymethyl cellulose 소재 당 300배의 물을 홉수하는 우수한 특성올 보였음 

(Figure 2) 

(2) CMC를 이용한 장기 유착방지막 제조 

CD CMC 장기 유착방지 막의 물성 

CMC를 이용한 장기 유착방지막은 표 1과 같은 비올로 만들어 졌으며 부드럽고 찰 휘어지는 특 

성이 있다. 유착방지막이 제조되면 48시간 동안 물로 수세한 후 건조하여 가교융을 측정하고 유착방지막 

의 팽융도를 측정하였다 PEG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착방지 겔의 강도는 감소하였으며 I명윤도 역시 감 

소하였다 (Figure 3, Figure 4) , PEG의 농도가 중가할수록 몰 속에 담겨진 유착방지 젤은 매우 약해쳐 

깨지기 쉬워진다 

표 1. 유착방지 겔의 조성 

H1drolel Co. '01‘Un 

A ure,.‘,,, CODcentutio‘ " C omp Ol ltio톨 ofCMC /PEG 

CM crrEO CMC PEO 

C,"1I 2 
l ‘ '" .. ‘ 11% PBG 

C,'5115 " .’‘ .“ '"‘"0 

C,'2I11 119% “ “ ” 11 '110 PBO 

Cp'’ '" 11 3% ?’” 11%PBG 

CMC />1 ..... ' .(1 '10'. DS " 0.9 , To‘.1 Don" 1.5M Il4. 00 .. ’‘1" - n .G y‘’ PI! G Mw"‘ O' 1 o' 

(2) CMC률 이용한 유착방지막의 동물실험 

유착은 조직과 내부 기관이 서로 붙어 원하지 않는 조직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홍 외과 

수술 후 발생한다 이러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유착방지막을 하이드로겔로 만들어 동물 실험을 실시하 

였다 CMC와 PEG 용액올 방사선올 이용하여 가교한 겔은 유착 방지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유착 정도를 나타낸 것이며， Figure 5는 유착이 일어난 대조군과 일어나지 않은 실험군의 그림이 

다， 

표 2, CMC!PEG 유착방지 하이드로겔의 유착 특성 

Aggrcga‘'0. Adbesi。 ‘ dC Q:ree Adhesiol、 area(cm J
) Adhesioß ‘ trength 

Control‘ ‘ 6:<:0.5 361:0.24 ).6 :1:051 

2% lolutioD çp88/ 12 0 .8 :1:078- 0. 105 :1:0.10. 1)* 1.25 8 

I-I vtl."" .. ’ .. ,, 111111 " 1:1:0 .81- 0. 162 ::1:0.14. I 5:U .17 • 

• P valuc < 0.05 versu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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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M-chilosan을 이용한 장기 유착방지막 제조 

CD C ,,[ -chi tosan 하이드로겔의 특성 

제조된 CM-chitosan의 젤화율과 기계적 강도1 팽융도를 표 1, Fi밍πe 6에 나타내었다 

표 1. CM-chitosan 유착 방지겔의 울리적 특성 

Gel Content (%) 

60 

Degree of swelling 
(%, at 37 'C) 

1200 

Gel strength (kg,/cm') 

0.25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CM-chitosan 유착방지 겔은 웅용을 위하여 실험용 쥐의 맹장과 

인접한 복막에 상처 (abrasion injury)를 내고， 한 시험 군에는 하이드로겔을 사용하지 않고， 다 

른 한 시험 군에는 카르복시메틸 키토산으로 만든 하이드로젤을 상처를 낸 부위에 도포하고， 

또 다른 시험 군에는 카르복시메틸 키토산으로 만든 하이드로젤을 분쇄하여 제조한 젤용액을 

상처를 낸 부위에 도포하고 도 8과 같이 9얼 후 부겸하여 유착 정도를 알아보았다 유착정도 

평가기준은 0- 5 둥급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다 결론 

표 2. CM -chitosan을 아용한 장기유착방지막 실험결과 

유착형성의 평가 
I 

/ 

생플 유착정도 유착연적 (cm2
) 유착강도 

대조군 4.6 2: 0.54 3.55 + 0.51 3.6 2: 0.54 

겔용액 0.2 + 0.42* 0.0125 + 0.04* 0.3 + 0.94* 

하이드로겔 0.2 2: 0.44* 0.016 + 0.03* 0.2 소 0.44* 

、
/ 

(1) 천연 고분자 가교 기술 개발 

본 실험에서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MC)를 방사선을 이용하여 가교하였다. CMC나 

카라기난， 알지네이트와 같은 천연고분자는 방사선을 조사하면 분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CMC 는 놓도 10% 이상에서 가교가 일어났으며， 10% 미만의 농도에서는 가교가 일어나지 않 

았다 또한 100kGy 정도 선량에서는 가교와 분해가 동시에 일어났지만， 분해정도가 더 우세하 

여 가교윷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의 CMC gelation 의 최적 농도는 20-30% 와 

최적 Dose는 30kGy임을 알 수 있었다. 가교시 물은 CMC 에 두 가지 영향올 미치는데， 첫 번 

째로는 CMC 에 유동성을 부여하며， 둘째로는 물의 방사선 분해로 인한 radical 농도의 중가를 

유도한다. Hydrogen 원자와 hydroxyl radical 들은 대부분 이러한 반응을 한다 DS 가 높아 

질수록 겔화율이 높아지는 것은 carboxymethyl fuction이 CMC 분자의 가교에 있어서 분자 구 

조가 단단히 조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가교 CMC의 겔화 

율은 결정되는 것이다. 가교된 겔의 팽윤도를 측정한 결과， 조사 선량이 강해질수록 팽윤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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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겔화융과 관계됨을 알 수 있었다 DS 와 선량이 증가하연 gel 분자 

의 network 구조가 단단해 지면서 팽윤 정도가 감소하고， Dose 에 따라 많게는 3배 정도 차이 

가 냥올 보였다 가교융에 따른 분해 특성은 가교밀도가 높으면 분해되기가 어려웠으며， 개인 

위생용품에 사용되기 위한 가교율은 최대한 낮은 것일수록 우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DDS에 

사용되기 위한 가교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는 DS가 높으연서 가교도가 적은 것을 사용하 

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CMC률 이용한 장기 유착방지막 

방사선 가교에 의해 제조된 CMCIPEG 하이드로겔은 수술 후 유착을 방지하는 막으로 사 

용할 수 있다 Figure 7의 동물실험결과 우수한 유착 방지 효과를 보였으며 분해되어 체내에 남 

아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CM-chitosan을 이 용한 장기 유착방지 막 

Co- 60 코발트 선원을 사용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CM - chitosan 유착방지용 겔 

은 Fi밍πe8의 통물실험결과를 통하여 수술 후 유착현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옴을 확인하였다 

/ 

/ 
/ 

/ 

/ 
/ 

/ 

r f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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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Necropsy taken 14days after operation of rat to find the difference of 

adhesion between control(A) and hydrogel(cp88/ 12) (B) 

Fig1니re 8. Result of arψn외 test with CM -chitosan hydrog려s for antiadhesion ba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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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공학용 생체재료 채조기술 개발 

가 실험 

(l) 시료 및 시약 

(가) 온도 감웅성 고분자를 이용한 세포 배양기 개발 

온도 감웅성 단량체로는 시그마-알드리치사의 N-isopropy때crylamide (NIPAAm)와 N 까nyl 

caprolactam (NVCL)을 사용하였다 단량체를 녹이는 용매는 동양제철화학의 isopropyl alcohol (iPA)을 

사용하였다 세포를 배양하기 위한 배양접시는 SPI싸의 직경 3cm 배양접시를 사용하였다 또한 단량체 

의 정제를 위하여 동양제철화학의 n-hexane과 toluene을 이용하였다 

(나) 방사선을 이용한 젤라틴 스카폴드 제조 

시그마사의 Type A 첼라틴(Approx. 300 Bloom)으로 돼지의 피부에서 얻은 것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으며， 제조된 스카폴드의 세포배양 실험에는 사랑의 피부 섬유아세포 (fibroblast)를 이용하여 배양실 

험올 실시하였다 세포배양에 사용되는 배지는 Dulbecco’s m여ified eagle’s medium (Dl\1EM, 

Gibco BRL, Rockville, MD, USA)와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BRL). Dulbecc。’s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과 trypsin- EDTA (0.5% σypsin 5.3rnrn EDT A 여‘a) ， 

antibiotic agent로 쓰이는 penicillin-streptomycin (100 U!ml) 역시 Gibco BRL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염색에 쓰이는 Trypan blue (0.4% 100 ml) T-8154와 배양액에 첨가하는 

sodium bicarbonate는 시그마사의 제풍을 사용하였다‘ 
/ 

(다) 폴리카프로락톤을 이용한 스카폴드 제조 

스카폴드 제조에 사용된 polycaprolactone은 알드리치사의 제풍을 사용하였으며， :vtn 80，αm 

(GPC), me1t index 1.00 g/1α띠n. (1~t!44psi ， ASTM D 12::용73)인 것을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NaCl은 

SHOWA사의 제품으로 100-200.때1 크기의 입자안을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며， 기포발생에 사용되는 

ammoniurn bicarb이late와 αtric acid도 SHOWA)，}의 제풍올 사용하였다， 또한 체외에서의 분해를 측정하 

기 위해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를 Gibco사의 제풍으로 사용하였다 

(라) 폴리카프로락톤 나노섬유률 이용한 스카폴드 제조 

나노섬유의 제조에 사용된 polycaprolactone은 알드리치사의 제풍올 사용하였으며， Mn 80，αn 

(GPC), melt index 1.00 g/10min. (125t!44psi, ASTM D 1238-73)인 것올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용매는 

2,2,2, - trifluoroethanol (시그마-알드리치 코리아)과 chloroforrn, DMF는 동양제철화학의 제풍올 사용하였 

다 세포배양에 사용되는 배지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rnedium (Dl\1EM, Gibco BRL, 

Rockville, MD, USAl과 10% fetal bovine serum (FBS , Gibco BRL).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과 trypsin- EDTA (0.5% trγpsin 5.3rnrn EDT A 4Na) , antibiotic agent 

로 쓰이는 penicillin- streptomycin (100 U!ml) 역시 Gibco BRL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 

포염색에 쓰이는 Trγpan blue (0.4% 100 ml) T-8154와 배양액에 청가하는 sodium 

bicarbonate는 시그마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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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젤라텐트리칼숨포스페이트 스카폴드의 제조 및 세포배양 실험 

시그마사의 까'pe A 첼라틴(Approx. 300 Bl∞m)으로 돼지의 피부에서 얻은 것올 구입하여 사용 

하였으며， tricalcium phosphate (TCP)는 일본 SHOW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에 사용되는 

배지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어ium (DMEM, Gibco BRL, Rockville, MD, USA)과 

10% fetal bovine serum (BS, Gibco BRL) ,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과 

trypsin- EDTA (0,5% trypsin 5.3mm EDTA 4Na) , antibiotic agent으로 쓰이 는 

penicillin-streptomycin (100 Ulml) 역시 Gibco BRL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염색에 쓰 

이 는 Trypan blue (0.4% 100 mll T-8154와 배 양액 에 첨 가하는 sodium bicarbonate는 시 그마 

사의 제풍을 사용하였다 

(바) 첼라틴이 코탱왼 PLLA 스카폴드의 제조 

Poly(L- lactide-co-D,L- lactic acid) (PLLA)는 독일의 B생rringer Ingelheim Pharma GmbH & 

@‘ KG를 구입하였으며， 시그마사의 Type A 젤라틴(Approx， 300 Bloom)으로 돼지의 피부에서 얻은 것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에 사용되는 배지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Gibco BRL, Rockville, MD, USA)과 10% fetal bovine serum (BS , Gibco BRL) 

Dulbecc。’s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과 trypsin-EDTA (0 ,5% trypsin 5,3mm EDTA 

4Na), antibi。디c agent로 쓰 이 는 penicillin-streptomycin (100 Ulml) 역 시 Gibco BRL에 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염색에 쓰이는 Tnφan blue (0.4% 100 ml) T-8154와 배양액에 첨가 

하는 s여ium bicarbonate는 시그마사의 제풍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온도 감용성 고분자률 이용한 세포 배양기 개발 

CD PNVCL-co-PNIPAAm 고분자가 그리프트왼 배양접시 

NVCL과 NIPAAm 단량체률 iPA에 f:Dwt%률 용해시킨다 단량체의 비율(NIPAAm! NVCL)은 

10:0, 7:3, 5:5, 3:7의 비융로 하였다， 표 l에 용액의 단량체 비율파 그라프트융을 나타내었다. 

표1. 그라프트 용액의 단량체 비율 

생 플 
단량체의 중량비 비고 

NIPAAm NVCL (그라프트양， mgfcm2
) 

PNlPAAm 100 • (1.8) 

IV73 70 30 • (2,1) 

IV55 50 50 x 

IV37 30 70 x 

P'NVCL 100 ‘ (2 ,2) 
• 균일하게 그라프트된 상태 x 불균일하게 그라프트된 상태， 

‘ 균일하게 그라프트가 되어 었으나 세포 탈학이 좋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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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접시에 온도 감웅성 고분자의 그라프트는 단량체 용액 30μg를 균일하게 배양접시에 뿌린 후 

O.7NleV, 3.75mA로 총선량 300kGy까지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단량체는 배양접시 표연에서 고분자 

로 그라프트 되었으며， 반웅하지 않은 단량체와 그라프트 되지 않은 고분자는 차가운 중류수로 수세한 

후1 진공 건조를 실시하였다(Fi밍re 1) 은 온도 감웅성 배양 접시를 제조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 그라프트된 배양 접시의 표면분석 

배양접시에 그라프트된 PNVCL-co-PNIPAAm 고분자의 양은 FTIR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그라 

프트가 되지 않은 배양접시는 강한 홉수밴드가 10Cúcm- 1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PNVCL -co- PNIP AAm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배양접시는 1없xm-1에서 아미드의 홉수밴드가 나타난다 여기서 피크의 강도비 

(JIIRJ.~ IUJ)를 구하여 그라프트 양을 계산한다 

@ 그라프트된 배양 접시의 접촉각 측정 

PNVCL-co-PNIPAAm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배양 접시의 접촉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FACE 접촉 

각 측정기로 20"(;와 37"(;에서 그라프트된 배양 접시 표변의 울에 대한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3회 

실시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세포배양 

한양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의 도움으로 포경수술로 얻어지는 사람의 섬유아세포(HF)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섬유아세포의 배지는 DlV떼q을 사용하였으며， 10%의 BS와 1%의 perucψn streptomycin을 

함께 넣어 배지로 사용하였다 

@ 그라프트된 배양 접시에서의 단일세포와 cell sheet의 탈착 

3xHt개/cm2의 HF를 배양 접시에 접종하고 37"C, 5% COz 분위기에서 2시간동안 배양하였다 배 

양시간이 끝난 후， 배양 접시를 다시 20"(;에서 배양하면서 단일 세포들이 탈착되는 현상을 30, 00, 00, 

120, 150분 통안 상대비현미경과 사진으로 관찰하였다.(F핑따e 7) 사진에서 동그렇고 퍼진 세포들의 수를 

세어 동그란 세포의 비율올 측정하여 단일세포의 탈착정도를 계산하였다 cell sheet 탈착실험은 배양접 

시 당 1.3x l(f개의 세포를 접종한다.24시간 후 배지를 교환하고 8일간 더 배양한다. 그 후 배양 접시를 

다시 20"(;에서 배양하면서 C리1 sheet가 탈착되는 연척을 30, 00, 00, 120, 150분 동안 관찰하였다. Fi밍rre 

2 는 효소를 이용한 세포 탈착과 전자선 조사로 제조된 배양 접시에서 cell sheet 탈착 현상을 보여 주는 

그립이다 

(나) 방사선을 이용한 첼라틴 스키폴드 제조 

CD 젤라틴 스카폴드의 제조 
타입 A의 젤라틴올 3, 7, 12, 10, 15, 2Owt%의 놓도로 3차 중류수에 넣은 후 50"(;에서 용해시켰 

다- 용액을 square dish에 담고 각각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선량은 25-100kGy까지 수 

행하였으며， 조사가 끝나연 그들의 겔화융과 뺑윤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최대 팽윤값까 

지 팽윤시키고 동결 건조하여 원하는 기공과 기공도를 가지는 스카폴드를 제조하였다. Figure 8은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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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드 제조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 스카풀드의 기계적 강도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젤라틴 겔과 스카폴드는 Inslron 얘43올 이용하여 압축강도 

를 측정하였다. 스카폴드는 그 두께의 ::D%가 변형되었을 때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 젤라틴 스카폴드의 기공도와 분해속도 

젤라틴 스카폴드는 일정한 크기의 생플을 구리 mount 위에 금으로 쿄탱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EM, ]EOL-&lOOF, Kyoko, Japan)으로 morphology흘 관창하였으며， image analyzer (Bum-Mi 

Universe Co., Ltd., Seoul, Korea)로 기공의 크기와 기공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조직학적 분석 

제조된 스카폴드에 사랍의 섬유아세포를 접종하여 스차폴드에서 세포들이 잘 성장하여 인공피부 

률 만드는데 적합한지를 관찰하였다. 14일간의 배양이 끝나연 배양된 스카폴드를 2.5vol%의 포르말린 용 

액에 담구고 다시 탈수와 동결 건조 과정을 거쳐 세포률 고정화하고 일하나는 SEM을 통하여 세포의 

morphol(핑y률 관찰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파라핀 embedding 과정올 거쳐 블록올 제조하였다. Microtom 

으로 스카흩드가 들어 있는 파라핀 블록을 앓게 잘라 슬라이드에 부착한 후， H&E와 manson ’s trichrom 

염색을 실시하였다. 

(다) 폴리카프로락톤을 이용한 스카폴드 제조 

CD Polycaprolactone 스카훌드의 제조 

/ 
/ 

/ 

Polycaprolactone (Mn=80，α)() Aldrich) 스카풀드는 기체 발포법파 영칩출법올 이용하 

여 제조하였다. polycaprolactone을 클로로포룸으로 녹인 후， NH퍼C03률 넣어 혼합하고 페이 

스트상의 혼합물율 몰드에 넣어 굳힌다， 굳혀진 혼합 페이스트는 citric acid 용액에 넣어 암모 

니아와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 시키며 다공성 스카폴드로 된다 (Figure 16) 

@ 스카폴드의 기계척 강도 

Gas foaming/salt leaching에 의해 제조된 스카폴드는 Instron 4443율 이용하여 압축강도를 

측갱하였다 스카풀드는 그 두께의 ::D"/o가 변형되었을 때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2mrψrnin의 변형융 상수 

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PCL 스카폴드의 morphol앵Y 

PCL 스카폴드는 일정한 크기의 생플을 구리 mount 위에 금으로 코탱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EM, 표DL-&lOOF， Kyoko, J때an)으로 mo빼01，맹y를 관찰하였으며 unage an외yzer (Bum-Mi 

U띠verse Co., Ltd., Seoul, Kcrea)로 기공의 크기와 기공도률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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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Ã 체내와 체외에서의 생분해성 측정 

제초된 PCL 스카폴드는 감마선 조사를 통하여 생분해성을 측정하였는데， 쥐를 이용한 

zn V 1VO 분해과정과 PBS에서의 zn vztro분해과정을 관찰하였다 (Fi밍rrc 17, 18). in vivo 분해는 

180 200g의 SD-rat을 사용하여 스카폴드를 rat의 피하에 삽입하여 분해되는 정도를 시간별로 

측정하였다 피하에 삽입했던 스카폴드를 다시 꺼내어 PBS로 말끔히 세척하고 동결 건조를 실 

시한 후， 무게의 변화와 분자량의 변화 (GPC)를 측정하였다 한편 zn vítro의 경우는 PBS 용액 

에 1% penicilin streptomycin올 첨가하고 이 용액을 20ml씩 스크류 캡이 있는 생플병에 넣고 

그 속에 감마선이 조사된 PCL 스카폴드를 넣어 지속적으로 분해 정도를 관찰하였다 

(라) 폴리카프로락톤 나노섬유를 이용한 스카폴드 (PCL NFSs) 제조 

(î) PCL 나노성유 제조 

전기방사 공정에 의해 (Fi밍rre 25) 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사바늘의 끝(ID 0.15mm)에서 

PCL용액의 비말이 나가도록 높은 전기전위 걸어주었다‘ 전기방사 PCL 나노섬유는 주사기 끝 

으로부터 8 cm 거리에 위치한 표적 드럽에 모이게 된다 5-25kV의 전압은 고전압 전원에 의 

해 표적에 쌓이게 걸어준다 고분자 용액의 유속은 분당 0.OOI-0.01m1 이다， 

@ 나노섬 유의 morphology 

전기방사한 PCL 섬유의 형태는 구리 mount 위에 금으로 코탱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EM, 

]EOL-6400F, Kyoko, Japan)으로 morphol앵y를 관찰하였다 전기방사섬유의 섬유 직경은 Adobe 

Photoshop 5.0 software를 사용하여 SEM 사진으로부터 측정한다 

(마) 첼라텐트리칼슐포스메이트 스카폴드의 제조 및 세포배양 실험 

(î) 인공뼈 제조용 스카폴드 체조 

다양한 농도의 타입 A 젤라틴 (G)을 5O"C, 물에서 잘 용해시킨 후， tricaJcium phosphate (TCP) 

를 G:TCP비가 첼라틴 양의 10, 20, 30배 넣고 폐트리 디쉬에 3←5mm의 두께가 되도록 부워 조사를 준비 

한다 감마션을 총선량 밍IkGy， 선량윷 10kGy!h로 조사하여 젤라틴을 가교하여 무기울인 TCP와 혼합물 

이 일체형의 인공뼈 제조용 스카폴드가 되도록 한다， 강마선 조사가 끝나연 48시간 동안 동결 건조하여 

다공성의 지지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계적 강도 

GπCP 스카폴드는 젤라틴의 농도와 TCP의 함량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기계적 강도 

를 측정하였다 압축강도의 측정은 Insσon 4443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2mrrv'min의 변형융 상수로 분 

석을 수행하였다 

@ αICP 스카폴드의 rnorphol앵Y 

αICP 스카폴드는 일정한 크기의 생플을 구리 rnount 위에 금으로 코탱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EM, ]EOL-6400F, Kyoko, Ja뼈n)으로 morphology를 관찰하였으며 image analyzer (Bu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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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Co., Ltd., Seoul, Korea)로 기공의 크기와 기공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 세포 배양실험 

G!I'CP 스카폴드의 인공뼈 배양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rat의 두개골에서 osteoblast를 얻어 

배양한 후， 제조된 스카폴드에 3x1앤개의 세포를 접종하였다 6-well에 각각 1.5x 1.5xO.2cm의 세포가 접 

종된 스카폴드를 넣고 10%의 BS와 1% pe미cilin streptomycin올 함유한 DMEM 배지에서 14일간 배양 

하였다 배양이 종료되면 스카폴드를 2.5vol%의 포르말린 용액에 담구고 다시 탈수와 동결 건조 과정올 

거쳐 세포률 고갱화하고 일하나는 SEM올 롱하여 세포의 morphology률 관찰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파 

라핀 em뼈따19 과정을 거쳐 블록올 제조하였다 Microtom으로 스카폴드가 들어 있는 파라핀 블록을 앓 

게 잘라 슬라이드에 부착한 후， H&E와 manson 's trichrom 염색을 실시하였다 

(바) 첼라틴이 쿄탱된 PLLA 스키폴드의 제조 

@ 스카폴드의 제조 

PLLA률 chloroform에 다양한 농도로 용해시킨 후， 업자의 크기가 ax)-:ID.따l인 NaCl을 넣어 고 

분자 겔 때이스트를 제조한다. 이 젤 페이스트를 몰드에 넣어 용매를 건조시키고 어느 정도 건조된 블록 

을 물에 넣어 껑시간 동안 교반과 물의 교환을 통해 NaCI만 용해시킨다. 불록에 함유되어 있던 NaCI은 

물에 완전히 용해되고 다공성의 PLLA 스카폴드만 남게 된다. 영 용출이 끝난 스카폴드를 통결 건조하여 

얻어진 다공성 지지체는 다시 더 높은 생체 적합성과 세포활성을 주기 위하여 첼라틴을 합침 코탱한다. 

코탱된 젤라틴은 갑마선을 조사하여 PLLA 지지체의 표면에 그라프트 될 수 있도록 한다. (F핑ure 38) 

은 제조 방법에 대한 모식도이다 

@ 기계적 강도 

스카폴드는 방사선 조사선량과 함칭 시간에 따라 어떠한 특성율 보이는지 기계적 강도륨 측청하 

였다. 압축강도의 측정은 Instron 4443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2nunlmin의 변형융 상수로 분석을 수행 

하였다. 

