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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2009-0062323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07.3.1~

2009.2.28

단 계

구 분
1/2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고유강점기술육성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방사선 융합 유기 신재료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연 구 책 임 자 노영창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42명

내부 : 15명

외부 : 27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 7,500,000 천원

기업 : 천원

계 : 7,50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42명

내부 : 15명

외부 : 27명

총연구비

정부 : 7,500,000 천원

기업 : 천원

계 : 7,50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선공업환경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

원, 조선대학교(1년), 성균관대학교(2년),

(주) 데크, 충남대학교, 서강대학교

연구책임자 : 박장규(김창덕), 박정기,

홍진후(1년), 박종혁(2년), 김정일,

이영석, 신관우, 오병근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555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고분가가치의 고성능 산업 신소재 및 의공학 신소재를 개발

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임.

제1세부과제는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를 위하여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 (NHEB-05)을 제조하고 그 추출물로 하이드로겔을 제조함. 관련 기술을

(주)아가방앤컴퍼니에 이전하여 상업화에 성공함. 또한 열적 안정성이 월등히 우수한 리튬

이차전지용 고분자 겔 전해질 막을 제조하여 이차전지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제2세부과제는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에폭시·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압력용기, LNG 압력용기 등을 제작함. 이러

한 방사선 경화기술은 기존의 열경화 공정에 비해 공정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음.

제3세부과제는 고분자 및 세라믹 재료 표면 개질 기술,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

착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등과 같은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방사선, 가교, 그라프트, 하이드로겔, 아토피 피부염, 이차전지 막,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에폭시 복합재, 표면처리, 이온주입

영 어

Radiation, Cross-linking, Grafting, Hydrogel, Atopic dermatitis,

Lithium secondary battery membrane,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Epoxy composite, Surface treatment, Ion implantation

보고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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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방사선 융합 유기 신재료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의료, 바이오, 정보통신, 나노, 항공우주, 국방, 자동차, 환경, 에너지 등의 매

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을 갖는 유기 재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

며, 따라서 기존의 화학적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제조 기

술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방사선 기술은 의료, 바이오, 항공우주, 전기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소재 국산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기술이며, 따라서 국내 방사선 이용 연구 개발

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방사선을 이용하면 고체 중에서나 저온에서 용이하게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고, 또한 일반적인 화학반응으로는 가공할 수 없는 고기능성 고분자 재료나 새

로운 첨단 소재 개발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 화학적 방법에 한

계가 있는 첨단 신소재의 개발에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 산업의 55%를 점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의료, 바이오, 정보통신, 나노, 항공우주, 국방, 자동차, 환경, 에너지 등

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재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이들 분야에 필요한 각

종 부품소재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유기신소재 기술 개발은 궁극적으로는 고품질의 의공학 소재, 항

공우주용 복합소재, 정보통신 소재 등의 산업화에 일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적, 문화적 측면에 발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고성능 산업 신소재 및 의공학 신소재

를 개발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 산업의 선진화를 이룸

1) 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 방사선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이용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2) 방사선 이용 복합 신소재 개발

- 방사선 이용 초고온내열성 탄화규소섬유 제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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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경화형 복합재료 제조 기술개발

- 방사선 경화 기술이용 반도체 층간유전재료 제조 기술개발

3)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생체적합성 박막 및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 이용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 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 본 과제에서는 시대적 이슈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과 리튬 이차전지용 고분자 겔 전해질 제조 및 고분자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효능이 검증된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 NHEB-05를 사용

하여 세계 최초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 패치

를 제조함.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동물실험 결과 85%이상의 치료효과를 확인함.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조성물과 관련된 기술을 2008년12월 (주)아가방앤컴퍼니

에 기술이전하여 2009년 9월 상품명 PUTTO로 제품을 출시/판매를 시작함. 고

정 기술료 5억5천만원, 년간 매출액의 2%의 기술료를 받기로 계약함.

- 본 연구개발팀은 기존의 상용 분리막을 개질하여 전지용 격막의 전기화학적 특

성과 내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함. 또한 세계 최초로 폴리에

틸렌과 알루미나, 기공형성제를 혼합/압출하여 기공도가 높고, 기공율이 60%이

상 확보된 미세다공성 분리막을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함. 분리막의 기공형

성 후, 방사선 조사를 통한 가교구조형성으로 상용분리막 대비 기계적 강도

30% 향상, 열수축율 20%감소 특성을 확인함.

○ 방사선 이용 복합 신소재 개발

- 본 과제에서는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복합신소재 개발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군사 및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되는 전략품목으로 내열성 탄화규소섬유 제조 기

술 및 에폭시 복합재 제조기술,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기술, 층간유전재료 제조

기술, 탄소/탄소 복합재료 제조기술 등을 개발하여 항공우주 및 자동차 분야, 민

수 분야 등에 적용 될 수 있는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특히, 탄화규소섬유 국산화 기반확보,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가

스 압력용기 제조 및 자동차 브레이크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실

제 산업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 개발

- 본 과제에서는 현대 재료 과학 분야에서의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 분야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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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센서/칩 제작용 고분자 기판 제조를 위한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등의 핵심 기술,

탄소나노튜브의 응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나노튜브 절단 및 고분산성

탄소나노튜브 제조 기술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산업적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음.

Ⅳ. 연구개발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

▪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

는 의료용 재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본 연구

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분자 재료에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활용 가능함.

▪ 이러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

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사선이외의 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고

기능성 제품 생산이 가능함.

▪ 탄화규소 재료는 우수한 고온강도, 치수안정성 및 중성자 조사에 대한 낮은

유도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로와 우주항공 분야의 구조용 재

료로서 기대되고 있음.

▪ 탄화규소,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및 탄소복합재를 이용하는 항공기, 우주선,

자동차등의 부품 제조업에서 주로 이용되는 열경화 공정을 대체할 신개념의 전

자선 경화 공정을 개발하여 첨단 복합재료 산업에 있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방사선을 이용하여 각종 재료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의료, 바이

오, 전기전자 등의 산업에 필요한 생체적합성재료, 전자재료, 나노재료 등의

개발에 핵심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의 적용 분야는 일반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 바이오, 환경 등 첨단 산업분야로의 그 기술적 파급효

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기술 선점에 있

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생체분자 고정

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은 바이오센서/칩,

조직공학, 기초 생물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적용될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 방사선 이용한 저렴한 범용 고분자 재료를 기능성 표면처리기술을 개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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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고부부가가치 창출 가능하며 새로운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서 관련 산업계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에너지/환경, 철강/비철금속, 기계, 자동차/항공기·우주, 전기전자부

품/반도체, 화학/고분자/세라믹스, 의료/바이오 분야에 이온주입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임. 따

라서 본 기술의 시장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인 바이오센서의 총 시장규모는 2002년에 65.7억 달러 규모였으며, 이 규

모는 연평균 11.6% 성장으로 2004년에는 약 82억 달러 정도임. 국내 바이오센

서의 시장규모는 2003년 약 100억원, 2007년 약 500억원, 2010년 약 700억원 정

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일부 바이오센서가 국산화되어 있으나 아직 외국제품

의존성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본 과제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은 고감도 바이오

센서/칩 제조에 적용 가능하여 관련 기술 선점 및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됨.

- 의료계 추산에 따르면 연 5천억원 이상이 ‘아토피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은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므로 그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세계 2차전지 분리막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이

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실정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열성이 향상

된 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기술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 이루어지면, 연간

3,000억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탄화규소섬유,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은 초고온,

경량, 고강도 복합재료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국내외의 모

든 항공우주 산업, 자동차 산업 및 방위산업체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관련

업체라 할 수 있음. 고성능 복합재료 시장은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연 1,000

억달러 이상의 시장 형성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국내에서도 3000 억원 이상의

시장창출이 예상됨.

- 본 과제에서 개발된 고분산성 탄소나노튜브는 전자정보통신(트랜지스터, 디스

플레이 등), 에너지(연료전극, 수소저장 등), 복합재료, 나노프로브 및 센서(인

공근육, 바이오센서), 템플레이트 등 그 응용 분야가 매우 크며 따라서 그 시장

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2002년 탄소나노튜브 세계시장은 1천2백만달러 규모이지만 매년 최소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구체적으로 활용이 예상되는 디스플

레이 시장의 경우 2005년 10억 달러로 예상하였는데 여기에 탄소나노튜브를 채

용할 경우 노트북, PC 등을 감안하면 4백억 달러, 오는 2010년에는 15조원 이

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자동차 계기판, 휴대용 전지, 섬유와

일반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제품이 출시될 경우 그 시장성은 상상을 초

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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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측면

-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제품, 전자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에 대

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도기여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등과 관련

된 재료, 제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 및 새로운 방사선 응용분야 개척에 기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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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new organic materials by radiation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aims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high-performance industrial and

biomedical new materials and finally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radiation technology industry.

In this project, we carried out the radiation-based new research to apply

long-term moisturizing effects and effective natural herbal extracts on the atopic

wounds using gamma-ray irradiation and natural/synthetic polymer hydrogels as

a main component for moisture barriers and adhesives. The gamma-ray

irradiation is recognized as a very suitable tool for the formation of those

hydrogels. The radiation process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easy process

control,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hydrogel formation and sterilization in

onetechnological step, no necessity to add any initiators and crosslinkers

possibly harmful and difficult to remove.

Also, Lithium secondary batteries have been used in a variety of portable

electronic devices. Recently, the demand for power sources with higher energy

density and enhanced performance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separator as

one of the key component materials plays an important role in lithium batteries

since it can eparate the positive and negative electrodes to prevent electrical

short circuits, and can also transport ionic charge carriers that are needed to

complete the current circuit in an electrochemical cell. Polyolefin separators like

polyethylene (PE), polypropylene (PP) have been commonly used in lithium

secondary batteries owing to their high mechanical strength and proper thermal

shut down property. However, these polyolefin membranes have some

disadvantages such as a poor compatibility with liquid electrolytes due to their

hydrophobic property, and a large thermal shrinkage. In this research, we have

developed the membrane, which has a good mechanical property and a low

thermal shrinkage while maintaining a high porosity.

Recently, the development of the materials to use in the high temperature

conditions with the high strength have been attracted to be applied in the

aerospace. The silicon carbide fibers were expected to be reinforcing fib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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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d materials with high strength and low weight due to their good

resistant from heat, shock and chemical agents. Traditionally, these fibers were

fabricated by heat treatment in the 1,000 ∼ 3,000 ℃ after the oxidation in 200

℃. However, the fibers which were fabricated as followed above methods were

lost their mechanical properties by thermal degradation due to the oxygen at the

1,300 ℃. Therefore, the novel methods were needed to reduce the oxygen

contents in the fibers. Even though the electron beam techniques is an

alternative to cure the fibers in the foreign countries, there are no experience in

the domestic industry. It is needed to develop the domestically technique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incomes of the silicon carbide fibers indeed.

As the dimensions of ultra large-scale-intergration devices scale to smaller

feature sizes, the resistance-capacitance(RC) delay of the metal interconnect will

increasingly limit the performance of high-speed logic chips. Intergration of low

dielectric constant(k) materials can partially mitigate this problem. Ft(kexampl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replacement of SiO2(k=4) with air(k=1) will reduce

the RC delay by about 75%. There is a limit in the traditional thermal curing

technique to control the hardness and the dielectric properties.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controlling the dose rates.

The functional surface modification is a successive processing technique which

can modify the surface of the metallic and nonmetallic materials by the physical

and chemical treatment to render the functions on the surface suitable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This technique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crucial

techniques use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ranging from out-of-state information

electronics to the personal and household care products. Thus, numerous

research activit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functional surface modification

have energetically been conducted in the world.

With the trend of the current 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unctional surface

modification, the necessity of the new functional surface which could not be

obtained by the previous surface techniques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and

the applicable fields of this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s has been broadened

to various fields such as semiconductor, display, biosensor, biomaterial, etc.

Thus, the necessity of functional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 by radiation has

been increa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s. In this project, we carried out the research to develop the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 the surface modification of polymers and

ceramics, biomolecule immobilization and patterning, prevention of biomolecule's

non-specific adhesion, surface modification of carbon nanotubes, etc.



- 11 -

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evelopment of new organic materials by radiation

1) Development of functioal polymer by radiation

- Development of hydrogel for atopic dermatitis by radiation

- Development of separator and polymer gel electrolyte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by radiation

- Development of hydrogel for diabetic ulcer by radiation

- Development of ion conductive membrane and electrode materials for fuel

cell by radiation

2) Development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by radiation

- Development of silicon carbide fiber having heat resistance by radiation

- Development of radiation-curable composite materials

- Development of inter layer low dielectric materials by radiation curing

- Development of polymer-based automotive parts having heat resistance by

radiation crosslinking

- Development of nanoparticle/polymer based automotive materials

3) Development of functional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by radiation

- Development of biocompatible thin film and biomolecules patterning by

radiation

- Development of surface modification of carbone nano tube by radiation

graft

- Th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curing and ion implantation techniques

for the fabrication of materials used for the semiconductor/display imprinting

- The development of the ion implantation and radiation techniques for the

preparation of materials used for the PCB/FPCB substrate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Development of functional polyemrs by radiation

- In this project, new functional polymeric hydrogels were prerared for the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gel polymer electrolyte and separator

modification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 The functional hydrogels were firstly prepared by radiation technique with

natural herbal extracts (NHEB-05) and it had more than 70% of atopic

therapeutic efficacies. This techniques were transferred to

Agabang&Company Co. Ltd. and the company had contracted to pay 550

million won of fixed royalty and 2% of annual turnover.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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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ed the PUTTO for brand name in August 2009 and began selling.

- In this research, we have developed the micro-porous polyethylene membrane,

which was modified by radiation grafting of methyl methacrylate in order to

improve its affinity with a liquid electrolyte and thermal property. Also, we

have developed the alumina filled polyethylene membrane prepared by wet

process, which has a high porosity more than 60%.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membrane improved more than 30%, the thermal shrinkage decreased by

20%, as compared to the commercial membrane.

○ Development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by radiation

- In this project, we develop the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such as silicon

carbide fibers,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low dielectric materials for

semiconductor and adhesive technology for TFT-LCD panel by radiation.

- The developed fibers showed not only good performance with high tensile

strength(2.7 GPa) and high elastic modulus(259 GPa) but also excellent

thermal stability and resistant from oxygen.

- We developed an easy approach to fabricate the carbon fiber reinforced

filament-wound pressure vessel and the automobile break disk by electron

beam curing processing.

- The novel techniques were developed to cure as adhesive materials between

the LCD panel and polyimide film by radiation. It shows 1,000 gf/cm

adhesive strength within the 5 mins curing time.

- We studied novel methods to cure the low dielectric polymeric materials such

as hydrogen silsesquioxane(HSQ) and polytetrafluoro-ethylene(PTFE) by

electron beam techniques, respectively. These materials showed low dielectric

constant with good surface hardness.

- Applications of electron beam curing process will be further promoted in the

field of ctedslinking,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engineering, so as to

contribute to widespread techni envinnovation.

○ Development of functional surface treatment thechnology by radiation

- In this project, we carried out the research on the functional surface

modification which has been considered one of the most crucial techniques in

the field of modern material science.

- In this project, the various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 the surface

modification of polymers and ceramics, biomolecule immobilization and

patterning, prevention of biomolecule's non-specific adhesion, an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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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 of carbon nanotubes were developed and their potential for the

practical utilization was proved.

- The radiaiton-based techniques developed in this project could be applicable

to the industry fields and their practical utilization has been being examined

by the several related-companies. In addition, we produced more numbers of

outstanding research papers in comparison to the other project although

there was the lack of the transfer of the developed techniques to the related

companies

Ⅳ.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developed techniques

○ Technical aspects

- The utilization of the developed techniques in the various out-of-state

technologies and industrial fields

▪To treat or replacement of the damaged body due to illness or accident the

new developed polymer materials can be used as an excellent tool.

▪Radiation-based preparation of functional polymer materials can play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materials required for the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biomedical, electrical and electronic, nano, display,

etc. In addition, the radiation techniques will considerably contribute to

raising the domestic radiation technology.

▪We developed high strength materials with high efficiency and high

performance for energy and aerospace industries system. In particular, the

ultra high strength structural materials which can be used in more than 1,000

℃ are required in the field of fusion energy for the development of clean

energy. SiC material has many advantages such as excellent high strength in

high temperature, dimensional stability and low-induced radioactivity of

neutron irradiation. Therefore, we expect developed materials in this study to

be used in aerospace applications and fusion reactor.

▪Radiation-based surface modification of various materials can play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materials required for the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biomedical, electrical and electronic, nano, display,

etc. In addition, the radiation techniques will considerably contribute to

raising the domestic radiation technology.

▪The functional surface treatment by radiation technique developed i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siderably have a ripple effect on the various

industrial fields ranging from the out-of-state information electronics to the

personal and household care product. the industries from the degra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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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ble products to automobiles and contributes to the import substitution

and preoccupation of the related technologies.

▪ Radiation cutting and radiation grafting of carbon nanotubes can overcome

the drawback of the carbon nanotubes such as a poor dispersion and thus

carbon nanotubes can be used in the broad spectrum of the applications such

as bio, information, communication, energy, environment, aerospace, etc.

○ Economical aspects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based technique for the functional surface

modification of cheap conventional polymers can be possible to create a high

value industry and improve the level of the related industrial skills.

- It can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radiation industry by opening a new

application of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prov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radiation utilization.

- The development of out-of-state technique related to the surface

modification by ion implantation have been energetically executed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s such as energy/environment, machinery,

automobile/aerospace, chemistry/polymer/ceramic, etc. Thus, the

marketability of the developed techniques can be expected to become

bigger around the world.

- The global market for biosensors reached to in 2002 and the market size

grew to $ 82 billion biosensors. The domestic market size was around 100

billion won in 2003, has grown to around 700 billion won in 2007 and iob

al market foreacht fo700 billion won in 2010. However, most of the foreign

biosensors has bee wosely used in the domestic alt003gh a 02w biosensors

can be domestically acht fed. Thus, the essential techniques developed in

thiobachj2 ancan be applicable to the fabrication of the high thr03ghput

biosensors/chip in 20therefown contributing tmost of the foreign biosensors

has bee wosely used in the domesnologies.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based technique for the functional polymer

preparation of cheap conventional polymers can be possible to create a high

value industry and improve the level of the related industrial skills.

- It can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radiation industry by opening a new

application of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prov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radiation utilization.

- The development of out-of-state technique related to the biocompatible polymer

preparation by radiation have been energetically executed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s such as biomedical, pharmaceutics, chemistry/polymer/batter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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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the marketability of the developed techniques can be expected to

become bigger around the world.

-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silicon carbide fiber,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and carbon fiber composites are necessary for domestic

aerospace, automobiles and defense industry.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the domestic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composites were conducted

in a very limited. Therefore, the raw material like as a silicon carbide fiber

manufacturing technology has a great importance. The worldwide

high-performance composite materials markets growth is expected up to

annual value of 100 billion U.S. dollars in near future.

- The high-dispersible carbon nanotube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used

in the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e.g.

transistor, display, etc.), energy (e.g. fuel cell, hydrogen storage, etc.),

composites, nanoprobe and sensors, etc and. thus its marketability can be

very huge.

○ Social aspects

- Radiation fusion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the society and creating

the better understanding opportunity of the public about the radiation.

- It can enable to develop the materials and products related to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such as nano, bio, information, communication,

energy, environment, etc and construct the infra structure for the domestic

production.

- It can revitalize the radiation industry and contribute to opening the new

fields of the radi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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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최근 의료, 바이오, 정보통신, 나노, 항공우주, 국방, 자동차, 환경, 에너지 등의 매

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을 갖는 유기 재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

며, 따라서 기존의 화학적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제조 기

술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BT, NT,

IT, ST 등의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방사선 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 기술은 의료, 바이오, 항공우주, 전기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소재 국산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기술이며, 따라서 국내 방사선 이용 연구 개발

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방사선을 이용하면 고체 중에서나 저온에서 용이하게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고, 또한 일반적인 화학반응으로는 가공할 수 없는 고기능성 고분자 재료나 새

로운 첨단 소재 개발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 화학적 방법에 한

계가 있는 첨단 신소재의 개발에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하이드로겔을 제조하는 방법은 화학 가교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방사선을 이용하

는 방법으로 구분됨. 방사선 이용법은 유해한 화학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가교 후 잔류 가교제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가교와 동시에 멸균을 겸할 수 있

는 특징이 있음. 또한 가교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되고, 냉각상태에서도 가

교가 가능한 특징이 있음. 그리고 방사선 조사량만 조절하면 조성물을 변화시킬

필요 없이 물리적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전기, 전자, 통신 및 컴퓨터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고성능, 고안전성 이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되어 왔고, 특히 정밀 전기, 전자 제품의 경박, 휴대

화 추세에 따라 이 분야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도 박막화 소형화가 요구되고 있

음. 리튬이온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관계로 전해액의 누액 가능성과 폭

발 위험성 문제를 안고 있음.

- 국내에서의 탄소 복합재 및 탄소섬유 강화 복합소재 연구개발은 전통적인 열경화

형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시설(오토클레이브)이 필요하고 에너지 비용이

높고, 휘발성 유해성분 배출 등 난점을 갖고 있음.

-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 분야는 첨단 정보전자 산업, 자동차, 항공우주 등의 정밀

기계 산업 및 건축재, 포장재 등의 생활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핵심적으

로 적용되고 있는 기술 분야임.

- 현재 기술 발전의 추세상, 기존의 표면 처리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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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표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표면 처리 기술의

적용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MEMS, 생체적합재료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

음.

○ 경제·산업적측면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 산업의 55%를 점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의료, 바이오, 정보통신, 나노, 항공우주, 국방, 자동차, 환경, 에너지 등

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재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이들 분야에 필요한 각

종 부품소재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산업 중 고분자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며, 기존의

열적, 화학적 방법보다 친환경적, 효과적, 경제적, 저에너지소비적인 공정으로 제

품의 품질 및 생산성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 방사선을 이용하여 타

기술보다 효과적으로 의료, 바이오, 전기전자,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 필요한 생체

적합성재료, 전자재료, 나노재료 등의 핵심 소재의 생산이 가능하여 기술 자립화,

선진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

○ 사회·문화적측면

- 방사선을 이용한 유기신소재 기술 개발은 궁극적으로는 고품질의 의공학 소재,

항공우주용 복합소재, 정보통신 소재 등의 산업화에 일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발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 바이오, 전자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항공우주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차세대 바이오 기술,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항공우주기

술 등과 관련된 재료, 제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 현재 방사선 기술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새로운 방사

선 응용 기술의 개발은 국가 원자력과학기술 위상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고성능 산업 신소재 및 의공학 신소재

를 개발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 산업의 선진화를 이룸

1) 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 방사선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이용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2) 방사선 이용 복합 신소재 개발

- 방사선 이용 초고온내열성 탄화규소섬유 제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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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1차

년도
2007

- 방사선 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 기술 개

발

(7종이상의 천연물 선정)

- 방사선 이용 리튬 이

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 아토피 발현 억제 천연소재 선별 및

효능 평가

- 방사선 가교 기술 이용 아토피용 수

화겔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가교기술 이용 수분방지 기

능 수화겔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 전지용

고분자 겔 전해질 제조 기술 개발

- 유효천연물선별/추출/화학분석

- 천연 추출물 효능검증

- 천연추출물 안전성검증

- PVA 정제기술

- 추출물함유 하이드로겔제조 및

물성측정

- 막 성형기술개발 및 투과도 측정

- 겔전해질형성단량체배합및중합

- 겔의가교제및방사선조사량효과

- 겔의 기계적, 전기적 물성 측정

- 경화된 프리세라믹 고

분자 탄화규소섬유화

기술개발

- 방사선 경화형 에폭시

복합재 제조

- 방사선 경화형 프리세라믹 고분자

섬유 제조기술 개발

- 프리세라믹 고분자 섬유의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초고온 내열성 탄화규

소섬유 제조기술개발

- 방사선 경화형 에폭시 복합재 제조

기술개발

- 방사선 경화형 복합재료 물성 평가

-프리세라믹 고분자선정

-방사선 조사량 영향

-섬유경화 특성분석

-섬유의 기계적 물성 측정

-보강재 (탄소나노튜브, 탄소섬

유, 천연섬유) 영향평가

-탄소섬유 강화 에폭시복합재 제조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열적 물성 측정

- 방사선 이용 생체 적

합성 고분자 및 세라믹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2종이상 생체 적합성 재료

. 이온 주입에 따른 접촉

각 : 10-80도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브 cutting

기술 개발

. 길이 50micron 이하

- 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고분자 재

료 (PS, PE, PMMA 등)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개발

- 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세라믹 재

료 표면에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브

Cutting 기술 개발

- 재료 표면 개질 효과 분석

- 표면 화학구조 및 물성 평가

- 생체적합성 평가

- 탄소나노튜브 절단 및 물성 측정

- 나노 filler의 국부적 물리화학

적 반응 평가

2차

년도
2008

- 방사선 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 기술 개발

(치료효과 75%이상, 접

착력 0.02kN, 수분증발율

40%미만)

- 방사선 이용 리튬 이

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

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고온수축율 상온 분리

막 대비 50%이상 향

상, 분리막 2종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약물 함유된

수화겔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효과

(혈액학, 조직학적 검사)

- 방사선을 이용한 수화겔 제조 및 수

화겔과 수분 방지막의 접착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고분자 막의 개발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고분자막의 단량체의 그라프트 및

가교화 반응 연구

-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나노 복합

분리막 제조

- 동물실험에 의한 효능검증

- 인체적용 적합성 시험

- 수화겔과 막의 접착력 시험

- 막의 산소/수분 투과도 측정

(최적 물성선정)

- 방사선이용 막 제조 및 전해질

전기화학적 성능 시험

- cell 저장, bending성능시험

- 전해액 누출시험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경

화섬유 특성 분석 (조사

량, 소성온도에 따른 섬

- 프리세라믹 고분자 섬유의 방사선

조사, 소성 조건 영향 평가

- 방사선 이용 초고온 내열성 탄화규

- 경화조건에 따른 프리세라믹

섬유 화학 조성비 측정

- 경화섬유 겔화율 측정

- 방사선 경화형 복합재료 제조 기술개발

- 방사선 경화 기술이용 반도체 층간유전재료 제조 기술개발

3)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생체적합성 박막 및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 이용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개발

2. 연구개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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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화학조성비 조절)

-항공기 부품용 고열부

분 적용 탄화규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제조 기

술개발 (내열온도 130

0℃(상용) C/SiC,

SiC/SiC 복합재

소 섬유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 방사선 이용 탄화규소섬유 강화 복

합재료 제조기술 개발

- 탄화규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원전

/항공/우주 적용 기술 개발

- 열적안정성, 내산화성 평가

-탄화규소섬유 강화 폴리카르보

실란 기지 복합재료 제조

-복합재의 고온특성실험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

특이성 흡착방지 기술개

발 (세포, 단백질, DNA

각 1종, 50㎛이하 생체분

자 패턴형성)

- 방사선 이용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

브 제조기술 개발

(그라프트율 5% 이상, 방

사선조사효과, monomer

2종 이상)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체 분자 고정

화 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체 분자 비특

이성 흡착 방지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탄소나노튜브 표면 처

리 및 고분자 그라프트 기술 개발

- 매트릭스 내에서의 분산성 평가

- 재료 표면 관능기 도입 및 분석

- 생체 분자 등의 흡착 성능 평가

-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방지 평가

-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고분자 그라

프트율 측정 및 화학구조 분석

- 용매 및 매트릭스 내에서의 분

산성 평가

3차

년도
2009

- 방사선 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리튬 이

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

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이론용량 대비 90%,

100 cycle 이상)

- 방사선을 이용하여 합성한 수화겔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동물실험

- 방사선을 이용하여 합성한 수화겔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임상실험

- 제조한 이차전지 분리막 성능 평가

- 제조한 이전전지 분리막을 전지에

조립하여 성능 평가

-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알레르기성 동물모델을 이용한

수화겔 효능검증(Nc/Nga, Hairless

마우스 이용)

- 임상시험에의한수화겔의효능검증(위탁)

- KFDA 인허가 자료작성

- 국내외 지적재산권 획득

- cell 조립후 성능평가

- Proto-type cell 조립후 성능평가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LCD 액정 패널 접합기

술 개발

- 저유전재료 제조기술개발

-항공기, 로켓추진기관,

자동차 브레이크 소재용

탄소섬유강화 탄소 복합

재 제조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소재 접합기술 개발

-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 방사선 경화기술 이용 디스플레이

소재접합 기술개발

- 방사선 경화기술 이용 탄소섬유강화

탄소복합재료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경화기술 이용 층간 유전재

료 제조기술개발

- 층간유전재료의 유전율, 내에칭성

등 물성 평가

-전자선을 이용하여 투과 깊이

에 따른 디스플레이 접합시험

-방사선 경화형 저유전재료 선정

및 유전율/내에칭성 측정

-보강섬유 프리폼 제조

-탄소/탄소 복합재료가공

-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및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 50 micron 이하 크기

패턴 구현

. 특정생체분자표적들에

대한 50 μg/ml 이하의

민감도를 가진 기판 제작

- 생체분자로개질된탄소나노튜브

. 단백질, DNA 등 2종

이상 도입

- 생체 분자의 고정화를 위한 방사선

이용 반응기 패턴형성 기술 개발

- 특정생체분자표적 검출을 위한 포

획분자의 선택적 고정화 기술 개발

- 바이오센서 적용 가능성 평가

-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에 의한 생

체분자 도입 기술 개발

- 생체 분자 도입된 탄소나노튜브 특

성 분석

- 재료 표면 반응기 패턴 형성

- 형성된 패턴 위의 특정 생체표

지자(항원/항체, DNA 등)의 검

출을 위한 포획 분자들의 고정화

- 포획 분자들이 고정화된 패턴

의 특정생체표적 등에 대한 검

출평가

- 표면 처리된 탄소나노튜브 화

학 구조 및 표면 특성 분석

- 생체분자 도입 후 탄소나노튜

브의 화학구조 및 표면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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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 방사선 화학반응을 공업적으로 이용한 분야는 고분자 재료가 많은데, 그 이유

는 고분자재료의 조사나 합성공정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

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용화되어 있는 조사공정 프로세스는 고분자 화합물의

가교반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가교 전선, 자동차 타이어,

플라스틱 단열재, 열수축성 튜브, 고분자 휴즈, 초내열성 섬유, 코팅경화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방사선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고분자 재료를 가교시킴으로서 이들 고분자의 내

열성, 내약품성, 내마모성, 기억효과 등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타이어제조시

고무시이트를 방사선으로 가교시킴으로서 green strength를 향상시켜 성형시

형상이나 칫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 이온주입기술은 기존의 반도체공정에서 주요한 doping 공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요구되는 고진공기술, 고전압(고주파)기술, 이온가속-

수송-조사 기술들은 산업적으로도 필수적인 요소기술들이다. 방사선을 이용한

리소그라피 및 LIGA기술은 해상도 50 nm 이하의 차세대 초고집적 반도체 리

소그라피 기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기술에 있어, 미국의 경우는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Raychem사, 타이어 메이커, 단열폼제조회사, 다수 대학 등이 기

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선봉에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원자력연구소 (다

카사기 방사선화학연구소)와 민간 회사가 연구/개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

본 다카사기 방사선화학연구소는 약 200명의 연구인력을 주축으로 세계 방사

선 연구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다.

o 기능성 재료 분야

- 방사선을 이용한 알칼리 전지 격막제조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용화되

었고, 최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연료전지의 전력밀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전지격막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리튬 이차전지는 전력밀도가 높고 충전용량이 커서 노트북, 휴대폰 등에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발화 위험성이 크고 유독한 리튬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발열에 의해서 누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리튬

전지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체형, 겔형 전해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이 선진국에서 진행 중이며 방사선 경화기술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겔형 전

해질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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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한 상처/화상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완전히

성장기에 접어들었고, 궤양치료제, 약물전달체, 조직배양용 스카폴드, 인공피

부확장제, 인공장기 등의 합성기술은 개발과정에 있다.