/ 
@ 스카폴드의 morphol앵Y 

젤라틴이 코탱된 PLLA 스카폴드는 일정한 크기의 생플올 구리 mount 위에 금으로 코탱하여 주 

사전자현미정 (SEM, ]EOL용뼈F， Kyoko, J때an)으로 morphol앵y툴 판찰하였으며 ， unage an외yzer 

(Bum-Mi Universe Co., Ltd., Seo띠， Korea)로 기공의 크기와 기공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 세포 배양실험 

다공성 PLLA 스카폴드의 세포 배양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rat의 두개골에서 os뼈blast률 

얻어 배양한 후， 제조왼 스카폴드에 3xIC?개의 세포를 접종하였다. 6-well에 각각 1.5x1.5xO.2cm의 세포 

가 접종된 스카폴드률 넣고 10%의 BS와 1% penicilin sσeptomycin을 함유한 DMEM 배지에서 14일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종료되면 스카폴드를 2.5vol%의 포르말린 용액에 당구고 다시 탈수와 동철 건조 과 

정융 거쳐 세포률 고정화하고 그중 하나는 SEM을 통하여 세포의 morphol<쟁y를 판찰하였으며， 다른 하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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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파라핀 cmbedding 과정을 거쳐 블록을 제조하였다 l\1icrotom으로 스카플드가 들어 있는 파라핀 블 

록을 앓게 잘라 슬라이드에 부착한 후， H&E 염색올 실시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1) 온도 감웅성 고분자를 이용한 세포 배양기 개발 

(가) 그라프트 표연 분석 

Pl\T\1CL -co- PNIP AAm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배양접시와 그라프트 되지 않은 배양접시의 FTIR 

스펙트럼올 (Figure 3) 에 나타내었다 일반 배양접시는 16(Xk;m-1에서 강한 방향족 그룹의 홉수밴드가 
나타났고， 온도 감옹성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배양접시는 l앉frm-1 근처에서 강한 아미드의 홉수밴드가 
나타난다 이때 나타나는 피크의 강도비를 이용하여 그라프트 양을 측정하였다 단량체의 비에 따른 그라 

프트 양은 표 l에 도시하였다 

표 2는 각각의 배양접시의 물에 대한 용도변화(æ'C와 37'C)에 따른 접촉각을 측정한 것이다 고분자 

(I\η3)가 그라프트된 표면은 옹도가 37'C에서 20'C로 낮아지연 접촉각이 작아지는데 이것은 표연이 친수 

성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분자가 그라프트왼 표연은 높은 온도(37'C)에서는 소수성올 가지며， 

낮은 온도에서는 고분자의 자발적인 hydration에 의해 친수성으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2. 그라프트 되지 않은 배양접시와 PNVCL ∞ PNIPAAm 고분자가 그라프트왼 

배양접시 표연의 온도에 따른 물에 대한 접촉각의 변화 

8 H∞ 
기질 

20 'C 37'C 

TCPS surface 65.8:t0.9。 66.0土2.1。

PNVCL-co- PNIPAAm surface 55.3土1.2。 66.2:t3.3。

(나) 단일세포와 cell sheet의 탈착 

접종한 HF는 그라프트된 배양접시나 그렇지 않은 배양접시에서 모두 세포의 짧은 배양시간 후 

잘 부착되고 성장한다 Rη3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배양 접시와 일반 배양 접시를 비교하여 실험올 실시 

하였다， 세포를 접종한 후， 2시간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을 때 90"/0이상의 세포가 부착됩올 알 수 

있다 (F~ 4). (Figure 5) 은 각각의 배양접시에서 배양된 세포들이 단일세포로 탈착되는 특성올 보여 

주는 그림이다 그라프트된 배양접시는 37'C에서 배양이 이루어지다가 æ'C로 온도를 낮추연 퍼져 있던 

세포들이 단일세포로 탈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배양접시는 온도를 낮추어도 

퍼져 있던 세포들의 탈착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PNVCL-co-PNIPAAm 고분자는 κST 이하의 온도 

에서 hydration되고， 더 나아가 팽윤되고 친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배양 시간 동안 퍼져 있던 세포 

들은 배양접시의 표연에서이탈하게 되고 그리하여 세포의 탈착이 이루어진다 (Figure 6) 의 cell sheet 

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8일간의 배양이 끝나연 마찬가지로 옹도를 æ'C로 낮추어 30분 간격 

으로 사진올 촬영하고 이미지로 cell sheet의 탈착면적을 계산하였다. 1~분이 경과하연 거의 모든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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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가 탈착되는 것올 확인할 수 있었다 

(2) 방사선을 이용한 젤라틴 스카폴드 제조 

(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첼라틴의 가교 

다양한 농도 (3, 7, 12, 15, 20 wt%)의 젤라틴 용액올 사각형의 페트리 디쉬에 2rnrn의 두께로 담 

고 전자선과 감마선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몰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젤라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조사선 

량이 높을수록 가교융은 중가한다 그러나 전자선과 감마선의 차이는 없는 것올 알 수 있다‘ 시간적으로 

비교해 보연 전자선을 조사하는 시간이 짧지만 감마선과 마찬가지의 에너지 효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Figure 9). 

(나) 기계척 강도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젤라틴 하이드로겔의 기계적 강도는 lOwt%이상의 농도에서는 유사 

하게 나타났으며， 조사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젤라틴은 온도가 내려가연 다시 젤이 되는 특 

성이 있어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겔의 강도 보다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보다 강도가 좋은 첼로 가교구조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5) 은 방사선 가교에 의한 첼라틴 하이드로겔의 기계적 강도률 나타낸 

것이다 

(다) 젤라틴 하이드로 겔의 팽융과 스카폴드 제조 

방사선에 의해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팽윤과정융 거쳐 동결 건조한다 건조가 종료되면 다양한 

기공과 기공도흘 가지는 젤라틴 스카폴드를 제조할 수 있다 스카폴드를 제조하기 전에 장Q;y 선량에서 

조사한 첼라틴 하이드로젤과 젤라틴의 놓도가 2Owt%인 하이드로겔의 팽융도를 (Figure 11) 으로 나타 

내었다 

I 

(라) 젤라틴 스카폴드의 기계적 강도 및 morphology 

제조된 젤라틴 스카풀드는 비교적 약한 강도를 가지며， 일부 스카풀드에서는 물에 완전히 녹는 

현상올 발견하였다‘ 이것은 젤라틴 하이드로겔의 맹융도를 최대로 하여 스카폴드톨 제조하였올 경우 나 

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70-없%의 앵융도률 보이는 하이드로젤을 선별하여 동 

결건조 하였다 (Figure 13). 건조된 지지체는 젤라틴의 농도와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기공크기와 

기공도가 감소하였으며， 콜라겐분해 효소에 의한 분해실험 결과 첼라틴의 농도가 중가할수록 

분해시간은 중가하였다 (Fi밍rre 14). 제조된 지지체에 fibroblast률 접종/배양하여 SEM사진과 

염색을 흥해 세포의 성장유무를 확인하였다 (Figure 15) 방사선 가교률 통해 제조된 스카폴드 

는 세포의 활성도가 좋고 인공피부풍의 연조직을 제조하는데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3) 폴리카프로락톤을 이용한 스카폴드 제조 
(가) PCL 스카폴드의 특성 

제조된 PCL 스카폴드는 αtric acid의 농도와 gas fo때nnag밍t인 하nrno띠um bicarbonate의 양에 

따라 기공도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미c acid의 농도가 중가할수록 salt의 양이 중가할수록 기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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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가한다 이것은 gas foaming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cilnc 

acid의 놓도 증가냐 ammonium bicarbonate의 양의 중가로 gas foaming시 N뻐와 COz 기체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많은 기공을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스카폴드를 방사선 조사하면 그들의 접촉각은 조사선량 

이 중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ure 19, 20) 

(나) PCL 스카폴드의 기계적 강도 

PCL 스카폴드의 기계적 강도는 기공도가 클수록 작아지며， 방사선 조사한 스카폴드는 선량이 증 

가할수록 그들의 압축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으로 PCL은 방사선에 의해 가교보다는 분 

해가 이루어지는 것올 예측할 수 있다 (Figure 21) 

(다) PCL 스카폴드의 morphology와 생분해성 실험 

스카폴드를 SEM으로 측정한 결과 다공성의 foam 형태임을 확인하였으며 기공들은 서로 내부에 

서 연결되어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Figure 22, 23, 24) 

방사선 조사에 따른 스카폴드의 생분해성은 in vitro와 m VlVO에서 각각 관찰하였는데 조사 선량이 높 

올수록 생분해성이 중가하였으며， Vltro에서 보다는 띠vo에서 더 빠른 생분해성을 보였다 측정의 결과는 

스카폴드의 질량변화와 GPC 분석올 통하여 규명하였다 GPC를 통한 분자량의 분석에서도 VlVO에서의 

생분해성이 현저하게 중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폴리카프로락톤 나노섬유를 이용한 스카폴드 제조 

(가) 전압의 영향 

/ 

실혐의 한 시리즈는 각각5-25 kV의 전압을 걸어주고 바늘에서 표적과의 거리가 &m가 

되게 유지하여 실험을 실시한다 그 결과를 (Figure 26)에서 보면 전기장올 증가시키연서 가했 

올 때 섬유의 직경이 약간 증가하였다.25kV의 전압을 가했을 때 100nm에 달하는 직경을 가 

진 앓은 섬유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섬유 직경의 좁은 분포는 낮은(5kV) 전압에 

서 볼 수 있다. 반연 섬유의 직경이 넓은 분포는 고전압(10-정kV)을 걸어준 것에서 볼 수 있 

다‘ 전압올 중가시키면서 걸어주변 유체분사에 있어서 전기적 반발력이 중가하고 용제 섬유의 

형성을 도울 것이다 코로나 방전은 전압이 30 kV에 달하고 전기방사가 가놓함을 알 수 있다. 

(나) 유속의 영향 

구조형태는 용액의 유속에 의해 변화한다. (Fi밍re 'l7)을 보면 분당 O.OlmL의 유속에서 

는 큰 방올을 볼 수 있다， 유속이 중가할수록 섬유구조에 방울이 맺힌 섬유의 형태가 변화한 

다 (Figure 28)를 보면 섬유 직경의 좁은 분포는 분당 0.OO2mL의 유속에서 볼 수 있다 반면 

섬유 직경의 넓은 분포는 분당 O.OO8mL의 유속에서 볼 수 있다. 유속은 전기방사 공정에 영향 

올 준다， 유속이 임계 값을 초과했을 시에는 방사 용액의 전달륭이 전기력에 의해 바늘 끝에서 

방사된 용액의 비율을 초과하였다 무게 균형에서의 변화는 유지되면서 끝난다 그러나 불안정 

하며 분사와 섬유가 큰 방울로 만들어진다. 

- 185 



(다) 용액 농도에 의한 영향 

고분자 농도에 의한 변화는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용액 정도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각각의 PCL 농도를 가지는 생플 시리즈를 전기 방사한다， 각각의 섬유 형태에 대한 결과는 

(Fi밍rre 29)에서 볼 수 있다 농도가 중가할수록， 균일한 섬유 구조에 섬유가 맺히는 형태가 변 

화하고 섬유의 직경 또한 정차 중가한다 20%(w!v)에서의 농도를 보면， 고분자 용액은 섬유가 

되지 않았지만 표집표적에 큰 방율이 떨어지는 형태이다 고분자 용액의 임계 농도는 전기방사 

이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꼬이지 않은 넓은 사슬이 전기방사 섬유 제조에 필요하기 때문이 

다 전기방사에 있어서 웅고열과 함께 지속되는 엉켜있는 그물망올 중심으로 분사의 신장률에 

의해 변화되어진 용액의 고분자들이 감긴다 이러한 농도 이하에서는， 사솔 꼬임률은 분사의 

안정성이 충분하지 못하고 표연장력의 원인인 방율이나 방울섬유에의 용액에 의해 직경이 수 

축한다. 높은 농도와 정탄력 에서 섬유의 모양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방해해서 균일한 섬유 

의 형성이 일어난다. 하지만， 용액의 농도나 유사한 정도라면 용액이 전기 방사하기 어려워지 

는 것은 액체 분사를 만드는 각각의 매우 높은 원인이 된다 (Fi밍σe 30) 

(라) 용매의 영향 

PCL 팽햇은 클로로포롬， 디클로로에틸렌 그리고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같은 용매뿐만 

아니라 용매/비용매 혼합물에도 녹지 않는다 클로로포륨을 포함한 용액들파 DMF, 헥산， 그리 

고 메탄올과 같은 비용매는 농도 영향의 결과와 같은 각각의 전기방사 결과로 나타난다 농도 

가 증가하게 되면 섬유의 직경과 용액 점성이 점차 중가하게 왼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높은 

섬유 직경은 낮온 용액의 정성에서 볼 수 있다 디클로로에틸렌 용액 계열도 이와 비슷한 결과 

를 보인다， 우리는 디클로로에될렌/메탄올 혼합물에서 가장 낮은 용액 정도를 보았고 좋은 섬 

유의 직경은 전기방사의 형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루어볼 때 각각의 용해 변수와 각각의 용 

매 짱극자 모멘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매의 용적이 중가하연 용액의 점도가 감소한다. 

그러나 전기방사 섬유의 두께는 중가한다. 

Table 1. The Properties of PCL solution 

Sample Solvent/non-solvent ratio Solution Solution 
solvent Non-so1vent concentration viscosity no. (v/v) (w/v) iW 

Chloroform 100/0 12 1134 
2 Chloroform DMF 75/25 12 1023 
3 Chloroform Hexane 75/25 12 791 
4 Chloroform Methanol 75/25 12 726 
5 Dic이h삐1니10아ro야eth뻐ane 100/0 12 942 
6 Dichloroethane DMF 75/25 8 180 
7 Dichloroethane DMF 75/25 10 398 
8 Dichloroethane DMF 75/25 12 924 
9 Dichloroethane DMF 75/25 16 3377 
10 Dichloroethane DMF 60/40 12 901 
11 Dichloroethane Hexane 75/25 12 834 
12 Dichloroethane Methan이 75/25 12 60 
\3 Me딱thy잉lenechloride DMF 75/25 12 671 
14 Methvlenechloride Methan이 75/25 12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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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젤라틴/트리칼습포스페이트 스카폴드의 제조 및 세포배양 실험 

(가)GπCP 스카폴드의 기계적 특성 

젤라틴과 TCP를 혼합하여 제조한 인공뼈 스카폴드는 젤라턴의 양이 중가할수록 TCP의 양이 중 

가할수록 mod띠us가 증가하였다 무기소재인 TCP의 중가가 재료의 강도를 중가 시키고， 젤라틴의 농도 

증가 역시 많은 가교구조의 형성으로 스카폴드의 강도를 중가 시킨다 (Figure 31) 

(나) 스카폴드의 세포 배양 

Osteoblast를 2-3주간 배양하고 SElVI과 H&E 염색을 통하여 세포가 잘 성장 하였는지를 관찰하 

였다 젤라틴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TCP의 양이 감소할수록 세포의 부착과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Fig1디re 36, 37) , 

(6) 젤라틴이 코탱된 PllA 스카폴드의 제조 

(가) 젤라틴의 코탱융 

염칩출법으로 제조된 PLLA 스카폴드는 젤라틴의 함침코탱 시간과 코팅 후 조사 조간에 따라 코 

팅율의 변화를 가져왔다‘ 함침시간을 10분으로 했올 경우 조사선량에 따라 ill-57%의 코탱윷올 보였으며， 

같은 조사선량에서도 함칭시간이 길수록 젤라틴 코팅율은 중가하였다 (Figure 39, 40) 

(나) 스카폴드의 기계적 강도와 접촉각 

PLLA 스카폴드의 기 계적 강도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합침 시간이 증가 

하여 젤라틴 코팅융이 높을수록 강도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기계적 강도의 중가는 스카폴드가 인 

공뼈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Figure 41 , 42) 또한 젤라틴의 코팅양 

이 중가할수록 스카풀드의 접촉각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첼라틴이 친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세포 

의 부착 역시 코탱된 젤라틴의 양이 중가할수록 부착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땅ure 43, 44) 

(다) SElVI morphology와 세포염색 

SElVI 이미지를 통하여 PLLA 스카폴드의 표면에 젤라틴이 코탱 된 것올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 

카폴드의 기공이 내부까지 잘 발달되어 있어 세포의 성장이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Figure 

45) 

다 결론 

(1) 온도 감웅성 고분자를 이용한 세포 배양기 개발 

단량체의 혼합에서 NVCL의 양이 중가할수록 그라프트율은 중가하지만 세포의 탈착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PNVCL-co-PNIPAAm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배양접시는 HF sheet의 제조에 

유용할 것이다， 이것은 생인공 피부나 기타 다른 조직의 재생에 웅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방사선을 이용한 젤라틴 스카폴드 제조 

전자선올 조사하는 경우의 젤과 감마선올 조사하는 경우 겔의 강도나 기타 특성에는 연화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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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된 젤라틴 스카폴드는 비교적 약한 강도를 가지며， 스카폴드로 제조시에는 70-80%의 팽융도를 

보이는 하이드로겔을 선별하여 동결건조 하였다 제조된 지지체에 fibroblast를 접종/배양하여 SEM 

사진과 염색을 통해 세포가 잘 성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방사선 가교를 통해 제조된 스카 

폴드는 세포의 활성도가 좋고 인공피부퉁의 연조직을 제조하는데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3) 폴리카프로락톤올 이용한 스카폴드 제조 

citric acid의 농도가 중가할수록 salt의 양이 중가할수록 기공도는 중가한다 PCL 스카폴드의 기계 

적 강도는 기공도가 클수록 작아지며 방사선 조사한 스키폴드는 선량이 중가할수록 그들의 압축강도가 

감소한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스카풀드의 생분해성은 vitro에서 보다는 VlVO에서 더 빠른 생분해성을 보 

였다. 측정의 결파는 스카폴드의 질량변화와 GPC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GPC를 통한 분자량의 분 

석에서도 VlVO에서의 생분해성이 현저하게 중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폴리카프로락톤 나노섬유률 이용한 스카폴드 제조 

나노에서 마이크로 구조로 된 PCL 섬유는 PCL용액의 전기방사에 의해 제조하였다 전 

기 전압을 중가시키면서 가하면 섬유의 직격은 약간 증가하였고 균일한 섬유 구조에 방울이 

맺히는 섬유의 형태가 바뀐다 형태는 유속에 의해 약간의 영향을 받는다， 성유 구조의 좁은 

분포는 낮은 유속에서 볼 수 있다 반면 섬유의 직격이 넓은 분포는 높은 유속일 때 볼 수 있 

었다 놓도가 중가하면 방울이 맺힌 섬유들의 성유 구조 형태가 변화하면서 섬유 직경도 중가 

하였다 비용매률 사용하면， 용액의 정도와 전기 방사한 섬유의 두께률 조절할 수 있다 그들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전기방사한 PCL 나노섬유는 앓은 막을 사용하는 기슐에 용용할 수 있다. 

(5) 젤라텐트리칼슐포스페이트 스카폴드의 제조 및 세포배양 실험 
첼라틴과 TCP를 혼합하여 제조한 인공뼈 스카폴드는 첼라틴의 양이 중가할수록 TCP의 양이 중 

가할수록 mod띠us가 중가하였다 젤라틴의 농도가 중가할수록 TCP의 양이 감소할수록 세포의 부착과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었다. 

(6) 첼라틴이 코팅된 PLLA 스카폴드의 제조 

합칩시간을 10분으로 했율 경우 조사선량에 따라 26-57%의 jì탱율을 보였으며， 같은 조사선량에 

서도 함침시간이 길수록 첼라틴 코탱율은 중가하였다 PLLA 스카폴드의 기계척 강도는 방사선 조사선량 

이 중가할수록 갑소하였으며， 함침 시간이 중가하여 젤라틴 코팅융이 높을수록 강도 역시 중가하였다. 기 

계적 강도의 중가는 스카폴드가 인공뼈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첼라틴의 코탱양이 중가할수록 스카폴드의 접촉각은 감소하였는데 이것온 첼라틴이 친수성융 띠고 있기 

때문이며， 세포의 부착 역시 코탱된 젤라틴의 양이 중가할수록 부착 비융이 중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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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불 l→ ξ경 
• Washing wlth cold H:O • 

i낼 ξ~ 
ξ~ ...-、

y-ray sterUlzat’Oß i 2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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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EM images and histology of gelatin scaff이ds (porosity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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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EM morphology of PCL scaf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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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밍ure 26. Effect of voltage 

PCVsolvent( ChlorofomvBexane=75/25( v / v)) 

rate=O.OO5mVmin). Voltage: (a) 5 kV; (b) 

magnification x 2k. 



(.) (b) 

(,) 

Figure 27. Effect of f10w rate of 12 % (w/v) PCL!chlorof，。πn solutionon fiber morphology 

(voltage=15 kV, tip- target distance=8 cm). Flow rate: (a) 0.01 mνmin; (b) 0.005 m1/min; (c) 

0.002 mν'min.Originai magnification x2oo. 

(a) (b) 

(c) 

Figure 28. Effect of f10w rate of 12 %(w/v) PCL!solvent(dic버oroethane!I꾀;JF=75/25 (v/v)) 

solution on fiber morphology (voltage=15 kV, tip-target distance= &m). Flow rate ‘ (a) 

0.008 m1/min; (b) 0.005 m1/min; (c) 0.002 m1/min. Originai magnification x5k 

- 205 -



(a) (b) 

(c) (d) 

Figure 29. SEM mÌcrographs of electrospun fibers from PCL solution with different solution 

concentration (solvent dichloroethane/DMF=75/25 (v/v), voltage=15 kV, flow rate=O.OO5 

mνmin). PCL concentration; (a) 8 %; (b) 10 %; (c) 12 %; (d) 16 % 

- 206 -



(a) 

(d) 

(g) 

(b) 

(e) 

m ( 

(c) 

(t) 

n ” 
’ 

( 

Figure 30.SEM micrographs of elecσospun fibers from PCL solutions with different solvents 

and concentrations (voltage=15 kV, flow rate=O.OO5mVmin). solvent; (a) chloroform(solution 

concentration-12 %(w/v)); (b) chlorofoπn!DMF=75/25(v/v) (12 %(w/v)); (c) 

chloroform/methanol=75/25(v/v) (12%(w/ v)); (d) dichloroethane(12%(w/v)); (e) 

dichloroethane!DMF=75/25(v/v )(12%(w/v)); (0 dichloroethane!DMF=60/40(v/v) (12%(w/v)); 

(g) dichloroethane/methanol =75/25( v /v) (12%( w /v)); (h)methylenechloride.φMF= 

75/25(v/v)(12%(w/v)); (i) methylenechlo끼d리'methanol= 75/25(v/ v) (12%(w/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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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Cell attachment rate of G/TCP scaff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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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ompressive modulus of PLLA scaffolds as a function of coa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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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피부 개 발을 위한 조직쩨생 공학기술개발 

가. 서론 

조직공학은 손상된 인체의 조직/장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분해성 합성재료와 살아있는 세포 

를 복합화(hybrid)하여 조직/장기를 재생하는 기술이다- 천연 및 합성 재료로 용용하는데 한계 

가 있는 생체척합성파 생리적 기능올 해결하므로， 현재 피부， 연골， 방광， 뇨도， 간， 혈관 개발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피부는 인공재료의 물성 및 분해도 문제로 한계가 있으므로 조 

직공학에 의한 피부 재생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직공학의 요소는 분해성 다공성 세포 지지체 (scaffold)의 적당한 물성과 생리 활성 표연 개 

질과 줄기세포의 분리와 배양 기술이다 (Figure 1) 

본 연구는 조직공학에 의하여 생체와 완전히 동일한 인공피부를 연구 목표로 생분해성 천연고 

분자인 젤라틴(Gelatin) 과 합성고분자 PLCL올 블렌멍하여 전기 방사법율 이용한 3차원 다공 

성 나노 섬유 지지체를 제작 한 후 표피줄기세포의 부착 및 충식 연구를 실시하였다 

나. 실험 

(1)시료 및 시약 

Gela디n，l -ethyl- (3-3-띠methylaminopropyJ)뎌rb。이imide hydrochloride (EDC) , Trypan blue, 

caprolactone, stannous octate, l ,6-hexanediol, 2 ，2，2-σüluoroethanol ， fibronectin, 그리 고 

sodiurn bicarbonate는 Sigma에서 구입하였다.D띠뾰cco’sm여ified Eagle’d mediurn (DMEM), 

fetal bovine serurn (BS), trypsin-EDTA는 Gibco RBL에서 구입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의 연구 범위 ACL 연구 수행방법올 표l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표1 연구 범위 및 연구수행방법 

g구';'11앙얻 
구쩨찍믿 내톨 연구홉위 

(01톨히생g빽 훌근잉법) 

가 생톨빼성 헌연/힐성고툴지. 
기-1. 톨리틴 IPLCL계 고탄생 생톨혜성 고톨 

이용한 m 부 재생용 지지체의 
자 g성 밑 .렌딩 저|찍 

톨생 명기 
가-2 ‘ 걷기빙시엄흩 를한 다공생 니노/마이 

크로 지지채 뻐조， 문빼 내구성 및 기계쩍 

믿몽 nl 후 조직공학 톨성 혹정 。

니. 디공성 지지제때 톨판셰 g의 
연구 를야 

부확 밀 양륙 g구 
나-1. 쥐의 표 m 률기셰포 툴리 잊 배양 

나 -2. 피부 재생용 bloreactor 에작 
나-3. 지지 M 에 률 )1 셰포. 양육 ðl 여 륙힐화 

연구， 앙육원 셰포의 생리적 기농 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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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결과 및 고찰 

PLCL/젤라틴계 고탄성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인공피부용 scaffold (다공성 지지체)의 

제조하기 위해. 먼저 L←lactide(LA)와 e - caprolactone( CLl 공중합체(PLCLl의 함성 및 젤라틴 

블렌딩하였다‘ 락타이드와 c 카프로락톤은 개환중합이며 중합조건에 따라 중합체의 불성 및 미 

세구조가 변하였다 (Figure 2) 

핵자기 공명 (NMRl을 이용한 조성 분석， 겔크로마토그래피 (GPC)에 의한 분자량 분석 1 시차주사 

열량분석 (DSC)에 의한 열적 물성 둥올 분석하였다 (표 2) 이 분석 DSC 결과로 볼 때， 탄성을 

가진 고분자임올 알 수 있다. 

표 2. PLCL 공중합체의 특성 

[LA]/[C니 Comp' Mob M,.b MWDb T‘('C)' 

PLCL 5/5 5.114.9 189000 321000 1.54 -6.6 

'measured by 1 H-NMR 
bGPC measurement in CDC13 , 1 mUmin at 35 'C 
'DSC measurement s at a heating rat lO 'C !minunder N2 atmosphere / 

PLCL 공중합체 (1:1)는 THF, 클로로포름 둥 거의 모든 용매에 잘 녹는다 Gelatin (type B, 

from bovine skin)으로 조직 공학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천연고분자로써 생체 적합성이 우수 

하며 생분해도가 높은 재료이다 (Figure 3) 

전기방사법올 이용한 인공피부용 나노/마이크로 섬유 지지체와 필름의 제조는 PLCL 필름에 

2，2，2-trifluoroethanol에 녹 인 gelatin파 PLCL올 조성 비 융올 (Gelatin:PLCL=0:100 - 100:0)까지 

블렌딩한 용액으로 스핀 코탱올 한 후 건조하였다 (Figure 4) 

나노/마이크로섬유 지지체 제조는 첼라틴:PLCL올 2，2，2-trifluoroethanol에 각각 10 wt%로 

녹인다 각 혼합용액 (Gelatin:PLCL=0:1oo - 100:0)올 전압중폭기 에 연결된 Syinge에 각 10 m! 

혼합용액올 부어 넣고 symge pump로 일정한 속도로 방출 시키연서 전류 자기장 속에서 젤라 

틴 동도별， 전압， syinge needle size풍 조건에서 방사하였다 방사 후 건조된 매트릭스를 가교 

하기 위하여 매트릭스 안의 고분자의 무게에 대하여 30 wt%의 EDC를 담고 있는 아세톤 수용 

액 (90%) 50 mL에 하루 동안 침전시켜 놓는다 가교 후， 증류수로 여러 번 수세하여 잔류하는 

EDC률 완전히 제거한다 충분히 세척된 scaff，이d를 - 76 "C 냉동고에서 하루 동안 냉동시킨 후 

동결건조하였다‘ (Figure 5) 

젤라틴IPLCL 블렌딩 혼합체의 친수화도 실험 결과， 제조된 젤라틴:PLCL혼합체에서 젤라틴 

의 합유량이 중가 할수록 친수화가 중가하였다‘ (Figure 6) 이 결과는 친수화로 인해 젤라틴의 

함량에 따라 약물의 함유량을 증가 시킬 거라 예상된다 또한， 젤라틴이 증가 할수록 생체적 

합성 세포의 접착성이 중가 할거라 예상 할 수 있었다. 