-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서양의약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 항히스타민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작용이 심하고, 한약 역시 체질과 처방에 따라 효과

가 달라 모든 아토피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아토피 환자의 피부염 치료에

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것인데, 현재까지 각종 보습제가

나와 있으나 보습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보습제로 바세

린, bees wax, glycerine, propylene glycol, 지방산, lactic acid 가 이용되고

있지만 수분 증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는 수분의 공급과 약물의 효과적인 투여를 통해 아토피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 개념의 하이드로겔을 이용하는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폐플라스틱을 방사선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은 최근 환경보존 문제가 급부

상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고, 방사선을 이용한 폐불소수

지의 재활용기술이 미국, 일본, 이태리 등에서 상업화되었으며, 폐플라스틱을

개질하여 첨가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의 방사선 가교에 의한 강도 향상기술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o 고성능 복합재료제조 기술개발

- 고온내열성 섬유 중 탄화규소섬유는 일본 Takasaki 연구소에서 방사선 경화

시켜 섬유를 안정화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 섬유는 고온, 고강도 섬유

로서 복합소재의 강화섬유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방사선을 이용한 국방소재, 항공우주 산업용 섬유강화고분자 복합재료 및 섬

유강화세라믹 복합재료 제조기술은 미국, 일본 등이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술

이며, 항공기 날개, 자동차 산업용 고분자 복합재 제조, 유도무기 추진기관 재

료제조, 구조재 기관의 손상부분의 수리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수한

방사선 경화형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아크릴, 메타크릴계 방사선 경화

형 수지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의 Oak Ridge 연구소는 고인성을

갖는 방사선 경화형 에폭시 수지를 개발 중에 있다.

- 고분자 복합재료는 우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가정용품에서부터 전자제품, 자동

차,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산업의 발

전과 더불어 모든 제품이 경량화, 소형화, 고기능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

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고분자의 합성 및 이를 이용한 복합재

료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고분자 복합재료의 물성은 고분자 및 보강재의

물성뿐만 아니라 고분자와 보강재간의 계면 접착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보강재의 표면개질을 통한 고분자 메트릭스와 보강재의 계면 접착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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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

- 표면처리 기술 분야는 첨단 정보전자 산업, 자동차, 항공 등의 정밀 기계산업

및 건축재, 포장재에 이르는 생활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응용 분야는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기능성 표

면 처리 기술, 자기 조립 단분자막을 통한 표면개질 기술, 고분자 미세 유체

칩 제작 및 나노 임프린트를 위한 표면처리 기술, 기능성 나노입자의 표면처

리 기술, 고분자를 이용한 소재 표면처리 기술 등 매우 다양하다.

- 생체 적합 재료 및 패턴 형성 기술의 경우 유럽의 IMEL, 미국 Cornell Univ.,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등의 대학 및 연구소, Affymetrix 등의

업체 등에서 자외선을 이용한 포토리소그래피 혹은 2 photon lithography,

AFM이나 STM 등의 Scanning probe lithography, Soft lithography, Ink jet

printing 등을 이용하여 셀 및 단백질 등의 패턴을 형성하여 바이오센서, 바이

오칩, microfludics 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1960년대 후반부터 이온주입이 bipolar IC 제작에 응용되기 시작한 이래 선진

국에서는 저에너지 이온주입기술 (수십-200keV)이 거의 정착단계에 도달해

있다. 1980년대부터는 MeV implantation을 이용한 반도체 분야 등의 deep

level implantation 기술이 속속 개발되었으며, 그 활용분야도 합금, 폴리머 등

의 기계적강도 향상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고, 전도성폴리머제조, 이종접합

기술 등이 속속 개발되었다. 이온주입공정은 영국의 Harwell 연구소와

Tecvac Co. 및 미국의 Spire Co.가 산업적으로 가장 활발히 응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에서는 196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그 동안

항공기용 Ti 합금 compressor blade 및 각종 금형다이에 활용하고 있다.

- 일본의 주요 연구소 등에서는 이온주입공정개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주요 회사들이 이온주입공정에 대한 수많은 특허를 이미 등록하

였다. 현재, 에너지/환경 분야, 철강/비철/금속 분야, 기계 분야, 자동차/항공/

우주 분야, 전기·전자부품/반도체 분야, 화학/고분자/세라믹스 분야, 의료/바이

오 분야 등에서 이온주입 기술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나 장치의

내마모성, 내마찰성, 내고온성 및 내식성의 향상을 위하여 이온주입기술이 적

용되고 있다.

- 영국 Surrey 이온빔센터 (Ion Beam Centre)는 이온빔을 이용하여 고체에서의

원자의 충돌 (Atomic Collisions in Soilds), 4족 반도체 (Group IV

Semiconductor), 광전자공학 (Optoelectronics), III-V 물질 (III-V Materials),

초전도물질 (Superconducting Materials), 이온빔해석 (Ion Beam Analysis),

이온빔의 생물의학 응용 (Bio-Medical Applications of Ion Beams), 마이크로

전자공학 (microelectronics), 생물학적 세포 (biological cell)와 나노공학에 대

한 응용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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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에 의한 분산기술

- 탄소나노튜브는 1991년 일본 NEC의 수미오 이지마 (S. Iijima)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이는 나노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5

년 Kroto, Curl, Smalley 등이 탄소나노튜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축구공 모

양의 풀러렌 (Fullerene: C60)을 발견하였으며 1996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열화학 기상증착법이나 아크방전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합성과정에서 개개

의 탄소나노튜브 입자간의 응집현상이 발생하며, 물리적 응집은 나노튜브가

수 μm 수준에서 서로 얽혀있으며, 화학적 응집은 nm 수준에서 van der

Waals 힘과 같은 표면인력에 의하여 응집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탄소

나노튜브의 응집현상은 기계적 강도와 전도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3차원적

네트워크 구조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 분산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전도성 고분자 응용분야가 향후 나노튜브의 시장규모나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분자 매트릭스에 탄소나노튜브가 완벽히 분산

되지 않아서 충진재 (filler)로서의 탄소나노튜브의 장점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분자 매트릭스와 나노튜브 계면사이의 부착력이 부족하여 매트릭

스에 발생한 외부 부하를 나노튜브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성능 발현이

충분하지 않다.

- 최근 탄소나노튜브 분산방법이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

인 카본나노튜브 절단 및 분산 기술로는 기계적 분산 (초음파처리, 볼밀링, 연

마와 마찰, 높은 전단력에 의한 분산법 등), 각종 용매와 분산제 (계면활성제

등)를 이용한 분산, 강산에서의 분산, 표면 기능화를 통한 정전기적 분산, 고분

자 물질을 이용한 분산 등이 있으나, 이들 기계적·화학적 방법들은 절단 수율

이 매우 낮고, 제한된 분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고분자 개질을 통한 기존 탄소나노튜브 분산성 향상 방법은 산처리, 기능기

도입, 개시제 사용에 의한 단량체의 중합 등 여러 복잡한 단계로 제조되고 있

으나,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 단순히 단량체만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그라프

트 시킴으로써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 SCIE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분산 기술 관련 문헌은

2002-2005년까지 971건으로 검색되었고, 발표되는 문헌이 최근 증가되고 있

다. 1991년 이후 최근까지는 합성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2

년 이후, 탄소나노튜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산시켜 전기적, 기계적, 물리화학

적 특성을 이용하여 나노복합체 및 전자소자 등으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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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재료의 가공기술은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

는 기술 분야, 예를 들면, 차량용 내열 가교전선, 가교 고분자 발포폼, 열수축성 튜

브, 레디얼 타이어 제조 등을 제조하는데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 기술은

국내 방사선 재료개발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로 선진국으로 부터 기술 도입하

여 제품화한 것이 많다. 다행히 정부가 주도하는 1, 2, 3단계 원자력중장기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기반연구가 수행되어 현재는 중진국 수준이상으로 발전되었으며,

최근에는 전통적인 휴즈를 대용할 수 있는 고분자 스위치가 상용화되었고, 화상/

상처 치료용 드레싱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식품 의약청에 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

산하고 있다.

• 반도체 청정실용 흡착제 제조기술이 개발되었으며, 또한 방사선 멸균이 가능한

일회용 주사기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의 내방사선 향상기술, 항균섬유 등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최근 선진국에서 중점 개발되고 있는 연료전지막, 나노약

물전달체, 폐고분자의 재활용기술, 인공장기 등의 개발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미

진하다.

• 국내에도 전자선 조사시설이나 감마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새로운 기능성

재료제조 기술이 개발되면 기업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전자, 화학, 환경 산업

의 발전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 제조 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

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향후 시장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리튬전지 전해액의 누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로서 국내외적으로 자외

선, 화학개시제를 이용한 고분자 겔형 전해질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전통적인 열경화형 고분자수지를 이용하여 국방과학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포항산업과학 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산업체, 대학 등에서 탄소섬유 강

화 복합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 데크에서 항공우주산업용 탄소 복합재를

생산하고 있으나 모두 열경화 공정기술이다. 전자선 경화 공정기술의 필요성 및

우수성, 경제성 등이 충분하게 소개가 안 된 실정이며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방

사선에 의한 복합재료 제조기술은 제조 공정이 빠르고, 친환경적이어서 기술 개

발이 완료되면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탄화규소섬유는 규소계 고분자인 폴리카르보실란을 전구체로하여 용융방사 -->

안정화 --> 소성 등의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열안정화한 것은 Nicalon의

상품명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고, 전자선으로 경화시킨 섬유는 Hi-Nicalon 이라

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10년전 국내연구진이 탄화규소섬유제조를 시도하

였으나, 아직 국산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

는 요업기술원 등에서 탄화규소섬유를 제조하려하고 있으나 연속 섬유공정 및

안정화 공정 기술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방사선 경

화기술을 이용하여 섬유 강화복합재를 시험제작한 사례가 있지만, 방사선 경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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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적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 KAIST, 한양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은 포토리소그래피, microcontact printing 등

을 이용하여 세포 및 단백질 등의 패턴 형성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

으나, 이온빔 및 전자빔을 이용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 현재 반도체 제조 분야의 이온주입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지만, 이온빔 이용

첨단 신소재 분야 (NT-BT-IT-ST 등)에서의 연구는 미진하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High Current Gaseous

Ion Implanter (20~150 keV/10 mA), Current Ion Implanter for Semiconductor

(20~170 keV/10 mA), Ion Beam Irradiator (20~50 keV/최대 50 mA), Dual Ion

Beam Implanter (20~170 keV/10 mA) 등 4대의 이온주입장치를 보유하고 있으

며, 플라스틱 제품 (투명 플라스틱 렌즈, 방탄유리용 다층 PET막 등)을 대상으로

하여, scratch resistance 향상, 색채조절, UV protection, Anti-reflection, 내구성

및 내부식성 향상, 표면경화 등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연구원에 N, O, Ar, Ne 등의 이온을 가속하여 고분자,

금속, 세라믹 재료 등의 표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형 이온빔 가속기

(300keV, 10mA)가 설치되었다.

• 국내에서는 대부분 기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의 절단 및 분산을 하고

있으나 수율, 구조적 손상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나노

튜브의 절단, 분산 등의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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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1. 아토피 치료효과 우수 천연소재 선별 및 효능평가

-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약용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에 의한 피부 약물전달 효과와 피부 보습이 아토피 피

부염의 치료나 발현 억제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은 in vivo와 in vitro에서 전신적인 알레

르기성 염증반응과 국소적인 염증반응,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에게서 발

견되는 염증성 cytokine 발현 등의 증상을 전반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비만

세포 매개 염증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 특히 약용식물 추출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약용식물 추출 혼합액을 적정

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그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으며, 고농도를 적용하였을 때에

도 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선별된 약용식물 추출 혼합액은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적정비율의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은 새로운 약품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약용식물 추출물과 하이드로겔의 효능 검증

-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에 따른 유효 약용식물 추출물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을 수행

한 결과, MTT assay 결과에서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에서 세포독성이 나타

나지 않았으며,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NF-kB의 활성을 억제하

였으며, 5가지 약용식물 추출물 중 상엽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 천연 추출물이 염증 매개 cytokine의 유전자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RT-PCR로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염증성 매개인자인 TNF-α,

IL-4, COX2, iNOS 등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켰고,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 전처리

군에서 비만세포 활성에 따른 p38, p42/44 ERK의 활성이 현저히 억제되었다.

3. PVA 정제 및 가교기술 개발

-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를 위한 PVA 고분자 정제기술 개발 결과, 불순물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PVA 정제를 위해 함유된 NaOAc의 제거에 있어 순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을 경

우 NaOAc는 제거되지 않았고, 메탄올-물 혼합용액에서 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NaOAc의 감소되는 속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물로 세척하는 것이

PVA에 존재하는 NaOAc의 제거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4. 방사선 가교기술 이용 수분 방지기능을 가진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 수화겔과 수분증발 방지막을 용이하게 부착시키고, 장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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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하는 수화겔과 수분방지막 간의 접착기술의 개발하기 위해, 폴리아크

릴산과 아크릴계 접착제 AT-87(Samwon) 혼합하고, 이것을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교 시킨 후, 건조하여 필름을 제조하였으며, 우레탄 필름에 폴리아크릴산과 접착

제 혼합액을 캐스팅하여 수화겔을 부착할 수 있는 접착 필름을 제조하였다.

- 그 결과, 수화겔과의 접착력이 가장 우수하고 장시간 접착능을 유지해야 하는 특

성을 고려하여 폴리아크릴산과 아크릴계 접착제의 비율을 6:4로 혼합하였을 때, 가

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수화겔 접착용 필름이 제조되었다.

5.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소재 약물 함유된 하이드로겔의 접촉성 피부염 및 아토피

피부염의 동물실험

-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를 대상(52 cases)으로 atogel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토피

성 피부염 증상 완화효과가 85%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약용식

물 추출물의 경우 각질형성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

를 토대로 atogel은 향후 아토피성 피부염 등과 같은 알러지성 피부염 증상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DNCB로 유도된 알레르기성 동물모델(hairless 및 Nc/Nga mouse)을 이용한 천연

추출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atogel)의 효능을 검증한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

도된 동물모델에 atogel 처리 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개

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 혼합물을 함유한 여러 다른 제형들과 비교시, atogel

처리군은 물론, atolotion, 추가적으로 연구된 EU(두충) lotion, atocream 처리군에서

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 조직염색 결과에서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atogel은 물론 EU

lotion와 atocream 처리군의 피부손상이 더욱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atolotion와 control lotion군을 비교했을 때, atolotion군이 진피부분에서 부종 감소

를 확인하였다.

- 하이드로겔에 함유된 천연 추출혼합물의 염증반응 억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염

증반응을 일으키는 PCA 실험 결과에서도 40% 이상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고, 두

충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세포독성과 cytokine을 측정해 본 결과, L929, HaCaT,

HMC-1 세포에서 80%이상의 세포 생존율과 cytokine 저감효과를 나타내는 유의

한 값의 추출혼합농도를 찾아냈다.

- 또한, 선행 연구를 확보한 5종의 천연 추출물(어성초, 느릅나무, 차전초, 금전초 및

상엽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atogel) 및 수종의 화장품 grade를 제조하였으

며, 이들의 안전성을 평가해 본 결과, 특이할 만한 피부 자극 반응 및 안자극은 관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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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 완화 효과]

6. 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고분자 겔 전해질 개발

- 본 연구에서 다양한 조성의 단량체(AN,MMA), 가교제(PEGDMA), 전해액(1M

LiClO4, EC/PC(1/1, v/v))로 구성된 혼합 전구체 용액을 제조한 후 감마선을 이용

하여 방사선 중합에 의해 기계적으로 우수한 고분자 겔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제

조하였다. 단량체인 MMA의 함량이 적을수록, 가교제 PEGDMA의 함량이 클수록,

모노머/전해액 비율이 클수록 압축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온전도도

의 경우, MMA 함량이 증가할수록, 가교제 함량이 적을수록, 이온전도도가 증가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전] [조사후]

[감마선을 이용한 고분자 겔 전해질]

- 특히 조사선량이 50kGy에서, 액체전해액 조성이 EC/PC (1/1 v/v)에서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MMA의 첨가는 고분자겔의 결정화도가 감소로 인

해 이온전도도가 1 mS/cm에서 10 mS/cm로 이온 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Linear sweep voltammetry측정을 통해 일반 상용 PE 분리막보다 높은 리튬 대비

전압(4.5V)까지 전기화학적 산화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7.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그라프트 고분자 분리막 개발

-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 방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PE 분리막에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전해액에 대한 분리막의 친화성을 개선되었으

며, 또한 기존의 PE 분리막에 비해 더 높은 전해액 담지능 및 이온전도도가 향상

되었다. PE 분리 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열에 의한 수

축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내외부의 부작용에 의한 이차전지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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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과 그에 따른 분리 막의 수축에 의해 양극이 접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

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PMMA가 사용 PE 분리막에 그라프

트됨으로써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극

과의 친화도가 향상됨으로써 이차전지의 용량을 장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고, 표

면 저항 또한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PE-g-PMMA 분리 막은 우수한 전기화학적인 성질과 열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이차 전지 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 방법과 상전이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또

한 친수성 단량체의 그라프트로 인해 전해액에 대한 분리막의 친화성이 개선되었

으며, 또한 상전이법에 의한 표면의 다공성 구조가 형성된으로 인해 전해액 담지능

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비례하여 기존의 PE 분리막에

비해 더 높은 이온전도도를 확인하였으며.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그라프

트율이 262wt%일 때 1.3 mS/cm에 달하는 가장 높은 이온전도도를 보였다. 그리

고 PMMA가 사용 PE 분리막에 그라프트됨으로써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다공성 PE-g-PMMA 분리막

은 우수한 전기화학적인 성질과 열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이차 전지 막으

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전자선을 이용하여 비닐실록산 그라프트된 분리막 및 음이온 고정화물질(PEGBA)

이 그라프트된 분리막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비닐실록산의 Si-O unit에 의해

리튬이온의 이동을 방해하는 음이온 물질이 해리되는 것을 막음으로서 높은 이온

전도도 및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고전압(4.4V)까지 충전DSi으로

써 방전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반복충방전 시험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음이온 고정화물질을 그라프트한 분리막의 경우 리튬이온을 방해하는 음이온

을 고정시킴으로써 리튬이온의 이동도를 향상시켜 높은 이온전도도를 얻을 수 있

었고 높은 C-rate으로 방전시 우수한 방전용량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발

된 두 종류의 분리막은 위의 결과를 토대로 휴대용 기기를 타겟으로 하는 전지는 물론

HEV에 적용가능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고용량, 고출력 전지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8.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폴리에틸렌 고분자 분리막 개발

- HDPE와 soybean oil, alumina를 혼합/압출, 추출을 통하여 분리막의 기공도 및 내

열성을 향상 시키고, 방사선 조사를 통한 가교효과로 더욱 향상된 기계적 물성과

내열성을 가지는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개발 하였다.

- 기존 상용 제품인 SK-Libs 와 비교하여, 기계적 강도는 약 30% 향상 되었고, 12

0℃에서의 열수축성은 10% 미만이며, 4 × 10-3 S/cm 이상의 이온전도도 및 LSV

시험결과 전기화학적 안정성면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다.

- 전자선 조사된 PE 분리막의 열수축률을 가교도 증가로 인한 내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열수축률이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전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분리막의 경우

MD방향으로 69%, TD 방향으로 56% 수축하는 반면 200kGy로 전자선 조사된 분

리막은 MD방향으로42%, TD방향으로 31% 수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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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선 조사시 같은 조사선량율에서 beam current 조절하여 높은 가교도 및 내열

성이 향상된 분리막을 개질할 수 있었다. 특히 같은 조사선량에서 beam current를

낮게 조사하여 가교시킨 분리막일수록 가교도가 증가하고 내열성이 향상되었다.

9. 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 제조 기술 개발

- PVDF-HFP/커플링제 처리된 Al2O3를 10/0~5/5의 조성으로 하고 고형분이 5wt%

가 되도록 아세톤을 첨가하여 유/무기물 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dip-coating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킨 후 전자선 조사하여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

성을 가지는 유/무기복합막 제조함.

- Cycle test시 상용 분리막 대비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

- 커플링제로 표면처리된 무기물(Al2O3)/고분자바인더(PVDF-HFP)를 혼합하여 고형

분이 30wt%가 되도록 아세톤을 첨가하고 여기에 가교제(TTT)를 첨가하여 유/무

기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딥코팅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킨 후 전자선

조사한 다공성 유/무기복합막으로써 내열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

적 특성도 우수함.

- 기존 분리막의 열수축율이 70%이상인데 반해, 가교제의 첨가한 유/무기복 분리막

의 열수축율은 5%이하로 매우 우수한 내열성을 보임.

- 전자선 조사를 통한 기계적 물성 및 열적 물성 향상됨.

- 복합 분리막의 단점인 낮은 기계적 물성을 전자선 처리로 크게 향상됨.

- 전자선 비처리 분리막 대비 기계적 물성 향상: 20% 이상 tensile strength 향상됨.

제2절 방사선 이용 복합 신소재 개발

1. 방사선 경화조건에 따른 섬유 안정화

- 폴리카보실란(Polycarbonsilane, PCS) 섬유에 조사량과 조사 분위기를 달리하여 전

자선을 조사한 후 GPC 분석, EDX와 EA를 이용한 화학 조성비 분석, 경화율 분석,

적외선 분광분석, 결정 구조 분석, 열특성 분석 등을 통하여 섬유 안정화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 전자선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섬유의 분자량이 증가하였고 경화율이 선형적으로 증

가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조사를 수행한 섬유의 산소 함량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XRD 분석 결과 전자선 경화된 섬유가 SiC로 성공적으로

제조됨이 확인되었다.

2. 방사선 조사에 의한 TiO2계 광촉매 기술 개발

- 환경 문제가 대두 되면서 기존의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분해법 대신에 광촉매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전기방사법과 전자선 경화를 이용하여 광

촉매 섬유를 제조 하였다.

- 제조된 광촉매 섬유는 지름은 2㎛이고 표면 전체가 100㎚의 이산화티탄(anatase)으

로 덮여 있었고 고온특성이 매우 우수하였다.

- 광촉매섬유의 성능은 메틸렌블루 10ppm 수용액 300ml에 광촉매 섬유 0.5g을 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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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후 50W자외선램프를 2시간 조사하면 메틸렌블루 90%이상이 분해되는 우수

한 광촉매 특성을 보였다.

3.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한 탄화 규소 섬유의 제조 기술 확보

-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섬유의 국내생산을 위한 제조 기술 개발에 관한 것으로 용융

방사, 습식방사, 전기방사, 원심방사 공정 등을 이용하여 그린 섬유를 제조한 후 방사

선 경화과정 후 열분해를 통하여 고강도, 고내열성의 탄화규소섬유를 제조하였다.

- 용융 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탄화규소 섬유는 최대 2.7 GPa의 높은 인장강도와 최대

259 GPa의 높은 탄성률을 나타내었으며 우수한 열안정성과 내산화성을 나타내었다.

- 장섬유의 탄화규소 섬유는 수입대체용으로 사용가능하며, 3차원 매트 형상의 탄화

규소 섬유는 복합체 제조에 응용이 가능하다.

4.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제조 및 특성 평가

-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해서 에폭시 수지로는 YD-128,

YDF-170을 사용하였고, 광경화제로는 Triar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

(TASHFA)와 Triarylsulfonium hexafluorophosphate(TASHFP)를 1∼3wt% 첨가

하여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시켰다.

- 각각의 수지 모두 약 250 kGy의 선량에서 모두 완전 경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

다. YD-128은 YDF-170에 비해서 경화속도는 느리나 완전 경화 시 기계적 물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화제 함량은 1 wt%일 때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

으며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경화제는

TASHFA가 TASHFP에 비해서 더 빠른 경화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 제조 공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RTM,

Vacuum Bag, Molding, Lay-up, Filament Winding 그리고 Pultrusion등의 방법으

로 복합재를 성형하고 전자선 경화하여 제품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제품의 시험 검

사를 통해서 Filament Winding이 최적의 공정임을 확인하였고, RTM, Vacuum

Bag도 적당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 실 제품 응용을 위해서 (주) 데크의 가압용기인 상품명 SCBA(산소탱크)를

Filament Winding 성형법으로 제조하여 200 kGy 전자선 조사를 180° 회전하면서

2회, 90° 회전하면 4회로 실시하면서 경화시켰다. 각각의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유

사한 파괴 특성을 나타내었다.

전자선 경화 기술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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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형화 제품에 적용 시험 및 특성 평가

-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대형화 제품을 제조하고 물성을 평가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적용 예로는 LNG 압력용기에 적용하였다. 기존

의 산소압력통 제작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YD-128의 에폭시 수지와 TASHFA

의 광경화제를 사용하여 복합재를 성형하여 400 kGy의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여 경

화시켰다.

- 전자선 경화된 압력용기의 시험 결과 기존의 열경화로 제작된 압력용기의 90 % 이

상의 물성치를 나타내었으며 파열시험에서도 합격점인 104 MPa의 20 % 이상인

127 MPa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LNG 압력용기의 성형모습 및 완성품

6. 탄화규소섬유 강화 탄소(SiC/C) 복합재료 제조

- 제트기 엔진 작동온도를 1 ℃ 증가시키면 연간 약 1조원의 연료 절약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현재에는 엔진용 터빈재료로써 세라믹 재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다. 세라믹 재료는 우수한 고온 특성, 높은 경도, 높은 내마모성, 강도 대비 낮은 비

중으로 엔진의 경량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깨기지 쉬운 단점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탄화규소섬유 강화 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여 이

를 대체하기 위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에폭시(KDU651TP75)에 0∼10 wt% 탄화규소섬유를 첨가하여 탄소 복합재료를 제

조하였다. 첨가제로 사용된 탄화규소섬유는 폴리카보실란 용액을 전기방사 후 아르

곤 분위기에서 10000 kGy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여 가교하였고, 가교된 폴리카보실

란을 아르곤 분위기에서 1300℃에서 1시간 동안 열분해 과정을 통해서 제작하였다.

탄소 복합재료는 에폭시 가교를 위해서 200kGy 전자선 조사를 실시한 후 아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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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에서 1000 ℃로 1시간동안 열분해 과정을 통해서 SiC/C 복합재료를 제조하

였다.

- 제조된 복합재료의 고온 내산화성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40∼1300 ℃까지 TG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iC의 함량이 0 wt%에서 10 wt%로 증가할수록 약 12배

이상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복합재료의 공극률을 수은 기공도 측정기

와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iC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약 3배 이상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탄화규소섬유가 함유된 복합재가 극한 환경의

구조체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7. 함침법을 이용한 탄소섬유 강화 폴리카보실란 기지 복합재료(C/SiC) 제조

- 탄소복합재료는 가볍고, 낮은 열팽창 계수, 높은 열전도도, 강한 내충격성,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400 ℃ 부근에서 산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실

제 적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산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Si가 첨

가된 SiC/C 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여 내산화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CF 탄소직물에 폴리카보실란을 헥산용액에 30∼50 wt%로 농도로 초음파 발생기에

서 완전히 녹인 후 CF 탄소직물을 24 시간동안 담가 두었다. 충분히 담가진 CF 직

물을 건조 공정을 통해서 헥산용액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4

회의 함칩 공정을 거쳤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를 5,000 kGy 전자선 조사를 두 번에

걸쳐 양면 조사하여 가교 시킨 후 1,300 ℃에서 1시간 동안 열분해 과정을 거쳐

C/SiC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 CF 탄소직물에 폴리카보실란 용액의 함침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헥산용액의 농도가

30 wt%일 때 탄소직물 내에 탄화규소의 비율이 가장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극률이 가장 적고, 탄소직물 내의 탄화규소 비율이 가장 높은 30 wt% 폴리카보

실란에 함침시킨 복합재료 (SiC/C)는 함침 전 열분해 후 3.2% 잔류량에 비해서

95.2 %의 잔류량을 가지는 우수한 고온 내산화 특성을 확인하였고, 1,500 ℃에서 5

시간 동안의 환경에서도 95.2 %의 잔류량의 변화가 없는 우수한 내산화특성을 확

인하였다.

8. 유기 실리콘 단량체 이용 화학 증기 침투 실험

- 탄소복합재료의 내산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액상 고분자 화합

물을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방식을 이용하여 SiC 코팅막을 증착시켜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주) 데크에서 제작한 perform형태의 carbon fiber matrix과 C/C composites를

1000∼1100 ℃의 공정 조건에서 탄화규소를 1시간동안 증착시켰다. 증착된 SiC 증

착막의 형태와 조성, 미세구조의 변화를 SEM과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C/C composite의 경우 perform형태의 carbon fiber matirx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시료의 최외각 표면만이 SiC 증착이 된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000 ℃에서

증착된 시료는 Si : C의 비율이 50:50의 일정한 조성비로 250 nm의 균일한 증착막

을 형성하고 있으나 1100 ℃에서 증착된 시료의 경우 100∼200 nm의 불균일한 증



- 37 -

착막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9. 전자선 경화이용 도전성 접착제 경화기술 개발

- 기존에 사용 되던 에폭시, 아크릴 수지의 열 경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닐 에스터 수지의 전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하여 LCD용 도전성 접착제에 적합한

접착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비닐에스터 수지는 기존에 사용되던 에폭시(YD-128), 아크릴(KDU651TP75) 수지

에 비해서 전자선으로 경화 시 겔화율 면에서는 낮은 선량에서도 높은 경화도를 나

타냈으나 완전 경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늬 굴곡강도, 접착강도, 열적 안정성 모두

비닐에스터 수지의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비닐에스터 수지에 경화제, 촉진제를 첨가하여 상온경화한 시료와 경화제만 첨가하

여 열경화시킨 시료, 첨가제를 넣지 않고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시킨 시료의 특성

을 분석하였을때 겔화율, 굴곡강도, 접착강도, 열적안정성 모든 면에서 전자선 경화

가 우수한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도전성 접착제에 가장 중요한 접착 강

도 면에서 기준치인 800 gf/cm를 넘는 1,000 gf/cm의 접착강도를 나타내어 도전성

접착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0. TFT-LCD 패널용 PI(polyimide) Flexible-PCB 접착력 향상 기술 개발

-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PI film에 100 keV로 질소 이온 주입을 실시하여

PI 표면의 접착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 PI 표면의 이온주입으로 인하여 표면의 조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질

소 이온 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결정의 불균일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

리고 PI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이온 주입에 의하여 PI 표면의 화학구조가 변

하여 친수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수성 치환기가 증가할수록

물질의 접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PI의 접착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11. 반도체 층간 유전재료의 제조 방법 및 특성 분석 방법

- Spin coating 방식을 이용하여 Si wafer에 HSQ와 PTFE를 코팅하고 전자선을 이

용하여 경화를 수행하였다. 유전재료의 두께는 alpha-step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화

학적 구조변화는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agnetron sputtering 방식을

이용하여 전극을 제조한 후 impedance analyzer를 이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질산, 황산, 현상액 등에 대한 내 에칭성 평가를 수행하고 Nano Indenter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12. HSQ(Hydrogen Silsesquioxance) 재료의 전자선 경화

- HSQ 재료는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반경화 상태가 되었으며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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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완전 network이 형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제조된 HSQ 재료는 3.1∼3.2 정도의

유전상수값을 나타내었으며 우수한 내에칭 특성과 경도 값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13. PTFE 재료의 전자선 경화

- 전자선 조사에 대한 PTFE 재료의 미세구조변화를 분석하였으며, 350 oC에서 전자

선을 조사하여 제조된 박막형 PTFE 재료는 2.5 정도의 값을 나타내며 1 MHz 대역

까지 안정된 값이 유지됨이 확인되었다.

-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가교된 PTFE 재료는 열처리 재료에 비하여 우수한 경도

값을 나타내었고, 우수한 내에칭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4. 질소 이온 주입에 따른 SiO2 박막의 유전 특성 변화

- RF magnetron 방식으로 Si wafer에 SiO2 layer를 증착하고 질소 이온 주입에 따른

물성을 평가하였다.

- AES 분석 결과 Si wafer와 SiO2 layer 계면에 질소 이온이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되

었으며 질소 이온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유전 상수값이 감소하고 높은 주파

수 대역까지 안정된 특성이 보여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15. 방사선 이용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 기술

- 3종의 수지와 경화제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복합재를 제조하고 전자선 경화를 수행

하였으며 250 kGy 이상에서 완전 경화가 이루어짐이 확인되었다.

-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밀도 탄소/탄소 복합재를 1차 고밀도화 공정

을 통해서 1.5 g/cc 정도의 복합재를 제작하고, 이를 LSI법을 이용하여 C/SiC로 제

작하였다.

- 제작된 복합재의 밀도는 1.98 g/cc이며, SEM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SiC가 표면에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로서 Needle punched, Rod, Weaving 형태의 프리폼을 개발하

였다.

- Needle Punched 프리폼은 Oxi-PAN 프리폼이며 적합한 형상으로 제작, 가공할 수

있었다. Rod 프리폼은 hexagonal type의 4D 프리폼으로 제작하였으며, Weaving

프리폼은 orthogonal type의 3D 프리폼으로 제작하였다.

-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용 탄소섬유강화 탄화규소 복합재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제품은 기존방식의 재료와 비교하여 동일한 밀도와 와이블 계수를 가지면서도 굽

힘 강도가 향상되고 연신율이 증가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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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 개발

1. 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개발

- 이온주입법에 의한 표면 개질은 고분자, 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들에 대하여 적

용될 수 있으며,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방법들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면 성질만을 개

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이온주입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분자 재료

(PS, PE, PTFE, PDMS 등)들의 표면을 개질하여 생체적합성을 향상시켰음.

- 사용된 이온주입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keV 이온

주입 장치이다. 이온 주입에 의하여 개질된 재료 표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기(FT-IR spectrophotometer), X-ray 광전자 분광

분석기(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음.

- 최종적으로 표면 개질된 재료에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하여 생체적합성을 평가하였

음.

2. 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세라믹 재료 (wafer, glass 등)의 생체적합성 향상 기

술 개발

- 유리(glass)와 실리콘 웨이퍼(wafer) 등의 세라믹 재료를 다양한 조건하에서 300

keV 이온주입장치를 이용하여 단순 이온주입 및 이온보조반응을 이용하여 재료

표면을 개질하였고 변화된 재료 표면의 분자구조 및 표면물성을 접촉각 측정기와

X-ray 광전자 분광 분석기(XPS)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음.

- 표면 개질된 재료에 생체 세포를 배양하는 cell adhesion test를 통해 표면 개질된

재료의 생체적합성을 확인하였음.

3. 재료 표면에 생체 분자 고정화 및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본 과제에서는 이온주입 및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

합에 의하여 다양한 고분자 재료(PC, PVC, PCL, PET, PVDF, PTFE, PE 등)들의

표면에 기능성 관능기들을 도입하여 개질하였음.

. 이온주입을 통하여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카르복시산 등의 기

능성 관능기들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고분자 재료 표면에는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 산)를 그라프트 중합하여 기능성 관능기를 도입하였음. 기능성 관

능기가 도입된 표면에 생체분자(세포, 단백질, DNA 등)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50μm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 형성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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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주입에 의한 폴리에스테르계
고분자 재료 표면에 기능성 관능기
발생 및 생체 분자 고정화>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재료 표면에 기능성
관능기 도입 및 생체 분자 고정화>

- 이온주입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keV 이온주입장

치임. 이온주입에 의하여 개질된 재료 표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FT-IR), X-ray 광전자 분광분석(XPS), 접촉각 측정, 주사

전자현미경(SEM)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음.

- 최종적으로 선택적으로 개질된 재료 위에 세포, DNA, 단백질 등과 같은 생체분자

를 고정화한 후, 생체분자패턴의 형성 여부를 형광 현미경,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음.

<고분자 재료 위에 형성된 생체분자 패턴에 대한 형광현미경 사진>

4. 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개발

- 세포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재료 쓰이는 플루로닉(pluronic)와 폴리하이드록시스

티렌(Poly(p-hydroxy styrene) 등의 재료를 실리콘 웨이퍼(Si-wafer)나 고분자 재

료 위에 박막을 형성시킨 후에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주입하여 비특이성 흡착 방

지 패턴을 형성하고 형성된 패턴의 표면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

은 적외선 분광분석기(FT-IR), X-ray 광전자 분광 분석기(XPS), 접촉각 측정기

(contact angle meter),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등을 이용

하여 관찰하였다.

. 고분자, 세라믹 재료 위에 PEG, PHS 등 생체 분자에 대한 비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이 있는 재료를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선택적으로 고정화시켜 100 μ

m 이하의 흡착 방지 패턴 형성.

. 세포 등 생체분자에 대한 흡착 평가 결과 이온주입 부분에 세포가 부착되지 않았

으며, 비이온주입 부분에만 세포가 선잭적으로 부착하였음.

- 최종적으로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방지용 패턴를 이용하여 세포의 비특이성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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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하여 형성된 비특이적 세포 패턴은 광학 현미경 및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였다.

<이온주입에 의한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 형성>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 형성 및 세포 배양 결과>

5.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브 cutting 기술 개발 및 물성 평가

- 탄소나노튜브를 30 중량%를 수용성 과산화수소(H2O2) 혹은 증류수에 sonication에

의하여 분산시켰다. 증류수에 분산된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산소 혹은 오존을 포화

시켰다. 이들 혼합액을 2.5 kGy/h 선량율로 30~120 kGy까지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혼합액을 여과하고, 증류수로 여러번 씻어준 다음,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였

다.

- 투과전자현미경(TEM)를 통해 탄소나노튜브가 절단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절단

된 탄소나노튜브의 물성을 라만분광분석기와 X선 회절분석기(XRD)를 통하여 분

석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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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하여 절단된 탄소나노튜브의 TEM 사진>

6.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 단일벽(SWCNT) 혹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혹은 톨루엔(toluene)을 용

매로 하여 제조한 다양한 조성비의 스티렌(Styrene) 단량체 용액 혹은 디메틸포름

아마이드(DMF)를 용매로 한 다양한 조성비의 아크릴산(AAc) 단량체 용액에 초음

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1 ~ 2.5 kGy/h 선량율로 6 ~ 120 kGy 까지 방

사선을 조사하여, 유기용매에 분산이 잘 될 수 있는 폴리스티렌이 그라프트 된 단

일벽 혹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SWCNT- or MWCNT-g-PS)와 수용성 용매에

잘 분산이 잘 수 있는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단일벽 혹은 다중벽 탄소나노튜

브(SWCNT- or MWCNT-g-PAAc)를 제조하였음.

.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중합법에 의하여 폴리스티렌 및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

트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였음.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건에서

5%이상의 그라프트율을 보임.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탄소나

노튜브의 표면에 약간의 결점들이 발생되지만, 방사선 조사 전 본래 탄소나노튜브

의 구조적 특성들은 유지됨을 확인하였음. 분산성 평가 결과, 그라프트되는 단량

체의 종류에 따라 유기용매 혹은 수용액 상에서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

인하였음.

- 제조된 SWCNT or MWCNT-g-PS와 SWCNT or MWCNT-g-PAAc들은 열중

량분석기(TGA),
1
수소 핵자기공명 분광분석기(

1
H NMR), 투과전자현미경(TEM)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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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의 TEM 사진 및 분산성 평가 결과>

7. 생체 분자로 개질된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 다중벽 탄소나노튜브(SWCNT)를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를 용매로 한 10

vol%의 아크릴산(AAc) 단량체 용액에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1

kGy/hr 선량율로 10 kGy 까지 방사선을 조사하여, 생체분자를 고정화 할 수 있는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을 개질한 후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형성된 관능그룹(COOH)

에 단백질과 DNA를 도입하여 생체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함.

.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중합법에 의하여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탄소나노

튜브(MWCNT-g-PAA)를 제조하였음. 제조된 MWCNT-g-PAA의 18 wt%의 그

라프율 보였고 그라프트 중합으로 인하여 표면에 약간의 결점들이 생성되지만 방

사선 조사 전 본래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적 특성들은 유지됨을 확인하였음.

. 생체분자들이 도입된 탄소나노튜브들의 XPS 분석 결과, 일반 탄소나노튜브에 비

해 MWCNT-g-PAAc 산소 (O)의 함량이 크게 증가함을 보였고 단백질 도입 했

을 경우 O의 함량이 줄면서 단백질의 구성원소인 질소 (N)와 황(S) 원소가 새롭게

확인 되었고 DNA의 경우도 DNA의 구성원소인 N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형광

현미경 분석 결과, 일반 탄소나노튜브는 형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형광이 도입된

단백질과 DNA가 도입된 탄소나노튜브는 형광이 명백히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 제조된 MWCNT-g-PAA들은 열중량분석기(TGA)와 라만 분광기를 이용하여 분

석 하였고 생체분자가 도입된 탄소나노튜브는 형광현미경과 X-ray 광전자 분광분

석 (XPS)를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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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생체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 제조 방법>

<생체분자들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의 형광현미경 사진>

8. 생체 분자 패턴 형성기술 개발 및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 이온주입법에 의한 표면 개질은 고분자, 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들에 대하여 적

용될 수 있으며,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혹은 물리적인 방법들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면 성질만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선택적으로 이온주입 및 이온 주입 후 기능성 단량

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고분자 재료(PET, PTFE, FEP 등)들의 표

면에 생체분자의 고정화를 위한 방사선 이용 반응기(COOH 등)에 대한 패턴을 형

성하였음.

. 이온주입을 통하여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카르복시산 등의 기

능성 관능기들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고분자 재료 표면에는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 산)를 그라프트 중합하여 기능성 관능기를 도입하였음. 기능성 관

능기가 도입된 표면에 생체분자(세포, 단백질, DNA 등)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50

μm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 형성시킴.

- 사용된 이온주입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keV 이온

주입장치임. 이온주입에 의하여 개질된 재료 표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FT-IR), 접촉각 측정, 주사전자현미경(SEM)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음.

- 최종적으로 선택적으로 개질된 재료 위에 세포, DNA, 단백질 등과 같은 생체분자

를 고정화한 후, 생체분자패턴의 형성 여부를 형광 현미경,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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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주입에 의한 폴리에스테르계 고분자

기판위에 기능성 반응기 형성 및 생체

분자 고정화>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기판위에 기능성 반응기 도입

및 생체 분자 고정화>

<고분자 기판을 이용한 바이오센서의 형광검출감도와 형성된 생체분자패턴에 대한

형광현미경 이미지의 3차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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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1) 아토피 피부염 치료 유

효 천연물 선별

2)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합성

3) 하이드로겔용 막 합성

4) 고분자 전해질 겔 합성

1)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7종 추출

물 선별

2) 천연/합성고분자와 천연 추출물을 함유 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0.015kgf/mm
2
, 적합)

3) 하이드로겔의수분증발방지막제조(4시간, 40%이하증발)

4) ◦ AN/MMA/가교제(PEGDMA)/전해액으

로 구성된 혼합 용액을 mold에 부은 후

sheet로 제작, 방사선 조사하여 겔형 고분자

전해질을 개발함.

- AN/MMA 조성에서 AN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겔 압축강도는 향상되었고, MMA 함

량이 증가할수록 이온전도도가 향상되었음.

- 합성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압축 강도는

AN/MMA/PEGDMA(100/0/2)조성에서 최대 675

kPa, 이온전도도는 AN/MMA/PEGDMA(85/15/2)

에서최대 2.99 mS/cm를얻었음

◦ HDPE 분리막에 PVDF-HFP/PEGDMA를

혼합한 용액을 dip-coating하고 일정 습도

분위기하에 건조시켜 phase inversion 방법

으로 제조 후 전자선처리하여 내열성이 강

화된 겔형 전지막을 개발함.

-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HDPE 분리막과 코팅

층이 분리되지 않는 우수한 성능의 겔형 고

분자 를 개발함

- 기존 분리막의 열수축률이 75%인데 반해 제

조된 분리막의 열수축율은 30%로 매우 우수

한 내열성을 가짐

45 100

1) 천연 약용식물 12

종 선별

2) 천연고분자 2종, 합

성고분자 2종

3) 수분증발율 40%이

하

4) 모노머 6종, 전도도

2×10
-3

S/cm이상,

current onset;

4.5VLi/Li
+

1) 섬유방사 기술개발

2) 폴리카보실란 종류에

따른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3) 경화된 프리세라믹 고

분자 탄화규소 섬유화

기술개발

4) 방사선 경화형 에폭시

복합재 제조

5) 복합재료 열적, 기계적

특성 분석

1) 전기방사(4종), 용융방사(3종), 습식방사(4

종), 원심방사(1종)에 의한 폴리카보실란 방

사기술 개발

2)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방사선조사, 경화분위

기 영향 및 섬유경화 특성 분석

3) 경화된 프리세라믹의 소성온도, 시간 영향

평가, 기계적 물성 측정, 탄화규소섬유의 열

적 물성 측정

4) 경화형 에폭시 4종 선정 및 방사선 경화 특

성, 불소화된 CNT 복합재 제조, 5종의 보강

재/에폭시 복합재 제조

5)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카본나노튜브/

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동력학적 특성평가,

카본나노튜브 보강 에폭시 복합재 물성평가,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의 물성 평가

30 100

1) 4가지 섬유방사기

술 확보

2) 전자선을 이용한

폴리카보실란 경화

기술 확보

3) 탄화규소 섬유화

기술개발 확보

4) 방사선경화형 에

폭시 복합재 5종 제

조

5) 복합재 5종의 물

성평가 수행

1) 생체 적합성 고분자 재료

2) 생체 적합성 세라믹 재료

1) 이온주입 및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의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PS, PE, PTFE, 25 100

1) 총 4종의 고분자

재료에 대한 생체적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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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나노튜브 절단 PDMS 등 총 4종의 고분자 재료에 대한 생

체적합성 향상 기술 개발, XPS, SEM, TEM,

FTIR을 통한 표면분석, 이온주입 후 접촉

각: 59-70도, 각질세포주의 배양에 의한 생

체 적합성 향상 확인, 350 μm의 세포 패턴

및 40 μm의 단백질/DNA 패턴 형성

2) 유리와 실리콘 웨이퍼 등의 세라믹 재료에

이온 주입 및 이온보조반응을 통한 생체적

합성 향상 기술 개발, XPS를 이용한 표면

분석, 이온주입 후 접촉각: 23-57도, 각질세

포주의 배양에 의한 생체 적합성 향상 확인,

350 μm의 세포 패턴 형성

3) 방사선 조사에 의한 CNT cutting 기술 개발,

길이 10 micron 이하, TEM, Raman, XRD

분석결과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 효과 분석

합성 향상 확인

2) 총 2종의 세라믹

재료에 대한 생체적

합성 향상 확인

3) 방사선에 의한 탄

소나노튜브 절단 길

이: 5 micron 이하

확인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1) 약물함유 하이드로겔

제조 및 치료효과 검증

- 치료효과 75% 이상

2) 하이드로겔과 수분증발

방지막의 접착기술 개

발 - 접착력 0.02kN 이

상, 수분증발율 40% 미

만(4시간 사용시)

3) 이차전지용 막 개질 및

고분자 겔 전해질 제조

기술 개발

- 상용분리막 대비 내수

축율 50%이상 향상, 유/

무기 나노 복합 분리막 2

종이상 개발

1) 세계 최초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을 제

조 기술을 개발하고 Nc/Nga 마우스에 아

토피 피부염을 유발하여 NHEB-05의 치료

효능을 검증. 치료효과는 80%이상, 치료과

정 중 안와정맥 혈액 추출을 통해 면역학적

기전과 혈액분석을 실시하고, 피부염색을

실시하여 조직학적인 관찰을 함. 또한 인체

에 적용하기 위한 하이드로겔의 세포독성

및 토끼를 이용한 안 독성 평가. 토끼의 눈

에 추출물을 삽입하고 독성여부를 평가 함.

세포독성은 인간의 각질세포주와 섬유아세

포주를 이용하여 독성을 평가함.

- 동물실험 결과 80%이상의 치료효과를 보임

- 하이드로겔과 수분증발방지막을 접착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수분증발방지막 3종, 접착

제 2종 선정

2) 접착력 0.025kN으로 기존 접착제로는 부착

이 안되는 하이드로겔과 막 접착

3) 기존 HDPE 분리막에 MMA를 방사선 그라

프트하여 분리막의 전기화학적 성질을 향상

시키고 내열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함.

MMA가 HDPE 분리막에 그라프트함으로서

산화 안정성이 향상되고 계면저항이 감소하

여 전극친화도가 향상됨

- 기존 분리막의 열수축률이 75%인데 반해 그

라프트도 분리막의 열수축율은 20%로 매우

우수한 내열성을 보임.

- 그라프트막 및 기존 HDPE 분리막을 이용하

45 100

1) 약물 함유 하이드

로겔 제조, NHEB-05

치료효과 80%이상

2) 하이드로겔과 수

분증발방지막 접착

력 0.025kN 달성

3) 열수축율 40%미

만, 복합 분리막 3종

개발

2. 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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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coin cell을 제작 충방전기를 통해 cycle

비교성능평가 결과 기존 HDPE 분리막으로

제조된 코인셀은 300 cycle 충방전후 방전용

량이 초기 방전용량의 75 %만 유지하는 반

면에 그라프트막으로 제조된 코인셀은 초기

방전용량의 90 %까지 유지하는 우수한 전지

내구성을 가짐

- PVDF-HFP/커플링제 처리된 Al2O3를

10/0~5/5의 조성으로 하고 고형분이 5wt%

가 되도록 아세톤을 첨가하여 유/무기물 슬

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dip-coating

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킨 후 전자선 조

사하여 유/무기복합막을 제조함

- 제조된 유/무기 복합분리막에서 무기물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기공도가 커지고 이온전

도도가 증가하여 cycle 비교성능평가시 유/

무기복합막으로 제조된 코인셀의 100 cycle

충방전후 방전용량이 기존분리막의 코인셀

의 100 cycle 충방전후 방전용량보다 우수함.

- 100 cycle 충방전후 코인 외관 검사시 전해

액 누출 유무 코인셀 외관 검사 결과 상용

분리막을 이용한 이차전지에서 전해액이 누

출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조된 분리막

을 사용한 리튬 이차전지에서는 전해액의

누출이 없음을 확인

- 기핵제 첨가를 통한 결정성 증가로 기공도

가 우수한 폴리에틸렌 분리막 제조함.

1) 방사선조사에 따른 경

화섬유 특성 분석

- 조사량, 소성온도에 따

른 섬유의 화학조성

(Si/C/O)비 조절

2) 탄화규소섬유 물성 평가

3) 항공기 부품용 고열부

분(hot section) 적용 탄

화규소섬유 강화 복합

재료 제조 기술개발

- 내열온도 1300℃(상용)

C/SiC, SiC/SiC 복합재

1) 방사선 경화조건에 따른 섬유특성의 화학조

성비 측정연구 (경화조건-분위기(Ar, He,

N2, Air), 조사량(2~10MGy))

-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소성조건에 따른 화학

조성비 측정연구 (소성조건-분위기(Ar, He,

N2r), 시간(1~3MGy),온도1300~1500℃)

2) 방사선 조사조건에 따른 섬유내 산소함량

분석 및 산소함량 조절 방법 개발 (산소함

량 2.6%까지 감소)

- 섬유내 산소함량에 따른 폴리카보실란 섬유

의 경화율 측정 (겔화율 98% 이상 확보)

- 섬유내 산소함량에 따른 탄화규소섬유의 기

계적강도 측정 (최고인장강도 2.5GPa, 최고

탄성률259GPa 구현-국내최고수준)

- 고온에서의 탄화규소섬유가 갖는 열적안정

성 평가 (1500℃까지 열적 안정성 확보)

- 열처리에 따른 탄화규소섬유 형태 분석-탄화

규소섬유 강화 탄소복합재료 제조 (3종) 및

특성평가

3) 탄소섬유 강화 탄화규소 복합재료 제조 (3종)

및 분석

- 탄소섬유강화 탄소복합재료 제조 (1종) 및

특성평가

- 화학증기침투 실험에 의한 SiC 복합재료 제

조 (2종) 및 분석

- 복합재 고온특성 평가 (6종)

- 복합재 내열온도 1300℃(상용) 구현

30 100

1) 조사량, 소성온도

에 따른 섬유 경화특

성 분석 및 화학조성

비 조절

2) 탄화규소섬유 물

성 평가

- 인장강도:2.55GPa

- 내열성:1500℃

- 세계최고수준대비

90% 달성

3) 내열온도 1300℃

이상의 탄화규소섬

유 강화 복합재 제조

및 특성평가

1) 재료 표면에 생체 분자 1) 이온주입 및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그
25 100

1) 세포 3종,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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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술 개발

- 세포 1종, 단백질 1종,

DNA 1종 이상 고정화

- 50 micron 이하 생체분

자 패턴 형성

2) 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

술 개발

- 세포 등 생체 분자 비

특이성 흡착 방지

- 350 micron 이하의 비

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

형성

3)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

소나노튜브

- 방사선 조사 효과

- Monomer 2종 이상

- 그라프트율 5%이상

라프트 중합에 의하여 재료 표면에 기능성

관능기를 도입한 후 생체 분자를 고정화시

킴

- 이온주입을 통하여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고분

자 재료 표면에 카르복시산 등의 기능성 관능

기들을 발생시킴.

- PVDF, PTFE 등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이온

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아크릴 산) 그라프트

중합하여 기능성 관능기를 도입하였음

- 기능성 관능기가 도입된 표면에 생체 분자(세

포 3종, 단백질 1종, DNA 1종)를 고정화하였

음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선택적으로 재

료 표면을 활성화시킴. 이온주입에 의하여 활

성화된 부분에만 기능성 단량체를 그라프트

중합한 후 생체 분자를 도입하여 50 μm 이하

의 생체분자 패턴 형성시킴.

2) 이온빔 조사에 의하여 비특이성 흡착 방지

를 위한 패턴을 형성한 후 생체분자를 도입

하여 흡착 방지 특성을 평가함

- 고분자, 세라믹 재료 위에 Pluronic, PHS 등

비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이 있는 재료를 고

정화한 후 생체 분자를 도입하여 비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을 평가함.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선택적으로 비

특이성 흡착 방지용 Pluronic, PHS 등을 고

정화시킨 후 세포 등 생체 분자를 도입하여

100μm의 생체 분자 패턴 형성시킴.

3)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중합법에 의하여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

함.

-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에 약간의 결점들이 발

생되지만, 방사선 조사 전 본래 탄소나노튜

브의 구조적 특성들은 유지됨을 확인함.

- 탄소나노튜브에 스티렌과 아크릴산 등 2종

의 단량체를 이용하여 그라프트 중합시킴.

-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건

에서 5%이상의 그라프트율을 보임.

- 분산성 평가 결과, 그라프트되는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 유기용매 혹은 수용액 상에서

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함.

1종, DNA 1종 을 고

분자 재료 표면에 고

정화 확인

- 세포, 단백질 및

DNA 50 μm 이하

패턴 형성 확인

2) Pluronic 패턴 형

성을 통한 세포의 비

특이성 흡착 방지 특

성 확인

- 100 μm 이하의 세

포 패턴 형성 및 이

종 세포 패턴 형성

확인

3) 스티렌 및 아크릴

산 2종의 단량체를

이용한 그라프트 중

합

- 그라프트율 측정

결과 모든 조건에서

5%이상 확인

- 수용액 및 유기용

매 상에서의 탄소나

노튜브 분산성 향상

확인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1) 방사선 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 기술 개

발 (1,000 케이스의 마

1) 동물실험 및 임상 시험을 통한 아토피 피부

염 치료용 하이들겔의 효능 검증

-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동물 모델을 이용한

하이드로겔의 효능 검증을 위하여 현재

45 100

1) 아토피 피부염 치

료용 하이드로겔의

동물실험

- 1,100건 (Nc/Nga

3. 3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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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를 이용한 검증,

50케이스의 임상을 통

한 검증))

2) 방사선 이용 리튬 이차

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

자 겔 제조기술 개발

(이론용량 대비 90%,

100 cycle 이상)

1,100건의 동물 (Nc/Nga mice 600건,

Hairless mice 500건)을 사용하여 효능을 검

증함 (치료효능 85%)

- 치료전과 치료중, 치료후 동물의 혈액을 채

취하여 혈액중 염증 유발인자의 감소를 확

인함.

- 치료가 완료된 후, 마우스의 조직을 적출하

여 조직학적인 분석을 수행함. 수행결과 아

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이 각질세포

의 침윤이 적어 치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함.

-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실시함. 현재

52명의 환자에 대해 실험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 있음. 시험 결과 90%이상의 치유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하이드로겔의 보

습유지 효과와 더불어 추출물인 NHEB-05

가 피부에 침투함으로써 상승효과가 일어나

는 것으로 보임.

- 현재 KFDA 승인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 작

성완료

2) 방사선 이용 리튬 이차전지용 고분자 분리막

제조

- HDPE 와 soybean oil, alumina를 혼합/압

출, 추출을 통하여 분리막의 기공도 및 내열

성을 향상시키고, 방사선 조사를 통한 가교

효과로 더욱 향상된 기계적 물성과 내열성

을 가지는 세계 최초의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개발.

- .기존 상용 제품인 SK-Libs와 비교하여, 기

계적 강도는 약 30% 향상되었고, 120 oC에

서의 열수축성은 10%미만이며, 4 x 10-3

S/cm이상의 이온전도도 및 LSV 시험결과

전기화하적 안정성면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냄.

- HDPE에 alumina를 혼합하여 내열성 및 기

계적 물성이 우수한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개

발하는데 있어서, 50 nm입자의 alumina를

첨가한 HDPE 분리막이 400nm 입자의

alumina를 첨가한 HDPE 분리막 보다 내열

성 및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특성을 나타냄.

- 커플링제로 표면처리된 무기물(Al2O3)/고분

자바인더(PVDF-HFP)를 혼합하여 고형분이

30wt%가 되도록 아세톤을 첨가하고 여기에

가교제(TTT)를 첨가하여 유/무기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딥코팅하여 항습조

건에서 건조시킨 후 전자선 조사한 다공성

유/무기복합막으로써 내열성이 매우 우수

할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특성도 우수함.

- 무기물함량이 증가할수록 무기물 사이의

기공이 많아져 이온의 이동도가 증가하여

전기화학적 특성이 우수함

- 가교제 첨가로 인해 기존 분리막과 무기코

팅층을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하여 내박리성

이 우수하고 제조된 막의 내열성에 막대한

mice 600건, Hairless

mice 500건); 치료효능

85%

- 대학병원 임상 52

건 실시

2) Cycle test시 상용

분리막 대비 우수,

4.2V cutoff시 200

cycle후 초기용량의

98% 유지, 4.4V

cutoff시 200 cycle후

초기용량의 90% 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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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줌.

- 기존 분리막의 열수축율이 70%이상인데 반

해 가교제의 첨가한 유/무기복합분리막의

열수축율은 5%이하로 매우 우수한 내열성을

보임.

- 크기가 다른(400nm 와 50nm) 무기물을 기초

로 하여 유/무기 복합분리막을 제조한 후 열

적 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을 측정한 결과

50nm의 무기물을 첨가한 유/무기 복합분리

막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 (전자선 비처리

분리막 대비 기계적 물성 20%이상 향상.

(tensile strength).

- 상용 분리막에 전자빔을 이용하여 siloxane

및 borate를 그라프트한 고분자 전해질 막 기

술 개발 (Cycle test시 상용 분리막 대비 우

수, 4.2V cutoff시 200 cycle후 초기용량의

98% 유지, 4.4V cutoff시 200 cycle후 초기용

량의 90% 유지)

1)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LCD 액정 패널 접합기

술 개발

- 전자선 경화형 접합기

술 개발

- 전자선이용 투과깊이에

따른 디스플레이 접합

시험

2) 저유전재료 제조기술개발

- 유전율 k=4.0 이하 유

전막 제조

- 내에칭성 및 경도측정

3) 항공기, 로켓추진기관,

자동차 브레이크 소재

용 탄소섬유강화 탄소

복합재 제조

- 초고온 탄소복합재

weaving 형 프리폼 제조

- 탄소/탄소 복합재료 가공

1)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소재 접합기술 개발

- 전자선 경화기술 이용 ①높은 접착강도

(1,050 gf/cm)를 갖는 LCD용 도전성 접착

제, ②copper clad laminate 접합기술, ③이

온주입에 따른 폴리이미드/구리 접착력 향

상기술 개발

- 전자선 에너지(1.0~2.5MeV) 변화에 따른

laminate 두께변화 연구 수행

2)저유전재료 제조기술개발

- Spin-on법 및 RF-magnetron sputtering 방

식을 이용하여 저유전막을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유전막의 유전상수값이 2.1~3.3 정

도의 우수한 물성의 저유전막을 개발

- 제조된 유전막은 금속배선 에칭액인 질산

및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에 사용되는 현상

액인 tetra- methylammonium hydroxide

등과 반응하지 않는 우수한 내에칭성을 보

였으며 경도값은 열경화대비 5배 이상의 증

가를 보인 10 GPa의 높은 경도값을 나타냄

3) 항공기, 자동차 브레이크 소재용 탄소섬유강

화 탄소복합재 제조

- 초고온 탄소복합재용 3D orthogonal

weaving 프리폼을 비롯해서 4D hexagonal

Rod 프리폼, 탄서섬유와 Oxi-PAN섬유를

이용한 NP(needle punched) 프리폼(2종)

등 총 4종의 프리폼을 제조

- 고밀도화를 통한 밀도 1.96 g/cc의 탄소/탄

소 복합재 제조

- 전자선 경화기술 이용 항공기 및 자동차 브

레이크용 디스크 시제품(2종, 탄소/탄소 복

합재, 탄소/탄화규소 복합재)을 제작하여

특성분석

30 100

1) 전자선 경화기술

이용 디스플레이 소

재접합 기술 개발

2) 저유전막 제조기

술 확보

- 유전율:최저 2.1까

지 확보

- 내에칭성 및 경도

측정을 통해 유전막

재료 물성 평가

3) 탄소복합재 프리

폼 4종 제조 및 탄

소/탄소 복합재를

이용한 브레이크 소

재 2종 가공

1) 생체 분자 패턴 형성기

술 개발 및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마스크를 통한 1) 이온주입 및 2) 이온주입

유도 그라프트 중합, 3) 이온빔 접촉 리소그

25 100

1) 단백질 및 DNA:

50μm 이하 패턴 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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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micron 이하 크기

패턴 구현

- 특정생체분자 표적들에

대한 50 μg/ml 이하의

민감도를 가진 기판 제작

2) 생체 분자로 개질된 탄

소나노튜브

- 단백질, DNA 등 2종

이상 도입

래피에 의한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재료 표면에

친수성 관능기(OH, COOH 등)의 도입 및 패

턴화, 이를 이용한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아크릴산)를 그라프트 중합하여 재료 표면

에 COOH 도입 및 패턴화, 이를 이용한 생

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이온빔 접촉 리소그래피를 통한 고분자 패

턴 형성을 통한 세포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결과

. 세포, 단백질 및 DNA 등: 50 μm 이하 패턴

형성

○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 형광측정 기반 바이오센서/칩용 고분자 기

판 제작 및 성능 평가

- PTFE, PET 등의 고분자 기판 위에 생체분자

고정화 및 패턴 형성

- 특정 표적 생체 분자(탄저균, 간암 표지자

등) 검출을 위한 포획 분자의 선택적 고정화

및 검출 성능 평가

. 탄저균: 최대 1 pg/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 간 암: 최대 10 pg/ml 까지 검출 가능 확

인

○ 방사선을 이용한 Capillary force형

Microfluidic 칩용 고분자 기판 표면 처리

및 흡착 성능 평가 (ETRI 공동 연구)

- Microfluidic 칩용 고분자 기판 위에 특정 표

적 생체 분자(탄저균, 간암표지자) 검출을

위한 포획 분자의 고정화 및 형광스캐너

(ArrayWorks)장비를 이용한 성능 평가

. 탄저균: 최대 1 fg/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 간 암: 최대 10 pg/ml 까지 검출 가능 확

인

○ 전기적 측정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및

성능 평가

- 나노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실리콘 나노와

이어 제작

-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위에 특정생체분

자표적(알츠하이머) 고정화 및 검출 성능 평

가

. 알츠하이머: 최대 1 pM 까지 검출 가능 확인

○ 생체 분자로 개질된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 생체분자를 고정화를 위하여 방사선 동시

중합법을 통해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을

그라프트하여 표면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함.

-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에 단백질, DNA 등 2종 이상 도입하였고,

XPS 분석과 형광현미경을 통하여 단백질

및 DNA가 탄소나노튜브에 성공적으로 고

정화되었음을 확인함.

- 탄저균: 최대 1

fg/ml; 간 암: 최대

10 pg/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2) 단백질 1종, DNA

1종 도입된 탄소나

노튜브 제조 및 형광

현미경 등을 통한 확

인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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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 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의 중추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보다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고품질의 제품 생

산이 가능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관련 산업이 RT산업의 주요 기술로 자

리잡고 있음.