첼파틴IPLCL 블렌딩 혼합체의 세포친화성 실험 결과， 제조된 젤라틴:PLCL혼합체에서 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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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의 합유량이 중가 할수록 세포친화성이 중가하였다 (Figure 7) 소수성 기를 가진 PLCL의 표 
면이 첼라틴이 중가 할수록 친수성기를 가지기 때문에 세포의 접착성이 증가 할거라 예상 할 

수 있었다 

젤라틴!PLCL 블렌딩 혼합체의 기계적 물성 실험 결과는， 제조된 젤라틴‘PLCL의 나노/마이 

크로 섬유 지지체에서 PLCL의 합유량이 중가 할수록 기계적 물성과 인장강도가 중가하였다 

(Figure 8) 이 실험 결과는 블렌딩의 합량비을 조절함에 따라 다양한 범위 내에서의 유연성을 
가진 조직 재생용 지지체에 옹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젤라틴!PLCL 블렌딩 혼합체의 cyclic 기계적 물성절과， 제조된 첼라틴:PLCL의 나노/마이크 

로 섬유 지지체에서 PLCL의 함유량이 중가 할수록 기계적 물성과 인장강도가 중가하므로 지 

속적인 cyclic 변형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Figure 9) 이 결과는 지속적인 힘올 받는 장기인 

연골， 혈관， 심근 재생용 지지체에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젤라틴!PLCL 블렌딩 혼합체의 분해성 실험 결과， 제조된 첼라틴 :PLCL의 나노/마이크로 섬 

유 지지체에서 gelatin의 함유량이 중가 할수록 분해성이 증가되었으며， 필름에 비해 섬유지지 

체의 무게와 분자량과 PLCL에서의 락타이드(LA) 함량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가 빨라지는 이유 

는 섬유지지체가 펼름보다 표연이 넓기 때문에 가수분해가 가속화 되는 것 경향성이 보였다. 

(Figure 10) 
표피줄기세포의 추출 및 배양은 C57BV6 마우스에서 분리 배양하였다 약술하면 마우스의 피 

부를 얻어서 0,05% σypsin!EDTA 용액을 가한 다용 4'C에서 12시간 방치한다. 진피에서 표피 

세포률 분리시킨 다옴 단일 세포훌 얻기 위해서 다시 0.05% trypsin!EDTA 용액을 가하여 3 
7'c에서 2시간 자기교반 하였다， 효소 용액을 자기교반 하여 교반 시간 때마다 얻어진 세포수 

를 측정 하였다. 다시 조직절현을 시험관에 옳겨 담은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l율 
넣옹 다옴 1-2 분간 진단 후 3분간 방치하였다가 표피세포가 포함된 상충액의 부유액만 취하 
였다. 분리된 단일 표피세포률 각질형성세포 배양액인 mediurn 154(Cascade Biologics Inc. , 
Portland , OR)에 1m! 당 105개가 되도록 부여하여 37'C, 5% COz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 
양액은 2-3일 간격으로 교체하였고 각질 형성세포가 80-90%의 단충을 형성 하연 PBS 용액으 
로 세척한 후 0.05% trypsi띠EDTA 용액으로 10분간 처리하여 낱개의 표피줄기세포를 유리시 

켜 수확한 다옵 2차 계대 배양율 하였다‘ (Figurell) 
다공생 지지체률 이용하여 in vitro 피부 재생 연구는 표연 개질한 PGCL 지지체에 피부 표피 

줄기세포률 이식하고 (Cell density= 2x106 cells/m!) in vitro에서 14일 동안 배양 후 SEM 흔 
정과 조직학검사 실시하였다. (Figure12 -13) 
지지체/배양 세포 복합체의 통물 체내 이식은 지지체에 배양된 혈관세포의 생리척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지체/배양 표피줄기세포 복합체툴 쥐 피부에 이식한 결과， 이식 후 표피줄 

기세포가 지속척으로 중식하고 collagene을 생성하여 세포의 생리적 기놓이 정상인 것융 확인 

하였다. 조직학적 판찰 결과， 세포의 중식 및 콜라겐 생성이 많아서 세포적합성이 개선과 함께 

피부 재생이 되었다.(Figure14- 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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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gelatin!PLCL 블렌딩 나노섬유 지지체를 제작 하여 표피줄기세포의 중 

식 및 세포 접착성올 확인하였다 지지체의 표면과 기계적 물성을 주사현미경 (SEM)과 Instron 

으로 관찰 하였을 때， 나노 크기의 구조는 성공적인 높은 기공 부피와 서로 연결된 기공을 확 

인 하였고， 블렌딩의 조성에 따른 탄성 및 높은 회복융 및 낮은 변형윷을 확인하였다- 표피줄 

기세포로 세포외기질(ECM)과 같은 구조에서 세포 배양 실험올 해 본 결과는 젤라틴의 함량이 

중가 할수록 세포 수가 중가 하는걸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만든 젤라틴!PLCL 지지체는 정상적 

인 조직의 구조와 생체모방성을 가진 지지체를 개발 하였으며 이 지지체는 다양한 장기 재생 

을 지지체로 이용가농성이 기대된다.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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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공학용 지지처I (scaπ'old)로 사용되는 재료 

Natu J'lIl polymer (Gela찌n， C이l앵C미， polyla띠dι poly(lacti야Iglycolide) 

생체적힘성 
Biocompatable ~ ‘-

생문빼성 
Biodegradable 

Scafl'old 

3차원의 균일힌 다공성 구조 • 
Uniformly porc 3-D structun:-- π 

표면의성질 -
Surfa야 propeπy 

( bydropbilicity, morphology etc ) 때
 

‘ 
y 

옳
 빠
 

앞
·
배
 
적
 
떼
 

찌
 m
·
깨
 뻐
 

노
잃
 鋼

i
‘
、

v 

’
、

Figure 1. Proper디es of tissue engineer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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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ynthesis of P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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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pin coating method of gelatin!PLC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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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lectrospinning of gelatin!P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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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tact angle of gelatin!P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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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o with Gelatin/P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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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eJl viab피ty of gelatin!P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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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echanical properties of gelatirν!P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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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egradation test of gelatin!P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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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eparated epidennal stemcell with magnetic cell sorting. 

(A) 효소 전처리후 혼합 배양， (B) Magnetic cell sorting 장치에 분리된 표피줄기세포 

CC) 표피줄기세포 배양 3 일， (D) 표피줄기세포 배양 5일 

Figure 12. Cell attached SEM images of gelatirvPLCL N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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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Histology of gelatin!PLCL N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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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방사선 그라프트 이용 기술 개발 

1. 연료전지 막 합성기술 개발 

가，실험 

(1) 시료 및 시약 

- 50 때 두께의 poly( vinylidene fluoride) (PVDF) 필릅은 영국 Gα성fellow사， 100 때1 두께의 

poly(teσafluoroethylene-perfluoropropyl vinyl ether) (PF.쩌와 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αp뼈ner (FEP) 휠름은 일본 U띠ver잃l사에서 구입하였다 스티렌 (순도 99"/0 이상)， HCl, NaOH 

는 Showa사 (일본)에서 구입하였고， dichloromethane, 아세톤， 메탄올， 벤젠은 D띠csan Pure 

Chemical사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Dichloroethane은 Junsei사 (일본)에서， 그리고 C비oros띠fonic 

acid는 Kanto Cher미cal사 (일본)에서 각각 구입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그라프트 반용 

- PVDF, FEP, PFA 필륨을 아세톤으로 충분히 세척한 후， 00 "'c 진공 오븐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이 필름올 스티련νdichloromethane 용액에 침지시킨 후， 질소를 충진시켰다 필름이 침지된 용기를 

10 kGy;h의 초사선량율로 50-200 kGy를 조사하였다. 폴리스티렌이 그라프트된 PVDF- g-PS, 

FEP- g-PS, PFA- g-PS 필륨을 벤젠으로 추출하여 미반용 단량체， hornopolymer 퉁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였다 추출 후에 펼릅을 00 "'C 진공오븐에서 24시간 건조시킨다 

w.-w. 
그라프트윷 (%) = -프~x 100 (1) 

.• 0 

식 (1)에 의해 그라프트율을 얻었다. 여기서 Wo는 그라프트 반용을 하기 전의 필름의 무게이고， Wg 

는 그라프트 반용 후의 필름의 무게이다 

(나) 술폰화 반웅 

- PVDF-g-PS, FEP-g-PS, PFA-g-PS 필륨을 상온에서 chlorosulfonic acidldichloroethane (5 v/ v%) 

혼합 용액에 당가 9-12시간 반용시킨다. 술폰화된 펼륨 (PVDF-g-PSSA, FEP- g-PSSA, 

PFA-g-PSSA)은 dichloromethane과 중류수로 여러 차례 세척한다 세척 후 진공오븐에서 껑시간 

건조시킨다 

(다) 이온교환능 측정 

- 제조된 PVDF-g- PSSA 막의 이온교환능은 산-영기 적정으로 측정한다.0.1 M NaOH에 막을 충분 

히 칭지 시킨 후에 0.1 M HCl로 적정한다 소모된 NaOH의 양으로부터 단위 질량당 이용교환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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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쩍/g)을 계산한다 술폰화 정도는 식 (2)에 의해 얻는다 모cx"은 산-영기 적정에서 얻어진 이온 

교환능이고， 표:cu..，r은 그라프트울로부터 얻어진 이론적 이온교환능이다 

IEC __ _ 
술폰화 정도(%) = :;.:;:즈L X 100 (2) 

IEGheor 

- 술폰화 정도는 식 (2)에 의해 얻는다， 또ε=은 산 염기 적정에서 얻어진 이온교환놓이고， 모ctt，....은 

그라프트율로부터 얻어진 이론적 이온교환능이다‘ 

(라) 팽윤도 측정 

- 제조된 PVDF-g-PSSA 막을 끓는 물에 1시간 담가둔다 꺼낸 막의 표연에 수분올 닦아내고 무게를 

챈다 

w. - w. 
수분홉수정도(%) = -二---二 x 100 (3) 

Wd 

- 수분홉수정도는 식 (3)에 의해 얻는다. Wd는 건조된 필름의 무게이고， Ws는 수분을 홉수한 펼릅의 

무게이다， 

(마) 기계적 성질 측정 

- INSTRON Series IX(Insσ。n Co., UlÚver않1 Testing Syslern Mαlel 44(0)률 이용하여 PFA, FEP, 

PVDF 필름의 인장강도릅 측정하였다.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훨름 시편의 폭은 10 nnn, 길이는 

60mm이었다. 인장강도 측정 시 σoss head s야빼는 15 mmlmin, s따1의 길이는 ~mm로 하였고， 

3개의 시료를 측청하여 명균값을 채택하였다. 

(바) 열적 성질 측정 

- Ther끼앵ra띠n빼C 때외ysis (TGA) 열분해 상태흘 TGA ml (TA Instnnnent Co.l률 이용하여 

질소 분위기에서 10 'C/min의 숭온속도로 ~-700 'c까지 측갱하였다. 

- Differential sc없따19 calorimetry (DSC) : 용융온도(Tm)와 용융열용량(L'l뻐n)은 시차주사열량계 

(1020 Series DSC 7, Perkin-Elmer사， USA)로 질소 분위기에서 10 'C/min의 숭온속도로 ~-350 

℃까지 측정하였다 

(사) 이온 전도도 측정 

제조된 PFA-g-PSSA 및 FEP-g-PSSA 필름들을 Solatron Im뼈잉lce Analyz엉 (1200/1260) 장비률 

이용하여 100% 없￡ 상옹 조건하에서 이온 전도도률 측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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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류 전압 특성 측정 

- PFA-g-PSSA 및 FEP-g-PSSA 필름들을 이용하여 membrane & electrode assembly (MEA)를 제 

조하였다 티ectr엄e는 E-Teck사의 pνC와 PtRu/c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제조된 MEA를 Solatron 

Im야뾰nce Analyzer (1280/1260) 장비를 이용하여 100"/0 RH, 상온 조건하에서 이온 전도도를 측정 
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가) 그라프트 반웅 

- PVDF-g-PS의 경우 그라프트윷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중가하고， 스티렌 놓도가 fil%까 

지 중가될 때까지 중가하다가 그 이상의 농도가 되연 감소한다. 최대 70 %의 그라프트율을 얻었다 

(F멍ure 1l. 
- Figure 7은 다양한 용매로 만든 40 vol. %의 스티 렌 용액에 대한 PFA 휠륨의 팽융도를 보여준다 

P앵융도는 3시간까지 급속히 중가하고 20시간까지 천천히 지속적으로 중가하다가 명형을 이룬다.6 

종의 용매 중에서 디클로로메탄으로 만든 스티렌 용액에 담가 둔 PFA 필름의 P앵윤도가 가장 많이 

중가하였다 고분자와 용매 사이의 용해도(s이ubility) 차이로 인해 고분자 필륨이 홉수하는 용매의 

양은 달라진다 용해도의 차이는 착아도 그에 따른 맹윤도의 차이는 크다. 위의 결파， 디클로로메탄 

으로 만든 스티렌 용액이 다른 용매로 만든 스티렌 용액보다 PFA 필름의 용해도에 가까운 용해도 

률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분자 필름과 용해도의 차이가 적은 용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는 그라프트 반용 사이트까지 모노머(monomer)가 확산되는 것을 돕고， 풀리스티렌의 사슬을 길게 

성장시키는 것을 륨기 때문이다. Figure 7의 결과， 용매로 디클로로메탄융 선택하여 그라프트 반웅 

을실행하였다. 

- Figure 8는 100 l1!Il PFA 필름의 그라프트율을 보여준다 스티헨 농도는 ~， fil, 70 vol. %로 하였 

고， 조사선량은 fil, 100, lfil, 200 kGy로 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PFA 펼릉과 스티헨 모노머는 

다양한 라디칼(radical)을 형성하고，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그라프트 반용에 직접 참여하는 

라디칼을 더 많이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그라프트 반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라프트율이 중가하게 되었다. 그라프트 반웅 시에 스티렌 용액의 농도가 중가할수록 

homoφlymer의 형성이 많아지고， 스티렌 모노머의 확산올 방해하게 된다. 스티헨 농도가 fil vol. % 

까지 중가할수록 그라프트융도 중가하지만 그 이상의 스티렌 농도에서는 그라프트율이 갑소하였다 

그라프트율은 5-70 %의 값을 가졌다. 

- Fi밍ure9은 25 l1!Il PFA 필름의 그라프트율율 보여준다. 스티렌 농도는 ~， fil, 70 vol. %로 하였고， 

조사선량옹 fil, 100, lfil, 200 kGy로 하였다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그라프트융도 중가하였고， 스티 

렌 용액의 농도가 70 vol. %일 때에 가장 높용 그라프트율을 보였다 그라프트율온 2O-1~ %의 값 

을 가졌다. 

- Fi밍rre 10는 그라프트 반용 전의 PFA 필릅파 그라프트 반옹 후의 PFA-g-PS 막의 FTIR-ATR 스 

팩트라를 보여준다 그라프트 반용 전의 PFA 필름은 llfil - l250 cm-l 법위에서 -CF2 기의 

stretc비ng 띠bration에 의한 특성 피크률 보여준다. 그라프트 반응 후의 PFA-g-PS 막은 그라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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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폴리스티헨의 벤젠고리에 의해 :3()Ej) cm- I에서 =C-H stretching vibration 피크개 1500 cm-I과 

1뼈 cm-I에서 sk허etal C=C와 C=C의 stret띠ng vibration 피크가 나타난다 그리고 2뼈-2900 

cm-I과 2900-3(XX) cm- l에서 aliphatic 기 (-CH2)의 symmetric, asymmetric stretching 피크가 나타 

난다 rrffi-ATR 스빽트라 결과 PFA 주쇄(backbone)에 스티렌이 성공적으로 그라프트된 것을 확 

인할수 있었다. 

(냐) 이온교환능 및 슐폰화 정도 

- PVDF-g-PSSA의 경우 이온교환능과 술폰화 정도는 그라프트융이 30%일 때에 가장 높았고， 최대 

1.8 m뼈g의 이온교환농과 00%의 슐폰화 갱도를 얻었다 (Figure 2, 3). 

- Fi땅ure 11는 술폰화 반용 후의 PFA- g-PSSA 악의 rrffi-ATR 스펙트라를 보여준다 Figure 10과 

비교했올 때， 3400-3500 cm-1 범위에서 -OH 기의 stret띠ng vibration에 의한 피크가 새롭게 나타 

났다 많은 -OH 기에 의해 이 범위에서의 홉수 피크가 커지고 넓어져서 다른 피크들과 구분되어지 

지 않는다 -OH 기의 피크는 술폰산 기( -S0.JH)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술폰화 반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Figure 12와 13은 25, 100 피n PFA 필름으로 제조한 PFA-g-PSSA 막의 그라프트율에 따른 이온교 

환농(ion exc:벼nge capacity)과 술폰화도(de~π'ee of s띠Ionation)를 보여준다， 그라프트율이 중가할수 

록 술폰화 반용융 통해 슐폰산 기가 더 많이 치환되어 이온교환능과 슐폰화도가 중가하게 된다 이 

옹교환농파 술폰화도가 그라프트율이 중가할수록 급격히 중가하다가 그 이상의 륙정 그라프트율에 

서는 더 이상 중가하지 않는다 이것옹 그라프트된 폴리스티렌이 많아지게 되면 제조된 막의 구초 

를 단단하게 만들고 슐폰화 반용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 Figure 15는 제조한 PFA-g-PSSA 막의 술폰화 반용 시간에 따른 이온교환능을 보여준다. 그라프 

트율이 중가할수록 술폰화 반용융 흥해 술폰산 기가 더 많이 치환되어 이옹교환놓이 중가하게 된 

다. 술폰화 반용 시간이 9시간이 정파할 때까지는 이용교환놓이 급격히 중가하다가 15시간까지 천 

천히 지속적으로 중가하다가 평형율 이룬다‘ 술폰화 반용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12시간 이 

상 반용시켜야합율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맹윤도 측정 

- PVDF-g-PSSA의 경우 수분홉수갱도는 그라프트율이 중가할수록 중가하여， 최대 120%의 값융 얻 

었다 (Fig띠'e 4) 

F핑ure 14은 25, 100 μm PFA 필릅으로 제조한 PFA-g-PSSA 막의 그라프트융에 따른 water 

uptake률 보여준다 순수한 PFA 필륨은 친유성(hydrophobic)융 갖고 있어 물을 홉수하기 어렵다 

그러나 친수성(hydrophilic)융 갖는 물질올 그라프트 시켜주연 water uptake가 중가하기 시작한다. 

그라프트융이 중가할수록 술폰화 반용을 흥해 친수성융 갖는 슐폰산 기가 더 많이 치환될 수 있어 

water up잉ke가 중가하게 된다'. water up때<e가 그라프트율이 충가할수록 급격히 중가하다가 그 이 

상의 특갱 그라프트율에서는 더 이상 중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라프트된 폴리스티렌이 많아지게 

되면 제조된 막의 구조흩 단단하게 만들고 술폰화 반용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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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열적 성질 측정 

- Fi밍rre 16은 그라프트 반웅 전의 PFA 필름과 그라프트 반응 후의 PFA-g-PS 막의 TGA 결과를 

보여준다 그라프트 반웅 전의 PFA 필름은 온도가 증가하여 5OOt:까지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그 이상의 온도에서 열분해가 일어나 무게가 감소하게 된다 그라프트 반웅 후의 

PFA- g-PS 막은 두 번의 열분해가 일어난다. PFA- g- PS 악의 첫 번째 열분해는 비교적 낮은 온도 

에서 열안정성을 갖는 그라프트된 폴리스티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 열분해는 PFA에 

의한 것이다 그라프트융이 높을수록 시료의 폴리스티렌 무게 비율이 높아져 더 큰 무게감소를 보 

인다 결과적으로 PFA- g-PS 막은 PFA와 폴리스티렌의 낮은 혼용성으로 두개의 열분해를 보여주 

게 된다 

- F땅ure 17과 18은 그라프트 반웅 전의 PFA 필름과 그라프트 반웅 후의 PFA-g-PS 악의 DSC 결 

과를 보여준다 모든 시료에서 넓은 하나의 피크를 볼 수 있었으며， 용융온도와 용융열용량은 방사 

선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용융열용량의 감소는 PFA의 결정화도의 감소를 의미한다 

방사선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용융온도와 PFA의 결정화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그라프트된 폴리스 

티렌이 결정사슬들의 배열올 방해하기 때문이다 

(마) 기계적 성질 

- PVDF-g-PSSA의 경우 인장강도를 보면， 피크에서의 stress값과 strain값은 반용 전의 훨륨이 가장 

높고， 그라프트융이 중가할수록 중가한다 (Figure 5, 6) 

F핑ure19와 20은 그라프트 반웅 후의 PFA- g-PS 막과 술폰화 반웅 후의 PFA- g-PSSA 악의 인장 

강도를 보여준다 PFA-g-PS 막과 PFA- g-PSSA 막의 인장강도는 그라프트융이 증가할수록 중가 

하다가 그 이상의 특정 그라프트융에서는 더 이상 중가하지 않는다 그라프트 반용올 하기 위해 

PFA 필름에 방사선올 조사하여도 강도가 감소하지 않아 우수한 물성올 갖는 연료 전지 막을 제조 

할수 있었다. 

(바) 이온 전도도 측정 

그라프트융 및 두께에 따른 PFA-g-PSSA와 FEP- g-PSSA 막의 전도도를 Dupont사의 Nafion 112 

와 비교하였다 (Figure 21). 본 연구에서 제조된 모든 악의 전도도가 Dupont사의 Nafion 112와 비 

교하여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FA와 FEP 막 모두에 대하여 그라프트융이 중가할수록 막 

의 전도도는 중가하였다- 이는 술폰산기의 함량이 그라프트율이 중가함에 따라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의 두께가 중가할수록 막전도도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두께가 중가할수록 수소이온의 이 

퉁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조된 두께가 두꺼운 악의 경우도 Dupont사의 

Nafion보다 매우 우수한 전도도를 보여주었다 

(사) 전류 전압 특성 측정 

- 최대 전력 밀도: PFA-g-PSSA와 FEP-g- PSSA 악의 최대전력밀도를 Dupont사의 Nafion 112와 비 

교하였다 (F땅ure 22). 이들 중 FEP-g-PSSA로 제조된 막이 Nafion파 대퉁한 최대 전력밀도를 보 

여주었다 

231 -



PFA-g-PSSA, FEP-g-PSSA 악과 양극， 옴극의 electr여e를 열압착하여 MEA를 제조하였다 제조 

된 ν!EA를 단위전지에 넣고 조립한 후 메탄올， 공기 (산소) 공급장치와 연결하여 연료전지 단위셀 

시스탱올 구축하였다 

- 단위 셀 성능평가 결과 Nafion 과 비퉁한 전력밀도， 정전압 출력 풍의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I- V 

특성 평가 결과를 F밍ure7에 나타내었다 Constant current 방법을 이용한 정전류에 따른 전압변화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Nafion 악과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엽이 출력되었으며 최대 전 

력밀도는 두께가 두꺼운 FEP-g-PSSA막의 경우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메탄올 투과융 측정 

연료극에서 공기극으로의 메탄용 투과는 연료전지생능 저하의 매우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 

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Nafion막은 메탄을 투과율이 매우 큰 것이 그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 

메탄올 투파율율 측정하기 위한 장치률 자체 제작하여 한쪽에는 메탄올 수용액올， 다른 한쪽에는 

중류수률 넣고， 그 사이에 제조된 막을 넣어 시간별로 메탄용이 투과되는 양을 GC툴 이용하여 측 

정 하였다 (Figure 23). 

- 메탄올 투과융은 약 lxlO-7에서 5xlO-7 정도률 나타내었으며， 그라프트울이 중가할수록 메탄을 투과 

율온 중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술폰산기가 많아져 막이 보다 친수성으로 되어 때탄을 

의 투과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냐 그라프트율이 00%이상이 되면 더 이상 중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 
- 또한 Dupont 사의 Nafion과 비교하여 그라프트 율이 3O-fØ'Aí인 악은 보다 낮은 메탄올 투과율을 

보여주었다. 

다‘절론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여 연료 전지 막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 Poly(vinylidene fluoride)(PVDF) 필륨에 스티렌을 방사선 그라프트 방법에 의해 그라프트 한 후에， 

chlo!'Osulfonic acid와 d마lαo때Jal1e의 혼합용액으로 sulfonation을 하여 Poly(vinylidene 

fluoride) -g-p이ystyrene s띠fonic acid(PVDF-g-PSSA)막을 제조하였다. 제조왼 악의 물성은 그라프 

트 반용 조건에 의해 영향율 받는다， 방사선 조사선량과 스티렌의 농도에 따라 그라프트융이 영향 

융 받고， 그라프트융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중가하고， 스티헨 농도가 50%까지 중가될 

때까지 중가하다가 그 이상의 놓도가 되연 감소한다. 이옹교환능과 술폰화 갱도는 그라프트융이 30 

%일 때에 가장 높았고， 최대 1.8 m며/g의 이온교환놓과 00%의 술폰화 정도를 얻었다. 수분홉수정 

도는 그라프트율이 중가할수록 중가하여， 최대 læ %의 값을 얻었다. 인장강도용 보면， 피크에서의 
stress값과 strain값은 반용 전의 필륨이 가장 높고， 그라프트융이 충가할수록 중가한다. 