- 의료계 추산에 따르면 연 5천억원 이상이 ‘아토피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

고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기술이 개발되면 국내외

적으로 이러한 제품이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함.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조하

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생체 재료는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임. 의료용 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이것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개질하여 여러 가지 화학적 기능을 도입할 수 있으

며, 관, 필름, 섬유, 겔 등으로 가공하기 쉬운 특징이 있음. 이러한 생체 재료는 신

체와 접촉하므로 독성이 없고, 신체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성질을 갖추는 것

이 필수적인데,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신 재

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현재 이차전지 세계시장은 일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응용기술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일본의 기술력과 신규시장 발굴에 탁월한 일본 특유의 상업성

이 접목되면서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음. 이처럼 일본이 주

도하던 이차전지 시장에 국내 업체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이차전지를 생산하

기 시작하였으나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었으나, 본

과제에서는 내열성이 우수한 이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기술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 종속

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 세계 최초로 전기방사, 원심식 방사법을 이용하여 탄화규소 섬유를 제조하는 원

천기술을 개발함. 새로운 섬유방사법에 의하면 탄화규소를 섬유 뿐아니라 mat

형태로도 제조가 가능하여 항공, 우주, 국방 소재로서의 그 활용도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특허 1건 등록, 국내특허 5건을

출원, SCI 논문 게재 2편, 국내논문 2편을 게재함. 본 기술은 항공우주 부품소재

업체에서 기술이전 검토, 국방품질기술원 등에서는 국방기술 적용에 관심을 보

여 협의중임.

- 방사선 경화 기술을 이용하여 에폭시 복합재,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복합

재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함. 특히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로 하

이브리드 압력용기, LNG 압력용기 등을 제작함.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SCI 논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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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편, 국내논문 8편, 국내특허 2건을 출원함. 국내 CFRP 제조업체, 상업용 실

린더, 특수고압용기, 의료용 기기, 에폭시 가공업체등에 기술이전 준비중.

-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시 기존 열경화 공정에 비해 경화속도가 10 배이상 빠르고

접착강도가 우수한 전자선 경화이용 도전성 접착기술을 개발함. 본 기술은 LCD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LG, 삼성전자등과

협력하여 산업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또한 TFT-LCD 및 각종

전자기기의 전자파를 차폐하는 기술, 전자선 조사에 의한 연자성 재료 등을 개

발하여 인덕터, 변압기 등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을 개발함.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SCI 논문 6편, 국내논문 1편, 국내특허 3건 출원함.

- 방사선을 이용하여 기존의 열경화법에 비해 공정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탄소/

탄화규소, 탄소/탄소 복합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함. 프리세라

믹 소재를 탄소프리폼에 침투시켜 전자선으로 세라믹 소재를 경화 후 코팅하는

기술은 탄소/탄화규소 복합재 제조 기술에 새로운 방법으로 고성능 내열, 내마모

성 소재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 됨.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SCI

논문 1편, 국내논문 1편을 게재하였으며관련 복합재료 업체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소재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함.

- 본 연구개발팀은 상기와 같이 탄화규소섬유,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경량화 재

료, 전자부품 소재를 용이하게 제조하고 공정기술 및 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사선 이용 복합신소재 기술을 개발하였기에 연구목표 대비

100% 달성한 것으로 사료됨.

- 방사선 경화기술은 열경화 공정에 비해 저에너지 소비, 친환경적인 기술로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기술 정책에도 부합되며, 개발된 기술 등은 항공우주, 원

자력, 자동차, 국방, 전자부품 소재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은 현대 재료 과학 분야에서의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 중

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있음.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 처

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의 응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온주입 기술에 의한 표면 개질은 고분자, 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들에 대하

여 적용될 수 있으며,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방법들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면 성질

만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이온주입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1) 단순 이

온주입, (2) 이온보조반응, (3) 이온주입 유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

트 중합, 또는 (4) 이온빔 접촉 리소그래피 등의 방법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생체분자 고정화 기술,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음.

- 본 과제에서는 개발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센서/칩 제작용 고분자 기판

위에 특정 표적 생체분자(탄저균, 간암 표지자 등)의 검출을 위한 포획분자의 고

정화 후 각각의 검출 성능을 평가한 결과, 탄저균의 경우에는 최대 1 pg/ml 까



- 55 -

지, 그리고 간암의 경우에는 최대 10 pg/ml 까지의 극미량 검출이 가능한 형광검

출기반 바이오센서/칩 제작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이러한 기술을 한

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Capillary force형 Microfluidic 칩에 적용 평가

하여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 및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또한 나노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적 측정 기반의 바이오센서를 제작하여

알츠하이머 질병관련 표적자에 대한 검출 성능을 평가한 결과 ~1 pM 까지 검출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이와 더불어 본 과제에는 탄소나노튜브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

사선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절단 및 표면 개질 방법(고분자 그라프트 방법)을

통하여 고분산성의 탄소나노튜브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방사선 표면

개질을 통하여 기능성 관능그룹(COOH 등)들이 도입된 탄소나노튜브에 생체분

자(DNA, 단백질 등)를 고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연구 목표 대비 100% 달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방지 기

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고분산성 탄소나노튜브 제조 기술 등은 바이오센

서/칩의 제작, 고성능 탄소나노튜브 복합재료뿐만 아니라 의료/바이오, 정보/통

신, 전기/전자, 항공/우주, 국방, 자동차, 나노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로의 파

급효과가 매우 큰 핵심 기술 분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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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

▪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

되는 의료용 재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본 연

구 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분자 재료에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활용 가능함.

▪ 이러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

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사선이외의 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고기능성 제품 생산이 가능함.

▪ 탄화규소 재료는 우수한 고온강도, 치수안정성 및 중성자 조사에 대한 낮

은 유도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로와 우주항공 분야의 구조

용 재료로서 기대되고 있음.

▪ 탄화규소,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및 탄소복합재를 이용하는 항공기, 우주

선, 자동차등의 부품 제조업에서 주로 이용되는 열경화 공정을 대체할 신개

념의 전자선 경화 공정을 개발하여 첨단 복합재료 산업에 있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방사선을 이용하여 각종 재료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의료, 바

이오, 전기전자 등의 산업에 필요한 생체적합성재료, 전자재료, 나노재료

등의 개발에 핵심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의 적용 분야는 일반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 바이오, 환경 등 첨단 산업분야로의 그 기술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기술 선점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생체분자 고

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은 바이오센서

/칩, 조직공학, 기초 생물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적용될 수 있

음.

○ 경제적 측면

- 방사선 이용한 저렴한 범용 고분자 재료를 기능성 표면처리기술을 개발함으

로써 고부부가가치 창출 가능하며 새로운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

술이 확보됨에 따라서 관련 산업계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에너지/환경, 철강/비철금속, 기계, 자동차/항공기·우주, 전기전자

부품/반도체, 화학/고분자/세라믹스, 의료/바이오 분야에 이온주입을 이용한

표면처리 기술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임. 따라서 본 기술의 시장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날 것으

로 예상됨.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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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바이오센서의 총 시장규모는 2002년에 65.7억 달러 규모였으며, 이

규모는 연평균 11.6% 성장으로 2004년에는 약 82억 달러 정도임. 국내 바이

오센서의 시장규모는 2003년 약 100억원, 2007년 약 500억원, 2010년 약 700

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일부 바이오센서가 국산화되어 있으나 아직

외국제품 의존성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본 과제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은 고

감도 바이오센서/칩 제조에 적용 가능하여 관련 기술 선점 및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의료계 추산에 따르면 연 5천억원 이상이 ‘아토피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

로 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

로겔 은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므로 그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는 세계 2차전지 분리막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이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실정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열성이

향상된 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기술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 이루어지면,

연간 3,000억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탄화규소섬유,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은 초고온,

경량, 고강도 복합재료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국내외의

모든 항공우주 산업, 자동차 산업 및 방위산업체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관련 업체라 할 수 있음. 고성능 복합재료 시장은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연 1,000 억달러 이상의 시장 형성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국내에서도 3000 억

원 이상의 시장창출이 예상됨.

- 본 과제에서 개발된 고분산성 탄소나노튜브는 전자정보통신(트랜지스터, 디

스플레이 등), 에너지(연료전극, 수소저장 등), 복합재료, 나노프로브 및 센서

(인공근육, 바이오센서), 템플레이트 등 그 응용 분야가 매우 크며 따라서 그

시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2002년 탄소나노튜브 세계시장은 1천2백만달러 규모이지만 매년 최소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구체적으로 활용이 예상되는 디스

플레이 시장의 경우 2005년 10억 달러로 예상하였는데 여기에 탄소나노튜브

를 채용할 경우 노트북, PC 등을 감안하면 4백억 달러, 오는 2010년에는 15

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자동차 계기판, 휴대용 전

지, 섬유와 일반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제품이 출시될 경우 그 시장

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적 측면

-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제품, 전자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 폭넓

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

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도기여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등과 관

련된 재료, 제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 및 새로운 방사선 응용분야 개척에 기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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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연구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연구 논문 및 특허 다수

○ 외국 전문가 국내 방문시 지참한 연구 논문 및 발표 자료 다수

○ 국제학회에서 참가하여 수집한 초록집 다수

- 제9회 Polymers for Advanced Technologies 국제심포지움(신준화, 2007년 10월,

중국 상해)

. Conjugate Polymer에 대한 응용으로 OLED와 백색광 물질 개발 그리고 고분자

태양연료전지에 관한 연구정보 수집

- IAEA CRP 1차회의 참석 (노영창, 2007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 방사선그라프트기술을 이용한 흡착제 및 선택적 분리막 개발(Development of

Novel Adsorbents and Membraned by Radiation-Induced Grafting for Selective

Separation Purpose)에 대한 기술 현황 토의 및 정보수집

- 2007 Polymer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참석(임윤묵, 2007년 8월, 스웨덴

괴텐버그)

. 이차전지 막관련 논문 및 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섬유 논문발표

"Biodegradation properties of polycaprolactone nanofibers by gamma-ray

irradiation" 각국의 고분자 가공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동향 파악

- 15th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IMRP) 2008 학회 참석, 논

문 발표 및 자료 수집 (노영창, 2008 년 9월, 영국 런던)

. 다양한 국가에서의 방사선 조사 장치 개발 동향 및 방사선을 이용한 신소재, 생

명공학, 의학, 환경,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개발 동향 파악 및 정

보수집

- ICOM 2008 (International Congress on Membranes and Membrane Process)

(신준화, 2008년 7월, 미국 하와이)

. 최근 연료전지막 개발 동향 및 자료수집 및 연료전지막 국외 전문가와 의견 교환

및 정보공유

- 114th Symposium of Young Asian Biochemical Engineers' Community

(YABEC) 2008 학회참석 (권희정, 2008년 11월, 일본 동경)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4개국 생물공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에 맞춘 바이오 매

스, 바이오 연료, 폐기물 처리 등을 주 내용으로 발표되었고, 생체재료와 관련한

생명공학, 의학 등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개발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 IAEA CRP 1차회의 참석 (노영창, 2009년 6월, 스위스 바덴)

. 방사선그라프트기술을 이용한 흡착제 및 선택적 분리막 개발(Development of

Novel Adsorbents and Membraned by Radiation-Induced Grafting for

Selective Separation Purpose)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자료수집

- 2009 European Polymer Congress (EPF '09) 학회 참석(박종석, 2009년 7월, 오

스트리아 그라츠)

. 기능성 고분자에 관련된 논문 발표, 나노재료, 생체재료를 이용한 생체공학적 응

용, 다기능성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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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ocomposites 2007 (강필현, 2007년 9월, 미국 라스베가스)

: 최근 나노소재에 대한 복합재, 조직공학 및 전자기기 등으로의 활용 연구개발

동향 및 나노소재 제조에 대한 다양한 방법, 특히 방사선을 활용한 나노소재 제

조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

∙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nocomposites and Nanoporous Materials (강필

현, 2008년 9월, 부산)

: 최근 나노소재와 기공성을 갖는 나노소재의 연구 동향과 응용방안 및 나노소재

및 기공성을 갖기 위한 제조기술 및 처리기술 방법수집 특히 나노 기공성을 이

용하여 비표면적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의 동향 및 응용 현황 파악

∙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2008 (전준표, 2008년 9월, 영국

런던)

: 최근 일본, 유럽, 미국 등 방사선 선진국들의 방사선 활용 동향 및 연구개발 동

향 등에 대한 자료 수집. 특히 전자선 경화공정을 이용한 에폭시 복합재 제조에

대한 최근 연구소에서의 연구개발 동향 및 회사에서의 복합재 활용 현황 파악

∙ Korea-German Polymer Symposium (서동권, 2008년 9월, 부산)

: 최근 감마선을 이용한 고분자의 경화기술 및 물성 향상을 위한 연구동향 파악,

특히 대형 부품의 감마선 경화공정을 이용한 제조 기술 및 응용 현황 파악.

∙ Carbon 2009 (강필현, 2009년 6월, 프랑스 비아리츠)

: 탄소소재(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그라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제조 기술

에 대한 최신 개발동향 및 다양한 산업으로의 적용사례에 대한 정보 습득 및 방

사선을 활용한 탄소 복합재의 제조에 대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연구동

향 파악

∙ European Polymer Congress 2009 (전준표, 2009년 7월, 오스트리아 빈)

: 고분자 분야에 대한 유럽 선진진국들의 연구개발 동향 및 방사선을 이용한 세

라믹계 광촉매 제조기술 및 개발동향 파악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신범식, 2009년 10월,

경주)

: 방사선을 이용한 복합재 제조에 대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의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방사선에 의한 고분자, 세라믹, 금속의 결정구조

와 화학구조의 분석 및 연구 동향 파악

- IAEA/RCA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얻은 문헌 다수

∙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전준표, 2009년 10월, 태국 방콕)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 동향 및 이를 활용한 흡

착제 및 필터 적용 사례에 대한 기술개발 동향, 각국의 방사선 활용 연구개발

동향 자료 수집

- 외국/국내 전문가 활용을 통해 획득한 연구 문헌 다수

∙ 일본 JAEA 소속의 전문가 (2007년-Tadao SEGUCHI, 2008년-Masahito YOSIKAWA)

초청을 통한 방사선 경화 및 프리세라믹 경화기술에 대한 연구자료 다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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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문가 활용을 통한 첨단 기능성 재료 및 복합재료의 국외 연구개발 동향 및

연구논문 다수 수집

- 복합재료 및 탄화규소섬유 기술동향 보고서 다수

∙ 과제수행과 관련된 기술동향 보고서 구매 및 관련 서적 다수 수집

: 자동차용 플라스틱부품 국내외 시장동향 및 전망(2007)

- 제9회 Polymers for Advanced Technologies 국제심포지움(최재학, 2007년 10월,

중국 상해)

. 고분자 재료의 나노구조 형성과 나노복합재료에 관한 연구동향 파악, 고분자의

광학적 응용분야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고분자 기반의 나노 패터닝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센서 등의 응용에 관한 연구정보 수집

- 2007 MRS fall meeting 참석 (정찬희, 2007년 11월, 미국 보스턴)

. 재료의 대면적 가공과 광학적, 전기적 활성 디바이스, 탄소나노튜브와 나노구조,

생물학적 계면제어, 나노입자의 생명공학 분야의 이용에 관한 정보 습득

- 15th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IMRP) 2008 학회 참석,

논문 발표 및 자료 수집 (최재학, 2008 년 9월, 영국 런던)

. 다양한 국가에서의 방사선 조사 장치 개발 동향 및 방사선을 이용한 신소재,

생명공학, 의학, 환경,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개발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Application of Accelerators in Research

and Industry(정찬희, 2008년 8월, 미국 텍사스)

. 생체적합성 향상을 위한 이온빔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개질에 대한 강연

참석 및 연구동향 파악, 표면개질에 대한 전반적 정보습득

-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on Beam Modification of Materials (IBMM)

(황인태, 2008년 9월, 독일 드레스덴)

. 이온빔을 이용한 금속, 기능성 고분자의 표면 처리 및 응용에 관련된 논문 발표,

나노재료, 생체재료의 다양한 응용과 바이오 의료분야 융합기술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rface Modification of Materials by Ion

beams (SMMIB 2009) 학회 (권호제, 2009년 9월, 일본)

. 이온빔을 이용한 다양한 재료의 표면처리와 나노입자, 생체분자등의 도입을 통한

나노,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개발 동향 파악 및 정보 습득

- 2009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 학회(황인태, 2009년 8월, 미국

워싱턴D.C)

. 기능성 고분자/표면 처리 및 응용에 관련된 논문 발표, 나노재료, 생체재료를

이용한 생체공학적 응용, 다기능성 나노입자에 대한 다양한 생물학적, 의학적

시도에 관한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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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2009-0062330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07.3.1~

2009.2.28

단 계

구 분
1/2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고유강점기술육성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방사선 융합 유기 신 재료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연 구 책 임 자 노영창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18 명

내부: 6 명

외부: 12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 3,600,000 천원

기업 : 천원

계 : 3,60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총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선공업환경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충남대,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조선대

연구책임자 : 김창덕, 박종혁,

박정기, 홍진후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216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약용식물 추

출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에 의한 피부 약물전달 효과와 피부 보습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나 발현 억제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은 in vivo와 in vitro에서 전신적인 알레르기

성 염증반응과 국소적인 염증반응, 염증성 cytokine 발현 등의 증상을 전반적이고 효과

적으로 개선함.

○상용 PE 분리막에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여 전극과의 친화도가 향상되어, 이차

전지의 용량을 장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고분자 분리막을 개발 함.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분리막 대비 열수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개발 함.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복합막 제조 기술 개발하여 Cycle test시 상용 분리막 대비 우

수한 성능을 나타냄.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방사선 그라프트, 아토피, 하이드로겔, 리튬 이차전지, 전해질,

분리막

영 어
Radiation graft, Atopic dermatitis, Hydrogel, lithium secondary

battery, Electrolyte, Membrane

보고요약서



- 4 -

요약문

Ⅰ. 제 목

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한 상처/화상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완전히 성장기

에 접어들었고, 궤양치료제, 약물전달체, 조직배양용 스카폴드, 인공피부확장제, 인공

장기 등의 합성기술은 개발과정에 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서양의약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 항히스타민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작용이 심하고, 한약 역시 체질과 처방에 따라 효과가 달라 모

든 아토피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아토피 환자의 피부염 치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것인데, 현재까지 각종 보습제가 나와 있으나 보습효과

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보습제로 바세린, bees wax, glycerine,

propylene glycol, 지방산, lactic acid 가 이용되고 있지만 수분 증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계속적인 수분 공급과 천연약용식물

등의 추출물의 효과적인 투여를 통해 아토피성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가려움까지 완

화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해, 치료에 유효한 천연

약용식물 추출 및 효능 검증, 천연/합성 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하는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수분방지막 제조 및 접착기술 개발 등과 같은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고분

자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리튬 이차전지는 전력밀도가 높고 충전용량이 커서 노트북, 휴대폰 등에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분리막의 열 수축에 의한 폭발 및 발화 위험성이 크고,

유독한 리튬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발열에 의해서 누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리튬 전지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내열성이 우수한 분리

막 및 고체형, 겔형 전해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선진국에서 진행 중이며, 방사

선 경화기술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내열성이 우수한 분리막 및 겔형 전해질 제조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 개념의 하이드로겔 기술 개발과 리튬 이차전지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분리막 및 고체형, 겔형 전해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아토피 치료 효과 우수 천연소재 선별 및 효능평가

○ 아토피 피부염 치료 유효 천연약용식물 추출물 선별과 추출 및 화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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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염/면역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몇가지 천연약용식물 추출물(어성초,

차전초, 자초, 황금, 단삼, 오미자, 황기, 느릅나무, 상엽, 금전초, 선학초, 감잎)

을 선별하여 열수추출(75 ℃, 24시간)하고 여과한 후 60Co 감마선(25 kGy)으로

조사 멸균하였다.

- 각 추출물이 갖는 강력한 항염/면역 효과를 확인하고,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비만세포 매개성 알레르기 모델에서의 약용식물 추출물 혼합액의 효과와 유용

성을 in vivo, in vitro 실험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 또한 화학분석을 위해 상기 추출물을 분쇄하여 열수추출하고, 추출액은 동결

건조하여 분말로 만들고, 감마선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결 건조시킨 추

출물 분말에 2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조사 전후 추출물의 성분변화를

HPLC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 약용식물 추출물과 하이드로겔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 선별된 약용식물 추출물과 이를 함유한 하이드로겔의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대식세포주인 Raw264.7를 사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독성을 평가하였다.

- DPPH(1,1-diphenyl-2-picryl-hyrazyl)법을 이용하여 약용식물 추출물과 이를

함유한 하이드로겔의 항산화능을 평가하였다.

- 약용식물 추출물과 하이드로겔이 대식세포에서 염증 매개 인자인 NO의 생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Griess 방법으로 NO 생성을 측정하

였고, 또한 염증 매개 cytokine의 유전자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RT-PCR로 확인해 보았다.

- 항알러지 효과를 in vitro에서 측정해보기 위해서, 비만세포주인 HMC-1 cell을

이용하였다.

-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합성기술

○ PVA 정제/가교기술 개발 및 정량분석법 개발

- PVA는 낮은 독성과 하이드로겔을 쉽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및 제약

산업으로의 응용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 관련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PVA의 불순물 함량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 PVA 정제를 위해 함유된 NaOAc의 제거를 위해 순수한 메탄올, 메탄올-물 혼

합용액을 사용하여 용액비율에 따른 NaOAc의 감소되는 속도를 측정하여 효과

적인 PVA 정제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 방사선 가교기술 이용 수분 방지기능을 가진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 통상 수화겔은 37 ℃의 온도 조건에서 12시간 이상 경과하면 함유한 수분이 모

두 증발하는데, 이처럼 수분이 증발되어 건조된 수화겔은 더 이상 아토피 피부

염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화겔의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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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분자막을 적층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여 수분방지기능을 가진 하이드로겔

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 폴리아크릴산수용액과 아크릴 에스테르계 접착제의 혼합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접착 조성물을 폴리우레탄막에 코팅하고 건조한 다음 폴리우레탄막 위

에 PVA와 물의 비율이 1:9로 제조한 수화겔을 적층한 뒤 감마선 25 kGy를 조

사하여 접착 강도를 측정하였다.

-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동물/임상 실험

○ 방사선을 이용한 약용식물 추출물 함유된 하이드로겔(atogel)의 접촉성 피부염

및 아토피 피부염의 동물실험

- Atogel의 피부염 억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토끼를 대상으로 20% SDS에 의한

자극 피부염과 0.2% DNCB에 의한 알러지 피부염을 유발하였다. 약용식물 추

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하이드로겔 및 약용식물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이드

로겔을 도포하여 약 7시간 경과 후 새로운 하이드로겔로 교체하였으며, 24 시

간부터 시간별로 피부염의 상태를 육안 관찰 또는 조직검사로 확인하였다.

- 약용식물 추출물의 안자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토끼를 이용하였다. 토끼의 한

쪽 눈에 5가지 약용식물 추출물을 동비로 섞은 테스트 물질을 적하하고 다른

쪽 눈은 단량체의 그라프트로 인해 전해액에 대한 분리막의 친화성이 개선되었

으며, 또한 상전이법에 의한 표면의 다공성 구조가 형성된으로 인해 전해액 담

지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 비닐실록산 및 음이온 고정화 물질이 그라프트된 PE 분리막 개발

- 전자선을 이용하여 비닐실록산 그라프트된 분리막 및 음이온 고정화물질

(PEGBA)이 그라프트된 분리막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비닐실록산의 Si-O

unit에 의해 리튬이온의 이동을 방해하는 음이온 물질이 해리되는 것을 막음으

로서 높은 이온전도도 및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폴리에틸렌 고분자 분리막 개발

○ Stearyl alcohol의 추출에 의한 다공성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발

-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을 제조하기위하여 stearl alcohol을 기

공형성제로 사용하여 분리막을 제조 하였다.

○ Soybean oil 추출 및 Alumina가 함유된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발

-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의 내열성 향상을 위하여 alumian 입자

를 폴리에틸렌과 혼합하고 soybean oil을 기공형성제로 사용하여 분리막을 제

조 하였다.

○ 전자선 조사에 의한 리튬 이차전지용 상용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내열성 향상

-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차전지용 상용 분리막에 전자선을 조사하여 가교구조를

지닌 내열성이 향상된 분리막을 제조하였고 조사선량에 의한 열적, 기계적 특

성들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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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질 특성 변화

- 전자선 조사시 같은 조사선량율에서 beam current 조절하여 높은 가교도 및 내

열성이 향상된 분리막을 개질할 수 있었다.

- 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 제조 기술 개발

○ 다공성 유/무기 코팅 복합막 제조 및 물리적 특성

- PVDF-HFP/커플링제 처리된 Al2O3를 10/0~5/5의 조성으로 하고 고형분이 5

wt%가 되도록 아세톤을 첨가하여 유/무기물 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dip-coating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킨 후 전자선 조사하여 우수한 전기화학

적 특성을 가지는 유/무기복합막 제조하였다

○ 내열성이 향상된 다공성 유/무기 코팅 복합막 제조 및 물리적 특성

- 커플링제로 표면처리된 무기물(Al2O3)/고분자바인더(PVDF-HFP)를 혼합하여

고형분이 30wt%가 되도록 아세톤을 첨가하고 여기에 가교제(TTT)를 첨가하

여 유/무기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딥코팅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

킨 후 전자선 조사한 다공성 유/무기복합막을 제조하였다.

○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 향상

- 다양한 고분자 바인더를 분율을 포함하는 분리막 제조 및 방사선 처리 효과 검증

하였다 또한 크기가 다른 무기물(400 nm와 50 nm)을 기초로 하여 유/무기 복합

분리막을 제조한 후 열적 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 아토피 치료 효과 우수 천연소재 선별 및 효능평가

○ 아토피 피부염 치료 유효 약용식물 추출물 선별과 추출 및 화학분석

-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약용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에 의한 피부 약물전달 효과와 피부 보습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나 발현 억제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은 in vivo와 in vitro에서 전신적인

알레르기성 염증반응과 국소적인 염증반응,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에

게서 발견되는 염증성 cytokine 발현 등의 증상을 전반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

하여 비만세포 매개 염증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 특히 약용식물 추출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약용식물 추출 혼합액을 적

정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그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으며, 고농도를 적용하였을

때에도 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선별된 약용식물 추출 혼합액은 아토

피 피부염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

으며, 적정비율의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은 새로운 약품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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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용식물 추출물과 하이드로겔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에 따른 유효 약용식물 추출물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 MTT assay 결과에서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에서 세포독성

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NF-kB의 활

성을 억제하였으며, 5가지 약용식물 추출물 중 상엽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

타내었다.

- 약용식물 추출물이 염증 매개 cytokine의 유전자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RT-PCR로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염증성 매개인자인

TNF-α, IL-4, COX2, iNOS 등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켰고, 모든 약용식물 추

출물 전처리 군에서 비만세포 활성에 따른 p38, p42/44 ERK의 활성이 현저히

억제되었다.

-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합성기술

○ PVA 정제/가교기술 개발 및 정량분석법 개발

-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를 위한 PVA 고분자 정제기술 개발 결과, 불순

물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PVA 정제를 위해 함유된 NaOAc의 제거에 있어 순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을

경우 NaOAc는 제거되지 않았고, 메탄올-물 혼합용액에서 물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NaOAc의 감소되는 속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물로 세척

하는 것이 PVA에 존재하는 NaOAc의 제거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 방사선 가교기술 이용 수분 방지기능을 가진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 수화겔과 수분증발 방지막을 용이하게 부착시키고, 장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분

리되지 않도록 하는 수화겔과 수분방지막 간의 접착기술의 개발하기 위해, 폴

리아크릴산과 아크릴계 접착제 AT-87(Samwon) 혼합하고, 이것을 방사선 조

사에 의해 가교 시킨 후, 건조하여 필름을 제조하였으며, 우레탄 필름에 폴리아

크릴산과 접착제 혼합액을 캐스팅하여 수화겔을 부착할 수 있는 접착 필름을

제조하였다.

- 수화겔과의 접착력이 가장 우수하고 장시간 접착능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을 고

려하여 폴리아크릴산과 아크릴계 접착제의 비율을 6:4로 혼합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수화겔 접착용 필름이 제조되었다.

-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동물/임상 실험

○ 방사선을 이용한 약용식물 추출물 함유된 하이드로겔의 접촉성 피부염 및 아토

피 피부염의 동물실험

-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를 대상(52 cases)으로 atogel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

토피성 피부염 증상 완화효과가 85%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한 약용식물 추출물의 경우 각질형성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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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atogel은 향후 아토피성 피부염 등과 같은 알러지성 피

부염 증상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DNCB로 유도된 알레르기성 동물모델(hairless 및 Nc/Nga mouse)을 이용하여

약용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atogel)의 효능을 검증한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도된 동물모델에 atogel 처리 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 혼합물을 함유한 여러 다른 제

형들과 비교시, atogel 처리군은 물론, atolotion, 추가적으로 연구된 EU(두충)

lotion, atocream 처리군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 조직염색 결과에서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atogel은 물론

EU lotion와 atocream 처리군의 피부손상이 더욱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atolotion와 control lotion군을 비교했을 때, atolotion군이 진피부분에서 부

종 감소를 확인하였다.

- 하이드로겔에 함유된 약용식물 추출물의 염증반응 억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PCA 실험 결과에서도 40% 이상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

고, 두충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세포독성과 cytokine을 측정해 본 결과, L929,

HaCaT, HMC-1 세포에서 80%이상의 세포 생존율과 cytokine 저감효과를 나

타내는 유의한 값의 추출혼합농도를 찾아냈다.

- 또한, 선행 연구를 확보한 5종의 천연 추출물(어성초, 느릅나무, 차전초, 금전초

및 상엽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atogel) 및 수종의 화장품 grade를 제조

하였으며, 이들의 안전성을 평가해 본 결과, 특이할 만한 피부 자극 반응 및 안

자극은 관찰되지 않았다.

- 이차전지용 고분자 전해질 겔 제조 기술 개발 및 조립 셀의 성능 평가

○ 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고분자 겔 전해질 개발

- 다양한 조성의 모노머, 가교제, 전해액로 구성된 혼합 전구체 용액을 제조 감마

선을 이용하여 방사선 중합에 의해 기계적으로 우수한 겔 고분자 전해질을 성

공적으로 제조하였다.

- MMA의 함량이 적을수록 가교제 PEGDMA의 함량이 클수록 모노머/전해액

비율이 클수록 압축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온전도도는 MMA의

첨가, 가교제 함량이 적을수록, 이온전도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량 50 kGy, 액체전해액 조성으로는 EC/PC (1/1 v/v)에서 높은 이온 전도

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MMA의 첨가는 고분자겔의 결정화도가 감소로 인해

이온전도도가 1 mS/cm에서 10 mS/cm로 이온 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Linear sweep voltammetry측정을 통해 일반 상용 PE 분리막보다 높은 리튬

대비 전압(4.5V)까지 전기화학적 반응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그라프트 고분자 분리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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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PE 분리막에 MMA 그라프트에 의한 고분자 분리막 개발

-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 방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PE 분리막에 폴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전해액에 대한 분리막의 친화성을 개

선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PE 분리막에 비해 더 높은 전해액 담지능 및 이온전

도도가 향상되었다. PE 분리 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열에 의한 수축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내외부의 부작용에 의한

이차전지 내부의 과열과 그에 따른 분리막의 수축에 의해 양극이 접하여 사고

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PMMA가 사

용 PE 분리막에 그라프트됨으로써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극과의 친화도가 향상됨으로써 이차전지의 용량을 장시

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고, 표면 저항 또한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PE-g-PMMA 분리 막은 우수한 전기화학적인 성

질과 열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이차 전지 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 상용 PE 분리막에 MMA 그라프트 후 상전이법에 의한 다공성 분리막 개발

-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 방법과 상전이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또한 친수성 단량체의 그라프트로 인해 전해액에 대한 분리막의 친화성이 개선

되었으며, 또한 상전이법에 의한 표면의 다공성 구조가 형성됨으로 인해 전해

액 담지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비례하여 기존의

PE 분리막에 비해 더 높은 이온전도도를 확인하였으며.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그라프트율이 262 wt%일 때 1.3 mS/cm에 달하는 가장 높은 이온전

도도를 보였다. 그리고 PMMA가 사용 PE 분리막에 그라프트됨으로써 전기화

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다

공성 PE-g-PMMA 분리막은 우수한 전기화학적인 성질과 열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이차 전지 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비닐실록산 및 음이온 고정화 물질이 그라프트된 PE 분리막 개발

- 전자선을 이용하여 비닐실록산 그라프트된 분리막 및 음이온 고정화물질

(PEGBA)이 그라프트된 분리막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비닐실록산의 Si-O

unit에 의해 리튬이온의 이동을 방해하는 음이온 물질이 해리되는 것을 막음으

로서 높은 이온전도도 및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고전압(4.4V)

까지 충전함으로써 방전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반복 충방전 시험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음이온 고정화물질을 그라프트한 분리막의 경우 리튬

이온을 방해하는 음이온을 고정시킴으로써 리튬이온의 이동도를 향상시켜 높

은 이온전도도를 얻을 수 있었고 높은 C-rate으로 방전시 우수한 방전용량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두 종류의 분리막은 위의 결과를 토대로 휴대용

기기를 타겟으로 하는 전지는 물론 HEV에 적용 가능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고용

량, 고출력 전지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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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폴리에틸렌 고분자 분리막 개발

○ Stearyl alcohol의 추출에 의한 다공성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발

- HDPE와 stearyl alcohol를 혼합/압출, 추출 하여 분리막의 기공도를 향상 시키

고, 방사선 조사를 통한 가교효과로 더욱 향상된 기계적 물성과 내열성을 가지

는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개발 하였다.