- 방사선을 이용하여 PFA와 FEP 필륨에 스티헨올 그라프트 한 후에 chlo!'Osulfonic acid에 의해 술폰 

화시켜 PFA-g-PSSA 막파 FEP-g-PSSA 막을 제조하였다. 용매의 선택과 스티렌의 농도，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다양한 그라프트융을 얻을 수 있었다. 용매로는 PFA, FEP와 용해도의 차이가 적 

은 디클로로메탄율 선택하였고， 방사선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높은 그라프트율을 얻었다. 스티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라프트융도 중가하지만 특정 농도 이상의 스티렌 놓도에서는 horr때)()lym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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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이 많아지고， 스티렌 모노머의 확산을 방해하여 그라프트율이 감소하였다 이옹교환능， 술폰화 

도， water uptakξ 인장강도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특정 그라프 

트율에서는 그라프트된 폴리스티렌이 많아져서 제조된 막의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고 술폰화 반용올 

방해하여 더 이상 중가하지 않는다， 술폰화 반응 시간은 적어도 12시간 이상되어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TIR-ATR을 측정하여 PFA, FEP 주쇄에 스티렌이 성공적으로 그라프트되었고 

chlorosulfonic acid에 의해 성공적으로 술폰화 반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GA를 측 

정하여 PFA, FEP와 폴리스티렌의 낮은 혼용성 때문에 두개의 열분해 피크를 갖는 것올 알 수 있 

었다 DSC를 측정하여 방사선 조사선량이 중가할수록 그라프트왼 폴리스티렌이 결정사슬들의 배열 

을 방해하여 용융온도와 용융열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PFA-g-PSSA 막과 FEP-g-PSSA 막은 우수한 물성을 갖고 있어 연료 전지용 

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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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gree of sulfonation of PVDF- g- PSSA membranes vs. degree of g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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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ater uptake of PVDF- g- PSSA membranes vs. degree of g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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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악의 표연 처리 기술 개발 

2-1 방사선 그라프트에 의한 이차선지용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가 실험 

(1) 시료 및 시약 

- Poly(vinylidene f!uoride (PVDF), poly(vinylidene f!uoride-co- hexaf!uoropropylene) (PVDF-HFP), 
poly(N-vinyl pyπolidone) (PVP), styrene, dibutyl phthalate (DBP), ethylene carbonate (EC), 

propylene carbonate (PC), dimethyl carbαlate (DMC), litbium peπhlorate 퉁은 AI며이사의 체풍을 

사용하였다. N,N-Dimethylfonnamide (DMF) , 에탄을(EtOH) ， 디클로로메탄 (DCM), 테트라히드로퓨 

란 (π{F) 퉁의 용매는 일본 Juns잉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다공성 막 제조 

- 상전이 법 (Phase inversion pπx;ess) Poly( vinylidene f!uoride) (PVDF) 20 g을 

N,N-dimethylfonnamide (DMF) 00 g에 약 3시간 통안 6O'C에서 교반하여 녹인 다옴 유리판 위에 

cas미19한다- 또 다른 시료는 여기에 Poly(N-vinylpyrrolidone) (PVP; MW:l，300，αXl)를 1-4 wt% 

청가하여 제조하여 casψ19하였다 얻어진 필릅율 EtOH (O-50%):wa따 (50-1000/0) bath에 6시간 

이상 당군 다융 24시간통안 자연 건조시켜 완성하였다 

- Bell∞.re 법 : Po\y( vinylidene t1uoride) (PVDF) 20 g과 DBP 4 g을 N,N-dimethylfonnamide (DMF) 

oog에 약 3시간동안 6O'C에서 교반하여 녹인 다옴 유리판 위에 casting한다 건죠 오븐 6O'C에서 

6시간 건조한 후 필륨을 떼어 내어 디클로로메탄에 넣고 초옴파 세척기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하여 

다공성 막을 재조하였다 

- 전기방사법 (티ectrospin피ng process) : PVDF-HFP/PEGDMA (잃t2) 혼합용액율 DMAc에 녹인 후 

주사기에 주입하여 syringe purnp를 이용해 일정한 유속으로 토출시켰다. 이때 l많V의 고전압율 발 

생시킬 수 있는 α_ power s따lP\y를 이용하여 방전용 (+) 전극을 주사기의 28G의 직경을 갖는 모 

세판 립에 연결하고， collector률 접지하여 (-)전극으로 하였다. 

(나) 방사선 조사 및 방사선 그라프트에 의한 분리악 제조 

- (가)에서 제조된 PVDF 다공성막을 감마선 조사 (조사량 : 1-300kGy, 조사선량율 : 1과 10 kGy;h) 

한 후 물리적， 열적 성질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 (가)에서 제조된 PVDF 다공성 막을 스티헨 50% 툴루엔 용액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 넣고 30분간 

질소로 퍼지한 후 밀봉하고 감마선을 조사 (조사량 : 1-3001이y， 조사선량율 1, 10 kGy/꾀하였다 

폴리스티렌이 그라프트왼 분리막 (PVDF-g-PS)을 THF로 여러번 씻어준 후 진공오븐에서 잉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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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성 측정 

- (가)와 (나)에서 제조된 다공성 막 및 방사선 조사된 다공성 막 (크기 1cmx5cm， 5개 이상) 생 

플을 Instron올 이용하여 Tensile property를 측정하였다 

- 열적 성질은 TA lnstrument사의 DSC 장비를 이용하여 10 。αrrun의 숭온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전해액 함유융은 1M LiC104- gamma- butyrolactone 전해액에 제조된 PVDF 다공성 악을 충분히 

칭지한 후 무게변화를 통하여 전해액 함유율올 측정하였다. 

(라) 단위셀 제작 및 측정 방법 

(가)에서 제조한 다공성 막을 1M LiC10.-DCφMC (1:2 v/ v) 혹은 1M 

LiCl0 4- gamma- butyrolactone 전해액에 충분히 칭지한 후 알루미늄， SUS 둥의 판 사이에 적 

충한 후 파우치를 이용 밀용하여 전도도 측정용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올 lIl1l=때ance 

an외yzer를 이용하여 0.01 - 띠 Hz 범위의 주파수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가) 다공성 막의 제조 

- 상전이 법 (Phase inversion process) / Bellcore 법 / 전기방사법 (Electrospinning process)에 의하 

여 제조된 다공성 악의 대표적인 SEl\‘ 사진올 F땅ure 1에 나타내었다 

- 상전이 법에 의하여 제조된 막을 이용하여 S뻐q올 관찰하였다 그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밍rre 2. a)는 에탄올과 물의 함량에 따른 SEM이미지이고， b)는 EtOH H20 (20%:00"/0)에 PVP 

청가량(1 -4%)에 따른 SEl\‘이미지이다. a)의 사진은 약 1때 이하의 Pore size 분포를 나타내면서 

비교적 균일한 형태를 보였고 b)의 사진은 PVP가 첨가된 것으로 Pore의 형성을 보다 균일하게 만 

들고 Pore sαe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에탄올 양이 감소할수록 Porosity가 중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Porosity의 기준인 40%가 모두 초과 

하여 잘 제조되었음올 확인할 수 있었다. 에탄올과 물의 비융을 20‘00"/0로 고정하고 PVP를 챔가하 

였을 때 기공도가 증가하였으며，2wt%에서 최대치를 나타내었다 (Figure 3). 

- 전기방사에 의하여 제조된 다공성 막의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SEl\‘ 사진 및 FTIR spectra를 

Figure 4와 Fig1띠-e 5에 나타내었다. 그립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에 따른 morphol앵y의 

변화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에서 방사선 조사 전에 보이던 PEGDMA에 있는 

이중결합의 야와 C 163) cm-I)가 장Gy 조사 후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 PEGDMA의 가 

교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용을 확인하였다 

-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VDF 다공성 막에 폴리스티렌의 그라프트융올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조사 

선량융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였으나 시간에 따른 그라프트융의 중가는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녔 

으며 최대 110%갱도의 그라프트율을 보여주었다. 폴리스티렌이 그라프트된 PVDF 다공성 악의 

SEM 사진을 Figure 8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량이 중가함에 따라 폴리스티렌의 그라프트율이 

증가하여 원래 상태의 기공이 정점 작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120%정도의 그라프트 융에서 

도 미세 기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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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상전이 법에 의하여 제조된 다공성 막의 기공도 및 이온 전도도 변화 

PVDF- DMF 20% membranes 

lonic 

Coagulation bath composition conductivity Porosity(%) 

(1M LiCIO,- EC/DMC) 

EtOH:Water(O: IOO) 2.13_10-6 84.2% 

EtOH:W.않rOO:90) 1.81_10 ' 65.5% 

EtOH:W.∞r(20:8O) 3.30-10 ‘ 59.5% 
Without PVP 

2.46_10.6 EtOH:W.ter(30:70) 49.5% 

EtOHW.terl40:60) 6.80_10-7 48.4% 

EtOH:W.terl50:50) 、、 1.20-10-‘ 42.5% 

With PVP 2% , 2.60‘10-‘ 75.8% 

With PVP 2% 、 2.50_10 3 83.4% 
EtOH:W.ter(20:8O) 

、 2.91-10 ‘ With PVP 3% 77.2% 

With PVP 4% 1.10_ 10-' 73.3% 

Polyethylene ._- 7.97-10 ‘ 

(나) 다공성 막의 물성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다공성 막의 기계적 강도 변화률 Figure 9에 나타내었다. 조사량 fi) 없y까지 

기계적 강도가 중가한 후 그 이상에서 더 이상의 충가는 없었다‘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다공성 악의 열적 성질 변화를 Figure 10에 나타내었다.200없y까지의 방사선 

초사에 의하여 PVDF 분자간 가교가 형성됨에 따라 결갱화도가 중가함을 보여주었다. 그 이상에서 
는 결청화도의 중기는 더 이상 없었다， 

- 전기방사에 의하여 제조된 다공성 막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따라 젤화율이 1αlkGy까지는 중가하였 

으나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젤화융이 더 이상 충가하지 않았다. 젤화융이 진행됨에 따라 필름 내 

부의 SWI에ing이 억제되기 때문에 밍ectrolyte u없ke는 조사량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율 보이고 있으 

나， 기존의 폴리에틸웬계 분리막 (1CO"A'í)보다 훨씬 우수한 잉ectrolyte up때{e톨 보여주었다 (FI앵ure 

6). 

- 방사선 그라프트에 의한 다공성 악의 경우 그라프트 융이 중가함에 따라 무정형인 폴리스티렌의 영 

역이 많아지기 때문에 악의 결갱화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그라프트 융이 중가함에 따라 전해액에 

합유율도 중가하였다. 이는 무정형의 폴리스티헨 영역에서 결정성이 PVDF 보다 팽융올 보다 많이 
할 수 있어 전해액을 보다 많이 함유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밍ure 11, 12). 

- 다공성 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옹천도도 분석에서는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폴 

리에틸렌계 분리막과 비교해 보았올 때 우리의 시료가 비교적 우수한 이온천도도를 보였다. 그 중 

에서도 F땅ure 13. a)는 EtOH:wa따(3;:∞)의 비융이 지금 상용화 되고 있는 PE보다도 높은 수치의 

이옹전도도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의 시료가 잘 제조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는 PVP가 2%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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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시료(3‘OxlO-3)가 PE(8.Ox10치보다도 훨씬 좋은 이온전도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VP가 

첨가되지 않은 시료보다 PVP가 첨가된 시료가 보다 우수한 이온전도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그라프트에 의한 다공성 악의 경우 그라프트 율이 중가함에 따라 전해액의 함유융이 중가하 

였으며 이에 따른 이온 전도도도 증가하였으며， 최대 2에서 3.0 mS/cm의 값을 보여주었다 (Figure 

14) 

라 결론 

이차전지용 다공성 막을 상전이 법 (Phase inversion αocess) / B잉lcore 법 / 전기방사법 

(Eleclrospinning process)에 의하여 제조하였다 

상전이 법에 의하여 제조왼 막의 경우 에탄올 양이 감소할수록 Porosity가 중가한 것을 볼 수 있었 

고 Porosity의 기준인 40%가 모두 초과하여 잘 제조되었음올 확인할 수 있었다. 에탄올과 물의 비 

율을 20:00"/0로 고정하고 PVP를 첨가하였을 때 기공도가 중가하였으며.2wt%에서 최대치를 나타내 

었다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다공성 악의 기계적 강도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감마선 조사량 EÁl kGy까지 

기계적 강도가 중가한 후 그 이상에서 더 이상의 증가는 없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열적 성질올 

측정해본 결과 감마선 조사량 2001떠y까지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PVDF 분자간 가교가 형성됨에 

따라 결정화도가 중가항을 보여주었으며， 그 이상에서는 결정화도의 중가는 더 이상 없었다. 

- 다공성 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전도도 분석에서는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폴 

리에틸헨계 (PE) 분리막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제조된 다공성 막이 비교적 우수한 이온 

전도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EtOH:watδ (20:80)의 비율이 지금 상용화 되고 있는 PE 다공성 막 
보다도 높은 수치의 이온전도도률 나타내었으며. PVP가 2% 첨가된 시료 (3.Ox10-3)가 PE (8.OxlO-4

) 

보다도 훨씬 좋은 이온전도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방사선 그라프트에 의한 PVDF-g-PS 악의 경우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그라프트융이 중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갱화도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결정화도의 감소에 의한 전해액에서의 앵융이 중가함 

에 따라 전해액 함유융이 중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온 전도도의 중가현상이 타나났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된 이차전지용 PVDF계 다공성 분리악의 경우 기존의 폴리에틸렌계 이 

차전지 분리막 보다 우수한 성능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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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SEM: images of the membranes prepared by (a) phase inversion, (b) Bell∞，re， and (c) 

잉edrospin띠ng proces앉잉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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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 images of P(VDF-∞-HFP) membranes (Dose = (a) Control. (b) 25 kGy. (c) 50 kGy. 

(d) 75 kGy. and (e) 1αlkGy). 

1-25kGy -5OkGy -100 kGy ! 

환H，-허1。후 g 

-C(=O)O-
-
·
그
·
혹
 

@
u
c
E
i
·
E
-
-
=
w

』L
F

1400 

FIgUre 5. FTIR s야뼈'3l changes of PVDF-I훈P 미ms dt피ng irradiation. 

- 261 -

1500 1600 

Wavenumt훌r (cm"’} 

1700 1800 1900 2000 



10 136 

8 、 000(%) 134 
‘ 

132 ~、-
~ 

13O an 
그 

2 f- J. Uptake (%’ 128 
‘~ - ... - - .~ - ‘ . .. .. .. 

oι |‘ 126 

o 100 200 300 

Dose (kGy) 

Fi밍rre 6. Relationship between electrolyte uptake 하Jd degree of gelation (DOG) vs. irradiation dose. 

- 262 -



PVD F-g-PS (2nd Samples) 

140 

120 

20 

100 

80 

60 

40 

(S) 

”Sa 

O 

O 35 30 25 20 15 10 5 

o ose (kGy) 

(a) 

PVDF-e-PS (1s t Samples @ 10kGylb) 

140 

120 

20 

100 

80 

60 

40 

O 

O 350 300 250 200 150 100 50 

Dose (kGy) 

비
 

( 

Figure 7. D!엉ree of gI강ti.ng of styrene onto porous PVDF m얹lbranes: (a) at 1 kGy!h and (b) 10 

kGy!h. 

- 263 -



Fi밍rre 8. SEM irnages of PVDF-g-PS memb‘'3I1es vs. irradiation dose and d앵ree of 밍따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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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겔 고분자 전해질의 제조 

가 서론 

일반적으로 리륨 이차전지에 있어서 전해질은 10-3 S/，αn의 높은 이옹 전도도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그러나 리륭 고분자 전지에 사용되는 진성 고분자 전해질은 기계적 강도나 전해액의 

누액， 발화 퉁에 대한 위험성은 없으나 이온 전도도가 매우 낮아 매우 극한적인 용도로 사용되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첼 고분자 전해질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액체 전해질과 진성 고 

분자 전해질의 두 가지 장정올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겔 고분자 전해질에서도 이온 전도도 

를 보다 높이 위하여 극성 용매를 첨가하고 있어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는 문제정올 가지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무기 나노입자의 첨가， 다공성 고분차 막을 지지체로 사용， 열 혹은 

uv률 이용하여 화학적 가교를 형성하는 퉁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겔 고분자 전해질의 문제점인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사선을 

이용하여 리륨 이온 폴리머 전지용 폴리아크릴로니트힐 (polyacrylonitrile, P.따~)계 겔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물리척， 기계적， 전기화학적 특성올 평가하였다. 

나.실험 

(1) 시료 및 시약 

- Polyaoyloni며le (Tg 85 oC, Tm 317 OC), gamma-butyrolactαle， lithium 며뻐orate 는 AIψ1ch사 

의 제풍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양극파 용극은 한국 파워셀 주식회사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첼 고분자 전해질의 제조 

- 젤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먼저 lithium 없clùorate (1M) / gamma-butyrolactone의 전 

해액율 제조하였다. Polyaoylonitrile (P따~)을 전해액에 1æ oc에서 4시간 동안 잘 녹여 전구체 용 

액을 제조하였다 

-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제조된 전구체 용액을 유리판 혹은 Teflon 판 위에 일정 두께로 도포하여 고분 

자 전해질 막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고분자 전해질 막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밀용한 후 감마선 조 

사 (조사선량율: 10 kGy/Ìl, 조사량: 5 - 300 kGy)하여 가교화된 캘 고분자 전해질 막을 제조하였다 

-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공성인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를 제조한 전구체 용액에 충분히 함칭한 후 밀봉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감마선 조사하여 부직포로 지지된 젤 고분자 전해질 막을 제조하였다. 

(나) 단위셀 제작 및 측정 방법 

- (가)에서 제조한 젤 고분자 전해질 막을 알루미늄， sus 퉁의 판에 적충한 후 파우치률 이용 밀봉하 
여 전도도 흑정용 단위젤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을 m압영ance an허yzer률 이용하여 0.01 -

107 Hz 범위의 주파수에서 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 (가)에서 제초한 겔 고분자 막을 디oβ2 계 양극과 Carbon계 옴극판 사이에 적충한 후 파우치를 

이용하여 밀봉하여 단위셀올 제작하였다 제작왼 단위젤을 이용한 순환 전압 전류법 

270 -



(cyclovoltame따r)은 Solatron 1260/1287 Potentiostaν'Ga1vanostat를 사용하여 0.0 - 3.0V의 전위영역 

에서 scan rate를 1.0 mvνsec로 하여 측정하였다 

상온에서 Ar로 충진된 glove box내에서 측정용 단위젤을 구성하였으며， 공기내의 수분과의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다 실험 결과 및 고찰 

(1) 겔 고분자 전해질의 제조 

- 일반적인 겔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 겔 상태에서의 기계적 성질이 나빠 실려카， 알루미나 둥의 무기 

입자를 포함시키거나， 부직포， 폴리에틸렌계 분리막 퉁을 이용하여 기계적 성질올 보완하는 방법들 

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화학적 가교화되어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고 있는 젤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였다 가교화된 겔 고분자 전해질 막은 구조적 안정성 

(Fi밍rre 1)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사량 100 kGy에서 60% 이상의 겔화율 (Figure 2)을 나타내었다 

(2) 젤 고분자 전해질의 기계적 성질 

방사선올 조사하기 전에는 압축강도를 측정할 수 없었으나l 방사선 조사 후에는 우수한 압축강도를 

갖고 있는 것올 나타났으며， 조사량 ED kGy에서 최대 압축강도 (Fi핑ure 3)를 나타내었다. 

(3) 켈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 

- 일반적으로 고체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 액체 전해질과 비교하여 상온에서의 전도도가 매우 낮아 상 

업화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젤 상태의 전해질은 액체 전해액의 누액 현상도 줄이면서 

상온에서의 전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올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젤 상태가 되면서 전해질의 이 

동도가 액상에서보다 매우 떨어지게 되어 전도도가 매우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활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 !Xl%이상의 전해액올 함유하고 있어 상옹에서도 

우수한 이온 전도도를 보여주었다. 이온 전도도 측정 결과 조사량 100 kGy인 정우 상온에서 2.9 

rnS/cm 정도의 높은 이용 전도도률 나타내었으며， 온도에 따른 이온 전도도의 측정결과로부터 

12-15 kJ/rnol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 (Figure 4)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 부직포로 지지된 겔 고분자 전해질 또한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량 100 kGy이 경우 

상온에서 2.3 mS/，αn 정도의 높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온도에 따른 이온 전도도의 측 

정결과로부터 10- 12 kJ/mol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뼈계 겔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해액이 겔 밖으로 빠져 나오는 문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선으로 가교화된 젤 고분자 전해질은 가교화가 되어 

있어 전해액이 젤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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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화학적 가교화되어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고 있는 캘 고분 

자 전해질을 제조하였다 가교화된 젤 고분자 전해질 막은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사 

량 100 kGy에서 60% 이상의 겔화율을 나타내었다 

방사선을 조사하기 전에는 압축강도를 측정할 수 없었으나， 방사선 조사 후에는 우수한 압축강도를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났으며， 조사량 50 kGy에서 최대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 이온 천도도 측정 결과 조사량 100 kGy인 경우 상온에서 2.9 mS/cm 정도의 높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었으며， 온도에 따른 이옹 전도도의 측정결과로부터 12- 15 찌/mol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직포로 지지된 젤 고분자 전해질 또한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량 100 kGy이 경우 

상옹에서 2.3 mS/cm 정도의 높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용도에 따른 이온 전도도의 측 

정결과로부터 10-12 kJ/mol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AN계 겔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해액이 겔 밖으로 빠져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선으로 가교화왼 젤 고분자 전해질은 가교화가 되어 

있어 전해액이 겔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감소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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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멍따e 1. Gel polymer electrolytes based on 띠yacrylonit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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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특정장기 약물방훌 기술 개 발 

가-실험 

(1) 시료 및 시약 

실험에 사용된 전분은 옥수수 전분으로 대한제분에서 제조한 제풍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라프에 사 

용되는 단량체로는 acrylic acid와 rr빼a디γlic acid가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일본 SHOWA사의 제 

품을 구입하였다 (터gure l)은 전분의 화학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2) 실험 방법 

(가) 전분의 방사선 조사 

전분의 전조사는 알루미늄 봉투를 질소 충진하여 밀용하였다. 밀봉된 전분은 5-20kGy의 선량과 

10kGy!h의 선량율로 상온에서 조사하였다 라디칼이 형성된 전분은 -76'C에서 24시간 이전까지는 라디 

칼이 존재하여 반용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전조사한 전분은 그라프트 반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분의 그라프트 반용 

방사선 전조사에 의해 전분에 pH 감웅성이 우수한 단량체를 그라프트하여 위에서는 약 

물을 방출하지 않고， 특정장기 (陽)에서 약물을 방출하게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반웅기에 다 

양한 농도의 단량체용액을 준비하고 질소가 충분히 퍼지 되도록 한다 충분한 질소의 퍼지가 

끝나면 조사된 전분을 반웅기에 넣고 다시 약 23분간 질소를 퍼지한 후 반용기룹 닫고 30 'C 

에서 30분， 60분간 각각 반용을 수행하였다 반웅이 종결되연 그라프트된 전분올 여과하고 중 

류수로 수차례 세척하여 미반웅된 단량체를 제거한다 

(다) Tablet의 제조와 약물 방출실험 

잘 건조된 그라프트 전분은 불과 모텔 약물인 인슐린 또는 항암제를 함께 혼합하여 

밍OMPa의 압력으로 몰드에 넣어 tablet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tablet올 모의 장 용액(pH 7.4)과 

위용액 (pH 2 .8)에서 방출 실험을 실시하여 특정장기에서의 방출이 가능하지를 확인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1) 그라프트 전분의 분석 

전분의 그라프트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 분석올 통해 1670cm 1 부근의 홉수밴드를 확인 

하였으며 그라프트 되기 전과 후의 비교를 명확히 하였다 전분이 미세한 가루라는 점으로 정 

확한 그라프트율은 측정이 어려웠으며， TGA 분석올 통하여 그라프트를 확인하였다 전분의 분 

해되는 용도는 잃0-320 'C 사이에서 급격한 무게의 변화를 보였으므로 이 온도에서 분해가 일 

어난디 그러나 그라프트가 된 전분의 경우， 분해온도의 범위가 커졌으며 피크의 변곡정이 생 

기는 것올 확인하였다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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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blel의 제조와 약물 l앙출실험 

Tablet의 제조 시 압력이 너무 약하연 Lablet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으며 방출 실험 시 빨 

리 약물이 빙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너무 강하면 정제의 모양이 작아지고 밀도가 높아져 

방출이 잘 열어나지 않는 현상이 있다 (Figure 3) 약볼을 로딩한 tablet올 pH 2 .8(위산 pH)에 

서 2시간 방출시키고， 연이어서 pH 7.4(뼈 pH)에서 8시간 동안의 약물 방출 거동을 확인하였 

다 연구 결과 방사선 전조사에 의해 아크렬산 또는 떼타크릴산으로 그라프트된 전분은 pH 

28(위의 산도)에서는 약물의 방출이 거의 되지 않고， 陽(pH 7.4)에서 약물이 방출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약울 전달체는 장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4, 5) 

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옥수수 전분의 방사선 그라프트로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율 개발할 수 있었으며 

그라프트 된 전분 tablet의 제조로 특정 장기에서 약물이 방출되고 홉수되어 원하는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음올 확인하였다 전분 이외의 다른 천연 고분자 물질도 이러한 방사선 그라프트 방법을 이용하여 다 

양한 특성을 가지는 물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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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imetic surface modification 01 poly(L - Iactide- co-e;- capropactone) with gelatin 
using 6OCO \'- ray irradiation 

가 서론 

최근 의학， 공학 및 기초과학의 발달로 인체 내의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거나 기능을 회복 

하려는 노력틀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학문의 영역올 크게 “조직공학”이라 하는데 기존의 의 

학적인 시술로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장기 이식 시 발생하는 공여 장기수의 부족 및 연역반웅 

동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체 내 

의 복잡한 신호전달체계나 각 장기 및 기관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인공적으로 재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만 이상 

적인 인공조직들이 손상된 부위에 자유롭게 이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체 내의 조직은 크게 세포 (cell), 세포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 그리고 세포 

의 성장과 사멸을 조절하는 신호전달물질 (signaling mo!ecu!esl,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뀔 수 

있으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조직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이러한 세 영역의 특성 

들올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우선 조직을 재생시키려변 인체 내의 ECM 과 기계적 물성과 생물 

학적 특성이 비슷한 지지체 (scaffo!d)가 필요한데， scaffo!d의 조직 공학에서의 역할용 재생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ECM 기능올 대신해 주는 것이다 륙 환자로부터 얻어낸 세포들 

이 입체적인 형태로 중식할 수 있게 하는 뼈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scaffo!d는 이식 된 

이후에는 생체 내에서 가수 분해되며， 혈관 생성을 도와 주변의 원래 조직과의 접합을 도와 조 

직을 재생하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조직공학적 인공장기 개발에 있어서 이 지지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직공학용 지지체 개발에 있어서 현재까지 천연고분자， 합성고분자 동 다양한 고분 

자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천연고분자는 생체적합성 및 생체기농성이 우수한 반면 지지체로써의 

물리적 강도 퉁이 부족했고， 합성고분자는 천연고분자의 약한 물리척 강도를 보완하는데 매우 

이상적이었지만， 생체기능성의 록연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절론은 얻었다. 이에 따라 합성고분자 

에 새로운 변형을 가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생체모사기술 (Biomimetic technique)을 이용하 

여 합성고분자에 천연고분자의 성질을 결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합성고분자에 생체기농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 자외선 처리， 플라즈마 처리， 방사 

선 조사 퉁이다. 이를 통해 화학적으로 안정한 고분자에 기능기를 부여하게 되는데， 합성고분 

자에 도입된 기능기를 흥해 세포와 더욱 친화성을 갖는 환경을 만틀어 줄 수 있으며， 최근 다 

양한 생체 분자를 합성고분자에 도입함으로서 세포 홉착능이나 중식능을 올려 준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인 po!y(L- !actide- co- t - capro!actone) (PLCL) 을 

이용하여 휠륨을 제작하고， acrylic acid 용액에 넣어 6Oeo y-ray를 조사하여 PLCL 필름 표면 

에 기능기를 도입한 후 천연고분자인 ge!atin올 다시 도입하여 그 세포 홉착능과 중식능을 평 

가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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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1) 시료 및 시약 

L- lactide, r - caprolactone, 1 ，6-hexan(영iol ， stannous octoate, chlorofoπTI， acηlic acid, 

DMEM, BS, PS, hoechst 33258, rhodamine- phalloidin, anti - vinculin, alexa-fluoro 얘8 

anti-mouse IgG 

(2) 실험방법 

(가) PLCL 합성 

L-lactide와 r-caprolactone 단량체를 50:50의 올비로 1，6-hexanf퍼iol 에 녹인 후 

stannous octoate 률 촉매로 이용하여 170l:에서 24시간 반용시켜 합성했고， lH-NMR을 통해 

합성여부를 확인하였다. 

(나) PLCL 필름제작 

Chloroform 용매 질량 대비 10wt%의 PLCL올 chroloform에 잘 녹인 후 20cm * 
lOcm의 넓이를 갖는 유리판 위에 골고루 용액을 펼친 후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chloroform 

율 24시간 통안 중발시켰다.24시간 후에 잔여 용매를 완전히 중발시키기 위해 건조기에서 48 
시간 동안 추가 건초를 실시했다 

(다) y-ray률 이용하여 PLCL 필릅 표면에 acrylic acid 도입 

제작된 훨름은 70% 에탄을을 이용하여 적셔준 후 다량의 중류수로 세척하고， 

acrylic acid (3, 5, 10따%) 가 돌어있는 유리병에 넣어 Y-ray를 초사했다 (5kGy/h, 1-3h). 

PLCL 표면에 도입된 acrylic acid의 양은 방사선 조사 전후의 무게률 측정해서 확인하였고， 

ATR-FTIR을 통해 표면에 도입된 acry lic acid를 확인했으며 24시간 동안 중류수에 담근 후 

부피변화를 측정하여 swelling test률 하고， acrylic acid 결합에 따른 친수화 정도를 평가했다‘ 

조사 후 무게 - 초기 무게 
초키 무게 

(라) Gela마1 도입 

*\ 00 = acry\ic acid 도입흩 

Acry lic acid가 도입된 PLCL 필륨을 직경 2cm 의 원형으로 자른 후 카르복실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EDCINHS 용액 (5mg/mL) 에 넣어 l시간 동안 sh하ung했다 남아있는 

EDC이HS를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중류수률 이용하여 세척을 해준 후 gelatin 용액 

(2mg!mL) 에 넣어 12시간 동안 sh와ting했다 다시 중류수로 세척한 후에 건조기에 넣어 24시 

간동안 건조했다. 필름 표연 (lαnm*lOmm) 에 도입 된 gelatin은 electron spectroscopy for 

chernical analysis (ESCA)를 흥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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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포평가 

최종적으로 gelatin이 도입된 PLCL 펼름의 세포 홉착 및 중식을 평가하기 위해 

human mesenchymal stem cell (HMSC)을 seeding했다 f표‘SC는 10% Fe띠I bovine serum과 

1% Penicilli n/Streptomycin이 들어 있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I\1EM)에서 배 

양했으며， 각 필름당 2*104개의 세포를 seeding 했다 세포의 홉착능을 평가하기 위해 F - actin , 

vinculin, 핵에 대해 immunofluorescent 염색을 하고，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했으며， 충식농올 알 

아보기 위해 3일간 배양 후 DNA의 양을 측정하였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가) y-ray를 이용하여 PLCL 필름 표연에 acrylic acid 도입 

Acrylic acid 용액에 담겨진 상태로 방사선 조사를 한 후 표면에 도입되지 않은 

acry lic acid를 제거하기 위해 과량의 중류수를 사용하여 필름올 반복 세척했다 최종적으로 세 

척된 필름은 6O"C 건조기에서 2일간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표면에 도입된 acrylic acid의 

양을 확인했다 표 l파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농도의 AAc 용액 (3, 5wt%) 에서 

는 조사량에 따른 AAc 도입량에 큰 변화가 없이 약 3% , 6-8%의 도입울을 보인 반연에 

lOwt%의 AAc 용액에서는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더 많은 AAc가 PLCL 표면에 도입된 것올 

확인할 수 있었다 (18-29%) 

표 1. Acrylic acid 농도와 조사량에 따른 AAc 도입윷 (%) 

AAc conc. (wβ‘) Irradiation dose (kG잉 
5 10 15 

3 3.66土0 .79 3.34#).47 3.29土0.57

5 8.19土0 .44 6.71#).81 8.3 3土0.74

10 I 18.10土2.30 22.050!02.69 29.62土1.58

Figure 3은 AAc 가 도입된 PLCL 필름 표연의 ATR- FTIR 분석결과로 PLCL 이 가지고 있 

는 1734 cm-1 카르보닐기의 pe싫가 AAc 가 도입핍에 따라 날카로운 형태에서 넓은 형태로 변 

화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AAc 농도에 따라 야와가 더욱 넓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필름의 

친수화도 변화률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swelling test에서는 AAc 도입융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3wt% AAc에서는 약 7- 12% 의 부피가 중가하였고， 5wt% AAc 에서는 약 7- 11%, 

lOwt% AAc 에서는 약 25-38%의 부피 변화를 확인함으로서 AAc 농도가 증가 할수록 더 많 

은 물을 함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 

(나) Gelaω1 도입 

Acrylic acid가 도입된 PLCL필름에 세포 친화성을 부여하기 위해 세포홉착을 중가 

시켜주는 collagen 유도체인 gelatin을 도입하였다. PLCL 표면에 도입된 카르복실기와 gelatin 

의 야민기가 서로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함으로서 PLCL에 gelatin이 도입되며， ECSA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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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gelatin 도입여부를 확인하였다 Figure 5에는 보는 바와 같이 PLCL 필릅과 PLCL-AAc 

필름에서 나타나지 않는 질소 pe삶 (400eV) 가 PLCL - AAc- gelatin 필릅에서 나타나는 것올 

흥해 훨름 표연에 gelatin이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세포평가 

생체기놓성이 없는 PLCL 필름표연에 방사선 조사를 통해 기능기를 부여하고， 다시 

gelatin올 도입함으로서 제작된 PLCL 펼름과 세포와의 반용을 확인하기 위해 f표，fSC를 

seeding했다 세포의 홉착을 확인하기 위해 gelatin이 도입된 PLCL 필름에 HMSC를 8시간 동 

안 배양한 후 연역염색올 했다. 세포가 훨름표면에 얼마나 잘 홉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F-actin을 rhodamine-phalloidin으료 염색해서 세포 내에서 F-actin의 얼마나 잘 뻗어있는 

지률 확인했고. PLCL 필름과 세포와의 부착점을 확인할 수 있는 focal adhesion의 형성을 확 

인하기 위해 vmc띠m을 염색했다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수성의 특성이 매우 강한 

PLCL 필름에서는 세포가 필릅에 잘 부착되지 못하고 둥근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율 확인했으 

며. F-actin의 뻗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카르복실기가 도입되어있는 PLCL-AAc 필 

륨에서는 친수성이 약간 중가해서 세포가 순수한 PLCL 필룸에서 보다는 좋은 형태를 보이며 

부확하고 있는 것율 확인할 수 있었다 PLCL- AAc- gelatin 필름에서는 생체분자인 gelatin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PLCL. PLCL-AAc 훨름보다 세포가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펼릅표면에 세포가 부착되어 있는 면적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각 그룹별 형광영색시료 

률 무작위로 6군데 사진올 찍어서 세포의 연척을 계산하였다， 각 그룹별 형광염색사진은 

Image pro plus 소프트웨어률 사용하여 전체 연적에 대한 세포 면적올 구했으며， 다시 세포수 

로 나누어 주어 한 세포당 연적을 측정했다 (Figure 7). PLCL 필름에서 한 세포는 약 6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PLCL - AAc-gelatin 필름에서는 약 2000의 연객을 차지하고 있어 한 

세포가 PLCL 훨홈보다 약 3배 이상 넓은 면척을 차지하고 있옴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세포 홉착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LCL - AAc-gelatin 펼톰에서의 세포의 중식놓은 DNA률 추훌하여 DNA 양율 정량함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대 3일간의 배양 기간 동안 PLCL - AAc-gelatin 펼름에서 세포는 흉계 

척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PLCL 펼릅보다 2배 이상의 세포 충식능을 보여주어서 gelatin을 도입 

함으로서 PLCL 필름에 생체기능성이 부여되었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8). 

라.결론 

현재까지 조직공학에 사용되어 옹 재료들은 천연고분자와 합성고분자 모두 각각 장단점을 

갖고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조직공학용 지지체가 필요로 하는 기계척 강도나， 물리적 특성 퉁 

융 갖고 있옴과 동시에 생체기농성을 갖는 재료가 없어 그 적용에 있어 많은 애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최근 생체모사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구조적 특성융 갖 

는 합성고분자에 생체분차를 도입함으로서 이상적인 조직공학용 지지체톨 개발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다양한 합성고분자에 생체분자를 도입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합성고분자인 PLCL에 방사선조사률 통해 기놓기를 부여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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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분자인 gelatin을 도입함으로서 생체기능성을 부여하고， 세포 반용올 평가하였다 PLCL의 

매우 소수성의 특성을 갖는 고분자로 세포 홉착에 있어서 많은 제한정을 갖고 있었으나 단순 

히 y-ray 조사를 통해 기능기를 부여할 수 있옴올 확인할 수 있었고， 생체분자를 손쉽게 펼름 

표면에 도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gelatin이 도입된 필름은 세포의 홉착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 

공해주었으며 세포가 중식하는 데 있어서도 궁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y-ray 조사는 복잡 

한 화학반용이 아닌 단순한 방법으로 원하는 기능을 갖는 조직공학용 지지체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툴로서 각광 받을 수 있으며， 필릅 형태가 아닌 나노구조치지체나 3차원 형태 

의 지지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놓하리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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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crylic acid graft yield percentage onto PLCL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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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welling behavior of PLCL-AAc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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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lectron specσoscopy for chemical analysis of PLCL - AAc- gelatin filrn 

Figure 6. Irnrnunofluorescent staining of adherent cells. Scale bar = 50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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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of poly(N-isopropylamide)-g-poly(L - Iactide- co-e-capropactone) using 6OCO 
)f-ray irradiation 

가. 서론 

온도 감옹성 합성고분자 하이드로지지체는 생체재료분야에 용용가능성이 높고， 상처피복피 

복제나 약물전달시 지지체로 사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험에 사용된 하이드로지지 

체는 대부분 화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라프트(gr하t) 되었다. 방사선 조사에서 의 한 그라프트 

는 촉매 및 가교체를 사용하지 않옴으로서 생성물이 오염되지 않아 재료에 무리률 주지 않고 

공정효융이 높은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인 poly(L- lactide-co-e- caprolactone) (PLCU 을 

전기방사법으로 나노섬유지지체 제작하고， N - isopropylamide 용액에 넣어 6OCO Y-ray률 조사 

하여 PLCL 필름 표연에 기놓기를 도입한 후 온도감옹성인 N-isopropylamide융 다시 도입하 

여 그 온도 감용성 빛 약물방출을 평가하였다 (Figure 1) 

나 실험 

(1) 시료 및 시약 

L- lactide, e- caprolactone, 1 ，6-hexan어iol ， N - isopropylamide, stannous octoate, 

chlorofonn 

(2) 실험방법 / 

(가) PLCL 합성 

L-lactide와 e-caprolactone 단량체훌 50:50의 몰비로 1 ，6-hexant최iol 에 녹인 후 

stannous octoate 훌 촉매로 이용하여 170"C에서 24시간 반용시켜 합성했다. 

(나) PLCL 나노섬유 지지체 제작 

나노/마이크로섬유 지지체 제조는 PLCL올 2，2，2-trifluoroethanol에 각각 10 wt%로 

녹인다. 이 용액을 전압중폭기에 연결된 Syinge에 각 10 ml 혼합용액율 부어 넣고 syinge 

pump로 일정한 속도로 방출 시키연서 전류 자기장 속에서 첼라틴 동도별， 전압 syinge ne어le 

slze퉁 조건에서 방사하였다. 

(다) Y-ray률 이용하여 PIιL 펼륨 표면에 N - isopropylamide 도입 

제작된 필륨은 70% 에탄융을 이용하여 척셔준 후 다량의 중류수로 세척하고， 

N-isopropylamide (1 wt%) 가 들어있는 유리병에 넣어 y-ray률 조사했다 (5, 10 kGy，써， 

1-3h). PLCL 표면에 도입된 N-isopropylamide의 양온 방사선 조사 전후의 무게툴 측정해서 

확인하였고， ATR-FTlR과 XPS을 흥해 표면에 도입된 N-isopropylamide롤 확인했으며 48시간 

동안 중류수에 담근 후 부피변화를 측정하여 swelling test률 하고， N - isopropylamide 결합에 

따른 천수화 정도롤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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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무게 - 초기 무게 
초기 무게 

다 실험 결과 및 고찰 

* 1 00 = N-isopropylamide 도 입 율 

(1) Grafting of NIPAAm on the PLCL filrn and fibrous membrane using 6OCO 'i- ray 

irradiation 

Figure 1은 온도감옹성 약물 전달체로 PNIPAAm-g-PLCL올 합성하기 위해 설계하였 

다. 합성에 사용된 탄성 PLCL 공중합체는 L-lactide와 e -caprolactone 올 stannous octoate 촉 

매하에서 개환중합으로 합성 하였다 L-lactide와 e-caprolactone의 중합비는 lH NMR을 통하 

여 분석한 결과는 5.1/4.9이였다. 간단히 말해서l 본 실험은 소수성을 갖는 생체고분자 PLCL과 

용도감용을 가진 친수성 PNIPAAm율 6OCO 'i -ray irracliation dose에 따른 gr값t 

polymerization 거동을 관찰 하였다 표.1은 1% NIPAAm monomer 용액과 PLCL올 혼합 후 

방사선 선량 변화를 표시하였다 'i-ray irradiation 후， 미 반옹 NIP AAm monomers, 

PNIP AAm homopolymers, PNIP AAm gr따ted PLCL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의미는 방사선 조 

사 할 때 개시제와 가교제가 없어도 polymerization 뻐d cross-li따ang이 된다는 것이다 

PNIPAAm-g-PLCL의 cross- linking me다1alliSm은 중합이 얼어나는 동안 lntermolecular 

H-shift에 위해 mid- chain radicals이 형성 되는 경우와 고분자 성장시 hydrogen absσactíon에 

의한 radical 형성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 방법은 다른 gr따t polymerization에 비해 반 

웅이 간단하며， 분자량 조절이 가능하며， 촉매로 인한 불순물이 없다는 장점이 었다. 

표 1 방사선 조사 조건 

NIPAAm 
Sample code Concentr킹lonll lπadiation d∞e 

(wt%) 
(kGy) 

F1 1 5 
PLCL Film 

F2 1 10 

PLCL FM1 
、

1 5 
Fibrous 

membrane FM2 10 

’Solvent“ later 

(2) Evidence of grafting : SEM, ATR- FTIR, and XPS observations 

Figure 2는 'i- ray irradiation 전후의 PNIPAAm- g- PLCL film과 fibrous membrane의 표 

연을 찍은 SEM 사진이다 PLCL film surface는 조사 전후로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PLCL 

fibrous membrane surface 인 경우는 조사 후 E뼈의 크기 증가 하는 pore 며arne않r는 감소하 

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떠m에 비해 fibers의 surface 중가로 인한 PNIP AAm graft yield 중 

가로 인해 fiber diarneπ:er 중가 되고， 3D 다공성 구조를 가진 fibrous m잉nbrane의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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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e diameter 감소되는 걸 관찰 할 수 있었다 PNIPAArn- g-PLCL fibrou s membrane은 온도 

감용성 약물전달체 및 조직공학용 scaffold의 성장인자 당체 및 방출에 효과적 구조일거라 사 

료된다 

Figure 3는 PNIPAArn- g- PLCL filrn과 fibrous membrane의 표연의 화학적 특성 분석은 

ATR-FTIR로 측정하였다 ATR-FTIR에서 F2와 FM2에서 새로운 두 개의 1정O 와 1656 cm 1 

pe없가 관찰되었고， PLCL에서는 관찰 되지 않았다 이 두 개의 야와는 NIP AArn chain에 있 

는 CONH group의 amide C;O stretching 와 N -H streching 이 다. FM2 가 F2에 비 해 홉수 

peak가 중가함에 따라 PLCL 표면에 NIP AArn graft yield가 중가 되는 것을 관찰 하였다 

PLCL의 특성 pe와는 175Ocm'l의 ester group 이다 결과적으로 방사선 조사 시 표연적으로 인 

한 garft yield가 중가 하는걸 판찰 하였다 

Figure 4(a)는 PLCL의 전형적인 XPS s야ctrurn이다. PLCL의 C Is 와 o Is 의 binding 

energy는 갱5 와 530 eV이 다 C 1s!0 Is의 peak area ratio는 PLCL의 C/O의 이 론적 인 값으 

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교하면， PNIPAArn-g-PLCL (F2 and FM2)에는 binding energy 399 

eV에서 NIPAArn의 특정적인 N Is 야와가 관찰되었다.(Figure4b and c) 

SEM, ATR- FRIR, 그리고 XPS의 결과로 보면 ， 'i -ray irradiation올 이용하연 간단한 합성 

방법으로 소수성인 PLCL surface에 친수성 PNIPAArn을 균일하게 gr하t률 할 수 있으며， 표연 

척인 중가 할수록 graft yield는 중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방법은 3D 구조의 다양한 

표연， 형태， 두께에 친수성기릅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3) Grafting and swelling charact.뼈stics 

Figure 5는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LCL 표연에 NIP AArn rnonomer graft ratio의 거동을 

확인 하였다. PLCL fibrous rnembrane는 5 kGy 와 10 kGy에서 의 gr따t ratio가 1%와 2.5%였 

으나， film에서는 1%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방사선의 조사량이 중가 할수록 grafting ratio은 

중가 하였고， PLCL film보다는 fibrous rnembrane에서 더 gr따t ratio 중가하는 것으로 보아 표 

연척의 충가에 비례적인걸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6는 PNIPAArn-g-PLCL film과 fibrous membrane의 온도에 따른 영 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swelling과 deswelling올 측정하였다. 본 곁과는 PNIPAArn-g-PLCL 퍼m과 fibrous 

m잉nbrane의 sweωng과 deswelling이 gr.하t ratio에 비례적으로 거통율 보여주었다 방사선 조 

사 후， NIPAArn은 PLCL filrn파 fibrous membranes의 표변에 NIPAArn gr따t 청도에 따라 수 

분함량이 중가 되었고， PLCL의 표연적에 따라서도 swelling 변화가 관찰되었다. Figure 6(a)는 

25t:에서 40t:로 온도 변화 시 10분까지 FMl과 FM2의 swelling온 24%와 39%로 중가 하였 

지만， Fl 와 F2는 10%미만으로 측정되었고， 10분 후부터는 sweωng 평형 상태를 유지 하였다. 

Figure 6(b)는 4Ot:에서 25t:로 옹도 변화 시 10분까지 FMl과 FM2의 swelling은 8%와 17% 

감소하였고， F1 와 F2는 6%미만으로 혹정되었고， 10분 후부터는 swelling 평형 상태를 유지 

하였다. 

Figure 7은 PNIPAArn-g-PLCL filrn과 fibrous membrane의 옹도 변화에 따른 영 향율 고찰 

하기 위하여 swelling을 측정하였다. 모든 PNIPAArn-g-PLCL의 swelling 변화가 30-37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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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되었는데， 이유는 PNIPAAm의 LCST가 3ZOC 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F1 , F2 그리고FM1 

보다 FM2에서 급격한 swelling이 감소되는 걸로 보아 온도감웅성이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 

었다 

Figure 8은 PN1PAAm- g-PLCL filrn과 fibrous membrane의 반복적인 25와 40"C의 온도 변 

화에 따른 영향올 고찰하기 위하여 swelling을 측정하였다 Film은 반복적인 25"C에서 40"C로 

온도 변화를 5분 간격으로 swelling의 변화폭이 1-4% 하였지만， fibrous membrane에서는 

10- 15%까지 중가하였다. 또한， fibrous membrane에서는 반복적인 swel피19과 deswelling 변화 

에서도 변화폭이 일정하게 유지 되었지만， Film에서는 변화폭이 서서히 감소되는 걸 관찰하였 

다 

(4) In vitro release kinetics of IMC and FITC-BCA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합성 제조된 F2와 FM2에 약물을 균일하게 하여 반복적25와 4 

O "C의 온도 변화를 30분 과 15분 간격으로 서방형의 약물 방출을 이루게 되는 약물전달체로서 

의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9는 F2와 FM2의 온도 감옹에 따른 수용 

성 약물 및 단백질 약물의 전달체로서의 가능성올 확인하고자 Indomethacin(IMC) 와 

FITC-BSA의 방출 경향을 확인하였다. lndomethacin인 경우에서 반복적인 온도변화에 약물 

방출올 HPLC를 통해 관찰한 결과를 Figure9(a)에 나타내었는데 F2와 FM2에서 방출기간 동안 

지속적인 lndomethacin의 방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FITC-BSA인 경우에서 반 

복적인 온도변화에 약물 방출을 ELISA를 통해 관찰한 결과를 Figure9(b)에 나타내었는데 F2 

에 비해 FM2에서 많은 BSA가 방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N1PAAm-g-PLCL을 이용하여 약 

물의 농도조절을 통해 원하는 기간 동안에 약물의 서방화률 이률 수 있고， 이로써 다양한 약물 

의 서방화률 이툴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사료된다. 

라. 결론 

옹도 감옹성 PN1P AAm-g-PLCL을 이용한 약물 및 단백질 전달체를 제조하고자 수행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법을 이용하여 생체척합성 고분자 N1PAAm과 PLCL의 gr따t 중합율 

통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PN1PAAm- g-PLCL F 와 FM은 3O-37 "C 범위에서 swelling 변화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결과는 이 고분자가 인체 온도에서 온도감용성이 가놓한 것을 나타 

내는 것이다. 또한， 반복적인 옹도 변화에서 PN1PAAm-g-PLCL에 로팅된 IMC 및 BSA는 서 

방형의 방출올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합성된 PN1P AAm- g-PLCL는 생분해 특성을 갖는 온도 

갑용성 재료로서 성장인자의 전달체로서의 가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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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o- electrically conductive polyaniline blended PLCL fibrous scaffold for tissue 

engineering 

가 서론 

전도성 고분자 polyaniline은 생체재료분야에 용용가능성이 높고， 바이오센서 및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사용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직공학에 의하여 전도성올 갖는 탄성 나노섬유 지지 

체 개발을 연구 목표로 전도성 고분자인 polyaniline 과 합성고분자 PLCL을 블렌딩하여 전기 

방사법을 이용한 3차원 다공성 나노 섬유 지지체를 제작 한 후 전도도 측정 및 세포 중식 연 

구를 실시하였다 

나 실험 

(1) 시료 및 시약 

L- lactide, e- caprolactone, 1,6- hexanediol, polyaniline, stannous octoate, chloroform 

(2) 실험방법 

(가) PLCL 합성 

L-!actide와 e- capro!actone 단량체를 50:50의 몰비로 1,6- hexanediol 에 녹인 후 

stannous octoate 를 촉매로 이용하여 170\:: 에서 24시간 반웅시켜 합성했다. 

(나) po!yaniline끼PLCL 나노섬 유 지 지 체 제 작 

나노/마이크로성 유 지 지 체 제 조는 polyaniline!PLCL을 1，1 ， 1 ，3，3，3-hex따!uoropropano!에 

각각 10 wt%로 녹인다 이 용액을 전압중폭기에 연결된 Syinge에 각 10 ml 혼합용액을 부어 

넣고 syinge pump로 일정한 속도로 방출 시키면서 전류 자기장 속에서 젤라틴 동도별， 전압， 

syinge needle size둥 조건에서 방사하였다. 

다. 실험 결과 및 고찰 

전기 전도성 고분자인 Po!yaniline (P따~i)과 PLCL율 혼합하여 필름과 nanofiber를 만들었 

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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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이yaniline!PLCL의 spin coating과 electrospinning 조건 

Spin-coating condition 
C어녕Itlon 

50m에.a삐e 
PANI! PlCl ratl。 RPN 일jn(IWiηνC} Ume 

(voI/voI,") (rpm) 

f-1 0 : 100 

f-2 30: 70 2000 30 

f-3 70: 30 

‘’ concenlrlltion 01 ]!‘f ‘ PMi/10‘”‘ PL<1""‘Itions In 1.1.1.1.1.3-’‘ufl‘ __ l--propil‘ I (HFlP) 

Electrospinning ∞ndltion 

CQndltlon 

50n‘~.Olde 
PANI: PLCL ratlo V이lKUv)ge N .. dι‘'ze s,jM(lk”’) ””‘ 

( .. 11‘"') (G) 

N-1 100: 0 
14 21 :H 

N-2 30:7。

i ’ ConcenIr.tion crf 3w'’‘ CP" ’”‘,.Ow’‘ ’L<1 애애’‘ 1" 1.1.t.l.l.3 ’‘un‘_2-propilnol (HFJP) 

PLCL과 PANi의 혼합비율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변하며.30%의 PANi올 포함할 경우 

에도 전기 전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p이yaniline의 조성이 중가 할수록 전 

기전도도가 중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l) 

MTT assay와 Fluorescent염색올 통해 PLCL!PANi 가 피복된 cover glass에서 세포의 생 

존 및 부착을 명가하였고. PANi 혼합에 따른 세포 성장 및 세포 부착에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Figure2) 
• 

라 결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Po)yaniline!PLCL 블렌딩하여 전도성을 지니 나노섬유 지지체률 제작 

하여 섬유 아세포줄세포의 중식 및 세포 접착성을 확인하였다. 지지체의 전기전도도올 측갱해 

본 결파 세포에 전기적 반용을 줄 수 있는 전기전도도를 관찰 하였고， 섬유아세포로 세포외기 

질(ECM)과 같은 구조에서 세포 배양 실험올 해 본 결과는 Polyani파le이 중가해도 세포 독성 

이 그리 심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만든 Po)yaniline!PLCL 지지체는 전기전도성 

율 가진 지지체률 개발 하였으며， 이 지지체는 전기적 자극을 받으면서 재생 할 수 있는 장기 

재생용 지지체로 이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 300 -



,,' 

~ 

10‘ 

A 

” 
“ 
U 

” 
l 

아 

-- irmumplt 1hicknH' R.etinance E1~cuic con~divity 

r .... ) rn) rS!∞l 

PLCL 30 3‘ IOE..()6 I.OIE-a" 

PA~ιi 

s‘ 25 1.3 4.7‘ε。，30m 

PA찌CL 

" ‘· 3 ‘7E얘O 701l. 