○ Soybean oil 추출 및 Alumina가 함유된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발

- HDPE와 soybean oil, alumina를 혼합/압출, 추출을 통하여 분리막의 기공도 및

내열성을 향상 시키고, 방사선 조사를 통한 가교효과로 더욱 향상된 기계적 물

성과 내열성을 가지는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개발 하였다.

- 기존 상용 제품인 SK-Libs 와 비교하여, 기계적 강도는 약 30% 향상 되었

고, 120℃에서의 열수축성은 10% 미만이며, 4 × 10-3 S/cm 이상의 이온전도도

및 LSV 시험결과 전기화학적 안정성면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다.

○ 전자선 조사에 의한 리튬 이차전지용 상용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내열성 향상

-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차전지용 상용 분리막에 전자선을 조사하여 가교구조를

지닌 내열성이 향상된 분리막을 제조하였고 조사선량에 의한 열적, 기계적 특

성들을 평가하였다. 전자선 조사된 분리막의 열수축률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였고 AC impedance를 이용한 shutdown거동 연구 결과 전자선 조사

를 하지 않은 분리막보다 우수한 shutdown 특성를 갖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또한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분리막의 모듈러스는 향상되는 반면 인장

강도와 파단 연신율은 감소됨이 관찰되었다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질 특성 변화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류조건하에 전자선 조사로 가교된 리튬 이차 전지용

폴리에틸렌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가교율은 조사

량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빔 전류가 낮을수록 증가하여 최대 71%까지 증가하였

다. 낮은 빔 전류에서 조사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은 상용 분리막 보다 우수한

열수축율(51%) 및 기계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가교된 분리막의 이온전도도는

1.01 ´ 10
-3
S/cm와 전해액 함침율(275%)은 조사되지 않은 분리막과 거의

동일하였다

- 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 제조 기술 개발

○ 다공성 유/무기 코팅 복합막 제조 및 물리적 특성

- PVDF-HFP/커플링제 처리된 Al2O3를 10/0~5/5의 조성으로 하고 고형분이 5

wt%가 되도록 아세톤 을 첨가하여 유/무기물 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dip-coating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킨 후 전자선 조사하여 우수한 전기화학

적 특성을 가지는 유/무기복합막 제조하였고 특히 Cycle test시 상용 분리막 대

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 내열성이 향상된 다공성 유/무기 코팅 복합막 제조 및 물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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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링제로 표면처리된 무기물(Al2O3)/고분자바인더(PVDF-HFP)를 혼합하여

고형분이 30 wt%가 되도록 아세톤을 첨가하고 여기에 가교제(TTT)를 첨가하

여 유/무기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딥코팅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

킨 후 전자선 조사한 다공성 유/무기복합막으로써 내열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특성도 우수하였고 기존 분리막의 열수축율이 70%이상인

데 반해, 가교제의 첨가한 유/무기복합분리막의 열수축율은 5%이하로 매우 우

수한 내열성을 보였다.

○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 향상

- 다양한 고분자 바인더를 분율을 포함하는 분리막 제조 및 방사선 처리 효과 검증

하여 전자선 조사를 통한 기곚벅 물성 및 열정 물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크기가 다른 무기물(400 nm와 50 nm)을 기초로 하여 유/무기 복합 분리막

을 제조한 후 열적 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여 50 nm의 무기물을 참가한

유/무기 복합막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개발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재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본 연구 개발에

서와 마찬가지로 고분자 재료에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활용 가능함.

- 이러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사선이외의 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고기능성

제품 생산이 가능함.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

는데 기여 할것으로 기대됨.

○ 경제적 측면

- 의료계 추산에 따르면 연 5천억원 이상이 ‘아토피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은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므로 그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 성과인 신 개념의 하이드로겔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뿐만 아니라 하이

드로겔의 표피층에 고분자 막을 부착하기 때문에 긁어서 발생하는 상처를 예방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기술은 외국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기술로서 관련 기

술 선점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2차전지 분리막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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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실정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열성이

향상된 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기술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 이루어지면,

연간 3,000억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 측면

- 방사선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인공관절의 수명연장, 화상/상처 드레싱의 보건

의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항암약물전달체, 아토피 피

부염 치료제, 인공장기, 의료품을 생산할 수 있어 방사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

시킬 수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조

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본 성과는 아토피성 피부질환의 치료 뿐만 아니라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 개념의 재료로써 가려움의 예방과 긁은 후 2차적인 상처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국민 보건 의료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내열성이 향상된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DMB 정보

통신 기기 등 전기, 전자, 통신 산업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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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functional polymer by radiation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 global increase in allergy, particularly in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atopic dermatitis (AD) is a familial and chronic

inflammatory pruritic skin disease that affects a large number of children and

adult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t is known that one of prominent features of AD

and chronic pruritus is partially due to the histamine released from mast cell.

Therefore, the treatment of this disease and the appropriate management are of

urgent problems, but there are still no obvious causes or satisfactory treatment for

the AD. In order to treat the A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prevent

drying of the skin. Currently the various moisturizers help maintain moisture, but

they can not effectively control the water evaporation.

Therefore, in this project, we carried out the radiation-based new research to

apply long-term moisturizing effects and effective natural herbal extracts on the

atopic wounds using gamma-ray irradiation and natural/synthetic polymer

hydrogels as a main component for moisture barriers and adhesives. The

gamma-ray irradiation is recognized as a very suitable tool for the formation of

those hydrogels. The radiation process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easy

process control, possibility of combining the hydrogel formation and sterilization in

on etechnological step, no necessity to add any initiators and crosslinkers possibly

harmful and difficult to remove.

Also, lithium secondary batteries have been used in a variety of portable

electronic devices. Recently, the demand for power sources with higher energy

density and enhanced performance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separator as one

of the key component materials plays an important role in lithium batteries since it

can separate the positive and negative electrodes to prevent electrical short

circuits, and can also transport ionic charge carriers that are needed to complete

the current circuit in an electrochemical cell.

Polyolefin separators like polyethylene (PE), polypropylene (PP)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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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ly used in lithium secondary batteries owing to their high mechanical

strength and proper thermal shut down property. However, these polyolefin

membranes have some disadvantages such as a poor compatibility with liquid

electrolytes due to their hydrophobic property, and a large thermal shrinkage.

In this research, we have developed the membrane, which has a good

mechanical property and a low thermal shrinkage while maintaining a high

porosity.

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Screening of natural medicinal plants and efficacy evaluation for atopic

dermatitis

○ Screening and extraction of natural medicinal plants and their chemical

analysis

- Some natural medicinal plants were selected, extracted in hot water (75

℃, 24 hr), filtered and then sterilized by 60Co gamma rays (25 kGy)

irradiation.

- The extracts were determined the powerful anti-inflammatory/immune

activities on mast cell mediated allergy model such as atopic dermatitis, and

in vivo and in vitro studie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of the extract mixtures.

- In addition, chemical analysis were performed by crushing, extraction, and

freeze-drying of the plant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t 25 kGy, the chemical compositions were measured by HPLC analysis.

○ Evaluation of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 selected natural extracts and

its hydrogels

- Selected natural extracts and its hydrogels were examined the cytotoxicity

using the Raw 264.7, evaluated an antioxidant activity using DPPH

(1,1-diphenyl-2-picryl-hyrazyl) method and also measured the NO

production by Griess method in mast cell. Also, the effect of extracts on

the gene expression of inflammatory mediating cytokine were determined

by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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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vitro allergic effects of the extracts were measured on mast cells HMC-1.

- The hydrogel synthetic technique for atopic dermatitis

○ The development of PVA purification/crosslinking technique and its

quantitative analysis

- Much research in PVA hydrogels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its low

toxicity and easily formation for the application to medical and

pharmaceutical indus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impurity

content in the PVA.

- For the purification of PVA, pure methanol, methanol/water mixture were

used to remove NaOAc by varying the ratio of solution. The rate of

decrease of NaOAc in the solution were determined to establish the PVA

purification condition.

○ The development of moisture-locking hydrogels by radiation technique

- The moisture in the hydrogels are easy to evaporate at 37 ℃ and over 12

h and the dried hydrogels can not be used to treat atopic dermatitis.

Thus, we developed the moisture-locking hydrogels consist of polymer

layers by radiation technique.

- Poly acrylic acid and acrylic ester aqueous adhesive were prepared by

varying the mixing ratio and the mixture was coated on polyurethane

membrane. The 10 wt% of PVA hydrogel was layered on the coated

polyurethane membrane. The final membrane was irradiated by gamma

radiation at 25 kGy and then the bond strength was measured.

- Animal study of the hydrogels for atopic dermatitis

○ The animal study of the hydrogels (atogel) containing natural plant extracts

prepared by radiation technique

- To measure the inhibitory effect of the atogel, rabbits were stimulated by

20% SDS, and induced by 0.2% DNCB for allergic contact dermatitis. The

atogel and pure hydrogel were applied and replaced every 7 h. The status

of the dermatitis was observed by visual or histology.

- To perform the eye-irritation test, the extracts and PBS buffer were

dropped into the rabbit eye for 5 min, respectively, and the eye was rinsed

with water. The eye damage was checked after 1, 24, 48 and 72 h.

-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 (PCA) reaction was performed to det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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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st cell mediated allergic inflammation by using rats. After skin

reation induced by compound 48/80, the rats were sacrificed. The rats skin

removed and dyed with evans blue solution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

effusion.

- The skin irritation of the atogel was evaluated to healthy adults who

volunteered and the subjects for each sample were calculated from the

average skin reaction.

- To maximize the application of the natural extracts, lotions, creams,

shampoos, household goods were prepared and their effects on the skin

were evaluated.

- To confirm the relief from the atopic dermatitis by atoge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valuated the atopic patients who visited the

volunteers. The atogel was applied in the morning and evening at twice for

two weeks.

- To determine the effect of natural extracts on the differentiation of

keratinocytes, the expression of involucrin and loricrin were measured.

- To determine the effect of natural extracts on collagen synthesis in the

fibroblast cells, the collagen and elastin synthesis were confirmed on the

cultured human skin fibroblasts.

- The development of the gel polymer electrolyte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and the evaluation of cell performance

○ The development of preparation of gel polymer electrolyte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by γ-ray irradiation

- Gel polymer electrolytes were prepared by an in situ copolymerization of

acrylonitrile(AN) and methyl methacrylate(MMA) in the presence of a

crosslinking agent (polyethylene glycol dimethyl methacrylate (PEGDMA))

and liquid electrolyte (1M LiClO4 ethylenecarbonate(EC)/

propylenecarbonate(PC)(1/1,v/v)) using a γ-ray irradiation. Their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using Dynamic

Mechanical Analyzer(DMA) and Universal Test Machine(UTM).

- The development of the porous grafted separator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by irradiation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grafting of methyl methacrylate onto

polyethylene separator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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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porous polyethylene separator was modified by radiation grafting of

methyl methacrylate in order to improve its affinity with a liquid

electrolyte. The degree of grafting (DOG) increased with the monomer

concentration and grafting time. The morphological change of the modified

separator was investigat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The development of Preparation of a new micro-porous poly(methyl

methacrylate)-grafted polyethylene separator for high performance Li

secondary battery

- Micro-porous poly(methyl methacrylate)-grafted polyethylene separators

(PE-g-PMMA) were prepared by a radiation-induced graft polymerization

of methyl methacrylate onto a conventional PE separator followed by a

phase inversion. After the phase inversion, the micro-pores were

generated in the grafted PMMA layer.

○ Separator grafted with vinyl siloxane and anion receptor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 Grafted separators, for which vinyl siloxane (2,4,6,8-tetramethyl- 2,4,6,8-

tetravinylcyclotetrasiloxane) and poly(ethylene glycol) borate acrylate

(PEGBA) was grafted onto polyethylene (PE) separator, were newly

prepar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The grafted separators were

characterized by FT-IR,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S).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grafted separators were investigat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 The development of the porous polyethylene separator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by irradiation

○ Preparation of polyethylene membrane with stearyl alcohol for Li-ion

secondary battery

- This research was to study to the role of a gamma-ray irradiation and

stearyl alcohol on the properties of a microporous HDPE membrane.

○ Preparation of new high density polyethylene membrane filled with alumina

particles for Li-ion secondary battery

- In this work, we have prepared the membrane, which has a good

mechanical property and a low thermal shrinkage while maintaining a

high porosity.

- Hence, we have investigated the role of a g-ray irradiation and the

addition alumina on the microporous HDPE membrane to improve the

thermal stability and the mechanical property. Also, the diluents were

added into HDPE in order to achieve the high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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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an improvement of the thermal stability of a commercial

polyethylene separator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by an electron beam

irradiation

- In this study we prepared crosslinked separators with an improved thermal

stability by irradiating a commercial polyethylene (PE) separator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with an electron beam, and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separators were evaluated as a function of the

absorption dose.

○ A study on characterization of polyethylene separators irradiated at various

Electron Beam Current Conditions

- In this paper, crosslinked polyethylene(PE) separator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were prepared by an electron beam irradiation under various beam

currents and dose rates.

- The development of the porous organic/inorganic composite separator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by irradiation

○ The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separators by radiation

- A novel composite for a microporous electrolyte membrane based on

PVDF-HFP-coated polyethylene separators with inorganic filler were

prepared by a dip-coating of PE separators in PVDF-HFP

/Al2O3-couplingagent /acetone mixtures, follow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Morphological properties of the fabricated separators were

analyzed by SEM an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se properti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inorganic filler content. The effect of the

inorganicfiller on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membranes

was studied by electrochemical AC-impedance spectroscopy.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thermal stability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polymer electrolyte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 An inorganic separator was prepared by coating inorganic submicrometer

sized particles on a nonwoven matrix followed by an E-beam irradiation

treatment. Its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ensile strength analysis, thermogravimetric analysis, ionic

conductivity measurements, and charge–discharge analysis. Th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the separator were greatly enhanced

by the simple curing under E-beam irradiation.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morphology or ionic conductivity of the E-beam

treated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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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hancement of mechnical properties of organic/inorganic nanocomposite

separators by radiation curring.

- Organic/inorganic composite separators were prepared by using various

composition of inorgnic fillers with different sizes (50 nm and 400 nm)

and binders on PE separators follow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and

thermal stability and menchanic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separators

were measured.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Screening of natural medicinal plants and efficacy evaluation for atopic

dermatitis

○ Screening and extraction of natural medicinal plants and their chemical

analysis

- In this project, the first hydrogel with natural herbal extracts were prepared

by radiation technique in the world. It showed eminent healing results as a

consequence of long-term moisturizing effects and natural herbal extracts

on atopic wounds.

- Especially, when the mixture with an appropriate proportion of extracts were

applied on the atopic wound, the therapeutic effects were more excellent

than alone without toxicity even in high concentrations.

○ Evaluation of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 selected natural extracts and

its hydrogels

- The medicinal plant extracts with effective combination were performed

validation of their therapeutic efficacy and safety. The MTT assay results

did not show cytotoxicity in a combination of all of the extracts and

inhibited an activity of NF-kB with concentration-dependent.

- The effect of extracts on the gene expression of inflammatory mediating

cytokine was determined by using RT-PCR. The results showd that the

extracts were inhibited the gene expression of the TNF-α, IL-4, COX2 and

iNOS as inflammatory parameters, and also suppressed the mast cell

mediated p38 and p42/44 ERK activity.

- The hydrogel synthetic technique for atopic dermatitis

○ The development of PVA purification/crosslinking technique and its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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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VA purification/crosslinking techniques were developed to prepare the

PVA hydrogel for atopic therapy with an purification efficiency of over

99%.

- To remove NaOAc, we used pure methanol, pure water, and methanol/water

mix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ater was more effective for the

removal of NaOAc.

○ The development of moisture-locking hydrogels by radiation

- The moisture-locking hydrogels consisted of poly acrylic acid, acrylic

adhesives and AT-87 mixture were developed by radiation technique and

the hydrogels showed an excellent adhesive bonding capacity when the

polyacrylic acid and acrylic adhesive were mixed in 6:4 ratio.

- Animal study of the hydrogels for atopic dermatitis

○ The animal study of the hydrogels (atogel) containing natural plant extracts

prepared by radiation technique

- DNCB induced allergic animal model (hairless and Nc/Nga mouse) by using

natural extracts containing hydrogel (atogel) were used to determine the

therapeutic efficac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atogel w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In addition, in

cosmetic formulations such as lotion and cream, the treatment group was

significantly reduced the symptoms of atopic dermatitis.

- Based on this project, the hydrogels (atogel) containing natural plant

extracts prepared by radiation technique can be potentially used as an

alternative remedy for not only pruritus in atopic dermatitis, but other

dermatitis.

- The development of the gel polymer electrolyte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and the evaluation of cell performance

○ The development of preparation of gel polymer electrolyte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by γ-ray irradiation

- In this study, gel polymer electrolytes were prepared by an in situ

copolymerization of acrylonitrile(AN) and methyl methacrylate(MMA) in

the presence of a crosslinking agent (polyethylene glycol dimethyl

methacrylate (PEGDMA)) and liquid electrolyte (1M LiClO4

ethylenecarbonate(EC)/propylenecarbonate(PC)(1/1,v/v)) using a γ-ray

irradiation. Their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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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Dynamic Mechanical Analyzer(DMA) and Universal Test

Machine(UTM). It was found that the addition of crosslinker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due to network formation in gel polymer electrolyte.

Ionic conductivities of the prepared gel polymer electrolyte were strongly

related to the ratio of monomer/liquid electrolyte and the contents of

MMA and PEGDMA. The prepared gel polymer electrolytes showed

sufficient electrochemical stabilities of up to 4.5 V by linear sweep

voltammetry test.

- The development of the porous grafted separator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by irradiation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grafting of methyl methacrylate onto

polyethylene separator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 PMMA-grafted PE separator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the peroxide

method. Introduction of PMMA onto the PE separator improved its

affinity with a liquid electrolyte and thus, enhance the separator

performance such as its electrolyte uptake and ionic conductivity. The

ionic conductivity reached 2.0 mS/cm for the highest sample with 127

wt% DOG. Additional work is underway to test the battery performance

with the prepared separators including its thermal safety and

charge/discharge performance.

○ The development of preparation of a new micro-porous poly(methyl

methacrylate)-grafted polyethylene separator for high performance Li

secondary battery

- Micro-porous PMMA-grafted PE separators were successfully synthesized

by a radiation grafting followed by a phase inversion. The prepared

PE-g-PMMA separators showed improved therm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The thermal shrinkage of the phase-inversed PE-g-PMMA

separators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DOG up to 70% beyond which it

was saturated. The thermal shrinkage of the phase-inversed

PE-g-PMMA separators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non-porous

PE-g-PMMA separators because of the shrinkage of the pores in the

grafted PMMA layer. The phase-inversed PE-g-PMMA separators

showed a better electrolyte uptake and ionic conductivity when compared

to the original PE and non-porous PE-g-PMMA separators. The ionic

conductivity of the phase-inversed PE-g-PMMA separators reached 1.30

mS/cm at room temperature. The electrochemical stability of the

PMMA-grafted PE separators was improved when compar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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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PE separator.

○ Separator grafted with vinyl siloxane and anion receptor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 Siloxane grafted PE separator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technique. The improvement in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ionic conductivity and electrochemical stability was attained,

which is attributed to interaction of the grafted PE and liquid electrolyte.

The unit cell using the grafted separator also showed an enhanced cycle

performance at high voltage operating condition. The newly grafted PE

separator is considered to be a good candidate for the separator of high

voltage operating lithium ion cells. The grafted PE separator based on

the anion receptor PEGBA could be prepar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method. It shows highest ionic conductivity around 10 kGy irradiation

dose. It could also enhance electrochemical stability. The unit cell using

the grafted separator exhibits improved cycle performance at various

current rates and especially at high voltage operating conditions. The

newly grafted separator is considered to be a good candidate for the

separator of high voltage operating lithium secondary batteries.

- The development of the porous polyethylene separator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by irradiation

○ Preparation of polyethylene membrane with stearyl alcohol for Li-ion

secondary battery

- The pore volume of the microporous HDPE membranes with stearyl

alcohol was affected by the extracted extent of the stearyl alcohol.

Consequently, the pore volume and ionic conductivity of the microporous

HDPE membranes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the content of the stearyl

alcohol.

- However, the tensile strength of the HDPE membrane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the contents of soybean oil due to the increased pore volume.

- The tensile strength of the membrane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irradiation dose up to 50 kGy, but decreased at 75 kGy due to severe

degradation.

○ Preparation of new high density polyethylene membrane filled with alumina

particles for Li-ion secondary battery

- The porosity and the tensile strength of the extracted films after g-rays

radiation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g-ray radiation dose due to the

residual soybean oil in the HDPE membrane. However, the poro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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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rradiated films after an extraction did not really change with an

increasing g-ray radiation dose because the pore had already formed

before g-ray radiation. Also, the tensile strength of the irradiated films

after an extraction was improved with an increasing irradiation dose up

to 50 kGy.

- The porosity of the HDPE membrane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the

content of alumina. The tensile strength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the

amounts of alumina up to 15 wt%. However, pores above 1 mm were

observed due to the aggregative phenomenon of alumina particles in the

HDPE membrane when the loading of alumina was 20 wt%. As a result,

the tensile strength of the membrane containing alumina 20 wt%

decreased because the pore size was propagated along the aggregative

alumina particles.

- The thermal shrinkage of the HDPE membrane decreased with the amounts

of alumina up to 15 wt%.

○ A study on an improvement of the thermal stability of a commercial

polyethylene separator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by an electron beam

irradiation

- In this study we prepared crosslinked separators with an improved thermal

stability by irradiating a commercial polyethylene (PE) separator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with an electron beam, and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separators were evaluated as a function of the

absorption dose. Thermal shrinkage of an electron beam-irradiated separator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absorption dose. As a result of the shutdown

behavior study using an AC impedance, it was observed that the irradiated

separator had the better shutdown function than the unirradiated separator.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modulus of the irradiated separator was

enhanced as the absorption dose increased while the tensile strength and the

break elongation of the irradiated separator decreased

○ A study on characterization of polyethylene separators irradiated at various

Electron Beam Current Conditions

- In this paper, crosslinked polyethylene(PE) separator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were prepared by an electron beam irradiation under various beam

currents and dose rates. The crosslinking degree increased up to maximum

71% with an increasing absorption dose and with a decreasing beam

current. The PE separators irradiated at lower beam currents showed better

thermal shrinkage (51%) and mechanical properties than the original PE

separator and PE separators irradiated at higher beam current. The i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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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ivity (1.01 ´ 10-3S/cm) and electrolyte uptake(275%) of the

crosslinked PE separators were comparable to the original PE separator.

- The development of the porous organic/inorganic composite separator

for lithium secondary batteries by irradiation

○ The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separators by radiation

- PVDF-HFP/Silylated alumina-coated PE separator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a dip coating process with humidity control (R.H. 25% to 50%)

using EB irradiation. The morphologies of PVDF-HFP/silylated alumina

coating layer generated during dip-coating process at various compositions

of PVDF-HFP/silylated alumina were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ion conductivity of the prepared separators. The

PVDF-HFP/Silylated alumina (5/5) -coated PE separator prepared under

R.H. 50% followed by EB-irradiation at 200 kGy was applied for lithium-ion

polymer battery and the cell test results show improved rate discharge

performance and better cyclic stability, compared to the cell using bare PE

separator and PVDF-HFP-coated PE separator.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thermal stability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polymer electrolytes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 Organic/inorganic composite polymer electrolyte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dip-coating of silylated γ-Al2O3/PVDF-HFP/crosslinker (1,3,5-trially-

1,3,5-triazine-2,4,6(1H,3H,5H)-trione(TTT) mixtures ;on PE separators

follow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As the content of inorganic material

increased, the more pores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layer on PE

separator were generated and the ionic conductivity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separator increased. In battery performance test, the coin cell

assembled with silylated Al2O3/PVDF-HFP /TTT(95/5/2)-coated PE

separator showed excellent discharge capacity compared to that with the

others. In thermal shrinkage test, the prepared separators containing

crosslinker (TTT) and irradiated by e-beam showed improved thermal

resistance

○ Enhancement of mechnical properties of organic/inorganic nanocomposite

separators by radiation curring.

- Th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an inorganic based separator, which

was composed of Al2O3 submicrometer sized particles and a small amou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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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ic binder, were greatly improved by the simple E-beam curing method.

However, compared with the pure inorganic separato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morphology or ionic conductivity of the E-beam cured separator.

As the volumetric cell capacity is increased, the safety issues of the Li-ion

battery will increase in importance. It is believed that one of the possible

solutions to this problem would be to replace the current polyolefin based

separators with inorganic based separators. The inorganic based separator

prepared from a simple Al2O3 submicrometer sized particles on the nonwoven

supported by a small amount of polymeric binder might have several

advantages compared to the SEPARION product. The proposed simple method

can solve several drawbacks of the inorganic based separator, suggesting good

promise for its practical application.

Ⅳ.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developed techniques

○ Technical aspects

- The utilization of the developed techniques in the various out-of-state

technologies and industrial fields

. To treat or replacement of the damaged body due to illness or accident the

new developed polymer materials can be used as an excellent tool.

. Radiation-based preparation of functional polymer materials can play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materials required for the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biomedical, electrical and electronic, nano, display,

etc. In addition, the radiation techniques will considerably contribute to

raising the domestic radiation technology.

○ Economical aspects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based technique for the functional polymer

preparation of cheap conventional polymers can be possible to create a high

value industry and improve the level of the related industrial skills.

- It can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radiation industry by opening a new

application of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prov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radiation utilization.

- The development of out-of-state technique related to the biocompatible

polymer preparation by radiation have been energetically executed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s such as biomedical, pharmaceutics,

chemistry/polymer/battery, etc. Thus, the marketability of the developed

techniques can be expected to become bigger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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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diation induced functional polymer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used in the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health care (e.g. cosmetics,

pharmaceutics, biomedical, etc.), energy (e.g. fuel cell, hydrogen storage,

etc.), electrics and electronic engineering (e.g. transistor, display, etc.),

composites, etc. and thus its marketability can be very huge.

○ Social aspects

- Radiation fusion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the society and creating

the better understanding opportunity of the public about the radiation.

- It can enable to develop the materials and products related to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such as bio, cosmetics, environment, etc and

construct the infra structure for the domestic production.

- It can revitalize the radiation industry and contribute to opening the new

fields of the radi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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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방사선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 기술적 측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4세 이하 영·유아의 18%가 각종 아토피 질

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엔 아동뿐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도 이 질환

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3%가량이 아토피성 질환자라고 하는데, 이 같은 통계

는 병·의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아토피성 질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아토피 질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고려됨.

-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인지 부분적인 원인을 추적할 뿐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에

서도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음. 서양의약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 항

히스타민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작용이 심하고, 한약 역시 체질과 처방에 따라 효

과가 달라 모든 아토피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함.

- 아토피 환자의 피부염 치료에서 중요한 것 중하나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것인데, 현

재까지 각종 보습제가 나와 있으나 보습효과가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보습제로 바세린, bees wax, glycerine, propylene glycol, 지방산, lactic-acid가 이용

되고 있지만 수분 증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음.

- 수분 공급과 약물의 효과적인 투여를 통해 아토피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 개념의 재료가 하이드로겔이라고 말 할 수

있음. 이 하이드로겔을 아토피 피부염에 이용할 경우, 환부에 계속적인 수분 공급이

가능하고, 약물을 효과적으로 환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하이드로겔의 표피층에 고분

자 막을 부착하기 때문에 가려움의 예방과 긁은 후 2차적인 상처를 예방할 수 있음.

- 이미 방사선을 이용하여 화상/상처 치료용으로 하이드로겔이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음. 상처에 수분을 유지시키는 것이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보다 40% 치유속

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토피 피부염에 이러한 습윤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이드로겔을 적용하는 것이고, 환부에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이드로겔을 만드는 방법은 화학 가교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

법으로 구분 됨. 방사선이용법은 유해한 화학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교

후 잔류 가교제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가교와 동시에 멸균을 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또한 가교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되고, 냉각상태에서도 가교가 가능한

특징이 있음. 그리고 방사선 조사량만 조절하면 조성물을 변화시킬 필요 없이 물리

적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고분자재료는 3차원 망상구조를 갖고 있으며, 주로 친수성

관능기 및 모세관과 삼투압 현상에 의해 수분을 함유하게 된다. 하이드로겔은 다량

의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낮은 단점이 있음. 강도가 낮으면 하이드로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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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환부에 부착, 또는 제거시 겔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음. 하이드로겔의 강도를 향상

시키는 기술뿐만 아니라 하이드로겔로 부터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

함.

- 의약품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은 효과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

나,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매루 고가

로 시판되어 사용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사용이 간편하면서 경제

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새로운 면역조절 관련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

한 관점에서 자가면역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

제의 개발이 절시히 요구됨.

- 천연 추출물의 종류와 그 효능이 다양하여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에 적당한 추출물

을 선별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 세계적인 연구 추세는 항염증반응 및 알레르기 유

발 인자의 억제를 목표로 사람과 동물의 비만세포 등 다양한 세포주를 이용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음.

○ 경제·산업적측면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 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의 중추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보다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관련 산업이 RT산업의 주요 기술로 자리잡고 있

음.

- 의료계 추산에 따르면 연 5천억원 이상이 ‘아토피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기술이 개발되면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제품이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함.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생체 재료는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임. 의료용 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이것

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개질하여 여러 가지 화학적 기능을 도입할 수 있으며, 관, 필

름, 섬유, 겔 등으로 가공하기 쉬운 특징이 있음. 이러한 생체 재료는 신체와 접촉하

므로 독성이 없고, 신체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성질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

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사회․문화적 측면

-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지구 환경이 급변하게 됨으로서 각

종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피

부에도 여러 질환들이 유발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만성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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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의 성격이 짙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의 발생 빈도

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무엇보다 이들 피부 질환은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 장애 및

작업 능률의 저하를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면증을 비롯한 정서 및 성격 장애

를 유발하기도 함. 특히 색소 침착이 동반되는 습진성 피부 병변이 주요 증상인 아

토피 피부염은 정상적인 대인 관계나 사회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건조하고 민

감한 피부 때문에 직업 선택에도 제한 요인이 됨.

- 따라서 이 질환들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지만 아직

이 질환들에 대한 확실한 원인 규명이나 만족할만한 치료 방법이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임. 지금까지 이들 피부 질환의 치료로서 아토피 피부염은 아주 다양한 치료법

이 사용되는데 대체적으로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방법, 면역계의 염

증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제의 사용, 면역조절제 등이 사용되지

만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임.

- 수분 공급과 약물의 효과적인 투여를 통해 아토피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 개념의 재료가 하이드로겔이라고 말 할

수 있음. 이 하이드로겔을 아토피 피부염에 이용할 경우, 환부에 계속적인 수분 공

급이 가능하고, 약물을 효과적으로 환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하이드로겔의 표피층

에 고분자 막을 부착하기 때문에 가려움의 예방과 긁은 후 2차적인 상처를 예방할

수 있음.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기술이 개발되면 국민 보건 의료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

2. 방사선 이용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 기술적 측면

- 전기, 전자, 통신 및 컴퓨터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고성능, 고안전성 이차전

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되어 왔고, 특히 정밀 전기, 전자 제품의 경박, 휴대화

추세에 따라 이 분야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도 박막화 소형화가 요구되고 있음. 리

튬이온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관계로 전해액의 누액 가능성과 폭발 위험

성 문제를 안고 있음.