0 10 뼈 30 40 50 60 얘 

Ccntmt o(CPSA doped pol’‘ llhne [wt%) 

Figure 1. Electrical conductovity of PLCLlPANi 

Fibroblast 

• 

_ .... 
- ' ... -’· 

‘ i ’‘ ....... ι‘-‘-.-. 

B 
PLCL:PANI.l00:0 PLCL:PAN’.70:30 

Cell seedlng ‘ 1 x 10' ceUs/nan얘ber. CullUre time: 1 days 

Figure 2. (A) MTT assay. (8) Fluorescent staining 

- 301 -



4.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한 충긍속 홉학제 제조 기술 개발 

4-1.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법애 의한 우라늄 분리용 폴리프로필련 홉칙제 제조 

고분자 재료의 그라프트 중합에는 방사선， 자외선， 플라즈마 및 화학개시제 퉁이 주로 이용 

되는데 이 가운데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분자 재료의 합성이나 개질법은 고체 중에서나 저온에서도 용이하게 화학반용을 일으 

키도록 하는 방사선 고유의 특성 때문에 화학적 방법으로는 가공할 수 없는 고기능성 고분자 

재료나 청단소재 개발에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법올 

이용하는 경우 고분자 재료의 표연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균질의 개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홉 

착， 분리 및 탈취 풍의 기능을 지니는 유기화합물과 고분자 라디칼과의 화학적 결합을 롱하여 

다양한 기능성을 지니는 작용기의 도입이 매우 용이하게 된다 

새로운 우라늄 자원으로 해수중의 우라늄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었다， 혜수중에는 3.31Jg/L의 우라늄이 

용존하고 있다. 해수 우라늄은 약 45억 톤으로 막대한 양의 자원이 된다. 해수 중에는 우라늄이외에 약 

00여종의 다른 원소가 우라늄보다 고농도로 용존되어 있어 우라늄만을 선태적으로 분리 회수하기 위해서 

는 고성놓의 분리소재 개발이 펼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수중에 있는 우라늄을 홉착할 있는 홉착제률 개발하기 위하여 방사 

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였다. 기본 고분자 소재로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를 선택하여 Y 선 

을 조사하여 acrylonitrile (AN), a다ylic acid (AAc) , methacrylic acid (MAc) 둥의 단량체를 

그라프트 시킴으로써 홉착 관농기 도업이 용이한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제조하고 이를 아미드 

욕심화 반용을 흥해 아미드욱심기를 도업함으로써 고기능성의 우라늄 및 귀금속 홉착율 위한 

홉착제롤 제조하고자 하였다. 

가. 실험 

(1) 시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기재로는 한국부직포테크에서 생산되는 중량 4Og/m2, 두께 0‘35mm의 폴 
리프로필렌 부칙포를 사용하였으며， 단량체로 Showa사에서 제조된 AN, AAc, MAc률， 

hydroxyamine은 Aldrich 사에서 제조된 제풍을 특벌한 정제과갱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AN/AAc 및 AN/MAc 공중합체를 합성하기 위해 폴리프로펼렌 부직포를 5x7cm 크기로 절단 

한 시료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6Oeo 1-선 (AECL type C-l88)을 사용하여 선량 

륨 10 kGy/hr, 총선량 10-125 kGy로 공기 중에서 조사하였다. 

그라프트 반용을 위하여 유리소재의 반용 앵플에 용매와 단량체를 주입하고 질소가스률 이 

용하여 20분간 충진한 후， 조사된 시료를 앵플내의 용액에 넣고 다시 10분간 질소충진하여 공 

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이 반용 앵플을 척정옹도로 고정된 항온조에 담금으로써 그라프트 

반용을 수행하였다. 그라프트 반용이 종료된 부직포 시료는 soxhlet 장치를 이용하여 DM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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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이상 추출함으로써 미반용된 단량체 및 생성된 단일중합체를 제거한 후 6CfC 이하의 온 

도에서 더 이상의 무게 감소가 없올 때까지 감압건조하였다 그라프트율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라프트율 (%)= 프i쓰으x 100 
w。

여 기에서 W.와 W。는 그라프트된 폴리프로필렌 시료의 무게와 반용 전 폴리프로펼렌 부직포의 

무게를 각각 나타낸다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에 acrylonitrile이 그라프트됨으로서 형성된 

polyacrylonitrile륭 arnidoxime기로 치환시키기 위해 반웅앵플 내에 10% hydoroxylamine 수용 

액 (울:메탄올=7:3)을 총 부피 80rnI로 주입한 후 특정 그라프트율을 가지는 폴리프로필렌 부직 

포를 넣고 9O"C로 고정된 항온조에서 반용시켰다 반용이 종결되면 반웅앵플로부터 부직포를 

분리한 후 5O"C의 순수한 물로 충성이 될 때까지 반복 세척한 후 6O"C 진공건조기에서 더 이 

상의 무게 감소가 없을 때까지 감압건조 함으로써 야미드옥심기가 도입된 홉착제를 얻었다. 

나 결파 및 고찰 

방사선 중합법으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에 대한 AN, AAc, MAc 둥의 단량체를 그라프트 

반웅시켜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각기 다른 조사량에 따른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의 AN/AAc 

그라프트율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조사량이 높을수록 부직포 내 peroxide의 함량이 중가하 

여 높은 그라프트율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낸 조사 

된 시료의 원소분석 결과 조사량에 따라 산소원소의 함량이 션형적으로 중가하는 현상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라프트 반용 시 금속영과 산의 존재 유무에 따른 그라프트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금속염과 산의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Figure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금속염을 첨가함으로써 그라프트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는 그라프트 반 

웅시 금속염올 첨가하면 단일중합체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속염과 산을 통시에 첨가시키는 경우， 단일 중합체의 생성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생성된 수 

산이온(OH-)이 산의 영향율 받아 계속적으로 소멸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그라프트율을 기대 

할 수 있게 되며， 산의 농도가 중가할수록 그라프트율에 미치는 산의 효과 역시 향상됩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합성된 폴리프로휠렌 부직포의 미세구조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단량체의 합량 변화에 따른 단량체 반용생 및 공중합체의 미세구조에 관해 연구하고자 다양 

한 단량체 함량을 가지고 그라프트 반웅올 시켰으며， 얻어진 시료률 이용해 원소분석하여 얻어 

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질소와 산소와의 함량 정도(NIN+O)률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ure 

5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단량체 함량에 따른 공중합체의 미세구조는 그래프 형태상 radom 

과 altemating의 중간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철과는 A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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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의 monomer reactivíty ratio값이 각각 0.04와 0.2인 것올 통해 두 단량체는 random과 

altemating의 중간적인 형태의 공중합체를 형성한다는 이론과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에 AN/ AAc 및 AN/MAc 중합체를 그라프트 반웅시킨 전후와 아미드옥 

심화 반웅전후의 구조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한 대표적인 FT- IR 스펙트럼을 Figure 6에 

나타내었다 Figure 6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0û-2872cm←1에서 -Cfu에 의한 신축진통피크 

가 나타났으며， 1435cm←1에서 CH2 의 rocking deformation 피크， pp의 특성피크가 l잃3cm←l 

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Figure 6 (b)에서 보면 225Ocm-1에서 AN의 -C르N기에 의한 신축 

진통 특성피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170ûcm-1에서 AAc의 c=O기에 의한 신촉진통 피크가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AN과 AAc가 그라프트되어 있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6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hydroxylamine에 의해 아미드욕심기가 도입됨에 따라 CN 

기에 의한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아미드옥심화 반용에 의한 CN기가 거의 모두 

아미드옥심기로 전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않5Ocm-1에서 -OH와 -NH2에 의한 피 

크가 강하게 나타나고 1640cm-1에서 C=N 기의 신촉진통 피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C르N기가 아미드옥심화 되었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라늄 홉착시험은 서해바다， 변산반도에서 2α16년 9월에 2톤을 채취하여， 이 바닷물에 함유 

되어 있는 우라늄에 대한 홉착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시험에 사용된 우라늄 홉착부직포는 그라 

프트윷 82- 87%, amidoxime 반웅(12시간， 90 "c온도)시킨 것율 이용하였다 홉착시험은 합성한 

홉착 부직포， 0.1g을 1 cm 유리관에 넣고 바닷물융 20 Vday 속도로 유리관올 흥과시켜 수행하 

였다(Figure 7) 우라늄 홉착 시험 결과， acrylic acid와 acrylonitrile의 함량이 2대 8의 경우(총 

그라프트율 86%)가 최 대 우라늄 홉착율을 보였고， 0.1g 홉착 부직 포에 80 리 터 의 바닷물을 통 

과시켰을 때 190 llg/g을 홉착하는 아주 우수한 홉착제임을 확인하였다(Figure 8 ). 

바나륨 홉착시험은 VOS04 100ppm 수용액을 제조하여， 이 수용액에 0.1g의 홉착제를 1-48시 

간동안 접촉시켜 VOS04 수용액 중에 있는 바나륨 홉착량을 ICP-mass 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홉착실험 결과 acryloni미le만 그라프트 시킨 시료에서 acrylonitrile/acrylic acid 

co-monomer, acrylonitrile/ methacrylic aicd co-monomer률 그라프트 시 킨 시 료에 비 하여 최 

소 137%에서 최대 175% 까지 높은 홉착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9). 

다 결 론 

방사선 조사법을 이용하여 AN, AAc 및 MAc 단량체를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에 그라프트 반 

웅시켜 공중합체를 합성한 후 아미드옥심화반웅을 통해 우라늄 이온 및 중금속 홉착을 위한 

홉착제를 합성하였다 그라프트율은 조사량에 따라 비 례적으로 중가하였으며， 금속염과 산올 

첨가함으로써 그라프트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합성된 공중합체는 random과 

altemating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아미드옥심화 반웅에 의해 아미드옥심기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 304 -



수 있었다 합성된 홉착제를 이용한 우랴늄의 홉착실험결괴 acrylic acid와 acrylonitrile의 함량 

이 2대 8의 경우에 가장 높은 우라늄 홉착율을 보였고， 바나륨에 대해서는 acrylonitri le만 그라 

프트 시킨 시료에서 가장 높은 홉착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귀금속 홉착제 합성 기술은 향 

후 해수 중 귀금속이나 지하수 및 폐수로부터의 귀금속 홉착을 위한 홉착제 제조 기술에 유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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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xygen content of polypropylene fabric as a function of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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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 ÍInages of PP fabric(a) and AN/ AAc graf않d PP fabri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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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자선 조사를 이용한 그라프트 중합법때 의한 귀금속 분리용 폴리프로필랜 홉착제 
제조 

본 연구에서는 기본 고분자 소재로서 폴리프로펼렌 부직포를 선택하여 전자선을 조사하여 단 

량체로 acrylonitrile올 그라프트 시킴으로써 홉착 관놓기 도입이 용이한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제조하고 이를 아민화 반옹올 통해 아민기를 도입함으로써 고기능성의 귀금속 홉착을 위한 홉 

착제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가 실험 

(1) 시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기재로는 한국부직포테크에서 생산되는 중량 40g/m2, 두께 O.35mm의 폴 

리프로필렌 부직포를 사용하였으며， 단량체로 Showa사에서 제조된 aCIγlonitrile올， 용매로는 

Showa사에서 제조된 DMF를， phenylhydrizeine과 cliethylamine은 Al며ch 사에서 제조된 제풍 

을 특별한 정제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전자선 조사를 위해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를 3.5x7cm 크기로 절단한 후 6O"C 진공오븐에서 질 

량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하였다. 부직포를 지퍼백에 넣어 질소충진 시킨 후 밀봉된 시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10 MeV 전자선 가속기률 이용하여 1mA 조건하에서 50-
300 kGy 까지 조사하였다 조사후 시료는 반옹천까지 액체질소 안에 보관하였다， 

그라프트 반용올 위하여 유리소재의 반용 앵플에 용매와 단량체률 주입하고 질소가스를 이 

용하여 20분간 충진한 후， 조사된 시료를 앵플내의 용액에 넣고 다시 10분간 질소충진하여 공 

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옵， 이 반용 앵플을 척정온도로 고정된 항온조에 담금으로써 그라프트 

반용을 수행하였다. 그라프트 반용이 종료된 부직포 시료는 soxhlet 장치를 이용하여 DMF로 

12시간 이상 추출함으로써 미반용된 단량체 및 생성된 단일중합체률 제거한 후 6O"C이하의 온 

도에서 더 이상의 무게 감소가 없을 때까지 갑압건조하였다. 그라프트율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라프트율 (%)= 쓰g二쓰εXIOO 
w o 

여기에서 W.와 Wo는 그라프트된 폴리프로필렌 시료의 무게와 반용 전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의 

무게를 각각 나타낸다 아민화 반용을 위하여 반용엠플 내에 30-100% ethylenecliamine 수용액 

을 총 부피 80rnl로 주입한 후 특정 그라프트융을 가지는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률 넣고 90- 11 
O "C로 고정된 항온조에서 반웅시켰다 반옹이 종결되면 반용앵플로부터 부직포를 분리한 후 5 

O "C의 순수한 물로 중성이 될 때까지 반복 세척한 후 6O"C 이하의 고정된 진공건조기에서 더 

이상의 무게 감소가 없을 때까지 감압건조 함으로써 아민기가 도입된 홉착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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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파 및 고찰 

방사선 중합법으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에 대한 acrylonitrile 단량체를 그라프트 반웅시켰다 

각기 다른 용매에 따른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의 그라프트융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같은 조 

건에서 DMF률 용매로 사용하였을 경우가 메탄올이나 에탄을올 용매로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그라프트융이 solubility parameter로서 설명이 가능한데， DMF(12.1l의 경우가 메탄용(14.5)이나 

에탄옳(13.0)의 경우보다 기질인 폴리프로훨렌 (9.4)에 유사함으로써 나타나는 팽융 정도의 차 

이로 알 수 있다. 더불어 polyAN은 DMF에 용해됨으로 더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이는데 반하 

여 메탄을이나 에탄올올 용매로 사용할 경우， 적은 팽윤도를 가짐으로써 단량체의 확산을 저해 

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알콜의 경우 높은 chain transfer constant로 인하여 종결반웅이 

쉽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높은 그라프트융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높은 그라프트율올 나 

타내가 위해서는 고분자 기질의 높은 팽융파 그로인한 단량체의 빠른 확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라프트 반용 시 산의 존재 유무에 따른 그라프트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산의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lmoVI의 

산 청가이후 그라프트율이 급격히 상숭하는 것올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의 첨가는 단 

일 중합체의 생성이 억제될 뿔만 아니라， 생성된 수산이온(OH- )이 산의 영향을 받아 계속적으 

로 소멸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그라프트융율 기대할 수 있게 되며， 산의 놓도가 중가할수록 

그라프트융에 미치는 산의 효과 역시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의 

정우 질소 분위기하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peroxide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아 위와 갈은 경향 

성은 보이질 않았다 

조사량이 그라프트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50-300 kGy로 조사된 각각의 시료를 6 

O"C에서 반용시간에 따라 그라프트율을 측청하였다(Figure 4). 모든 조사조건에서 반용초기 그 

라프트융이 급격히 상숭하였으며， 일정 시간이 경과 후에는 일정한 그라프트융융 나타내는 것 

율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용 그라프트반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그라프트율 또한 중가하는 현상을 보 

였는데， 이는 조사량이 클수록 흘리프로펼렌 내에 형성되는 라디칼의 수 또한 중가함에 따른 

결과이며， 라디칼의 수가 중가함으로 인해 그라프트율도 중가하게 된 것이다. 그라프트 반용 

초기에 나타나는 그라프트율의 로그값과 조사량의 로그값과의 관계률 Figure 4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값으로부터 얻어진 기울기의 값은 1.31이었는데， 이 값은 일반적인 라디칼중합에서 보 

이는 0.5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단량체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변화률 알아보고자 6O"C 반웅온도에서 20-80wt%로 농도 

훌 변화시키며 시간에 따른 그라프트융의 값을 측정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반 

용시작이후 그라프트율이 중가하다가 l시간 이내에 더 이상의 중가를 보이지 않았으며， 높은 

단량체 농도에서 낮은 단량체 농도에 비하여 더 높은 그라프트융을 나타내었다. 이는 그라프트 

융은 부직포 내에 존재하는 라디칼 놓도와 단량체의 양에 크게 의존하여， 높은 단량체 놓도하 

에서 acrylonitril의 부직포로의 확산이 빨라 높은 그라프트율올 나타내게 된다 단량체의 부직 

포로의 확산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중의 하나는 부칙포 기질의 높은 팽윤도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므로 단량체의 회석에 의해 부직포 기질의 팽융도가 감소한다연 단량체의 확산도 감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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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단량체 회석을 위해 사용한 DMF의 경우는 그라프트된 폴리프 

로필렌 수지의 팽윤성을 높이는 용매로써 이는 그라프트율을 높이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단량체 농도가 반응속도 미치는 영향올 확인하고자 반용차수를 계산하였다. 계산은 반웅초기 

증가하는 그라프트융 중가콕선의 초기 기울기 값을 각각 계산하여 Figure 6과같이 도식하여 

얻을 수 있었다 도식결과 반용차수는 1.21로 일반적인 자유라디칼 중합반옹에서 나타나는 l차 

보다 크게 나타납올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Gupta 그룹에 의해 연구된 acrylamide를 이 

용한 폴리프로필렌으로의 그라프트 반용에서도 나타났으며 1.86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용 

차수를 보였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acrylonitrile을 이용한 폴리프로훨렌으로의 그라프트 반옹에서의 

kinetic 쩍uation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Rg ∞ [M}]l.21 [Dj1.31 

이와 같은 결과는 반웅속도는 단량체 및 라디칼 농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량체의 

기질로의 확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Figure 7은 각기 다른 반용온도에서의 시간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반 

웅옹도가 중가함에 따라 반웅초기 그라프트 속도 또한 중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높은 온도 

에 따른 단량체의 활성이 중가하여 지질로의 확산이 중가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반웅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율의 변화가 작아지는데， 이는 단량체가 그라프트 싸이트로 확산되 

기 전에 라디칼이 소모되거나 성장활성종의 종결반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반용 

온도의 중가는 단량체의 확산올 중가시켜 반용속도를 중가시키지만 기질의 라디칼의 소모 또 

한 중가시킴으로써 이른 종결반용을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각기 다른 반웅옹도에서의 초기 그라프트율의 변화 경향을 이용하여 Arrhenius 

plot으로부터 반옹에 관련된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Figure 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계산결과 30-70 t: 영역에서 선형적인 결과를 얻올 수 있었다 기울기의 도식과 Aπhenius 식 

(log k=-E/(2.303RT))을 이용하여 반용 전반에 걸친 활성화 에너지를 측정한 결과 21.9 kJ/mol 

이었다. 

이와 같이 합성된 acryloni띠le로 그라프트된 폴리프로필렌의 구조률 FT-IR을 통해 분석하 

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폴리프로필렌의 특성 피크인 C-H의 굽힘진동과 신 

축진동이 1460 cm- 1과 2800-3000 cm-1에서 각각 냐타났으며 ， polyAN의 특성피크인 C三N의 신 

축진통이 2240 cm- 1에서 그라프트율이 중가함에 따라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나륨이나 왈라륨과 같은 귀금속의 회수를 위한 홉착제 제조률 위하여 acrylonitrile로 그라 

프트된 폴리프로필렌올 ethylene diamine, imino diacetic acid, phenyl hydrizine과 같은 아민류 

를 이용하여 아민화 반용올 실시하였다 아민의 함량올 3O-1oowt%로 변화하며 9O- 110 t: 온도 
범위에서 다양한 아민화 반용올 수행하였으며， ethylene diamine과 phenyl hydrizine을 이용하 

여 반웅 시간에 따른 아민 전환율을 Figure 10과 11에 각각 나타내었다. 

phenylhydrizine의 경우 반웅시간에 따라 전환율이 점차척으로 중가하였으나 ethylene 

diamine올 이용한 경우 반웅시간 15분대에서 가장 높은 전환융올 나타내었다. 그라프트융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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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전환융을 확인해 보았으며 그라프트융이 증가함에 따라 전환융이 감소하는 확인할 수 있었 

다(Figure 12, 13) 

이와 같이 아민화 반용을 통해 제조된 홉착제의 화학구조는 FT-IR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컬과툴 Figure 14에 나타내었다‘ 폴리프로필렌의 특성 피크인 C-H의 굽힘진동과 신촉진동이 

1460 cm-1과 2800- 3000 cm-1에서 각각 나타났으며 ， polyAN의 특성피크인 C三N의 신축진동이 

2240 cm-1에서 나타났으며 아민으로의 전환융이 중가함에 따라 그 피크의 강도가 낮아지며 
3300cm-1에서 아민기의 특성피크가 나타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결 론 

전자선 조사법을 이용하여 단량체로서 acrylorùtrile을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에 그라프트 반웅 

시켰다‘ 용매로써 DMF를 사용하였올 경우， 단량체의 높은 확산놓으로 인하여 메탄율이나 에 

탄율에 비하여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였으며， 산을 청가함으로써 그라프트율을 40%에서 250% 

정도까지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반용성을 측정한 결과 조사량이 중가함 

에 따라 폴리프로펼렌 기질내 생성된 라디칼의 함량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더 높은 그라프트용 

을 보였으며 반용차수가 1.31로 나타났다. 단량체 농도가 중가함에 따라 그라프트율이 중가하 

였으며， 통시에 반용속도 측연에서도 1.21의 반용차수를 보이며 중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용 

온도에 따른 반용속도를 측정하여 반용 초기에 필요 되어지는 활성화 에너지률 계산하여 21.9 

kJ/mol이라는 측정값융 얻었다. ethylene diamine, irrùno φacetic acid, phenyl hydrizine과 같 

은 아민류률 이용하여 아민화 반용을 실시하여 홉착제를 제조하였으며， ethylene diamine, 

irrùn。 이ace디c acid, phenyl hydrizine의 순으로 아민화 반웅의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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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effect of amination tirne on conversion yield when PP-g-AN fiber react 

with 100% EDA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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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effect of gr따ting yield on conversion yield when PP- g- AN fiber react 

with EDA Temperature: 100\:: EDA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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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effect of grafting yield on conversion yield when PP- g- AN fiber react 

with EDA Temperature: 9O"C EDA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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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FT-IR spectra of PP-g-AN (a) 86% and amination of graf않d fiber by EDA 

with different conversion yield (b) 14.1% and (c)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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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방사선 그래프트 기술을 이용한 중금속 홉착제 제조 

최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폐수가 중가하고 이로 인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중금속이 함유된 이들 산업폐수가 일부 취수원에 유입되어 어류 생태계 파괴는 물 

론 순환법칙에 의해 인간이 어때류를 먹을 경우 중금속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이들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들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 및 소재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알려진 물속의 용존 이옹중 대표적인 물질은 크게 무기계와 유기계로 이 충 무기계 

물질은 칼슐， 마그네습을 비롯한 인체에 유해한 카드융(Cd)， 수은， 납， 크롬(Cr’6) 퉁으로 이의 

제거 기술 및 소재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PE!PP와 PET가 일정비율 혼합되어 있는 PONF 기재 섬유를 방사선 동위원 

소 eofiJ y-ray률 이용하여 방사선 동시조사법으로 기재를 활성화 시켜 Styrene 빛 GMA 단량 

체률 섬유 표면에 그래프트 시키고 이훌 관능화 반용하여 이온교환 섬유를 합성하였으며， 합성 

된 셜폰화 PONF -g-styrene 이용교환 섬유와 아민화 PONF- g- GMA 이온교환 섬유를 비드상 

이온교환 수지와 결합하여 이온교환용량이 큰 복합 이용교환체를 합성하고자 다옴과 같은 연 

구흘 수행하였다. 

가 실험 

(1) 실험 재료 

기재섬유인 PONF 복합섬유는 PE(core)와 PP(SheIJ)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PET가 7:3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부직포 형태로써 (주)남양부직포에서 제공 받아 사용하였다. 

그래프트 반용을 수행하기 위한 단량체로서 styrene용 Junsei Chemical사 제풍을 상용의 정제 

방법에 따라 정제하여 사용하였고， GMA는 Aldrich Chemical사의 제품을 특별한 정제 없이 그 

대로 사용하였다 단일 중합체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Merck사의 FeSO.' 7HzO 금속염을 

사용하였으며， 그래프트 율 중대를 위한 가속제로 Merck사의 황산율 반웅용액에 일정 양 첨가 

하여 사용하였다 설폰화 반용시 약은 Junsei chemical 사 제품의 순도 95%인 chlorosulfonic 

a디d와 99% 톡급시약인 dichloroethane올 사용하였으며，Al이ich Ch앙nical사의 99%， 98%인 디 

에틸헨 트리아민과 디에틸렌 아민을 아민회 반용시약으로 사용하였고， 아민화 반용의 촉매로 

Sodium 1여ide(NaI)를 Shinyo Chemic외사의 순도 99%흩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그래프트 공중합체 합성 

방사션 중함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그래프트 융 변화를 판활하기 위하여 

PONF 복합 섬유를 30x8 crn 크기로 철단하고 단량체 놓도는 10-70 wt%로 변화를 주어 

PONF-g-Styrene 와 PONF- g- GMA 공중합체률 합성하였다. 옹이옹교환섬유의 경우 반용 중 

단일 중합체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FeS04 . 까fzO와 반웅촉진제로 일정량의 황산융 첨가하 

여 그래프트 공중합 반웅을 수행하였다 제조원 그래프트 반웅 용액은 250 rnI 앵플에 넣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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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질소로 치환하여 밀봉한 후， 방사선 조사하고 합성된 그래프트 공중합체는 메탄올과 중류 

수로 충분히 세척하여 homopolymer를 제거하고 70 "c 진공오븐에서 24시간 건조 후 식(1)을 

사용하여 그래프트 율올 계산하였다 

W_-W_ 
그래프트율(%) = 4F」 × lO0 - - - (1) 

여기서 W。와 Wg는 각각 그래프트 반웅 전과 반웅 후의 시료의 무게를 나타낸다 

(나) 판놓화 반응 

- 설폰화 반용 

합성 된 공중합체의 그래프트 율이 1000% 인 PONF- g- Styrene 공중합체를 

chlorosulfonic acid로 설폰화 반옹하여 이온교환 섬유률 합성하였다 셜폰화 반용을 위하여 합 

성 된 공중합체를 dichloroethane으로 30분간 충분히 팽윤시킨 후， 앵윤 처리된 공중합체를 200 

rnl 반응 앵플에 넣고 chlorosulfonic acid툴 5-20 v/ v% 가하여 설폰화 반용하였다. 설폰화 반 

웅 후， 시 료는 메탄올과 탈 이온수로 여러 번 반복 세척하고 6O"C 진공 오븐에서 24시간 건조 

하였으며 ， 합성된 이온교환 섬유내의 설폰화 율은 식 (2)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w.-w. 
Degree of sugonadon (%) = -」--4× 1mo -- --- -; - -- -- ---- (2) 

!’~X M， 

여기서 Wo는 그래프트 반웅 전 POF 섬유의 무게이며， Wg는 그래프트 공중합체의 무게 Ws 
는 설폰화 반용 후 섬유의 무게이다. 또한 Ms는 설폰화 제 (chloros띠fonic acid)의 분차량올 나 

타낸다‘ 

- 아민화 반용 

합성한 PONF- g- GMA 공중합체 부직포에 아민기 ( -NR2)를 도입하기 위해 액상 반웅기에 

일정량의 공중합체 부직포를 DMF/lchO=l:l 혼합용매 100 mL에 넣고 상온에서 팽융시켰다. 팽 

융 후 여 기 에 NaI 19과 Diethylenetriamine, Diethylamine을 부피 분율을 20, 30, 40v/v% 으로 

하여 각각 0.5, 1, 1.5, 2, 3, 4 시간동안 반웅시킨 후， 4시간동안 안정화시켰다. 그리고 O.lN 영 
산용액 및 중류수로 세척 후 5O"C에서 건조시쳐 PONF- g-GMA 옴이용교환수지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옴이온교환수지의 아민화 융을 식 (3)에 의하여 계산하였다1) 

w.-w. 
Degree of amination (%)= n; " .: X lα)() ....... ....... ... ................. ... (3l W. X M;. 

여기서 Wg, W.는 각각 그래프트 중합 후 시료의 무게와 아민화 반용 후 시료의 무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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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는 각각 아민용액의 분자량이다. 

(다) 복합 이온교환체의 제조 

방사선 조사에 의해 합성된 섬유상 이옴교환체에 Amberlite IRA-96 비드 이온교환 수 

지와 DIAION PK220 비드 이온교환 수지를 핫벨트 스프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복합이온교환 

섬유를 제조하였다 복합 이용교환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Figure 1 의 복합 이용교환체 제조 장 

치를 이용하여 합성된 설폰화 및 아민화 PONF- g- styrene 와 PONF- g- GMA 이온교환 섬유 

에 일정량의 핫벨트를 도포한 후 여기에 비드 이온교환 수지와 섬유상 이온교환체의 비율을 

1:1로 하여 비드형 이온교환 수지를 이용교환 섬유 표연에 고루 분산시키고 압착 로울러를 통 

과시켜 고정시킨 후 압축공기로 미 부착 수지를 탈기하여 Figure 2와 같은 복함 이온교환체를 

제조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방사선 그래프트 공중합체 합성 

방사선 동시조사법으로 PONF 기재에 styrene파 GMA단량체를 그래프트 반용하여 그래 

프트 공중합체를 합성하고 단량채 놓도에 따른 공중합체의 그래프트 융과의 관계를 도시하였 

는데 그 결과가 Figure 3-4 에 나타나 었다. Figure 3은 styrene 단량체의 농도에 따른 공중 

합체 그래프트 융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단량체의 농도가 중가함에 따라 공중합체의 그래 

프트 율은 중가하였으며. PONF-g-styrene 공중합체의 경우 단량체의 농도가 50 wt% 일 때 

최대 그래프트 율을 나타내었고 그 이상의 놓도에서는 그래프트 융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렇 

게 단량체의 농도가 50% 이상에서 그래프트 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단량체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용계의 정도가 높아져 Trommsdroff effect에 의한 단일충합체의 생성량이 중가하기 때 
문으로 사료되 었다2) 또한 PONF -g-styrene와 PONF-g-GMA 공중합체 모두 방사선 조사량이 

중가함에 따라 공중합체의 그래프트 융이 중가하는 정향융 보였다 

(2) 관놓화 반용 / 
(가) 셜폰화 이용교환 섬유의 합성 

방사선 그래프트 중합반용에 의해 합성된 PONF-g-S앙rene 공중합체를 셜폰화 반용한 

결과가 Figure 5와 같다. 공중합체의 설폰화 융은 PONF- g- Styrene 공중합체의 그래프트 융이 

중가함에 따라 중가하였으며， 셜폰화 반용온도가 중가함에 따라 셜폰화 융이 중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 야민화 이옹교환 섬유의 합성 

방사선 그래프트 중합에 의해 합성된 PONF- g- GMA 공중합체에 아민기를 도입한 음이 

온교환 섬유를 합성하기 위하여 아민화제로 디에틸렌아민과 디에틸렌트리아민으로 아민화 반 

용을 하고 반응시간에 따른 아민화 융올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Figure 6 에 나타나 있다 

PONF- g-GMA 공중합체 역시 반웅시간이 중가함에 따라 아민화 융은 증가하였으며，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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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동일한 반웅조건에서 Diethylamine이 Diethylenclriamine 보디 
아민화 융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응 시간과 아민 농도에 따른 아민화 율의 변화를 관칠한 결 

과 아민의 함량이 중가할수록 전체적인 아민화 수율이 증가함올 알 수 있었다‘ 

(3) 이옹교환 섬유의 기본물성측정 및 분석 
(가) 적외선 홉수 스펙트럼 (FT-IR) 분석 

(D PONF-g-styrene 이 온교환 섬 유 
PONF 기재섬유 및 그래프트 섬유와 합성된 이온교환 섬유의 구조변화를 FT끼R을 통하 

여 확인한 결과 Figure 7(b)에서 공중합 반웅이 진행됨에 따라 PONF 기재에서 볼 수 없었던 

방향족 C- H 신축진동 피크가 3030cm 1에서 나타나고 C=C 이중결합 특성 피크가 1430 - ]670 
cm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올 확인하였으며， Figure 7(c)에서 3500 cm-1 부근에서 OH 특성피크 
와 1100- 1300 cm 1과 1020 cm 1부근에서 SO퍼의 특성피크가 새로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설폰화 이온교환 섬유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PONF -g- GMA 이옴교환 섬 유 
아민화 PONF- g- GMA 이옹교환 섬유의 경우 Figure 8에서 3500 cm-1 부근에서 NH 특 

성피크와 1500 cm 과 부근에서 -NH2의 특성피크가 새로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민화 이 

온교환 섬유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복합 이온교환체의 성능시험 

(가) 강산성 복합 이용교환체의 중금속 홉착 실험 

@ 이온교환 섬유 종류의 영향 

Figure 9는 Hl‘에 대한 비 드상， 섬유상 그리고 이들올 복합한 이온교환체의 홉착성능 

을 나타낸 그래프로 Figure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드와 섬유상 이온교환체는 20 분 전후에 
서 모두 파과 되었으나， 복합 이온교환체의 경우 동일조건하에서 흡착 파과는 130분으로 매우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나) 강염기성 복합 이온교환체의 바나륭 홉착 실험 

CD pH 영향 
합생한 복합 이온교환체의 바나륨 이온에 대한 홉착 시 pH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pH 변화에 따른 홉착성능을 시험하였는데 그 결과가 Figure 10에 나타나 있다 Figure 10은 

산성 pH 영역에서 pH의 변화에 따른 복합 이온교환체의 V03(0H)2-와 V02(OHh 의 홉착파과 
형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Figure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가 중가함에 따라 홉착 파 

파가 늦어지는 경향올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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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결론 

Styrene 단량체를 이용한 공중합체 합성 시 단량체의 농도가 50 v/v%에서 그래프트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GMA 공중합체의 경우에는 15 v/v% 일 때 그래프트 율이 최대 106 % 

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그래프트 융은 증가하였으며， 합성된 성폰화 

PONF -g-styrene 이온교환 섬유의 설폰화 율은 그래프트 융과 반용온도가 중가함에 따라 중 

가하였고 아민화 PONF-g- GMA 이온교환 섬유의 아민화 율은 아민화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디에틸렌아민을 사용하여 아민화 반용하였을 때가 디에틸렌 트리아민을 사 

용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드상 이온교환 수지 및 이온교환 섬유를 접합하여 제조한 복 

합이온교환 섬유의 이온교환 용량은 비드나 단일 이옹교환 섬유에 비해 모두 중가하였으며， 합 

성된 PONF - g- styrene 이용교환 섬유와 DlAION PK22 • 아민화 PONF-g-GMA 이옹교환 섬 

유와 Amberlite IRA-96 를 사용하여 제조한 복합 이옹교환체의 중금속 이온파 바나륨에 대한 

홈착특성을 관찰한 결과. PONF-g- styrene 이온교환 섬유와 DlAION PK22의 복합 이온교환체 

의 경우에는 단일 이온교환 섬유와 비드상 이옹교환 수지보다 매우 늦게 나타났으며， 아민화 

PONF-g-GMA 이온교환 섬유와 Amberlite IRA-96는 비드상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섬유상 

이용교환체 보다는 매우 느린 반용을 보였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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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하이브리드 이옹교환체 제조 장치 

(1) Hot melt hopper, (2) Multi nozzle, (3) Hot compressed air line, (4) Ion exchange fabric, 

(5) Compressor, (6) Roller 

Figure 2 하이료리드 이온 교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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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방사선 조사량과 styrene 단량체의 농도에 따른 그래프트 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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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방사선 조사량과 GMA 단량체의 농도에 따른 그래프트 율 변화 

328 -



% 

깨
 

mw 

% 

(
$
)
Z
(〕
Z
혀
다
(
)
닙
그
Z
。
 @
잉
i뼈ω
。
 

40 
50 200 100 150 

다정-ætt!!1빼I횡~ 

250 

Figure 5. 그래프트 울과 반웅 온도에 따른 설폰화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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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아민의 종류와 반웅시간에 따른 아민화 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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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ONF-g-styrene 이용교환 섬유의 m 스팩트럽 
(a) PONF, (b) PONF- g- styrene, and (c) sulfonated PONF- g- styrene ion exchange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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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NF, (b) PONF- g- GMA and (c) Arninated PONF- g- GMA ion exchange fibers 

330 -



LO 

0Jl 

@ .n ) 5Q 

0.4 

ll.2 

QO 
O % 100 

Thæ (nin) 

L!I) :m 

Figure 9 이용교환섬유 종류에 따른 Hg 금속 이온에 대한 흡착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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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복합 이온교환체의 pH 영향에 따른 중금속 홉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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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방사선이용 나노입자 제조기술개발 

1. 나노입자의 표연처리기술 개발 

가 실험 

(1) 시약 

Polypropylene (PP; B31O; MW: 523,000; HonarnPeσochemical Co. , Ltd.)는 폴리머 매트 

릭스로 사용하였다 평균 50run 정도의 직경을 가진 Micropolished 1{ - Al203는 Buehler 901 

Company로부터 구입하였고 3- (Trimethoxysilyl)propyl methacrylate (TMSPM) , xylene, 

methanol과 styrene들은 미국 alφich사 것을 사용하였다. 가교제로는 미국 외drich사로부터 구 

입 한 1，4-Butan어iol dimethacrylate (l,4-BDDA) and trimethylopropane triacrylate (TMPT A) 

틀을 이용하였다 

(2) 1{ - Alz03 나노입자에 그라프트 중합 

건조된 1{-AI203 나노입자 (10 g)를 250 ml 정도의 자일렌 용매에 넣고 ultrasonic 

probe률 이용하여 분산을 시켜 500 ml 정도의 풍근 반용기에 당은 후， 10 %v/ v PMSPM! 
자일렌 혼합용액을 청가하고 질소 분위기 하에서 20시간동안 환류 시켜 실힐화 반용을 하 

였다. 반용이 끝난 후， 혼합용액온 냉각시켜 여과하여 진공오븐에 건조하여 TMSPM로 개 

질된 Ai203 를 제조하였다 그라프트 충합을 하기위해 건조된 Ab03-TMSPM 0.5 g올 용 

매를 메탄을로 한 다양한 농도의 스타이렌 용액에 첨가하고 이 혼합용액을 다양한 Dose에 

감사선을 실옹에서 조사하여 Ab03-g-PS률 제조하였다 제조 된 Ai203-g-PS는 Soxhlet 

률 흥해 미반용 단량체 와 단일 스타이렌 중합혜를 제거한 후， 여과하여 진공오븐에 80 oC 

에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전체 모식도는 scheme 1에 냐타내었다 

(3) 폴리프로훨렌 나노복합체 제조 

폐폴리프로필렌 수지 (PP) 100 wt%에 Al써Tg-PS와 가교제훌 Table 1에 나타낸 조성비 

로 첨가하여 190 oC로 가열된 가열혼합기(프라벤더)에 65 rpm으로 5 분간 혼합한 

다. 이후 혼합된 초성물을 200 oC의 실험실용 프혜스기 (Carver Co.)로 10 MPa의 압력율 

가하여 시트로 제조한 다융 인장시면을 만틀어 전자선융 사용하여 4 kGy 까지 조사 하였 

다 전자선조사는 ELV - 4 가속기로 energy는 1 MeV , current는 2.5 mA, 조사선속은 500 

kGy!hr 이었다. 

(4) 시험 빛 분석 

IR 분석 은 Bruker사 Tensor 37 FT-IR률 이 용하여 조사하였고 그라트율을 측정 하기 

위해서 T A thermogravimeter률 이용하여 분당 10 oC 50 - 650 oC에서 질소분위기하에 

서 열분해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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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펼렌/나일론 블렌딩에 첨가된 상용화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장강도를 측 

정하였다 (AS TM D638) 인장강도는 In s tron modeJ - 4443 의 만능시험기 (UniversaJ 

Testing Machin e) 를 상온에 서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때 c ro ss head spee d는 

50rnrrνmm 이었다 

나 결과 및 고찰 

(1) Ab03 나노입 자에 그라프트 중합 

그라프트 중합이 성공적으로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nea t 1{ - AIz0 3, 

TMSPM-modified 1{- AIz03. 와 1{ - A1zOr g- PS 나노입자들을 FT- IR 분석을 하였다 (Figure 

1). TMSPM으로 1{- AJZ0 3 를 표면개질 한 TMSPM - modified 1{ - AIz03의 IR 분석결과 

TMSPM의 C=O 와 C- H 피크들이 각각 1730 cm- 1 와 2950 cm- 1 에서 나타났다‘ 개질된 
TMSPM- modified 1{- A1z03를 이용하여 그라프트 중합을 한 후에는 스타이렌의 벤제고리에 

대한 피크들이 3010, 1600, 와 1475 cm-1 에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물에서의 floating test의 

결과도 또한 표연개질이 일어났음을 보여주었다 표면 개질된 1{ - AIzρ3 나노입자는 젖옴 현상 

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알루미나 입자의 친수성 표면이 표면개질로 인하여 소수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라프트 중합을 한 1{ - A Iz03 의 그라프율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TabJe 1 에 나타내었다 그라프트율은 홉수선량이 충가함에 따라서 중가하였다 또한 

그라프트융은 70 voJ%의 단량체 농도에서 보다는 50 voJ% 단량체 농도에서 더 높았다-

(2) 폴리 프로필 렌 나노복합제 물성 
다양한 가교제의 함량과 5phr 의 TMSPM- treated 1{- A1z03를 가지고 제된 나노복합제 

의 인장강도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4 kGy 조사된 PP와 조사하지 않은 PP의 인장강도는 

각각 2.74 와 2.78 kgf/mmz 이었다 1，4-BDDA와 TMPTA를 이용해 가교된 나노복합재료틀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인장강도는 가교제의 함량이 3 phr 정도까지 중가함에 따라서 향상 

되다가 그 후 부터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올 보였다. 이것은 3 phr 이상의 가교제 함량에 

서는 청가된 가교제들이 PP와 반용하기보다는 단일 중합체를 형성하려는 경향 보다 크기 때문 

이라고 사료되어 진다. 왜냐하연， 많은 가교체틀이 조사통안에 형성되는 라디칼들올 툴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1 ，4-BDDA로 가교된 나노복합제는 TMPTA로 가교된 것들에 비해 높은 인장 

강도를 보였다. 이는 TMPTA가 1 ，4-BDDA에 비해 보다 큰 반용성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 

교속도 빠르고 이로 인해서 매트릭스의 가교밀도 중가해감에 따라서 모너머들이 확산되어가는 

것을 제지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어진다 윗 실험에서 3 phr정도의 l，4-BDDA를 첨가하여 가 

교 시켰을 때 가장 높은 인장강도를 보였다. 그래서 1，4-BDDA의 함량을 3phr로 고정하고 세 

가지 충진제를 각각 함량에 따라 청가하여 나노복합제를 제조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였고 

Figure 3에 나타내었다 1{- AIz03-g-PS의 함량이 5 phr정도 중가할때까지 나노복합제의 인장 

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1{ - AIz03-g -PS의 함량이 5 phr정도에 최대값을 보였다‘ 

제조된 나노복합제들의 파단연올 SEM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이툴 Figure 4에 나타내었다. 1{

A1z03-g-PS로 제조된 복합제에서 뭉쳐져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1{ - AIz03과 

쩍
 
빼
 



TMSPM으로 처 리된 11- A120 3 으로 제조된 나노복합제에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옴올 확인하 

였다. 이런 결과들은 앞서 언급한 인장강도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결과 

TMSPM올 이용하여 11 - Alz03를 표연처리 하였고， 이를 가지고 스타이렌를 다양한 조건 

하에서 성공적으로 방사선 그라프트 하였다 그라프트율은 홉수선량이 중가함에 따라서 중가 

하였고. 50 vol%의 스타이 렌 용액을 10 kGy 조사하였을 때 가장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였다 

11 - AIz03- g-PS를 5 phr 그리 고 l，4-BDDA의 3 phr롤 사용했올 때 가장 높은 인장강도률 보 

이었다 또한 11 - A1z03-g-PS가 PP 매트릭스에 잘 분산되어 있고 전자범 의 가교로 인하여 기 

계적 물성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H

HO-\.. .... OH 

。에 

AI,O, 

+ 

%
파
」
꺼
잇

《
〉

웹
 
때
 

m깐
 

m 

} 

, un 

&§?Sl(《。τ않H. + 허 Radlca’ polym.rization 
• 

캘brH21cH혔k 
Scheme 1. Surlace m。버fication of 외m띠na particle: (a) silylation with TMSPM and (bl 
graft polyrnerization with styrene. 

- 334 -



<4c

·
u
I
’
섭
-
E
”
c
·
I←
 

--.，.ι.0. 
-- T •• P.-Ir_ '\'AI.O. 
-- .,.AJ,0.-9-'1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Wawnumberlem ') 

Figure 1. FT-IR spectra of pure 11 - Al2Û3, TMSPM-treated 11- Al2Ü3 and 1I-Ah03-g - PS_ 

Table 1. Results of graft polymerization onto TMSPM- modified Al써3 

Styrene Concentration' Total Dose Dose Rate Graft Yield 

(vol%) / (kGy) (kGylh) (%)b 

50 2.5 2.5 2.1 

50 5 2.5 4.8 

50 i‘ 1 ‘ 7.5 2.5 7.5 

50 10 2.5 8.1 

70 2.5 2.5 1.9 

70 5 2.5 4‘4 

70 7.5 2.5 6.2 

70 10 2.5 7.1 

“ .. - ‘ - ’ I .. ’ ‘ -~.、、 • 
treatE최 11 -

Al써3 measured by 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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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ensile sσ-ength of nanocom∞sites as a function of fill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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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racture surfaces of nanocompoaites: (a) PP! 5 phr of untrea않d y- Alz<h (b) 

PP! l , 4-BDDA ! 5 phr of TMSPM-σeated y- Alρ3 and (c) PP! l , 4- BDDN 5 phr of y

Alz03- g -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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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율 이용한 나노입자 제조 및 응용분석 기술개발 

가 서론 

나노입자는 큰 표면적 대 부피 비 (surface- to-volume ratios) 로 인해， 더 큰 크기의 물질 

보다 그햄 당 더 높은 촉매 효융올 가진다 나노-촉매 분야의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 

으며， 이종 촉매에 관하여 지난 십년간 수많은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촉매 판점에서 볼 때， 

단일 금속성 나노입자에 비해 이중 금속성 나노입자는 훨씬 우세한 촉매활성올 나타내었다 또 

한 이들 나노업자들은 각각의 단일 금속성 촉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었 

다. 

지금까지 연구는 수용액상에서 화학적 환원제와 안정화제를 사용하여 단일 금속성 빛 이중 

금속성 콜로이드의 제조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들 나노복합체의 제조는 전구체 금속성 염이 물 

에 잘 용해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전에 화학적 환원제 대신 y-irradia디on 방법을 사용하여 귀금속 나노입자 

률 제조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귀금속 나노업자는 수용액에서 y-lπadiation에 의해 생성 

된 수화 전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분자 안정화제 존재 하에서 Pd- Ni, 

Pt- Ru, 그리고 Pt- Ni 합금 콜로이드의 제조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과제 에 서 는 poly( vinyl pyrrolidone) , PVP에 의 해 안정 화된 Pd- M (M = Ag 빛 Ni) 과 

Pt-M (M = Ni 및 Ru) 합금 콜로이드를 y-irradi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수용액상에서 제조하 

고자 한다. 제조된 Pd-M 및 Pt-M 합금 콜로이드는 UV spect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그리 고 Electrophorestic Light Scattering (ELS) Spectrometry 를 사용하 

여 특성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나노기술의 중요성으로 인해 탄소 나노튜브 (carbon nanotubes, CNTs) 의 다양한 륙정에 

관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었다. CNTs에 공유결합성 작용기를 도입시키는 둥 

CNTs의 성질을 변화시켜 다양한 용용분야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peptide, enzymes, antibodies 및 DNA와 같은 생물학적 분자들을 CNTs의 벽에 도입시켜 바이 

오센서로 만들거나 양자 정 (quantum dots)을 부착시켰다. Oxidative acids 또는 aniline 

solution에서 환류 시키거나， 반옹성이 높은 분자총과 반용시켜 CNTs에 공유철합성 작용기률 

도입시킬 수 있다. 

금속 촉매의 지지체로서 CNTs 유체의 용용에 관한 연구가 최근 시도되었다. CNTs의 혹매 

활성은 CNTs의 벽에 적컬한 금속성 나노입자률 도입시켜 중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CNTs의 

소수성 성질 때문에 CNTs의 벽에 금속 나노입자를 바로 도입시키는 것은 어렵다. 금속 나노 

업자와 륙정 작용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연 CNTs에 금속 나노입자를 도입시킬 수 있다. 

금속 표연/입자에 대한 - SH, -CN, - NH2 와 같은 작용기의 친화도를 잘 이용하면 biomedical 

devices, biosensors, optical devices, 그리 고 lithography [26] 둥과 같온 용용분야에 적 용할 수 

있다 S띠f따률 포함하는 작용기와 Au 금속 사이의 상호작용 (34 kcaVmoIl 은 다양한 용용분 
야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왔다. 

페놀 유도체이며 또한 sulfur를 가진 화합물인 thiophen이 (benzenethioIl 은 대기， 환경，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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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물질이다 Au 나노입자와 결합할 수 있는 황 원자의 능력을 

이용하면 기질의 표변에 금 원자를 자기 조립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유 

기 및 생물학적 분자의 단분자층을 규칙적으로 제조할 수도 있다-

Sawaguchi et 외. 과 Kajiya et al 은 amino thiols로 Au 전극을 수정시켜 효소를 고정화시 

킨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시스탱에서， 티올 단분자충은 anchor layer로 이용되었으며， 

glutaraldehyde를 연결 매개체로 사용하여 효소 분자를 단분자충 위에 고정시킬 수 있었다‘ 

Wilner et 외. 은 anchor layer로^-j COOH- functionalized thiol 단분자충올 사용하여 효소 분자 

를 고정화시킨 연구를 발표하였다 Tetrade떠nthiol을 사용하여 Au 나노입자를 polystyrene 

(PS) 모체에 도입시킨 연구도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thiol 작용기가 도입된 CNTs의 표면에 Au 나노업자를 고정화 

시킨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본 파제에서는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multi- wall carbon 

nanotubes, MWCNTs) 의 표면에 Au 나노입자를 고정화시키는 합성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MWCNTs의 표면에 티올 작용기를 도입시킨 후 Au (III) chloride 를 환원시켜 

MWCNTs의 표면에 Au 나노업자를 분산시키고자 한다‘ Au (III) chloride 를 환원시키고자 Y 

-1πa며ation (Co-60 source)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부가적인 환원제 없이도， 효율적이며 

또한 빠르다 이전부터， 1(-irradiation 방법은 금속 나노입자 콜로이드를 제조할 때 효파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1) 감마선을 이용하여 액상에서 p이y( vinyl pyrrolidone) , PVP로 안정화된 Pd- M (M = Ag 

및 Nj) 합금 콜로이드의 제조 및 특성 평가 

Pd-M (M = Ag 및 ND 합금 콜로이드를 감마션을 이용하여 액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조 

하였다. 안정제로서 poly(vinyl pyrrolidone) , PVP률 챔가하였다 Figure 1에 PVP로 안정화된 

Pd- Ag 합금 콜로이드릅 Pd : Ag 이온의 여러 가지 몰 비로 제조한 것에 대한 UV-Visible 

S야ctra률 나타내 었다. 

Figure 2와 Figure 3에 PVP로 안정화된 Pd-Ag 합금 콜로이드를 Pd : Ag 이온의 여러 

가지 몰 비로 제조한 것에 대한 TEM과 ELS spectra를 나타내었다. 