- 리튬-고분자 전지에 사용되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은 크게 두 종류로 대별될 수 있

음. 첫째, O, N, S등의 헤테로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고분자에 전해염을 첨가하여

해리된 염의 이온들이 고분자 내에서의 전기장의 영향으로 쉽게 이동하게 될 때 높

은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 본질형 고체 고분자 전해질 (Intrinsic Solid Polymer

Electrolyte), 둘째, 고분자 필름 내에 비점이 높은 액체 전해질을 함침시키고 이를

전해질 염과 같이 고정화하여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 겔형 고체 고분자 전해질

(Gel-type Solid Polymer Electrolyte)로 구분됨.

- 본질형 고체 고분자 전해질의 장점으로는 화학적,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특히

고용량의 리튬금속 전극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온에서의 이온 전도도

가 매우 낮아 고온 작동형 또는 박형의 리튬 전지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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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반면, 겔형 고분자 전해질은 기존의 리튬 전지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다량 함

유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리튬이온 전도는 액체 전해질과 유사하여 전도도가 매우

높고 전기화학적 및 화학적 특성이 기존의 액체 전해질과 유사하므로 쉽게 전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매가 유출되는 단점이 있

고, 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음. 겔을 제조하는데 방사선을 이용하면, 열을 가하거나

반응개시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 겔내에 불순물이 없는 고분자전해질 겔

을 제조할 수 있음. 단량체나 고분자 용액을 방사선 조사하면 곧바로 화학적 가교

반응이 일어나 열적으로 안정하여 시간에 따른 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전해질 겔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해질 제조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함.

○ 경제·산업적측면

- 현재 이차전지 세계시장은 일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응용기술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일본의 기술력과 신규시장 발굴에 탁월한 일본 특유의 상업성이

접목되면서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음. 이처럼 일본이 주도하던

이차전지 시장에 국내 업체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이차전지를 생산하기 시작하였

으나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 방사선을 이용한 전해질 개발 기술은 일본에서도 최근 시작하였고, 본 연구팀은 겔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기술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 사회·문화적측면

- 석유 자원 고갈로 인한 유가 상승은 탈화석 연료사회로 이끌고 있으며, 온실가스 규

제 및 각종 배기가스 규제는 수소연료 전지 사회를 요구하고 있음.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방출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임. 이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도 강화되어 깨끗한 차의 개발이 자동차 업계의 생존 화두

로 등장하고 있음.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2012년부터 연 6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

산업체의 경우 반드시 2%이상의 ZERO-EMISSION CAR를 판매해야하는 의무 판

매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연료전지 차의 도입을 이끄는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전

망임.

- Ubiquituous 시대에 첨단 IT기기들의 구동전원으로 에너지밀도가 높은 리튬이차전

지를 대부분 사용함. 그러나 이런 첨단 IT 기기들이 소형화 복합화되고 있어 고용

량의 리튬이차전지를 원하고 있음. 한정된 부피내에서 고용량의 리튬이차전지를 만

들기 위해서 양극 및 음극 활물질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반면에, 양극과 음극의 직접

적인 접촉을 막는 격리막의 두께는 점점 얇아져 기계적 물성 및 내열성이 취약해져

전지의 폭발을 야기함. 따라서 한정된 부피내에서 고용량을 가지면서 고안전성을

갖는 리튬이차전지 개발이 필요함. 고용량 고안정성의 리튬이차전지는 고속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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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의 정보전송을 장시간 사용 가능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유기적인 교류를 실현

할 수 있으며, 사회활동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사회, 문화적 수준 향상이 기대됨. 따

라서 고성능, 고안정성의 고분자 전해질의 혁신적인 개발기술은 국가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기대됨.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신개념의 하이드로겔 패치

제조 기술 개발

1)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패치 제조

기술 개발

2) 수분증발방지막이 포함된 하이드로겔 패치 제조 기술 개발

3) 하이드로겔 자체 피부 접착력이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하여 리튬 전해질의 누출에 의한 발화 위험성을 차단함으로

서 안정성을 증대시킨 겔형 전해질 및 고분자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1) 고분자 겔 전해질 제조 기술 개발

2) 무기입자를 함유하는 고분자 분리막 개질 기술 개발

3) 무기입자를 함유한 고분자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2. 연구개발의 범위

가. 방사선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1) 치료 유효 천연물선별

- 7종 이상

(2)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합성

- 천연고분자 2종, 합성고분자 2종

(3) 하이드로겔용 막 합성

- 조사량효과, 고분자 농도 효과

(4) 천연소재 약물이 함유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제조

(5) 하이드로겔과 수분증발방지막의 접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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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물 함유 하이드로겔의 항알레르기성 약효검증

- 임상 50건 이상 수행

-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 3종 이상 : 치료효과 검증

나. 방사선 이용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1) 고분자 전해질 겔 합성

- monomer 5종 이상, 전도도 2×10-3 S/cm이상, current onset; 4.5VLi/Li+

(2) 이차전지용 막 개질 및 고분자 겔 전해질 제조기술 개발

- 고온수축율 상용분리막 대비 50%이상 향상

- 유/무기 나노 복합 분리막 2종이상 개발

(3) 이차전지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조

- 이론용량대비 90%

- 충방전 : 100cycle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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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1.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화학반응을 공업적으로 이용한 분야는 고분자 재료가 많은데, 그 이유는

고분자재료의 조사나 합성공정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

리하기 때문이다. 실용화되어 있는 조사공정 프로세스는 고분자 화합물의 가교반

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가교 전선, 자동차 타이어, 플라스틱

단열재, 열수축성 튜브, 고분자 휴즈, 초내열성 섬유, 코팅경화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기술에 있어, 미국의 경우는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Raychem사, 타이어 메이커, 단열폼제조회사, 다수 대학 등이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선봉에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원자력연구소 (다카사기

방사선화학연구소)와 민간 회사가 연구/개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본 다카사

기 방사선화학연구소는 약 200명의 연구인력을 주축으로 세계 방사선 연구의 중

추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한 상처/화상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완전히 성장

기에 접어들었고, 궤양치료제, 약물전달체, 조직배양용 스카폴드, 인공피부확장제,

인공장기 등의 합성기술은 개발과정에 있음.

- 현재 선진국의 하이드로겔 개발현황 및 응용분야를 보면, 화상 상처 등의 치료용,

기저귀 등의 위생용품, 의료용 전극, 세포 배양용, 유방성형재료, 소프트콘택트렌

즈 등에 사용되고 있고 점차 그 응용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생

체 적합성으로 인해 약물전달체(DDS; self-regulating, auto-feedback 등), 세포

치료제, 유전자 전달체(gene therapy) 등의 의료분야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의

'스마트‘ 하이드로겔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니치반(Nichiban)사는 JAEA 다카사키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

아 상처치료용 하이드로겔을 판매중에 있음.

2.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알칼리 전지 격막제조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용화되었고, 최

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연료전지의 전력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방

사선 기술을 이용한 전지격막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리튬 이차전지는 전력밀도가 높고 충전용량이 커서 노트북, 휴대폰 등에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발화 위험성이 크고 유독한 리튬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발열에 의해서 누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리튬

전지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체형, 겔형 전해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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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진국에서 진행 중이며 방사선 경화기술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겔형 전

해질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기술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재료의 가공기술은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

는 기술 분야, 예를 들면, 차량용 내열 가교전선, 가교 고분자 발포폼, 열수축성

튜브, 레디얼 타이어 제조 등을 제조하는데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 기술

은 국내 방사선 재료개발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로 선진국으로 부터 기술 도

입하여 제품화한 것이 많다. 다행히 정부가 주도하는 1, 2, 3단계 원자력중장기 연

구를 통하여 방사선 기반연구가 수행되어 현재는 중진국 수준이상으로 발전되었

으며, 최근에는 전통적인 휴즈를 대용할 수 있는 고분자 스위치가 상용화되었고,

화상/상처 치료용 드레싱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식품 의약청에 허가를 받아 제품

을 생산하고 있음.

-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서양의약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 항히스타민을 사

용하고 있으나 부작용이 심하고, 한약 역시 체질과 처방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서

모든 아토피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아토피 환자의 피부염 치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것인데, 현재까지 각종 보습제가 나와 있으나 보습

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보습제로 바세린, bees wax,

glycerine, propylene glycol, 지방산, lactic acid 가 이용되고 있지만 수분 증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수분의 공급과 약물의

효과적인 투여를 통해 아토피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 개념의 하이드로겔을

이용하는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서울대학교, 최화정 등은 항알레르기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천연물 추출액과 면역

증강효과가 있는 홍삼을 첨가하여 항 알러지 효능을 평가한 바 있음(Korean J.

Food & Nutrition, 18, 4, 380-384).

- 한양대학교, 윤성하 등은 청국장, 천연물 추출액을 혼합한 것을 아토피 환자에 복

용시켜 이들에 대한 아토피 피부염 효과를 조사하였음(한국영양학회지, 37(8),

669-674).

- 경희대학교, 남봉수 등은 임상적중증도, 혈중호산구치, 단백면역검사(IgE)치를 통

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방 약물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대한한

의학회지, 21권 4호, 204-215).

2.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조기술

- 리튬 이차전지용 고분자 분리막은 전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음. 또한 분리막의 문제점인 열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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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 중에 있음.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는 KIST와 LG 화학, 강원대학교 등의

산․학․연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임.

- 리튬전지 전해액의 누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로서 국내외적으로 자외

선, 화학개시제를 이용한 고분자 겔형 전해질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도 전자선 조사시설이나 감마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새로운 기능성 재

료제조 기술이 개발되면 기업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전자, 화학, 환경 산업의

발전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 제조 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향후 시장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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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선이용 아토피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1. 아토피 치료효과 우수 천연소재 선별 및 효능평가

[요약]

- 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약용식

물 추출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에 의한 피부 약물전달 효과와 피부 보습이 아토

피 피부염의 치료나 발현 억제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실용화 가능

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은 in vivo와 in vitro에서 전신적인 알

레르기성 염증반응과 국소적인 염증반응,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염증성 cytokine 발현 등의 증상을 전반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비

만세포 매개 염증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 특히 약용식물 추출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약용식물 추출 혼합액을 적

정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그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으며, 고농도를 적용하였을 때

에도 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선별된 약용식물 추출 혼합액은 아토

피 피부염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으

며, 적정비율의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은 새로운 약품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 유효 약용식물 추출물 선별과 추출 및 화학분석

(1)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의 HMC-1, L929, HaCaT cell에 대한 세포독성평가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약용식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인체의 여러 가

지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에 있

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천연 성분들을

공급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는 거의 대부분 합성제품으로 근본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염증제거를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

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약용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 연구들은 대

부분 한 가지 시료에 대한 것이며 여러 시료를 혼합한 혼합추출물의 생리적 활성이

나 기능을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염/면역 효과를 가지는 몇가지 약용식물 추출물을 선별

하여 각 추출물이 갖는 강력한 항염/면역 효과를 확인하고,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

은 비만세포 매개성 알레르기 모델에서의 약용식물 추출물 혼합액의 효과와 유용

성을 in vivo, in vitro 실험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추출물(어성초, 차전초, 자초, 황금, 단삼, 오미

자, 황기, 느릅나무, 상엽, 금전초, 선학초, 감잎)을 선정하고, 이중 7종(어성초, 차전



- 43 -

초, 느릅나무, 상엽, 금전초, 선학초, 감잎)을 선별하고 열수추출(75 ℃, 24시간)하여

여과한 후 60Co 감마선(25kGy)으로 조사 멸균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냉동 건조시

킨 분말을 적정한 용매에 녹여 사용하였다. 또한 상기 약용식물 추출물들과 동일한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두충을 추가하여 세포독성을 평가해보았다.

- 상기 선별된 추출물들에 의한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CK-8 assay(Dojindo

Lab., Japan)를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은 냉동 건조시킨 후

Iscove‘s Modified Dulbecco‘s Media에 농도별로 용해시켜 준비하였다. 반응이 끝

난 plate는 450 nm파장에서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가) 추출물의 HMC-1 cell에 대한 세포독성측성 결과

- 추출물 중 어성초(H)와 느릅나무(UD)의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HMC-1 cell에 대한

세포독성 측정 결과, 세포 생존율은 각각 93~98%로 모든 비율에서 세포독성은 나

타나지 않았다(그림 1).

그림 1. HMC-1 cell에서 추출 혼합물의 세포 생존율

- 추출 혼합물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어성초(H), 두충(EU), 차전초(P), 상엽(M),

느릅(UD)의 혼합물을 그룹 I, 상엽, 두충의 혼합물을 그룹 II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

에서 조성비를 달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그룹 I의 추출물 혼합조성비는

아래와 같고, 각각의 추출물 처리농도는 1.4mg/ml, 2.8mg/ml, 5.6mg/ml으로 하여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표 1. 그룹 I의 추출물 혼합조성비

어성초(H) 두충(EU) 차전초(P) 상엽(M) 느릅(UD)

I-1 3 3 3 0.5 0.5

I-2 2 3 2 1.5 1.5

I-3 3 3 2 1 1

I-4 2 4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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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II의 추출물 혼합조성비는 아래와 같고, 각각의 추출물 처리농도는 0.3mg/ml,

1.5mg/ml, 3.0mg/ml 으로 하여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표 2. 그룹 II의 추출물 혼합조성비

상엽(M) 두충(EU)

II-1 10 0

II-2 8 2

II-3 5 5

II-4 2 8

II-5 0 10

- 각 추출 혼합물이 HMC-1 cell에 미치는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

험결과, 그룹 I의 추출물 혼합조성비에서 대체로 2.8 mg/ml 농도이하에서는 대조

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은 각각 83% 이상으로 나타났다(그림 2-5).

- 단, 고농도인 5.6 mg/ml로 처리하였을 때, 그룹 I의 모든 혼합조성비에서 세포 생

존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그림 2-5).

그림 2. 그룹 I-1인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3:3:3:0.5:0.5)에서의 세포

생존율



- 45 -

그림 3. 그룹 I-2인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2:3:2:1.5:1.5)에서의 세포

생존율

그림 4. 그룹 I-3인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3:3:2:1:1)에서의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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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룹 I-4인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2:4:2:1:1)에서의 세포생존율

(나) 약용식물 추출물의 L929 cell에 대한 세포독성측정 결과

- 각 추출 혼합물이 L929 cell에 미치는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결과, 표 1의

그룹 I의 1, 2, 3 추출 혼합물은 1.8 mg/ml의 농도이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이 각각 96.7% 이상이었고, 그룹 I-4 추출 혼합물은 2.4 mg/ml의 농도 이하

에서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이 115.7% 이상으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 2의 그룹 II-1 추출 혼합물은 1.5 mg/ml의 농도이하에서 세포 생존율이 각

각 112.3% 이상이었고, 그룹 II의 2, 3, 4, 5 추출 혼합물은 0.3 mg/ml의 농도 이하

에서 세포 생존율이 95.8% 이상으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6-14).

- 단, 그룹 I의 1, 2, 3의 추출 혼합물은 2.4 mg/ml이상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고, 그룹 I-4의 추출 혼합물은 2.7 mg/ml

이상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

그룹 II-1의 추출 혼합물은 3 mg/ml이상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고, 그룹 II의 2, 3, 4, 5의 추출 혼합물은 1.5

mg/ml이상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

었다(그림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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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룹 I-1의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3:3:3:0.5:0.5)에서의 세포생존율

그림 7. 그룹 I-2의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2:3:2:1.5:1.5)에서의 세포생존율

그림 8. 그룹 I-3의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3:3:2:1:1)에서의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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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그룹 I-4의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2:4:2:1:1)에서의 세포생존율

그림 10. 그룹 II-1인 상엽:두충(10:1)에서의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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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그룹 II-2인 상엽:두충(8:2)에서의 세포생존율

그림 12. 그룹 II-3인 상엽:두충(5:5)에서의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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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그룹 II-4인 상엽:두충(2:8)에서의 세포생존율

그림 14. 그룹 II-5인 상엽:두충(0:10)에서의 세포생존율

(다) 추출물의 HaCaT cell에 대한 세포독성측정 결과

- 어성초(H), 차전초(P), 금전초(C), 상엽(M), 느릅(UD) 추출물 각각의 세포독성과

어성초(H)와 느릅나무(UD) 추출 혼합물(7:3)을 함유한 겔이 HaCaT cell에 미치는



- 51 -

독성을 측정해 본 결과, 추출 혼합물 10 ㎍/ml의 농도일 때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

존율은 각각 93～98%로 모든 비율에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농도인

100 ㎍/ml로 24 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에도 세포 생존율에 변화를 미치지 않았다

(그림 15).

(a) (b)

그림 15. HaCaT cell에 대한 세포 생존율: (a)어성초(H), 차전초(P), 금전초(C),

상엽(M), 느릅(UD) 추출물, (b) 어성초(H)와 느릅나무(UD) 추출 혼합물(7:3)

을 함유한 겔

- 추출 혼합물과 추가적으로 연구된 두충(EU)의 효능을 함께 검증하기 위해, 어성초

(H), 두충(EU), 차전초(P), 상엽(M), 느릅(UD)의 혼합물을 표 1, 2와 같이 그룹 I,

상엽, 두충의 혼합물을 그룹 II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서 조성비를 달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그룹 I의 추출물 혼합조성비는 아래와 같고, 각각의 추출물

처리농도는 1.4mg/ml, 2.8mg/ml, 5.6mg/ml으로 하여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 각 추출 혼합물이 HaCaT cell에 미치는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

결과, 그룹 I의 추출 혼합물은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은 각각 83.4% 이상으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룹 II-1 추출 혼합물은 1.5 mg/ml의 농도이하에서

는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은 각각 97.5% 이상으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룹 II의 2, 3, 4, 5 추출 혼합물은 0.3 mg/ml의 농도 이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은 88.2% 이상으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6-24).

- 단, 그룹 II-1의 추출 혼합물은 3 mg/ml이상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고, 그룹 II의 2, 3, 4, 5의 추출 혼합물은 1.5

mg/ml이상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

었다(그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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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그룹 I-1인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3:3:3:0.5:0.5)에서의 세포생존율

그림 17. 그룹 I-2인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2:3:2:1.5:1.5)에서의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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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그룹 I-3인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3:3:2:1:1)에서의 세포생존율

그림 19. 그룹 I-4인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2:4:2:1:1)에서의 세포생존율



- 54 -

그림 20. 그룹 II-1인 상엽:두충(10:0)에서의 세포생존율

그림 21. 그룹 II-2인 상엽:두충(8:2)에서의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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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그룹 II-3인 상엽:두충(5:5)에서의 세포생존율

그림 23. 그룹 II-4인 상엽:두충(2:8)에서의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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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그룹 II-5인 상엽:두충(0:10)에서의 세포생존율

나. 약용식물 추출혼합물의 HMC-1세포에서 cytokine(TNF-α, IL-6 및 IL-8)

억제 효과

- 선행연구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증명된 다섯 가지 추출물(어성초, 느릅나

무, 금전초, 차전초, 상엽) 및 두충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각 추출물이 갖는 강력

한 항염 효과와 면역 효과가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human mast cell

line인 HMC-1을 이용하여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비만세포 매개성 알레르기 모

델에서의 cytokine(TNF-α, IL-6 및 IL-8) 억제 효과를 측정해 보았다.

- 선별된 약용식물 추출물 각각 2 g/100 ml의 농도로 증류수를 가하여 75 ℃ 항온수

조에서 24시간 동안 중탕 가열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여과액은
60
Co 감마선(5

kGy/h, 25 kGy)으로 조사 멸균하여 다양한 비율로 혼합 사용하였고, 필요한 경우

에는 냉동 건조시킨 분말을 적정한 용매에 녹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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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HMC-1에서 추출물 각각에 따른 cytokine 억제 효과

- 그림 25에서 선별된 각각의 추출물(어성초(H), 차전초(P), 금전초(C), 상엽(M), 느

릅(UD)), 그리고 추출물 혼합액의 cyrokine 억제효과를 살펴보면, PMA plus

A23187(PMACI)로 자극한 사람의 비만세포주에서 대조군의 TNF-α, IL-6 및 IL-8

분비는 정상세포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보였으나, 추출물로 전처리 후

PMA plus A23187로 자극한 실험군에서는 PMA plus A23187에 의한 HMC-1에서

의 각 cytokine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단독보다 추출 혼합

물을 처리한 그룹이 더 강하게 억제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중 3:3:3:0.5:0.5의 비율

일 때, TNF-a는 약 60%이상, IL-6는 약 80%이상 그리고 IL-8약 35% 가량 감소됨

을 보였다.

그림 26. HMC-1에서 추출 혼합물(어성초와 느릅)에 의한 TNF-α 억제 효과

- 그림 26에서 PMA plus A23187(PMACI)로 자극한 사람의 비만세포주에서 대조군

의 TNF-α 분비는 정상세포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보였다. 그러나 추출물

로 전처리 후 PMA plus A23187로 자극한 실험군에서는 PMA plus A23187에 의한

HMC-1에서의 TNF-α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어성초나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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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나무 추출물만을 처리한 그룹보다 둘의 추출 혼합물을 처리한 그룹이 더 강하게

억제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중 7:3의 비율일 때에는 TNF-α의 발현율이 약 60%

이상 감소되었다.

(a) (b)

그림 27. HMC-1에서 추출물에 의한 (a) IL-6과 (b) IL-8의 억제 효과

- 그림 27에서 PMA plus A23187로 자극한 사람의 비만세포주에서 대조군의 IL-6

분비는 정상세포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보였으나 추출물로 전처리 후,

PMA plus A23187로 자극한 실험군에서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IL-6의 발

현은 어성초나 느릅나무 추출물을 단독으로 처리한 그룹보다 둘의 추출 혼합물을

처리한 그룹에서 더 억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 중 7:3의 비율일 때 약 80%

이상 감소됨을 보였다(그림 27(a)). IL-8의 경우 TNF-α와 IL-6의 발현양상과 비슷

했으며, 7:3과 5:5의 비율에서 약 35%가량 감소됨을 보였다(그림 27(b)).

- 혼합 추출물과 어성초, 두충, 차전초, 상엽, 느릅의 혼합물 그룹 I, 상엽, 두충의 혼

합물 그룹 II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서 조성비를 달리하여 제조한 후, 각각의 세포

를 24 well plate에 1×10
6
/well 개수로 접종하여 배양하고, 독성테스트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낸 2.8 mg/ml의 농도로 혼합 추출물을 처리한 후, PMA(sigma) 0.05 mM

과 A23187(sigma) 1 mM로 7 시간동안 세포를 자극하고 원심분리 후에 얻은 세포

부유액을 ELISA kit(R&D)를 이용하여 각각의 cytokine 억제 정도를 측정하였다.

- 그룹 I의 추출물 혼합조성비는 아래와 같고, 각각의 추출물 처리농도는 1.4mg/ml,

2.8mg/ml, 5.6mg/ml 으로 하여 cytokine 억제 효과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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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그룹 I의 추출물 혼합조성비

어성초 두충 차전초 상엽 느릅

I-1 3 3 3 0.5 0.5

I-2 2 3 2 1.5 1.5

I-3 3 3 2 1 1

I-4 2 4 2 1 1

- 그룹 II의 추출물 조성비율은 다음과 같고, 각각의 추출물 처리농도는 0.3mg/ml,

1.5mg/ml, 3.0mg/ml 으로 하여 cytokine 억제 효과를 알아보았다.

표 5. 그룹 II의 추출물 혼합조성비

상엽 두충

II-1 10 0

II-2 8 2

II-3 5 5

II-4 2 8

II-5 0 10

- 그림 28-32에서 PMA plus A23187(PMACI)로 자극한 사람의 비만세포주에서 대

조군의 TNF-α 분비는 정상세포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보였다. 그러나 추

출물로 전처리 후 PMACI로 자극한 각각의 실험군 모두에서 cytokine(TNF-α,

IL-8, IL-6) 분비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그룹 I의 모든 조성과 그룹 II의 2:8

과 0:10(상엽:두충)의 조성에서 80% 이상의 높은 IL-6 저감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28. 추출혼합물(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 조성별 TNF-α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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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추출혼합물(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 조성별 IL-8 억제효과

그림 30. 추출혼합물(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 조성별 IL-6 억제효과

그림 31. 추출혼합물(상엽, 두충) 조성별 TNF-α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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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추출혼합물(상엽, 두충) 조성별 IL-6 억제효과

다. 유효 약용식물 추출물 화학분석

- 약용식물 추출물의 화학분석을 위해 분쇄된 어성초 7 g, 차전초 7 g, 상엽 7 g에

각각 500 ml의 증류수를 가하여 75℃의 항온조에서 24시간 동안 열수 추출하고, 추

출액은 각각 여과시킨 후 회전감압농축기에서 잔존 수분을 제거한 후 동결 건조하

여 분말로 만들었다. 추출물에 미치는 감마선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결 건조

시킨 추출물 분말에 2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조사 전후 추출물의 성분변화를

비교하였다.

- HPLC(Agilent, YMC-Pack Pro C18 5 ㎛ 4.6 X 250 mm)분석을 위해 시료는 3차

멸균 증류수 또는 메탄올에 녹인 후 여과시켰다(표 6). 표준물질로는 플라보노이드

를 사용하였으며, 플라보노이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체 내 산화작용을 억

제시키고,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활성을 지니는 물질로 알

려져 있다.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물질로 quercitrin, quercetin, rutin, kaempferol,

apigenin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추출물 성분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표준물질은

메탄올에 녹여 여과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6. 추출물의 유효 성분 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 영향 평가를 위한 HPLC

분석 조건

Mobile phase

(Gradient system)

Time (min) Water (%) MeOH (%)

5 min 100 0

30 min 0 100

40 min 100 0

Flow rate 1 ml/min

Sample dissolved MeOH

Detection UV 254 nm

Injection volume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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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LC 분석 결과, 상엽에서는 플라보노이드 중 quercitrin, rutin이 검출되었으며,

어성초에서는 quercitrin이 검출되었다. 방사선 조사 전후를 비교하여 보면, 상엽과

어성초의 경우 방사선 조사 후에도 큰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그림 33-35).

그림 33. 상엽 열수 추출물의 방사선 조사 전후 비교 분석

그림 34. 어성초 열수 추출물의 방사선 조사 전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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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차전초 열수 추출물의 방사선 조사 전후 비교 분석

2. 약용식물 추출물과 하이드로겔의 효능 검증

[요약]

-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에 따른 유효 약용식물 추출물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을 수

행한 결과, MTT assay 결과에서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에서 세포독성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NF-kB의 활성을 억

제하였으며, 5가지 약용식물 추출물 중 상엽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 천연 추출물이 염증 매개 cytokine의 유전자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RT-PCR로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염증성 매개인자인 TNF-α,

IL-4, COX2, iNOS 등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켰고,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 전처

리 군에서 비만세포 활성에 따른 p38, p42/44 ERK의 활성이 현저히 억제되었다.

가. 천연 추출물과 이를 함유한 하이드로겔의 세포독성 평가

- 천연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의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를 12 well plate에 1 X 10
5
개가 되도록 seeding하여 하루 간 배양

하고, 하이드로겔을 배양액에 첨가하였다(평균 0.28 g/ml). 이를 하루동안 배양한

후, MTT시약을 1 mg/ml로 처리하고 4시간 더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제거한 후

DMSO를 처리하여 insoluble 상태의 MTT를 용출 시키고, 이를 40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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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천연 추출물이 세포에 독성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Raw264.7 세포

를 24 well plate에 0.5 X 105 개가 되도록 seeding하여 하루 간 배양하고, 천연추출

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하루 동안 더 배양하였다.

그림 1. 천연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 및 천연추출물의 세포독성: (A) PVA 하

이드로겔, (B) PVP 하이드로겔, (C) 천연추출물 0.1%

- 세포의 생존율 평가를 위해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모든 하이드로겔에서 세

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고(그림 1A, 1B), 모든 천연추출물이 처리 농도가 0.1%까지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그림 1C).

나. 항산화능 평가

- 천연추출물과 이를 함유한 하이드로겔의 항산화능 평가는DPPH

(1,1-diphenyl-2-picryl-hyrazyl)법을 이용해 평가하였다. 먼저 약용식물 추출물 함

유 하이드로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하이드로겔(평균 무게 0.28 g)을 1 ml의 인

산완충용액(PBS)에 넣은 후, 하루 동안 겔 안의 천연추출물 성분을 용출시켰다. 이

렇게 용출된 천연추출물 50 ul를 DPPH 반응액 450 ul와 섞은 후,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반응물 흡광도를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해 516 nm에서 측정하였다.

Free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는 radical scavenging activity(RSA)(%)는 다음 식으

로 계산하였다;

RSA (%) = 100 - (ODexp - ODblank)/ODcontrol × 100.

- PVA-JE, PVP-H20, PVP-H30, PVP-JE의 경우 약 40%의 우수한 항산화능을 나

타내었다. 천연추출물의 경우 대부분의 시료에서 50-80% 정도의 항산화능을 나타

내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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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천연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a) 및 천연추출물(b)의 항산화능 평가;

H: 어성초, JE(=UD): 느릅나무

다. 대식세포를 이용한 항염증효과 평가

(1) LPS에 의한 NO 생성에 미치는 효과

- 대식세포(macrophage)인 Raw 264.7 세포를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에서 배양하였다. 대식세포 활성을 위해 lipopolysaccharide(LPS)를 처리하였다. 하

이드로겔 및 천연추출물이 대식세포에서 염증 매개 인자인 NO의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Griess 방법으로 NO 생성을 측정하였다.

PVA-H10, PVA-H20, PVA-JE, PVA-HJE7 및 PVA-HJE10의 경우, LPS에 의한

NO 생성을 50% 이상 억제하였다. 또한 PVP-H10, PVP-H20, PVP-JE,

PVP-HJE7 및 PVP-HJE10의 경우도 PVA 하이드로겔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그림 3).

- 천연추출물이 NO 생성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Raw264.7 세포에 0.1% 농도로 천연추출물을 처리하고 하루 동안 배양 후, 세포배

양액 내의 NO 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LPS에 의한 NO 생성을 약 20-40%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그림 3).

그림 3.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 생성에 미치는 효과: A) 하이드로겔,

B) 천연추출물

(2) LPS에 의한 TNF-α 생성에 미치는 효과

- ELISA법을 이용한 결과, 모든 하이드로겔에서 TNF-α 생성이 억제되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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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천연추출물의 경우 약 20-50% 정도 억제되었다(그림 4(b)). 특히, H7, H10,

H20 및 H30의 경우 약 50%정도 억제되었다.

(a)

(b)

그림 4. LPS에 의해 유도되는 TNF-α 생성에 미치는 효과:

(a) 하이드로겔, (b) 천연추출물

(3) LPS에 의한 cytokine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효과

- 하이드로겔 및 천연추출물이 염증 매개 cytokine의 유전자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RT-PCR로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PVA-H10, PVA-JE 및 PVP-H10,

PVP-JE 등에서 TNF-α 및 IL-6 유전자 발현을 억제함을 관찰되었고, 천연추출물

의 경우 H7, H30, JE, JE10, HJE10 등에서 TNF-α 유전자 발현을 억제함이 관찰되

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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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LPS에 의해 유도되는 TNF-α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효과.

(a) 하이드로겔, (b) 천연추출물

라. 비만세포를 이용한 항알러지 효능 평가

- 하이드로겔 및 천연추출물의 항알러지 효과를 in vitro에서 측정해보기 위해서, 비

만세포주인 HMC-1 cell을 이용하였다. HMC-1 cell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0.25 μ

M A23187과 0.05 μM PMA를 이용하였다. 하이드로겔 및 천연추출물을 처리한 후

30분간 배양하고, A23187 및 PMA를 첨가한 후 염증 매개 cytokine의 유전자발현

이 영향을 받았는지 RT-PCR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VA-JE, PVA-HJE7,

PVP-HJE10 및 PVP-H10, PVP-H20, PVP-H30 등에서 TNF-α, IL-6, IL-8 유전

자 발현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그림 6(a), 6(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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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6. 비만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a) 하이드로겔, (b) 천연추출물

마. 비만세포 활성에 대한 약용식물 추출물의 효과

(1) 비만세포에서 NF-kB 활성에 미치는 효과

- 비만세포가 IgE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되면 세포내 신호전달계인 NF-kB가 활성

화되어, 세포질에 존재하던 NF-kB는 핵으로 이동하게 되고 IL-4, 5 및 TNF-α 

등과 같은 알러지성 염증을 매개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binding하여 전사를

촉진함이 잘 알려져 있다.

- 약용식물 추출물이 이러한 비만세포내 NF-kB signal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자 NF-kB binding site를 luciferase에 결합한 repoter vector를 제조 하고

recombination 과정을 통해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조 하였다.

- 비만세포를 아데노바이러스로 transduction시킨 후 약용식물 추출물을 전처리하

여 PMA와 A23187을 이용하여 비만세포 활성을 유도한 후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 한 결과,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NF-kB의 활성을 억제

하였으며, 5 가지 약용식물 추출물 중 상엽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그

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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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만세포에서 약용식물 추출물의 NF-kB 활성 억제 효과

(2) 비만세포에서 NO 생성에 미치는 효과

- 비만세포는 알러지 반응을 매개하는 중추적 세포로 항원에 의한 자극 시 염증반

응을 유도하는 nitric oxide (NO)의 발생을 유도한다. 약용식물 추출물이 비만세

포에서 염증 매개 인자인 NO의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Griess 방법으로 NO 생성을 측정하였다.

- 그 결과,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을 억제하였다(그림

8).

그림 8. 비만세포에서 약용식물 추출물의 NO 생성 억제 효과

(3) 비만세포에서 TNF-α 생성에 미치는 효과

- TNF-α는 cytokine-dependent inflammtory events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염증중개자로서, IgE에 의한 비만세포 활성시 비만세포로부터 생성 분비되어 호

중구에 대한 chemotaxis를 유발하거나 대식세포의 세포독성을 증대시킴으로서

만성 염증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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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용식물 추출물이 염증성 cytokine인 TNF-α의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

으로 TNF-α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관찰 되었다(그림 9).

그림 9. 비만세포 활성시 TNF-α 생성에 미치는 약용식물 추출물의 효과

(4) 비만세포에서 세포내 신호전달계에 미치는 효과

- 약용식물 추출물이 염증매개성 cytokine인 IL-4와 TNF-α의 유전자 발현을 억

제하는 기전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만세포의 활성화에 관련된 여러 signaling

molecule의 활성화 정도를 Western blot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 HMC-1세포를 A23187 및 PMA로 활성화시킬 경우 p38, p42/44 ER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의 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 전처리 군에서 비만세포 활성에 따른 p38, p42/44 ERK의

활성이 현저히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0).

그림 10. 비만세포에서 ERK와 p38 MAPK 활성에 미치는 약용식물 추출물의 효과

바. 천연 추출물 조합에 따른 대식세포 활성화 억제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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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성초 및 느릅나무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

- 어성초(H)와 느릅나무(JE) 추출액 (HJE 10, HJE7)을 base로 하고, 여기에 차전초,

금전초 및 상엽(뽕잎)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약 20종의 혼합약용식물 추출물

을 제조하였다 (표 7).

표 7. 어성초 및 느릅나무 추출물을 base로 한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

(2) 세포독성 평가와 대식세포를 이용한 항염증효과 평가

- 어성초와 느릅나무 추출액 (HJE 10, HJE7)을 base로 하고, 여기에 차전초, 금전초

및 상엽(뽕잎)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약용식물 추출물이 세포독

성을 나타내는지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천연물 조합에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1).



- 72 -

그림 11. (A) HJE, C, D, E 단독처리, (B) HJE7g 기준으로 C, D, E 배합, (C)

HJE10g 기준으로 C, D, E 배합

- 어성초와 느릅나무 추출액(HJE 10, HJE7)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차전초, 금전

초 및 상엽(뽕잎)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천연물이 대식세포 활

성화 과정 중 nitric oxide (NO) 생성을 억제시키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차전

초, 금전초 및 상엽(뽕잎) 추출물 단독처리군에서 NO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

켰으나, 천연물 조합의 경우 단독처리군에 비해 NO 생성 억제 효과가 우수하지

못하였다 (그림 12).

(a)

(b)

(c)

그림 12. (a) HJE, C, D, E 단독처리, (b) HJE7g 기준 C, D, E 배합,

(c) HJE10g 기준 C, D, E 배합

(3) 대식세포에서 LPS에 의한 TNF-α 생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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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의 1번 조합(HJE:차전초=5:1)에서 TNF-α 생성 억제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그림 13).

(a)

(b)

(c)

그림 13. 대식세포에서 천연물 조합에 따른 TNF-α 생성억제 효과

사. 천연 추출물 조합에 따른 비만세포 활성화 억제능 평가

- 표 7의 1번 조합 (HJE:차전초=5:1)에서 TNF-α 생성 억제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그림 16(a)).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한 결과, NF-kB 활성 억제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그림 14(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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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비만세포에서 천연물 조합에 따른 TNF-α 생성을 억제(a)와 NF-kB

활성 억제 효과(b)

아. 천연 추출물 조합에 의한 면역세포 활성화 억제능 평가

- 어성초, 느릅나무, 차전초, 금전초 및 상엽 추출물을 다양한 조합비로 혼합하여 최

적의 면역세포활성 억제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표 8).

표 8. 혼합 천연물 조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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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VA 정제 및 가교기술 개발

[요약]

-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를 위한 PVA 고분자 정제기술 개발 결과, 불순

물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PVA 정제를 위해 함유된 NaOAc의 제거에 있어 순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을

경우 NaOAc는 제거되지 않았고, 메탄올-물 혼합용액에서 물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NaOAc의 감소되는 속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물로 세척하는

것이 PVA에 존재하는 NaOAc의 제거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가. PVA에 함유된 NaOAc의
1
H NMR 스펙트럼 분석

- PVA는 낮은 독성과 하이드로겔을 쉽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및 제약 산업

으로의 응용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 관련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PVA가 낮은 불순물을 함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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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염기 촉매 가수분해에 의한 PVA 제조과정

- PVA의 주된 불순물은 sodium acetate (NaOAc)이며 이것은 poly(vinyl acetate)의

염기촉매에 의한 가수반응 부산물로 생성되며 시장에 나와 있는 PVA 고분자가 함

유한 NaOAc 함량은 몇 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그림 1).

- 증류수에 녹아있는 PVA의 일반적인 1H NMR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1.4-1.7

ppm 지역에 있는 multiplets 과 3.8-4.0 ppm 지역에 있는 multiplets 은 PVA 고분

자 탄화수소 골격에 있는 수소에 해당된다 (-CH2-CH-(OH)-)n. 4.7 ppm 지역에 있

는 peak는 HOD에 해당된다. NaOAc의 메틸 peak는 1.75 ppm에 나타난다. 1.95

ppm에 있는 작은 triplet-like peak는 가수분해가 되지 않은 아세테이트 peak를 나

타낸다.

- NaOAc의 메틸 peak는 PVA peak들과 충분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PVA의

메틸렌 peak의 적분 량을 비교하여 NaOAc의 함량을 계산 할 수 있다. 데이터의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샘플당 3개의 NMR 데이터를 평균하여 기록하였다.

PVA 1.4-1.7 ppm, 3.8-4.0 ppm

HOD 4.7 ppm

NaOAc의 메틸 1.75 ppm

아세테이트 1.95 ppm

그림 2. 중류수에 녹인 PVA의 일반적인 1H NMR 스펙트럼

나. PVA에 함유한 NaOAc의 제거

- 그림 3(a)은 PVA에 존재하는 NaOAc의 메틸 peak는 세척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

함을 보여준다. 95% 이상의 NaOAc는 증류수로 세척시 2시간 안에 제거됨이 확인

되었다. 순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을 경우 NaOAc는 제거되지 않았고 메탄올-물 혼

합용액에서 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NaOAc의 감소되는 속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

다(그림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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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류수 (b) 메탄올/물의 혼합용액

그림 3. 세척시간에 따른 NaOAc 1H NMR peak과 함량(%)의 변화

- NaOAc의 제거실험은 4개의 다른 용매와 2개의 다른 온도 (실온과 60 oC)에서 수

행하였다. 실온에서는 4일 동안 세척해도 NaOAc가 제거되지 않았으나, 60 oC 에서

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NaOAc가 제거되었다(그림 4). 또한 용매의 극성이 낮

은 에탄올의 경우 높은 온도에서도 NaOAc가 잘 제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4. PVA에 있는 NaOAc 제거시 온도와 세척용매의 영향

- 그림 5는 PVA를 세척하여 한 후 얻은 PVA 샘플의 IR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

스펙트럼은 세척하지 않은 PVA (0.94% NaOAc함유)도 아주 작은 흡수 peak를

1575 cm-1 에서 나타냄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척에 의한 NaOAc의 감소를 IR 스펙

트럼으로는 명확히 관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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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정에 의한 PVA 정제가 수행되었고 잔류된 NaOAc의 함량은 NMR을 이용하

여 얻었다. 물/아세톤 조합을 이용한 첫 번째 재결정에서는 0.1%의 NaOAc PVA에

함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두 번째 재결정에서는 0.05%의 NaOAc 함유됨을 보여

준다. 이 실험 결과는 물로 세척하는 것이 PVA에 존재하는 NaOAc를 제거할 시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다른 함량의 NaOAc를 가지고 있는 PVA 샘플의 IR 스펙트럼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 제조 및 물성측정과 가소제 첨가

효과

- 어성초와 느릅나무는 각각 10g/100 ml의 농도로 중탕 가열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된 후 여과한 용액은 60Co 감마선(5 kGy/h, 25 kGy)으로 조사 멸균하여 다양한 비

율로 혼합(HUD)하여 사용하였다(표 1). 폴리비닐알콜, 글리세린을 표 2와 같은 비

율로 혼합하여 상기 추출물에 용해시켜 캐스팅한 후, 60Co 감마선 선원을 사용하여

각각 25, 35, 50, 및 75 kGy 선량으로 조사하여 가교 및 멸균을 실시하고, 수화겔을

제조하였다.

표 1. 표 2.

어성초 90 80 70 60 50

느릅나무 10 20 30 40 50

추출물

비율(H:JE)

22.5

:2.5
20:5

17.5

:7.5

PVA 225 20 175

Glycerin 25 5 75

- 추출물 혼합 비율에 따른 겔강도를 보면 그림 6와 같이 느릅나무와 혼합되지 않은

어성초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겔 강도가 높았으며, 느릅나무와 혼합된 혼합 용

액들 중에는 어성초와 느릅나무의 비율이 7:1이며, 각각의 추출물 무게가 7g일 때

의 용액으로 제조한 수화겔의 겔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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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인장강도: (a)추출액의 농도 및 혼합비율별, (b) 고분자 농도별

4. 방사선 가교기술 이용 수분 방지기능을 가진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요약]

- 수화겔과 수분증발 방지막을 용이하게 부착시키고, 장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분

리되지 않도록 하는 수화겔과 수분방지막 간의 접착기술의 개발하기 위해, 폴리

아크릴산과 아크릴계 접착제 AT-87(Samwon) 혼합하고, 이것을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교 시킨 후, 건조하여 필름을 제조하였으며, 우레탄 필름에 폴리아크릴

산과 접착제 혼합액을 캐스팅하여 수화겔을 부착할 수 있는 접착 필름을 제조하

였다.

- 그 결과, 수화겔과의 접착력이 가장 우수하고 장시간 접착능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폴리아크릴산과 아크릴계 접착제의 비율을 6:4로 혼합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수화겔 접착용 필름이 제조되었다.

가. 수화겔과 수분증발방지막의 접착 기술 개발

- 통상 수화겔은 80 % 이상의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37 ℃의 체온에서 공기 중

에 노출되면 수화겔의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한다. 수화겔은 37 ℃의 온도 조건에서

12시간 이상 경과하면 함유한 수분이 모두 증발하는데, 이처럼 수분이 증발되어 건

조된 수화겔은 더 이상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그러므로, 수화겔은 기본적으로 수화겔이 갖고 있는 수분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고분자막을 적층시키는 방법이다.

- 제조된 필름은 최고 10시간, 40%이하의 수분 증발율을 보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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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 필름의 시간에 따른 수분 증발율, (a) 멸균포장상태, (b) 포장개봉약

물함유, (c) 하이드로겔 표면, (d) 수분증발방지막 부착 하이드로겔

바깥면

- 수화겔은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점착제나 접착

제로는 고분자막을 수화겔에 접착시킬 수 없다.

- 본 과제에서는 수화겔과 수분증발방지막을 용이하게 부착시키고, 장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수화겔과 수분증발방지막 간의 접착기술을 개발하

였다.

- 접착층의 접착제 조성비율(폴리아크릴산과 아크릴에스테르계 접착제)에 따른 수화

겔과 폴리우레탄 막 사이의 접착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

행하였다.

- 5% 폴리아크릴산수용액과 아크릴 에스테르계 접착제(AT-87, 용매 40%함유)의

혼합 비율을 1:9~9:1로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접착 조성물을 폴리우레탄막에 코팅

하고 건조한 다음 가로, 세로 크기가 2×6 cm 크기로 절단한 것을 25 kGy 감마선

조사하고, 이것에 대한 팽윤도 및 겔화율을 측정하였다.

- 팽윤도(%)는 방사선 조사한 코팅 부분의 처음 무게에 대한 팽윤된 무게의 비를 측

정하였고, 겔화율은 방사선 조사후 코팅 부분을 24시간 동안 물에 넣고 꺼낸 후 녹

지 않고 남아있는 무게를 측정하여 구했다.

- 또한 5% 폴리아크릴산수용액과 아크릴 에스테르계 접착제(AT-87, 용매 40%함

유)의 혼합 비율을 1:9~9:1로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접착 조성물을 폴리우레탄막에

코팅하고 건조한 다음 가로, 세로 크기가 2×6 cm 크기로 절단한 후, 상기 폴리우

레탄막 위에 PVA와 물의 비율이 1:9로 제조한 수화겔을 부착한 뒤 감마선 25

kGy를 조사하여 접착강도를 얻기 위한 시료를 제조하였다. 인스트론(Instron5540)

을 이용하여 접착 강도를 측정하였다. 아래쪽의 고정된 그립에 폴리우레탄막을 고

정하고 위쪽 그립에 수화겔을 고정한 다음 위쪽 그립이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수화

겔과 폴리우레탄막 사이의 접착 강도를 측정하였다.

- 폴리우레탄막에 폴리아크릴산수용액과 아크릴 에스테르계 접착제용액을 도포하

고, 이것을 PVA 수화겔에 접착시킨 시료를 그림 2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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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화겔 접착용 필름을 PVA 수화겔에 접착시킨 시료의 그림

그림 3. 수화겔 접착용 필름의 접착강도

- 폴리아아크릴산과 아크릴계 접착제의 혼합비율이 6:4일 경우가 접착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수성과 친유성의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접착제를 제조함으로서 수화겔

과 폴리우레탄막간의 접착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접착층

이 일정 부분 가교가 됨으로서 폴리우레탄에 코팅되어 있는 코팅 층이 수화겔과 접

촉되었을 때 용해되지 않아서 장시간 접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소재 약물 함유된 하이드로겔의 접촉성 피부염 및 아토피

피부염의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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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를 대상(52 cases)으로 atogel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토

피성 피부염 증상 완화효과가 85%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약

용식물 추출물의 경우 각질형성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상

의 결과를 토대로 atogel은 향후 아토피성 피부염 등과 같은 알러지성 피부염 증

상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DNCB로 유도된 알레르기성 동물모델(hairless 및 Nc/Nga mouse)을 이용한 천

연추출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atogel)의 효능을 검증한 결과, 아토피성 피부염

이 유도된 동물모델에 atogel 처리 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

저히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 혼합물을 함유한 여러 다른 제형들과 비교

시, atogel 처리군은 물론, atolotion, 추가적으로 연구된 EU(두충) lotion,

atocream 처리군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 조직염색 결과에서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atogel은 물론

EU lotion와 atocream 처리군의 피부손상이 더욱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atolotion와 control lotion군을 비교했을 때, atolotion군이 진피부분에서 부종 감

소를 확인하였다.

- 하이드로겔에 함유된 천연 추출혼합물의 염증반응 억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PCA 실험 결과에서도 40% 이상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

고, 두충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세포독성과 cytokine을 측정해 본 결과, L929,

HaCaT, HMC-1 세포에서 80%이상의 세포 생존율과 cytokine 저감효과를 나타

내는 유의한 값의 추출혼합농도를 찾아냈다.

- 또한, 선행 연구를 확보한 5종의 천연 추출물(어성초, 느릅나무, 차전초, 금전초

및 상엽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atogel) 및 수종의 화장품 grade를 제조하

였으며, 이들의 안전성을 평가해 본 결과, 특이할 만한 피부 자극 반응 및 안자극

은 관찰되지 않았다.

<Before> <After>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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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억제 작용 검증

- 약용식물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의 피부염 억제효과를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약용식물 추출물 및 하이드로겔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였다.

(1) 약용식물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의 피부염 억제 효과

(가) SDS에 의한 자극 피부염

- 토끼를 대상으로 자극 피부염을 유발하기 위하여 20% SDS를 이용하였다. 토끼

의 옆구리 부위를 제모한 후, 20% SDS를 바르고 실험군의 경우 약용식물 추출

물이 포함되지 않은 하이드로겔 (control gel) 및 약용식물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이드로겔(atogel)을 도포하였다. 하이드로겔 도포 후 약 7시간 경과 후

새로운 하이드로겔로 교체하였으며, 24 시간부터 시간별로 피부염의 상태를 육

안 평가하였다(그림 1).

그림 1. 약용식물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이드로겔(atogel)을 붙이는 방법

- 그 결과, control gel 및 atogel 처리군에서 24 시간 경과부터 20% SDS 단독 처

리군에 비해 현저한 피부염 완화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atogel의 경우

control gel에 비해 24 시간 경과 후 피부염 완화 효과가 약간 우수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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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DS에 의한 자극 피부염 완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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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NCB에 의해 유도된 알러지 피부염에 미치는 효과

- 토끼를 대상으로 알러지 피부염을 유발하기 위하여 0.2% DNCB를 이용하였다.

토끼의 옆구리 부위를 제모한 후 2% DNCB를 4일간 바르고 이후 0.2% DNCB

를 일주일에 3회씩 4주간 도포하여 알러지 피부염을 유발시키었다. 이후 알러지

피부염이 유발된 피부에 약용식물 추출물이 포함되지 않은 하이드로겔(control

gel) 및 약용식물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이드로겔(atogel)을 도포 하였다. 하

이드로겔 도포 후 약 7시간 경과 후 새로운 하이드로겔로 교체하였으며, 일주일

간 하이드로겔 도포 후 알러지 피부염 상태를 육안 관찰 및 조직검사로 확인 하

였다.

- 그 결과, control gel 및 atogel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알러지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완화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togel이 control gel에 비해 알러지 피부염

완화 효과가 현저히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그림 3. DNCB에 의해 유발된 알러지 피부염에 대한 하이드로겔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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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용식물 추출물 및 하이드로겔의 안전성 평가

(가) 피부자극성 평가

- DNCB의 경우 도포 후 1시간부터 피부 발적이 일어났으며, 피부 발적은 48 시간

이후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control gel 및 atogel의 경우 음성 대

조군과 구별되는 특별한 피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4).

그림 4. 하이드로겔(atogel)의 피부자극성 평가

(나) 안자극 평가

- 약용식물 추출물의 안자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토끼(New Zealand white

rabbit)를 이용하였다.

- 토끼의 한 쪽 눈에 5가지 약용식물 추출물을 동비로 섞은 테스트 물질 0.1 ml을

적하(滴下)하고 다른 쪽 눈은 비교를 위하여 PBS를 적하하였다. 테스트 물질을

5 분간 적하 후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1, 24, 48, 72시간 후 안구 손상의 유무를

확인해본 결과, 약용식물 추출물에 의한 안자극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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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약용식물 추출물의 안자극 평가

나. 알레르기성 동물모델을 이용한 국소 알레르기 반응

- 비만세포 의존적 알레르기성 염증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컷

Sprague-Dawley 랫드를 대상으로 compound 48/80-induced skin reaction을 유

도하였다. 하이드로겔을 흰쥐의 등쪽 피부에 부착하고 tape으로 고정하여 하루

동안 놓아두었다. 이후 0.1% compound 48/80 용액을 등쪽 피부에 intradermal 주

사하고 약 30분 후 1% Evans blue 용액을 꼬리 정맥에 주사하였다. 1시간 후 흰

쥐를 도살하고 피부를 적출하여 Evans blue 용액의 삼출 정도를 확인하여, 추출

물의 항알러지 효능을 육안으로 판정하였다(그림 6).

그림 6. 실험동물을 이용한 국소 알레르기 반응 실험 과정

- HJE10(H:JE=7:3 혼합액 10g) 하이드로겔의 경우 실험동물의 국소 알레르기 반응

을 완화하는 효과를 관찰하지 못하였다(그림 7(a)). 천연추출물 중 H30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 H30 solution을 sonde를 이용하여 흰쥐에 2일간 경구투여(1 ml/

회)하였다. 국소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기 30분전 0.1% H30 solution을 주사하였



- 88 -

다. 이후 0.1% compound 48/80 용액을 등쪽 피부에 intradermal 주사하고 약 30분

후 1% Evans blue 용액을 꼬리 정맥에 주사하였다. 1시간 후 흰쥐를 도살하여 피

부를 적출하여 Evans blue 용액의 삼출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추출물의 항알러지

효능을 육안으로 판정하였다. 그 결과 H30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유의할만한 국소

알레르기 억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7(b)).

(a)

(b)

그림 7. PVA-HJE10(a)와 H30(b)이 국소 알레르기 반응에 미치는 영향; H: 어성

초, JE(=UD): 느릅, HJE: 농도비 7:3의 혼합액

다. 알레르기성 동물모델을 이용한 하이드로겔의 효능 검증

(1) DNCB(1-chloro-2,4-dinitrobenzene)로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유도된 hairless

및 Nc/Nga mouse를 이용한 하이드로겔의 효능 검증

- Hairless, Nc/Nga mouse를 대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하기 위하여 mouse

의 등 부위를 제모한 후, 1차 감작으로 1% DNCB 100 μl를 일주일간 2회 도포한

뒤에 2차 감작으로 0.5% DNCB 200 μl를 일주일에 2회 22주간 도포하여 아토피

성 피부염을 유발시켰다. 이후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피부에 천연 추출물

(NHEB-05)이 포함되지 않은 하이드로겔(control gel) 및 천연 추출물을 포함하

고 있는 하이드로겔(atogel), 약용식물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로션(atolotion,

EU lotion), 약용식물 추출물을 포함하지 않은 로션(control lotion), 약용식물 추

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크림(atocream), atopalm을 도포 하였다. 하이드로겔 도포

후 약 하루 경과 후 새로운 하이드로겔로 교체하였으며, 10~15일간 하이드로겔

및 로션 등을 도포 후 아토피성 피부염 상태를 육안 관찰 및 조직검사로 확인 하

였다.

- 우선, 아토피 유발지표인 total immunoglobulin E(IgE)의 수치가 normal 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8). 또한, 육안 관찰결과 DNCB 도

포 후 1시간부터 피부 발적이 일어났으며, 피부 발적은 48시간 이후까지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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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8. DNCB로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Nc/Nga mouse의 IgE수치

-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도된 Nc/Nga mouse에 atogel 처리 1주, 2주후 치료 결과를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atogel 처리 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

저히 개선됨을 확인하였다(그림 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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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9.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도된 Nc/Nga mouse에 atogel 처리 후 치료 결과:

(a) 1주 후, (b) 2주 후

- 또한 추출 혼합물을 함유한 다른 제형들과 비교시, 대조군에 비해 atogel 처리군

이 보다 개선된 치료결과를 나타내었고, atolotion, EU(두충) lotion, atocream 처

리군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a) (b)

(c) (d)

그림 10. 추출혼합물을 함유한 여러 제형에서 Nc/Nga mouse에 유도된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 결과: (a) 1일째, (b) 5일째, (c) 9일째, (d) 15일째

- 조직염색 결과를 보면, DNCB로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대조군(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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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에 비해 상피 두께가 증가하고 상피가 진피 쪽으로 두껍게 내려가 확장된

피부손상을 보였다. 대조군(B)와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control gel(C)에 비해,

atogel은 물론 EU lotion(G)와 atocream(H)처리군에서 피부손상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atolotion(E)와 control lotion(F)군을 비교했을 때, atolotion(E)군

의 진피부분의 부종 감소를 확인하였다(그림 11-12).

(a) (b)

그림 11. Atogel이 처리된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Nc/Nga mouse 등피의 조

직염색사진: (a) H&E staining, (b) Toluidin B

(a) (b)

그림 12. 추출혼합물이 함유된 여러제형에서의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Nc/Nga mouse 등피의 조직염색사진(A: N. control, B: P. control, C:

control gel, D: atogel, E: atolotion, F: control lotion, G: EU(두충) lotion,

H: atocream, I: atopalm): (a) H&E staining, (b) Toluid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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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CB로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유도된 hairless mouse를 이용한 하이드로겔

의 효능 검증

- 우선 아토피 유발의 지표인 total IgE의 수치가 normal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

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3).

그림 13. DNCB로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hairless mouse의 IgE 수치

-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도된 hairless mouse에 atogel 처리 2주 후 치료 결과를 육

안으로 살펴본 결과, atogel 처리 전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개선

됨을 확인하였다(그림 14).

그림 14. 피부염이 유도된 hairless mouse에 atogel 처리 2주 후 치료 결과

- 또한 추출 혼합물을 함유한 다른 제형들과 비교시, 대조군에 비해 atogel 처리군

이 보다 개선된 치료결과를 나타내었고, atolotion, EU(두충) lotion, atocream 처

리군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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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5. Hairless mouse에 유도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결과: (a) 2일째, (b) 4일

째, (c) 6일째, (d) 10일째

- 조직염색 결과를 보면, DNCB로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대조군(B)에서

normal에 비해 상피 두께가 증가하고 상피가 진피 쪽으로 두껍게 내려가 확장된

피부손상을 보였다. 대조군(B)와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control gel(C)에 비해,

atogel은 물론, EU lotion(G)과 atocream(H) 처리군에서 피부손상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atolotion(E)과 control lotion(F)군과 비교했을 때, control lotion(F)

군의 진피부분의 부종이 좀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control gel군과

control lotion 처리군의 상피부분에 각질층이 두꺼운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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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DNCB로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hairless mouse 등피의 조직염색사진

(H&E staining. A: N. control, B: P. control, C: atogel, D: control gel, E:

atolotion, F: control lotion, G: EU(두충) lotion, H: atocream, I: atopalm

라. 추출 혼합물의 수동 피부 아나필락시스(PCA) 및 전신적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억제 효과

- 비만세포에 compound 48/80을 처리하면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세포내의 여러 가지

염증성물질이 유리된다. HMC-1에 미치는 추출 혼합물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compound 48/80을 투여하기 30분 전에 다양한 비율의 혼합물을 처리하였다. 수동

피부 아나필락시 유발 실험에 대한 추출 혼합물의 억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피

부반응(파란색 반점)을 관찰하고 Evans Blue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그림 17(a)).

- 어성초와 느릅나무 추출 혼합액은 비만세포에서 compound 48/80에 의한 혈관투과

성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며 특히 어성초와 느릅나무의 비율이 7:3일 때 가장 유

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 즉시형 과민반응에 대한 추출 혼합물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면역학적 자극

물질인 compound 48/80을 사용하여 전신성 아나필락틱 쇼크 반응을 유도하였다.

그림 17(b)와 같이 멸균수를 전 처리한 대조군은 100% 치사율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compound 48/80을 투여하기 전 5일 동안 추출 혼합물을 경구투여한 후 치사율

을 관찰한 결과 유의성 있게 치사율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7:3의 비율에서는 치사

율이 30%로 효과적인 아나필락틱 쇼크 반응 억제를 보였다.

- 결과적으로 어성초와 느릅나무의 비율이 7:3일 때 가장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고, 치사율이 30%로 효과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억제를 보였다(그

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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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7. 추출 혼합물(HUD)의 compound 48/80에 미치는 억제효과: (a) 추출 혼

합물의 수동 피부 아나필락시 억제 효과, (b) 추출 혼합물의 전신적 아나필락

틱 쇼크 반응 억제 효과

마. 하이드로겔에 함유된 천연 추출 혼합물의 수동 피부 아나필락시스(PCA)

억제 효과

- 7～8주령의 수컷 SD 랫드를 에테르로 가볍게 마취 후, 등부분을 이발기로 제모하

여 하루 동안 미세상처를 회복하게 하였다. 1일 후, 에테르로 마취 후 다양한 비

율의 추출 혼합물 50 ㎕를 제모된 등 부분의 진피내로 주사하고, 30분 후 5 ㎍

/site로 N-메틸-p-메톡시페네틸아민과 포름알데히드의 다중합체(compound

48/80, Sigma, St. Louis, MO, USA, 이하 compound 48/80라 칭함)를 추출 혼합

물을 주사한 부위에 진피내로 주사하였다. 10분 후 1 ml의 1% Evans

Blue(Sigma, St. Louis, MO, USA)를 음경의 정맥에 주사하고, 30분 후에 치사하

여 등 부분의 피부를 벗겨 억제정도를 육안으로 판별하였다. 육안 판별 후 반응이

일어난 부위를 잘라 1N KOH 1 ml을 넣은 다음 acetone과 phosphoric acid(5:13)

혼합용액 4 ml을 넣어 색소를 추출하였다. 색소 추출물의 흡광도는

spectrophotometer 620 nm에서 측정하여 Evans Blue standard curve로 염색량을

측정하였다.

- 비만세포에 compound 48/80을 처리하면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세포내의 여러 가

지 염증성물질이 유리된다. HMC-1에 미치는 추출 혼합물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

해서 compound 48/80을 투여하기 30분 전에 다양한 비율의 혼합물을 처리하였

다. PCA 유발 실험에 대한 추출 혼합물의 억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피부반응

(파란색 반점)을 관찰하고 Evans Blue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아래에 나타내었

다(그림 18).

- 실험 결과, 추출 혼합액은 비만세포에서 compound 48/80에 의한 혈관투과성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또한 각 추출물의 추출농도를 고려하여 혼합추출물의 부피

비에 따라 질량을 계산해서 한 chamber에서 추출한 추출액(NHEB-M)이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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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효과가 더 좋았으며, 특히, NHEB-05(상기 5가지 추출물 혼합액)와 추가적으

로 연구한 두충/강황 혼합액의 비율이 10:0과 9:1 일 때 가장 유의성 있는 억제효

과를 나타내었다(그림 18).

(*NH: NHEB-M에서 금전초 대신에 두충을 첨가해서 혼합비율을 다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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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EB-EU: NHEB-05에서 금전초 대신에 두충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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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추출혼합물의 PCA 억제효과

바. 약용식물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atogel) 및 화장품 grade의 피부자극성 평

가

- 연구대상으로 최소한 1주전까지 항히스타민 제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았거나, 건

선, 습진, 여드름 등과 같이 첩포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부질환을 앓고 있

지 않은 건강한 성인 5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나이 분포는 24세에서 44세로

평균연령은 30.1세로 선정하였다(표1, 그림 19).

표 1. 대상군의 나이 및 성별분포

나이(세) 남자(명) 여자(명) 총(명)

20-24 6 8 14

25-29 8 10 18

30- 9 11 20

계 23 2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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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대상군의 나이 및 성별

-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험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시료 1-7번까지 도포하였다(표 2). 시험물질은 Haye's chamber에 적용하여 등쪽

피부에 첩포하였으며, micropore tape으로 단단히 고정하여 시험기간 내 첩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의 배부 중 첩포 반응에 가급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배부에 첩포를 부착하고 48시간이 지난 후 첩포를 제거하였다.

- 최소한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도록 한 후에 첫 판독을 시행하였고, 96시간이 경

과한 후에 2차 판독을 시행하였다. 판독 기준은 아래 기술되어 있는 표 3과 표 4

의 판정기준을 이용하여 피부 반응 결과를 판독하였다. 결과 판정 시 알레르기 반

응과 자극성 반응을 분리하여 결과를 판정하였다. 48시간과 96시간째에 판독된

결과를 가지고 아래에 기술된 표 5의 공식을 이용하여 대상군의 각 시료에 대한

평균 피부 반응도를 산출하였다. 표 5의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피부반응도를 미

리 정한 아래에 기술된 표 6의 판정기준에 준거하여 각 시료의 반응도를 판정하

였다.