TEM의 결과에 따라 Pd-Ag 나노 입자률 제조하는 동안 분자량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반연에， 분자량， Mw=40，α)()을 가진 PVP률 사용하여 제조된 Pd-Ag 합금 콜로이드의 평 

균 직경응 분자량， Mw=10，αm올 가진 PVP를 사용하여 제조된 Pd-Ag 합금 콜로이드 보다 항 

상 더 컸다 이와 같은 어긋남은 TEM과 ELS 측정 사이의 업자를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 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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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g. t. UV -VIS spectra of PVP-protected Pd-Ag alloy nanoparticles prepared 
by y-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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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ze of the Pd- Ag Alloy NanoparticJe Depending on the Precious Me ta1 

Ions-to-PVP") 

Pd- Aa 0 00:0> Pd- Aa" (æ20) Pd-Ag (60:40) P<!-Aa (.‘",00) Pd-Aa (2α"') Pd-Aa' (Q: l00) 

10 20 50 10 a 50 10 a 50 10 a % 10 g 50 10 20 50 

Size det.ermined ~2 9.9 8.3 12.5 6.4 4.4 
432 짧36j33〉 24.I 

by TEM (nm) 
15.2 

(4.3) 
4.2 13.3 (7.5) 5.1 18.3 (7.8) 5.0 12.0 

(4.6) 
4ß 10.0 

(5.4) 
4.6 

S;u 아야mUnOd 157.0 83.1 
4?9 <$12g9Jg2} 1??.1 

15<.1 189.1 44.6 131 ‘ o 100.8 
by ELS (nm) 124.9 (414.0) 251.1 50.7 (348.3) 1앉i7 152.7 (410,4) 247.8 107.8 (3312) 3æ.。 <a:Ð.2> 

a) Weight ratio of the precious meta1 inos-to-PVP was ca. 10, 20, and 50. The PVP 

stabilizer (Mw = 10，α)()) was used. The parenthesis was used the PVP stabilizer of Mw = 

40，α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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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에 PVP로 안정 화된 Pd- Ni 합금 콜로이 드를 Pd : Ni 이 온의 여 러 가지 올 바 로 

제조한 것에 대한 UV - Vis ible spectra를 나타내었다 콜로이드에 대한 어떤 피크도 분명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450 nm 근처의 어깨 (shoulder ) 피크의 세기는 콜로이드 제조 시 사 

용된 Pd 이온의 올 비가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Figure 6과 Figure 7에 Pd Ni 이옹의 여러 가지 몰 비로 제조한 PVP로 안정화된 

Pd- Ni 나노업자 합금 콜로이 드에 대한 TEM 이미지와 ELS specσa를 나타내었다‘ 금속 이온 

-PVP의 고정된 질량비 (20 %)를 제조 시 사용하였다. Ni 이온의 몰 조성 증가에 따라 Pd- Ni 

나노입자 합금의 평균크기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LS 결과는 합금 나노입자보다 다 
른 입자의 분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감마선으로 초기형성 된 후， 업자가 2차적인 웅집되 

기 때문일 것이다， 

100 | ‘" .. ~ l --Pd-Ni(IOO:O) 
• • •• Pd-Ni(80:20) 
--Pd-Ni(60:40) 

80 -l 1\1 \ \ 애 --Pd-Ni(40:60) 
--Pd-Ni(20:80) 

Pd-Ni(O: I 00) 
l ‘ 、 、 ’ 60 

Fsis 40 

20 

0 

~ ~ ~ ~ ~ ~ ~ ~ ~ 

WaveJengtb (nm) 

Fig. 5_ UV-VIS spectra of PVP-protected Pd-Ni alloy nanoparticles prepared 
by y-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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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션을 이용하여 액상에서 poly(vinyl pyrrolidone) , PVP로 안정화된 Pt- M (Ni 및 Ru) 

합금 콜로이드의 제조 및 특성 평가 

Figure 8에 PVP로 안정화된 Pt- Ni 합금 콜로이드를 Pt Ni 이온의 여러 가지 몰 비로 

제조한 것에 대한 UV - Visible spectra를 나타내었다 합금 나노입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어떤 

피크도 분명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270 nm 근처의 어깨 (shoulder) 피크의 세기는 콜로 

이드 제조 시 사용된 Pt 이온의 몰 비가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중가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Figure 9와 Figure 10에 PVP로 안정화된 Pt- Ni 합금 콜로이드를 Pt Ni 이온의 여러 

가지 볼 비로 제조한 것에 대한 TEM 사진과 ELS 스펙트라를 나타내었다 

Figure 11과 Figure 12에 PVP로 안정화된 Pt- Ru 합금 콜로이드를 pt : Ru 이온의 여러 

가지 몰 비로 제조한 것에 대한 TEM 사진과 ELS 스펙트라를 나타내었다 

초기 업자들의 크기분포가 균일하지만 이차업자들의 클러스터가 초기입자의 핵이 생성 

후 역시 형성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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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UV-VIS spectra of PVP-prote찌ed Pt-Ni alloy nanoparticles prepared 
byy-iπ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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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u1ti - Wal1 Carbon Nanotube에 Au나노입자 도입기술 

(가) MWCNT에 티올 작용기의 도입 

티올 작용기를 MWCNTs에 도입 (MWCNT-SH)하는 과정을 Scheme 1에 나타내었다 정 

제된 MWCNT와 thiony1 chloride를 70"C에서 24시간 동안 교반시켜 COC1 그룹이 도입된 

MWCNT (MWCNT-COCD 를 얻었다 그 다옴 95"C에서 MWCNT-COC1 올 

4-aminotlUopheno1과 반용시키연 티올 작용기가 도입된 MWCNT (MWCNT- SHl 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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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b) Carboxyl chlorldo formallon 

_OH 

(c) 깨써lamlnatlon 

_C1 염-0--써2 

(d) Go Id nanopa깨clo formatlon 

。

_OH 

qì Q )-a "γCI 

)b O)b 화 

。짧짧 。짧 

췄b 뚫b 뚫 

짧짧짧 뚫혈뚫 

Scheme 1. Au nanoparticles fon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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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y 선 의한 Au 나노업자 콜로이드의 제조 

0.1 g의 MWCNT-SH를 acetic acid (2 mL) 와 poly (vinyl pyrolidone) CPVP) 을 포함하 

는 2- propanol (38 mL) 용액에 고르게 분산시킨다 0.75 g의 Au (III) chloride (30 mg) 올 용 

액에 넣고， 그 용액을 y- ray 선원(Co-60 이용)으로 조사하였다 총 선량은 30 kGy를 사용하였 

다. Au 나노입자가 작용기가 도입된 MWCNTs 표변에 붙어있는 것을 Figure 1의 FETEM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 FETEM photograph showing the dispersion of gold nanoparticles into 

MWCNTs-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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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된 콜로이드 M- X 화합물의 특성 평가 

Au 나노업자의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FETEM)를 사용하였다 FETEM 사진은 200 kV의 field emission 전자총을 가진 

]EOL, ]EM-2α)()E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UV - visible spectra는 dimethyl foπnamide에 시 

료를 용해 시 켜 Shirnadzu UV - visible spectrophotometer률 사용하여 얻 었 다 X - ray diffraction 

패턴은 (9- 29) 배향의 CuKal radiation (À= 1.54056N)파 섬광계수기(Jow-angle region)를 채 

용한 D8-Advanced Bruker AXS diffractometer로 얻었다 

Figure 2는 유리 표면에 MWCNT-SH에 불어있는 금 업자가 코탱왼 필륨을 측정한 

XRD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fcc Au에 따른 Bragg 반사를 결정연 (lll) , (200)와 (222)에 대 

하여 2λ 값을 각각 38.20, 44.60, 64.90 및 77.00을 측정하였다 Au 나노입자가 제조되는 통안 

MWCNT-SH 양의 중가에 따라 (111) diffraction의 상대 강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것온 확실 

하게 Au 나노업자가 우선적으로 (lll)면에 따라 성장하는 것올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MWCNT-SH 양의 변화는 Au 나노업자의 결정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y-선올 조사한 후에 HAUCI4, PVP 및 MWCNT-SH 용액의 UV-visible 스펙트럼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530 nm 근처의 홉수 밴드(금 업자의 저농도 때문에 약한 홉수) (jnset 

Figure 3) , 구형 금 입자의 전형적인 plasma resonance band가 판측되었다. 흥미롭게도， 

600-000 nm 영역에서 금 입자의 longitudinal plasmon resonance 홉수대가 없었다. 이것은 금 

업자의 용집이 없으며 ， 금 입자가 구형에 가깝다는 것융 나타낸다. 그리고 많은 MWCNT-SH 

용액과 함께 제조된 plasmon resonance 야와 (Figure 3b)에 따라 홉수가 중가하고 있다. 

MWCNTs에 있는 thiol 양의 중가는 MWCNTs 위에 더 많은 금 나노입자가 붙어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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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NTs- SH (a) 0.1 g of MWCNTs- SH and (b l 0.2 g of MWCNTs- SH 

다 연구결과 

Pd-M (M = Ag 및 Ni) 파 Pt- M (Ni 및 Rul 합금 콜로이드를 감마선을 이용하여 액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안정제로서 poly( vinyl pyrrolidone), PVP를 청가하였다. PVP로 안정 

된 Pd- M 과 Pt-M 나노입자를 UV- Vis 분광기， Transrnission Ele다ron Microscopy (TEM),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ELS)를 이용하여 특성평가룰 수행하였다. 합금 나노입자의 

크기 분포와 PVP의 분자크기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Pd-Ag 나노입자는 다른 분자량의 PVP 

로 수행하였다. Pd- Ag 합금입자의 크기는 TEM과 ELS로 측정하였다. TEM 사진에 의하면 

Pd-Ag 나노업자의 평균 직경이 PVP의 분자량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Mw=40，αm의 PVP로 제조된 Pd-Ag 합금입자 콜로이드의 직정은 Mw=lO，OOO의 PVP로 제 

조된 Pd-Ag 합금업자 콜로이드의 칙경보다 항상 더 컸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대한 원인 

규명에 관한 기초연구도 수행하였다 

2-Propanol 용액에 HAuCl •. 3H20, PVP 그리고 MWCNT-SH를 넣고 감마선(Co-60 선원) 

올 조사했다. 감마선이 조사된 콜로이드용액의 FETEM 사진 (Figure 1) 으로부터 Au 나노업 

자가 작용기가 도입된 MWCNTs 표변에 붙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Au 금 

속입자흘 제초하는 과정에서 금염을 환원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환원제도 사용하지 않았다. 따 

라서 HAuCI.로부터 만들어진 Au 나노입자는 방사선 분해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Au 나노입자는 환원제률 사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생생물에 의한 어떠한 오염도 

없이 생성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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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방사선 분해 기술 개발 

1, 방사선 분해에 의한 폐플라스틱 쩨활용기술개발 

가 실험 

(1) 시약 

혜고분자는 폴리프로필헨 (PP) 제조시 발생되는 저분자량의 PP를 사용하였고， 그래프트 

모너머들로는 Maleic anhydride (MAH)와 Acrylic acid (AA) 들로써 각각 일본 Showa와 

Junsei 제풍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MAH 그래프트 시에 공단량체로써 styrene(St)를 Junsei 제 

품에서 구입해 사용하였다 상용화제 제조시 사용된 나일론 6 (Ny6)와 폴리프로필렌은 각각 

호남석유화학 과 미국 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2) 상용화체 제조 
혜폴리프로필렌 수지 (PP) 100 wt%에 대해 다양한 모너머를 종류별로 3 wt%를 비닐 튜 

브 내에서 혼합한 다음 넣고 미리 130 OC로 가열된 가열혼합기(브라벤더)에 투입한 후 65 rpm 

으로 5 분간 혼합한다. 이후 혼합된 조성물을 Y 선을 상온에서 조사하였다‘ 11 - 선의 

선원은 60C。이었고， 조사선량은 25 - 100 kGy까지 조사 하였다 제조된 PP- MAH , 

PP-StIMAH와 PP-AA들올 자이렌 (xylene) 용매를 사용하여 130 0C에서 두 시간 동안 환류 

시킨 후， 과량의 아세톤 (acetone)에 재침전 하였다. 

(3) 상기 제조된 상용화체들을 이용한 폴리프로필렌/나일론 블렌딩 제조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합하여， 비닐 튜브 내에서 혼합한 후 245 0C로 셜정된 가 

열혼합기(브라벤더)에 투입한 후 65 rpm으로 6분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4) 시험 및 분석 
그래프트융은 산-영기 적정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적정은 모너머로 그래프트 된 폐 

플라스틱의 무게를 측정한 후， 자이렌 (xylene) 용매에 환류(reflux) 시켜 녹인 다음 1 %의 

thymol blue 를 지 시 약으로 하여 potassium phathalate에 표준화된 0.01 N의 alcoholic 

potassium hyctroxide를 가지고 적정하였다 그래프트율(%)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 gr따마19 degree of PP = V KOH x [KO뻐 X Weq.M뼈 / W sample X 100 

여기서 VKOH 는 KOH의 부피이고 [KOH)는 KOH의 농도이며 Wea.MAH와 Wsam띠le는 각각 MAH 

의 둥량과 측정시료 무게를 나타낸다. 

m 분석은 Bruker사 Tensor 37 FT-IR률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열분석은 DSC Q100을 이 

용하였다 열분석은 질소 분위기 하에서 분당 10 oc 30 - 100 까지 측정하였다. 결정화도는 

100 % 결정화를 갖는 시료의 녹는점에서의 열용융 엔탈피 값올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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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Hpp=137.9 J/g and .0.H !,ylm16= 190 J /g) 
폴리프로필렌/나일론 블렌딩에 첨가된 상용화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장강도를 측정 

하였다 (ASTM D638) 인장강도는 Instron model- 4443의 만능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를 상온에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cross head speed는 50mnνrrun 이었다. 충격 

시험은 ASTM D256에 따라 충격시험기를 이용하여 행하였다. 또한 시료의 파단연을 전자주사 

현미경 (SEM; Philips XL30S FEG)으로 평가 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1) 그래프트율의 측정 

폐폴리프로훨렌계 상용화제의 그래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적정율 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1에 냐타내었다 AA 또는 MAH의 그래프트율은 홉수선량이 중가함에 따라 충가하였 

다‘ 가장 높은 그래프윷은 AA 모너머의 경우는 2.87、m:%였고. MAH의 경우는 공모너머로써 l 

phr의 St 존재하에서 1.01wt%였다. 또한. MAH의 그래프트울에 대한 St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 phr 또는 2 phr 의 St 존재 하에서 MAH를 그래프트롤 하였다. 그 결과. Figure 1에 

나타낸바와 같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St의 첨가로 인하여 MAH의 그래프융를 중가시킴올 

확인하였다 이는 전자를 줄 수 있는 St가 MAH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어 진다. 

Figure 2에 나타낸바와 같이 1785 cm-1과 1712 cm-1에서 두개의 새로운 높은 홉수피크들 

와 1855 cm-1에서의 낮용 홉수피크 한개 나타났다. 이들 피크틀은 각각 c=o 의 대칭과 비대칭 
운동과 카르복실 산에 의한 것이다 또한. AA의 그래프트의 경우 AA의 c=o 대칭운동에 의한 
피크가 1712에서 새롭게 나타녔다. 이것온 MAH 또는 AA 모너머들이 PP에 그래프트가 되었 

옴을 보여준다. 

(2) 기계적 물성의 평가 

PP!Ny6 블렌드률의 제조된 상용화제 함량에 따른 기계척물성의 변화를 명가하기위해서 

만능시험기룡 이용하여 인장강도 와 연신율올 측정하였고 이에 대한 절과를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상용화제가 챙가되지 않은 pp，이y6 (70/30) 블렌드의 인장강도 와 연신융은 순수한 PP와 

Ny6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PP와 Ny6 사이에 상용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5‘10 wt% 

정도의 PP-AA 상용화제가 청가된 pp이y6 블렌드의 인장강도와 연시율이 중가 하였다. 또한 

PP-MAH 또는 PP-sν'MAH 상용화제가 청가는 PP!Ny6 블렌드의 인장강도 와 연신율도 상당 
히 중가하였다. 이는 PP와 Ny6 사이의 상용성이 중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PP!Ny6 블렌드들의 제조된 상용화제 함량에 따른 충격강도의 변화훌 병가하기위해서 

Izod 충격시험을 하였고. Figure 3에 나타내었다. PP- MAH 또는 PP-St/J\‘AH가 첨가된 

PPINy6 블렌드의 경우 충격강도가 상용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블렌드의 것보다 크게는 30%정 
도 중가함율 확인하였다 하지만. PP-AA가 청가된 pp이y6 블렌드의 경우는 충격강도가 향상 

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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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분석과 SEM 분석 

시료들의 열적 특성들을 DSC로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3와 Figure 3에 나 

타내었다 순수한 PP의 결정화 용도 (Tc)에 비해 PP찌y6 블렌드의 pp의 결정화 온도가 높은 

결정화 온도를 갖는 Ny6가 존재함에 따라서 중가함을 보였다 PP!PP-AAη'1ylon6 블랜드의 

Ny lon6 에 대한 결정화도 (W c ) 는 거의 변화 없었지만 PP! PP -MAH!Nylon6과 PP! 

PP-St/MA1νNylon6 블렌드들에서 Ny6에 대한 결정화도는 순수한 Ny6의 것에 비해 갑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3(a) 는 평가된 시료들의 냉각 시에 나타나는 열적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PP- AA 

률 상용화제로 이용하여 제조한 블렌드에서는 Ny6에 대한 Tc가 존재함을 알 수 었다 하지 만， 

PP-MAH 또는 PP-SνMAH로 제조된 블렌드에서는 Ny6에 대한 Tc가 사라졌옴을 알 수 있다. 

이런 Ny6에 대한 Tc의 사라짐은 Ny6의 결정화가 PP에대한 Tc에서 동시적으로 얼어났옴올 

의미한다 하지만 Figure 4(b)에 나타낸 것처럼 이런 결정화 거통은 각각의 블렌드 성분들이 

독립된 녹는정 (Tm)들을 보이기 때문에 Ny6 PP와 함께 결정화가 이루어짐올 의미하지는 않는 

다 . 따라서 PP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Ny6의 결정화는 PP/PP -MAH/Ny6과 PP/ 

PP-S따<1AH이ylon6 블렌드들에서 Ny6의 업자크기가 착아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제조된 상용화제의 형태학적인 효과를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4는 상용화 

제가 첨가된 것과 첨가되지 않는 블렌드들의 사진돌을 나타낸다 Figure 4(a)에서 볼 수 있듯 

이 상용화제가 청가되지않는 PP/Ny6 블렌드에서는 두 성분이 섞이지 않으므로 언하여 상분리 

가 일어났다 Figure 4 (d)와 (e)는 PP-AA가 PP- MAH 나 PP- St/MAH 보다 효과적이지 않음 

을 보여주고 있다. 반연， PP- MAH 또는 PP-St/MAH로 제조된 블렌드는 Figure 4 (bnc)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좋은 상용성을 보인다. 이런 결과들은 앞서 언급한 열분석과 기계적 물성의 

결과들과 일맥상흉한다-

다. 결론 

PP-MAH, PP-SνMAH， 그리고 PP-AA와 같은 새로운 폴리프로필렌계 상용화제틀 방사 

선 그래프트 중합을 통하여 제조하였고， 이률 이용하여 PP.이y6 블렌드에 적용하였다. 제조된 

PP-MAH 와 PP-SνMAH률 이용한 PP.이y6 블렌드가 PP-AA으로 제조된 것 보다 훨씬 좋은 

상용성을 보였다 보다 높은 그래프율을 가진 PP-St/MAH로 제조된 블렌드가 가 상대적으로 

낮은 PP-MAH로 제조된 것 보다는 보다 좋은 상용성을 보였다. 이런 효과들은 충격강도와 인 

장특성들과 같은 기계적 특성들， 열적특성들 그리고 형태학적 특성들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PP- MAH 또는 PP-Sν'MAH를 이용해 제조된 블렌드의 상용성은 MAH의 무수물과 카르복시 

기 가 Ny6의 말단에 존재하는 -NHz 와 -COOH 기와 반용하여 아미드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 

이라고 사료된다 

짧
 



Table 1. The formulation of the mixtures for the compatiblizers. 

PP Ny6 Compatibilizer 
Formulation 

(wt%) (wt%) (wt%) 

Neat Polymers 
PP 100 0 0 
Nylon6 0 100 0 
Blends 
PP!Ny6 (70:30) 70 30 0 
PP- MAH toughened Blends 
PP.β'l"y6 (65:30) PP- MAHa) (5) 65 30 5 
PP!Ny6 (50:30) PP- MAHa) (10) 60 30 10 
PP- S tIMAH toughened Blends 
PP!Ny6 (65:30) PP-StIMAHb

) (5) 65 30 5 
PP!Ny6 (60:30) PP-S따ilAHb) (10) 60 、 30 10 ‘ PP- AA toughened Blends 
PP!Ny6 (65:30) PP-AA-1c) (5) 65 l 30 5 
PP!Ny6 (60:30) PP- AA- 1c) (10) 60 30 10 
PP-AA toughened Blends 
pp이y6 (65:30) PP-AA -Zd) (5) 65 30 5 
PP!Ny6 (60:30) pp-AA-zð) (10) 60 30 / 10 

/ a) PP-MAH (DOG: 0.87) 

b) PP-s따뻐H (DOG: 1.01) 

C) PP_ AA -1 (DOG: 2.02) 

ω PP-AA-2 (DOG: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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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PP!Ny6 blends. 

Tensile Elongation Impact 

Forrnulation strength at bre와〈 strength 
(kgf/ mm2

) (%) (kgf!cm) 

Neat Polymers 
PP 2.73 220 
Ny6 5.24 386 
Blends 
PP/Ny6 (70:30) 1.63 15 6.23 
PP-MAH toughened Blends 
PP!r‘y6 (65:30) PP-MAH (5) 1.73 255 7.08 
PP/Ny6 (60:30) PP-MAH (10) 1.85 294 7.74 
PP-St/MAH toughened Blends 
PP;Ny6 (65:30) PP-S따1AH (5) 1.95 290 8.05 
PP;Ny6 (60:30) PP-St/MAH (10) 1.96 300 7.82 
PP-AA toughened Blends 
PP;Ny6 (65:30) PP-AA-1 (5) 1.72 80 5.00 
PP;Ny6 (60:30) PP-AA-1 (10) 1.73 73 4.30 
PP-AA toughened Blends 
PP/Ny6 (65:30) PP-AA-2 (5) 1.77 140 6.32 
PP/Ny6 (60:30) PP-AA-2 (10) 

l 

1.66 145 5.72 

Table 3. Thermal properties of pure PP, Ny6 and their blends. 

1다 (OC) Tm (OC) Wc (%) 
Formulation 

PP Ny6 PP Ny6 PP Ny6 
Neat Polymers 
PP 121 166 58.5 
Ny6 175 223 27.2 
Blends 
PP!Ny6 (70:30) 123 193 166 219 41.8 10.9 
PP-MAH toughened Blends 
PP이y6 (60’30) PP-MAH (10) 122 a) 165 219 33.0 8.1 
PP-stIMAH toughened Blends 

견:O)N뼈 (60:30) PP-St;이.fAH 122 a) 165 220 33.8 8‘2 
PP- AA toughen어 Blends 
PP!Ny6 (60:30) PP- AA- 1 (10) 123 190 164 219 34.5 10.5 
PP- AA toughened Blends 
PP!Ny6 (60:30) PP-AA- 2UO) 123 191 165 219 35.5 10.1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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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ure Ny6. 

Figure 4. Scanning electron rnicrographs of pp，이y6 blends: (a) without any compatibilizers; 

(b) with 10 wt% of PP- MAH (c) with 10 wt% of PP-S따때H (d) with 10 wt% of 

PP- AA- 1 (e) with 10 wt% of PP-AA- 2 

- 359 -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는 고분자의 합성 및 불성개질에 방사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날로 증 

가하는 가운데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전자빔을 활용함으로써 전자빔의 활용 가능성을 

얄리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재료들의 미세 

구조를 세밀히 연구함으로써 전자빔에 의한 고분자의 미세구조 변형이 최종 재료의 물 

리적，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올 규명할 수 있었다 이는 재료의 특성 향상으로 고 

심하는 업체들에게 유용한 기초정보로 제공되어 방사선올 활용한 물성개질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팀소에서 자체 개발한 상체회상 치료용 하이드로겔율 (주)휴젤에 기술이전 후 상용화하여 ”클리 

첼”이라는 상품명으로 %μ품 출시 (2005. 3) 

- 초옴파용 겔 제조기술을 (주) 휴젤에 기술 이천 (:ml.4l 

- 불소수지 분말화 기술융 (주) 정남유화에 기슐이전(2α)5. 4) 

- 지금까지 유착방지제는 패드타입으로는 Johnson & Johnson사의 Interceed. 첼타업으로는 

Gliatech사의 Adcon이 전세계적으로 독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량 수 

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고가인 관계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단계에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유확방지용 수화겔은 각종 외과적 수술 후에 일어나는 후유중 충의 

하나인 장기의 유착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었으며， 유연성， 조직 접합성， 체내 홉수성 

및 제조 용이성 퉁이 좋으며， 수화겔을 제조하면서 동시에 방사선 멸균을 겸할 수 있는 퉁의 

이점이 있다 

현재 유착방지 특수 소재의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이 의료용 소재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제품당 낮게는 20-30만원， 높 

게는 70-8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제풍의 경우 외국제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향후 연간 100억원의 매출로 수입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 

- 인공관절에 이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융점이상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여 가교융을 

99%이상 중대시키고 산화원인이 되는 라디칼을 제거하여 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내마모 

성이 우수한 재료를 개발하였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산업화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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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는 연간 l천 만 톤의 플라스틱올 생산해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는 플라스틱 선진국이다. 폐플라스틱을 개질하여 고분자 블레드시에 활용되는 상용 

화제를을 개발하였는데， 폐플라스틱이 공해가 아니라 귀중한 자원으로 변환시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의 생산량뿐만 아니라 처리까지도 깔끔한 진정한 플라스틱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 

도록 상업화기술을 추진할 것이다 

- 금속염 용액올 방사선 조사하면 많은 생성물을 얻올 수 있는데 그 중 hydrate electron과 

hydrogen atom과 같은 총들은 강력한 환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액 내의 금속이용을 환 

원시키는 성질을 이용하여， 나노 금속업자를 생성시키는 기술올 개발하였는데， 이러한 기술을 

연료전지 전극재료를 제조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플라스틱 재료의 미세구조 및 형태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일은 요구되는 

물성의 제어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수반되어야 하는 펼수적인 연구 과제이다 본 연구에 

서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고분자의 미세구조 변화와 이와 함께 수반되는 기계적， 열적 특성과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결정화 거통 및 동적인 변형에 대한 

미세구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활함으로써 전자빙 조사에 의해 일어나는 사슬 절단 및 가교 

반웅이 고분자 미세구조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전자 

빔의 효과가 고분자 사슬의 형태 및 분자량， 분자량 분포도 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분자의 미세구조와 물리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상호 관계의 규명은 

방사선조사에 의한 고분자의 물성 개질 및 제어에 휠요한 기초 자료로 학문적인 연구 결과뿐 

만 아니라 실제 신소재 개발 및 물성개질을 위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연구수행을 위해 수집한 연구논문 및 특허 다수 

- 국제학회에서 참가하여 수집한 논문 및 초록 다수 

IAEA CRP(연구과제)참가하여 얻은 문헌 다수 

- 외국 전문가 국내 방문시 지창한 연구 문헌 다수 

- FNCA 참가하여 수집 한 문헌 다수 

- IAEA 기 술동향 보고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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