표 2. 시험물질

시험물질 비고

1 Atolotion

2 Atocream

3 아토피 페이셜 크림 Lot No. 10410H1

4 아토피용 로션 Lot No. H0331N2

5 아토피용 크림 Lot No. H0331N1

6 아토피 미스트 Lot No. I0410H3

7 Atogel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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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극성 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의 판정 기준

자극성 반응 알레르기성 반응

1.경계 명확하다 퍼져나가는 듯한 모양

2.병변의 소실 빠르다 느리다

3.모양 화상 같은 모양 습진모양

표 4. 판정 기준

반응 가중치 판정의 기준

- 0.0 무반응

+/- 0.5 희미한 홍반

+ 1.0 경계가 뚜렷하나 약한 홍반, 부종 및 구진

++ 2.0 뚜렷한 홍반, 구진 및 수포

+++ 3.0 대수포

표 5. 피부 평균 반응도 산출공식

Grade × No. of responses × 100 × 1/2
평균 피부 반응도 = --------------------------------------

(Maximum grade) × (No. of Total Subjects)

표 6. 결과 판정 기준

피부 평균 반응도 판정 기준

0.0 – 0.9 무자극

1.0 – 2.9 경자극

3.0 – 4.9 중자극

5.0 이상 강자극

- 첩포 시험 중 총 7 개의 시료 중 알레르기성 반응을 유발한 시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 대상 20명의 배부에서 시행한 첩포 시험에서 총 7개의 시료 중 양성반응이

관찰된 시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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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피부자극성 평가 결과

Ag.

시 료 명

48hrs 96hrs Reaction grade(%) 비고

No. ± + 2+ 3+ ± + 2+ 3+ 48hrs 96hrs
Mean

Score

자극

정도

1 Atolotion 1 0 0 0 0 0 0 0 0.56 0.00 0.28 무자극

2 Atocream 0 0 0 0 0 0 0 0 0.00 0.00 0.00 무자극

3
아토피 페이셜 크림

Lot No. 10410H1
0 0 0 0 0 1 0 0 0.00 1.12 0.56 무자극

4
아토피용 로션

Lot No. H0331N2
1 0 0 0 0 1 0 0 0.56 1.12 0.84 무자극

5
아토피용 크림

Lot No. H0331N1
0 0 0 0 0 0 0 0 0.00 0.00 0.00 무자극

6
아토피 미스트

Lot No. I0410H3
0 0 0 0 0 0 0 0 0.00 0.00 0.00 무자극

7 Atogel patch 0 0 0 0 0 0 0 0 0.00 0.00 0.00 무자극

0 생리식염수 0 0 0 0 0 0 0 0 0.00 0.00 0.00 무자극

사.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의 자극성 평가

- 천연 추출혼합액의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로션, 크림, 샴푸 및 바디워시 등과

같은 생활용품 화장품을 제조하여 이들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였

다.

-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 등과 같은 세정제 제품은 계면활성제

함량이 높고 제품 특성상 피부 또는 눈에 접촉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평

균 1~3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자극성 평가 대신 동물모델을 이용한 자극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

- 피부자극성 평가를 위해, 실험동물(New Zealand white rabbit)의 등쪽 피부를

clipper를 이용하여 제모 한 후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 10% 용

액을 제모부위 전체에 도포하였다. 음성대조군으로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를 이용하였다. 도포 후 시간에 따른 피부발적 및 염증반응을 관찰하

였다.

-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10% 용액)의 안자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흰 토끼(New Zealand white rabbit)의 한 쪽 눈에 테스트 물질 0.1 ml을 적

하하고 다른 쪽 눈은 비교를 위하여 PBS를 적하하였다. 테스트 물질을 5 분간 적

하 후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1, 24, 48, 72시간 후 안구 손상의 유무를 확인하였

다.

(1)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의 피부자극성

-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 도포 후 시간에 따른 피부발적 및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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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관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음성 대조군과 구별되는 특별한 피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피부 자극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0).

그림 20.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의 피부자극성 테스트 결과

(2)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의 안자극성 평가

-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 테스트 물질을 5분간 적하 후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1, 24, 48, 72시간 후 안구 손상의 유무를 확인 한 결과, 시료에 의

한 안자극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21).

그림 21.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의 안자극성 평가

사. 약용식물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atogel)의 아토피 피부염 완화효과

- 충남대 병원에 내원한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설계

는 atogel을 사용하는 단일 치료군으로 하였다. 치료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2 번

씩 atogel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시험은 2 주간의 기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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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부염의 완화 효과는 전문의의 육안 평가로 측정하였다.

- Atogel을 도포하지 않은 군(대조군)에 비해 도포한 군(시험군)의 경우 유의할 만

한 아토피피부염 증상 완화 효과가 관찰되었다(그림 22).



- 105 -



- 106 -

그림 22. 아토피성 피부염 완화 효과

아. 천연 추출혼합액이 피부세포에 미치는 영향

- 피부는 외부 환경에 대한 방어막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방어 기능은 각질형성세

포가 분화과정을 통해 만들어 내는 corinified envelope 구조물에 의해 제공된다.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각질형성세포는 분열 후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각질형성세포의 분화는 정교하게 조절 받는 유전자

발현 변화의 결과로서, 각질형성세포 분화가 진행되면 세포막의 안쪽에

involucrin, cornifin, loricrin, SPR등의 구조단백질을 transgutamiase가 결합시키

어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구조물인 각질세포막 (cornified cell envelope)을 형성

하게 된다.

- 이러한 각질형성세포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피부장벽 기능에 결함

이 생기게 되고 건조피부를 유발시키며, 결과적으로 아토피 등과 같은 만성피부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 천연 추출혼합액이 각질형성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

- 각질형성세포 분화에 대한 영향은 분화 초기 마커인 involucrin 및 후기 마커인

loricrin의 발현을 평가함으로써 확인하였다. 먼저 천연 추출혼합액의 처리가 세

포독성을 유발하는지 평가하였다.

- 천연 추출혼합액의 영향이 involucrin 유전자의 promoter 수준에서의 영향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involucrin promoter에 luciferase를 fusion한 reporter를 제조하

였으며, 이를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각질형성세포에 transduction 하였다.

- 천연 추출혼합액은 대체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그림 23). Western blot

결과, 천연 추출혼합액 처리에 의해 involucrin 및 loricrin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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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24).

- 천연 추출혼합액 처리에 의해 involucrin promoter activity가 농도 의존적으로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25). 이러한 결과로부터 천연 추출혼합액이 각질형성세

포 분화 관련 피부질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림 23. 천연 추출혼합액의 세포독성

그림 24. 천연 추출혼합액이 involucrin 발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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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천연 추출혼합액이 involucrin promoter activity에 미치는 영향

(2) 천연 추출혼합액이 섬유아세포에서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영향

- 피부의 탄력은 주로 진피를 구성하는 섬유아세포로부터 생성 분비되는 세포간물

질(extracellular matrix)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러한 세포간물질의 생산 및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어 결과적으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약용식물 추출물 complex가 피

부 texture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배양된 피부 섬유아세포

를 대상으로 콜라겐 및 엘라스틴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 천연 추출혼합액은 콜라겐 및 엘라스틴 합성에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

았다 (그림 26).

그림 26. 천연 추출혼합액이 콜라겐 및 엘라스틴 합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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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사선이용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

조기술 개발

1. 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고분자 겔 전해질 개발

[요약]

- 본 연구에서 다양한 조성의 단량체(AN,MMA), 가교제(PEGDMA), 전해액(1M

LiClO4, EC/PC(1/1, v/v))로 구성된 혼합 전구체 용액을 제조한 후 감마선을 이

용하여 방사선 중합에 의해 기계적으로 우수한 고분자 겔 전해질을 성공적으

로 제조하였다. 단량체인 MMA의 함량이 적을수록, 가교제 PEGDMA의 함량이

클수록, 모노머/전해액 비율이 클수록 압축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온전도도의 경우, MMA 함량이 증가할수록, 가교제 함량이 적을수록, 이온전

도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특히 조사선량이 50kGy에서, 액체전해액 조성이 EC/PC (1/1 v/v)에서 높은 이

온 전도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MMA의 첨가는 고분자겔의 결정화도가 감소

로 인해 이온전도도가 1 mS/cm에서 10 mS/cm로 이온 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하

였다. Linear sweep voltammetry측정을 통해 일반 상용 PE 분리막보다 높은 리

튬 대비 전압(4.5V)까지 전기화학적 산화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사전] [조사후]

[감마선을 이용한 고분자 겔 전해질]

가. 감마선을 이용한 고분자 겔 전해질 개발

(1) 실험방법

(가) 고분자 겔 전해질의 제조

- 두 가지 다른 단량체와 가교제, 그리고 액체전해액을 혼합하여 전구체 용액을 만

들고 감마선 조사하여 방사선 중합에 의한 고분자 겔 전해질을 제조하였다. 단량체

로 Acrylonitrile(AN)과 methyl methacrylate(MMA)를 100/0, 95/5, 90/10, 85/15,

80/20(w/w)의 조성비로 하였고 가교제로 poly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PEGDMA)를 단량체 함량의 0 wt%, 1 wt%, 2 wt%, 3 wt%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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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각각 첨가하였다. 액체 전해액은 1 M LiClO4, ethylene

carbonate(EC)/diethylene carbonate(DEC)로 구성된 다양한 조성비(1/0, 0/1, 1/1,

1/2, 2/1 v/v)를 가지는 전해액을 사용하였고, 모노머/액체전해액은 25/75, 35/65 혼

합중량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혼합된 전구체 용액을 페트리 디쉬에 적당량

넣은 후 감마선 조사 (조사선량율 :10kGy/hr, 조사량 : 30, 50, 70 kGy)하여 방사선

중합에 의한 고분자 겔 전해질을 만들었다.

(나) 단위셀 제작 및 측정방법

- 제조한 고분자 겔 전해질을 SUS 판에 적층한 후 파우치를 이용 밀봉하여 이온전

도도 측정용 단위셀을 제작하였고, Linear sweep volatammetry측정을 위해 리튬금

속과 SUS판에 제조된 겔 고분자를 적층하여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

을 impedence analyzer를 이용하여 0.1~106 Hz 범위의 주파수에서 임피던스를 측정

하여 이온전도도를 구하였다. Linear sweep voltammetry측정은 Solatron

1260/1287 Potentiostat/Galvanostat를 사용하여 2.5~6V의 전위 영역에서 scan rate

를 5 mV/sec로 하여 측정하였다.

(2) 실험 결과

(가) 고분자겔 전해질의 제조

- 일반적으로 고분자겔 전해질의 경우 겔 상태에서 기계적 성질이 나빠 상용 폴리에

틸렌 분리막이나 부직포에 겔 고분자를 코팅을 하거나 실리카, 알루미나 등의 무기

물입자를 포함시켜 기계적 성질을 보완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모노머와 액체전해액의 전구체 용액을 만들어 방사선 조

사를 하여 free standing 겔고분자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방사선

중합에 의한 고분자겔 전해질를 제조하였다.

조사전 조사후

그림 1.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가지는 고분자 겔 전해질

(나) 고분자 겔 전해질의 기계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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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가교제 PEGDMA 및 모노머(AN/MMA) 함량에 따른 압축강도

- 방사선 조사 후에 만들어진 고분자 겔 전해질은 우수한 압축강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단량체/액체 전해액의 비가 증가할수록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함량이 적을수록 가교제 폴리에틸렌글리콜 디메타크릴레이트가 증가할수록(그림.

2(a))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노머 함량이 높을수록 압축

강도는 증가하였다(그림 2(b)).

- Dynamic mechanical Analyzer(DMA)를 이용하여 고분자 겔 전해질의 온도에 따

른 storage modulus 변화를 보면 MMA함량이 증가할수록 storage modulus가 감

소하였고 가교제 함량 (PEGDMA)이 증가할수록 storage modulus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이런 결과는 MMA가 증가할수록 고분자 겔의 결정화도가 줄어

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온 전도도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3. DMA를 이용한 온도에 따른 Storage Modulus 분석

(다) 고분자 겔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특성

- 그림 4는 고분자 겔 전해질의 상온에서의 이온 전도도를 표현하였다. 그림 5(a)는

단량체/전해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이온 전도도가 감소하였다. 그림 4(b)는 전해

액 조성에 따른 이온전도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EC/PC(1/1, v/v)의 조성이 높

은 이온전도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c)는 조사량에 따른 이온 전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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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Gy에서 높은 이온 전도도를 보였다. 그림 4(d)는 가교제 PEGDMA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이온전도도가 조금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림 4에서 MMA의 함량의

첨가로 인해 이온 전도도가 10-3 S/cm에서 10-2S/cm로 보다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AN만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겔 전해질보다 MMA의 첨

가로 고분자 겔의 결정화도가 낮아진 고분자 겔 전해질이 더 많은 액체 전해질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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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

- 그림 5는 고분자 겔 전해질의 AN/MMA 조성별, 가교제 PEGDMA 함량에 따른

linear sweep voltammetry로 리튬 대비 2.5V에서 5.5V까지 전류 밀도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 그림 5(a)에서 상용분리막은 4.3V까지 안정하나 고분자 겔 전해질을 사

용하였을 때 모두 4.4V까지 전기화학적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MA의 첨가된 고분자 겔 전해질로 제조된 셀은 전기화학적 산화 안정성이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N/MMA의 조성이 100/0이 4.6V까지 안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b)는 AN/MMA (100/0)에서 가교제 1 wt%의 PEGDMA

를 첨가한 샘플이 5V까지 전기화학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2 wt%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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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첨가하게 되면 전기화학적 산화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

나 상용 분리막 보다 높은 산화안정성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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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분자 겔 전해질의 Linear sweep voltammetry 측정

- 다양한 조성의 단량체, 가교제, 전해액로 구성된 혼합 전구체 용액을 제조 감마선

을 이용하여 방사선 중합에 의해 기계적으로 우수한 고분자 겔 전해질을 성공적

으로 제조하였다. 단량체인 MMA의 함량이 적을수록, 가교제 PEGDMA의 함량이

클수록, 모노머/전해액 비율이 클수록 압축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온

전도도의 경우, MMA 함량이 증가할수록, 가교제 함량이 적을수록, 이온전도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선량이 50 kGy에서, 액체전해액 조성이

EC/PC (1/1 v/v)에서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MMA의 첨가는

고분자겔의 결정화도를 감소시켜 이온전도도가 1 mS/cm에서 10 mS/cm로 이온

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Linear sweep voltammetry측정을 통해 일반 상용

PE 분리막보다 높은 리튬 대비 전압(4.5V)까지 전기화학적 산화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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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그라프트 고분자 분리막 개발

[요약]

○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 방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PE 분리막에 폴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전해액에 대한 분리막의 친화성을 개선되

었으며, 또한 기존의 PE 분리막에 비해 더 높은 전해액 담지능 및 이온전도도가 향

상되었다. PE 분리 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열에 의한 수

축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내외부의 부작용에 의한 이차전지 내부의

과열과 그에 따른 분리 막의 수축에 의해 양극이 접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성

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PMMA가 사용 PE 분리막에 그라프트

됨으로써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극과

의 친화도가 향상됨으로써 이차전지의 용량을 장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고, 표면

저항 또한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PE-g-PMMA 분리 막은 우수한 전기화학적인 성질과 열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이차 전지 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 방법과 상전이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또한 친수성 단량체의 그라프트로 인해 전해액에 대한 분리막의 친화성이 개선되었

으며, 또한 상전이법에 의한 표면의 다공성 구조가 형성된으로 인해 전해액 담지능

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비례하여 기존의 PE 분리막에 비

해 더 높은 이온전도도를 확인하였으며.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그라프트

율이 262wt%일 때 1.3 mS/cm에 달하는 가장 높은 이온전도도를 보였다. 그리고

PMMA가 사용 PE 분리막에 그라프트됨으로써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

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우수한 전기화학적인 성질과 열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이차 전지 막으로 이

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전자선을 이용하여 비닐실록산 그라프트된 분리막 및 음이온 고정화물질

(PEGBA)이 그라프트된 분리막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비닐실록산의 Si-O unit

에 의해 리튬이온의 이동을 방해하는 음이온 물질이 해리되는 것을 막음으로서 높

은 이온전도도 및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고전압(4.4V)까지 충전

DSi으로써 방전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반복충방전 시험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음이온 고정화물질을 그라프트한 분리막의 경우 리튬이온을 방해하는

음이온을 고정시킴으로써 리튬이온의 이동도를 향상시켜 높은 이온전도도를 얻을

수 있었고 높은 C-rate으로 방전시 우수한 방전용량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두 종류의 분리막은 위의 결과를 토대로 휴대용 기기를 타겟으로 하는 전지는 물론

HEV에 적용가능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고용량, 고출력 전지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상용 PE 분리막에 MMA 그라프트에 의한 고분자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115 -

(가) 그라프트 반응

- PE 분리막은 사용 전 아세톤으로 충분히 세척한 후, 60℃ 오븐에서 3시간 건조시

켰다. 이 분리막을 공기중에서 선량율 10kGy/hr로 총 100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하였다. 조사 후, 분리막은 상온에서 하루 정도 보관되었고, 이 후 메틸메타크

릴레이트/다이옥산 (10/90, 20/80, 30/70, 40/60, 50/50 v/v) 용액에 침지시킨 후, 질

소를 충진시켰다. 충분히 충진된 시료는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water bath 에서 각

각 6시간, 12시간을 그라프팅 시켰으며, 그라프트된 PE-g-PMMA 분리막을 테트

라하이드로퓨란으로 추출하여 미반응 단량체, homopolymer 등의 분순물들을 제거

하였다. 추출 후 분리막을 50 oC 진공오븐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그라프트율(%) = (Wg-Wo)/Wo x 100 식 (1)

- 식 (1)에 의해 그라프트율을 얻었다. 여기서 Wo는 그라프트 반응을 하기 전의 분

리막의 무게이고, Wg는 그라프트 반응 후의 분리막의 무게이다. PE분리막의 그라

프트 반응에 따른 구조적 변화는 bruker 사의 FT-IR 분광장비에 의해 조사되었다.

(나) 열적 성질 측정

-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 용융온도(Tm)와 용융열용량(∆Hm)은

시차주사열량계(1020 series DSC 7, Perkin-Elmer사, USA)로 질소 분위기에서 1

0℃/min의 승온속도로 50~250℃까지 측정하였다. PE-g-PMMA 분리막의 결정화

도는 위의 열분석으로 얻어진 용융열용량을 다음 방정식(2)에 대입하여 계산하였

다.

Xc = (∆Hm/∆Hm100) x 100 식 (2)

- 여기서 ∆Hm은 PE-g-PMMA 분리막의 용융열용량이고, ∆Hm100은 100% 결정성

을 이루고 있는 PE 폴리머의 용융열용량으로 288.0 kJ/kg 이다.

(다) 전해질에 대한 팽윤도(EU) 측정

- 제조된 PE-g-PMMA 분리막을 엑체 전해질에 담근 후, 정해진 시간에 꺼내어 표

면의 수분을 닦아내고 무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EU (%) = (Ww-Wd)/Wd x 100 식 (3)

- 식 (3)에 의해 전해질에 대한 팽윤도를 얻었다. 여기서 Ww는 팽윤된

PE-g-PMMA 분리막의 무게이고, Wd는 건조상태의 PE-g-PMMA 분리막의 무게

이다.

(라) 열안전성 측정

- 열에 대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수축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조된 전해질

겔을 일정 면적으로 준비하고 대류 오븐에 150oC에서 10분 동안 넣은 후

MD(machine direction)와 TD(transverse direction)의 길이 변화를 통해 열 수축률

을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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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화학적 특성 측정

- 두께와 면적이 계산된 PE-g-PMMA 분리막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액체 전해질

에 충분히 담가둔 후, 양쪽에 일정 면적의 스테인레스를 끼워 파우치 형태로 제조

한 다음 solatron Impedence Analyzer (1280/1260) 장비를 이용하여 상온 조건하에

서 이온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 PE-g-PMMA 분리막의 Linear sweep volatammetry를 측정하기 위해 액체 전해

질에 충분히 담가둔 후, 리튬금속과 SUS판에 제조된 겔 고분자를 적층하여 단위셀

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을 Solatron 1260/1287 Potentiostat / Galvanostat를

사용하여 2.5~6V의 전위 영역에서 scan rate를 5 mV/sec로 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제조된 분리막의 방전 용량 및 수명을 측정하기 위해 준비된 분리 막을 양극

(LiCoO2)과 음극(MCMB) 사이에 적층하여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을

Toscat-3000 C/D testing system (Toyo System Co., Japan) 을 사용하여 3.0~4.2V

의 전위영역에서 current density rate를 0.5 C로 하여 300회 동안 측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제조된 분리막의 시간에 따른 표면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준비된 분리

막을 Li 금속 사이에 적층하여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을 solatron

Impedence Analyzer (1280/1260) 장비를 이용하여 시간 별로 측정하였다.

(2) 실험 결과

(가) 그라프트 반응

- PE-g-PMMA 분리막의 경우 그라프트율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농도 및 반응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했고,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농도가 50%에서 127%의 그라

프트율을 얻었다(그림 1).

그림 1. 그라프트 시간별 및 모노머 농도별 그라프트율

- 그림 2는 그라프트 반응 전의 PE 분리막과 그라프트 반응 후의 PE-g-PMMA 분

리막의 FTIR-ATR 스펙트라를 보여준다. 그라프트 반응 후, 1730 cm-1 와 1268

cm-1 에서 새로운 피크가 나타났고, 이는 각각 C=O 와 C-O-C 에 대한 피크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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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이는 그라프트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에 대한 피크로 분석되며, 그라프트율

이 증가할수록 피크의 면적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PE 분리막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성공적으로 그라프트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 그라프트 반응 전의 PE 분리막과 그라프트 반응 후의 PE-g-PMMA 분리막

의 FTIR-ATR: (a) original PE membrane, (b) 7.0wt%, (c) 67.7wt%, and (d)

127.3wt% grafted membranes

- 그림 3은 그라프트율에 따른 PE-g-PMMA 분리막의 표면 변화를 SEM으로 찍은

사진이다.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의 기공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층이 PE 분리막 위에 그라프트되어 채워지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라프트율이 127% 일 때,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층에 의해 기공

이 완전히 막힌 것을 보였다.

그림 3 SEM images (the original magnification at 5000x and 30000x (top right

corner)): (a) 상용 PE separator, (b) 7.0wt%, (c) 22.7wt%, (d) 49.7wt%, (e)

67.7wt%, and (f) 127.3wt% 그라프트 PE 분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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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적 성질 측정

- 결정화도의 변화는 PE-g-PMMA 분리막을 DSC 장비를 사용하여 열분석 후, 그

에 따른 각각의 용융열용량을 계산하여 조사되었다. 그림 4는 그라프트율에 따른

PE-g-PMMA 분리막의 결정화도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결정화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PE 분리막에 폴리메틸메타

크릴레이트가 비정질 형태로 그라프트 됨으로써 전체적인 분리막의 결정화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 그라프트율에 따른 PE-g-PMMA 분리막의 crystallinity.

(다) 전해질에 대한 팽윤도 측정

- 그림 5는 12μm PE 분리막으로 제조한 PE-g-PMMA 분리막의 그라프트율에 따른

electrolyte uptake(EU)를 보여준다. PE-g-PMMA 분리막의 경우 전해질 흡수정도

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최대 320%정도의 값을 얻었다. 순수한 PE

분리막은 hydrophobic한 표면 특성으로 인해 가장 낮은 EU를 보였으며, 전해액에

대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친화성에 의해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EU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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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라프트율에 따라 PE-g-PMMA 분리막의 전해액 함침율.

(라) 이온전도도 측정

- 그림 6은 그라프트율에 따른 이온전도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라프트율이

127% 일때 2.0 mS/cm에 달하는 가장 높은 이온전도도가 측정되었다.

PE-g-PMMA 분리막의 이온전도도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이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분리막의 결정화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전해액 담지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림 6. 그라프트율에 따라 PE-g-PMMA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마) 열안전성 측정

- 그림 7은 그라프트율에 따른 PE-g-PMMA 분리막의 열수축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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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열수축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용 분리막의

방사선 조사 전후의 수축율을 비교해 보면 조사 후 MD(machine direction)과

TD(transverse direction) 모두에서 다소 수축율이 향상(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방사선에 의해 상용 분리막이 가교반응을 일으켜 내열성을

갖게 되며, 가교에 따른 메모리 효과에 의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라프트율

에 따른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열수축율을 살펴보면, 약 70wt%까지 그라

프트율이 증가할수록 열수축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용

분리막 표면에 그라프팅 된 PMMA 고분자가 수축을 방해함에 따른 현상으로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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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라프트율에 따른 상용 PE 분리막 및 PE-g-PMMA 분리막의 열 수축률

(바) 전기화학적 특성 측정

- 그림 8에서 상용 분리막은 4.5 V까지 안정하나 PMMA가 그라프트 되었을 때 모

두 5.0 V까지 전기화학적 반응이 없는 매우 안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은 기존의 이차전지의 가용 전압 범위는 약 3.2 V~4.2 V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더

욱 넓은 범위까지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됨으로써 과전압 발생에 따른 사

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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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상용 PE 분리막 및 PE-g-PMMA 분리막의 linear sweep volatmmetry

- 그림 9는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의 그라프트율에 따른 방전 용량 테스트이며,

제조된 분리 막의 초기 용량은 약 3.0 mAh로 서로 비슷했으나 횟수가 증가할수록

상용 분리 막의 경우 초기 용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이

에 반해 127 wt% 정도 그라프트된 분리 막의 경우, 횟수가 증가할수록 소폭의 감

소는 있으나 300회의 방전횟수 이후에도 초기 용량의 90%에 가까운 용량을 유지하

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그림 10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준비된 분

리 막에 대한 초기의 표면저항은 서로 비슷하지만, 30일이 지난 후, 제조된 분리 막

의 표면저항은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상용 PE 분리막 및 PE-g-PMMA 분리막의 cy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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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상용 PE 분리막 및 PE-g-PMMA 분리막의 계면 임피던스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여 이차 전지 막을 제조하고자 하였

다.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 방법에 의해 성공적으로 준비되었다. PE 분

리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전해액에 대한 분리막의 친화

성을 개선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PE 분리막에 비해 더 높은 전해액 담지능 및 이온

전도도를 향상시켰다. PE-g-PMMA 분리막은 그라프트율이 127%일 때 2.0

mS/cm에 달하는 가장 높은 이온전도도를 보였다. PE 분리 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

레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열에 의한 수축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내외부의 부작용에 의한 이차전지 내부의 과열과 그에 따른 분리 막의 수축에 의해

양극이 접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

고 PMMA가 사용 PE 분리막에 그라프트됨으로써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극과의 친화도가 향상됨으로써 이차전지의 용

량을 장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고, 표면 저항 또한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 제조된 PE-g-PMMA 분리 막은 우수한 전기화학적인 성질과 열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이차 전지 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상용 PE 분리막에 MMA 그라프트 후 상전이법에 의한 다공성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가) 그라프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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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분리막은 사용 전 아세톤으로 충분히 세척한 후, 60℃ 오븐에서 3시간 건조시

켰다. 이 분리막을 공기중에서 선량율 10kGy/hr로 총 100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되었다. 조사 후, 분리막은 상온에서 하루 정도 보관되었고, 이 후 메틸메타크

릴레이트/다이옥산 (10/90, 20/80, 30/70, 40/60, 50/50 v/v) 용액에 침지시킨 후, 질

소를 충진시켰다. 충분히 충진된 시료는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water bath 에서 12

시간을 그라프팅 시켰으며, 그라프트 된 PE-g-PMMA 분리막을 테트라하이드로퓨

란으로 추출하여 미반응 단량체, homopolymer 등의 분순물들을 제거하였다. 추출

후 분리막을 50 oC 진공오븐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그라프트율(%) = (Wg-Wo)/Wo x 100 식 (1)

- 식 (1)에 의해 그라프트율을 얻었다. 여기서 Wo는 그라프트 반응을 하기 전의 분

리막의 무게이고, Wg는 그라프트 반응 후의 분리막의 무게이다.

(나) 열안전성 측정

- 열에 대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수축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조된 전해질

겔을 일정 면적으로 준비하고 대류 오븐에 150oC에서 10분 동안 넣은 후

MD(machine direction)와 TD(transverse direction)의 길이 변화를 통해 열 수축률

을 측정할 수 있었다.

(다) 전기화학적 특성의 측정

- 두께와 면적이 계산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Linear sweep

volatammetry를 측정하기 위해 액체 전해질에 충분히 담가둔 후, 리튬금속과 SUS

판에 제조된 겔 고분자를 적층하여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을

Solatron 1260/1287 Potentiostat / Galvanostat를 사용하여 2.5~6V의 전위 영역에

서 scan rate를 5 mV/sec로 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제조된 분리막의 방전 용량 및

수명을 측정하기 위해 준비된 분리 막을 양극(LiCoO2)과 음극(MCMB) 사이에 적

층하여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을 Toscat-3000 C/D testing system

(Toyo System Co., Japan) 을 사용하여 3.0~4.2V의 전위영역에서 current density

rate를 0.5 C로 하여 300회 동안 측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제조된 분리막의 시간에 따른 표면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준비된 분리

막을 Li 금속 사이에 적층하여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을 solatron

Impedence Analyzer (1280/1260) 장비를 이용하여 시간 별로 측정하였다.

(2) 실험결과

(가) 그라프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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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g-PMMA 분리막의 경우 그라프트율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증가했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농도가 50%에서 262 wt%의 그라프트율을 얻

었다(그림 11).

그림 11. 모노머 농도별 그라프트율

- 그림 12을 보면, 그라프트 반응 후, 1730 cm-1 와 1268 cm-1 에서 새로운 피크가 나

타났고, 이는 각각 C=O 와 C-O-C에 대한 피크로 분석된다. 따라서 PE 분리막에

PMMA가 성공적으로 그라프트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2. 상용 PE 분리막 및 그라프트율별 PE-g-PMMA 분리막의 FT-IR spectra:

(a) 상용 PE 분리막, (b) 8 wt%, (c) 30 wt%, (d) 72 wt%, (e) 121 wt%, and

(f) 262 wt% 그라프트 분리막

- 그림 13에서 상전이법을 사용하지 않은 PE-g-PMMA 분리막의 경우 그라프트율

이 증가할수록 표면의 기공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폴리메틸메타크릴

레이트층이 PE 분리막 위에 그라프트 되어 채워지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반면, 상

전이법을 사용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경우 표면을 채우고 있던 P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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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서 구멍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SEM photographs : (a) 상용 PE 분리막, (b~d) 상전이법을 사용하지 않은

PE-g-PMMA((b) 30 wt%, (c) 121 wt%, (d) 262 wt%), (e~g) 상전이법을 사

용한 PE-g-PMMA((e) 30 wt%, (f) 121 wt%, (g) 262 wt%

(나) 열안전성 측정

- 그림 14은 그라프트율에 따른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열수축율을 나타낸

그래프로써,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열수축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용

분리막의 방사선 조사 전후의 수축율을 비교해 보면 조사 후 MD(machine

direction)과 TD(transverse direction) 모두에서 다소 수축율이 향상(감소)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방사선에 의해 상용 분리막이 가교반응을 일

으켜 내열성을 갖게 되며, 가교에 따른 메모리 효과에 의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

으로 그라프트율에 따른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열수축율을 살펴보면, 약

70wt%까지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열수축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상용 분리막 표면에 그라프팅 된 PMMA 고분자가 수축을 방해함에 따

른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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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상용 PE 분리막, 그리프트율에 따른 PE-g-PMMA 분리막 상전이법을 이

용한 PE-g-PMMA 분리막의 열수축률 ((h) 열수축전 상용 분리막 사진).

(다) 전해질에 대한 팽윤도 측정

- 그림 15(a)-(b)은 그라프트율에 따른 전해질의 흡수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상

전이법을 이용한 PE-g-PMMA 분리막의 경우, 그렇지 않은 PE-g-PMMA 분리막

에 비해 전해질 흡수정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전해질 흡수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친수성을 가진 비정질 형태의 PMMA가 더

많은 전해질을 흡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며, 상전이법에 의해 표면을 채우고 있

던 PMMA층에 구멍이 생성되면서 그 사이로 전해액이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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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 시간에 따른 상용 PE 분리막과 다양한 그라트프율을 가진 상전이법을

사용하지 않은 PE-g-PMMA 분리막의 전해액 함침율, (b) 시간에 따른 상용

PE 분리막과 다양한 그라트프율을 가진 상전이법을 사용한 PE-g-PMMA 분리

막의 전해액 함침율.

(라) 이온전도도 측정

- 그림 16는 그라프트율에 따른 이온전도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라프트율이 증

가할 수록 이온전도도가 향상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다공성 PE-g-PMMA 분리

막의 이온전도도는 그렇지 않은 PE-g-PMMA 분리막에 비해 이온전도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친수성을 가진 PMMA가 더 많이 그라프트되면서 더

많은 전해액 담지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경우 상전이법에 의해 생성된 기공으로 인해 이온전달능력이 더욱 향상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6. 그라프트율에 따른 상전이법의 사용 유무에 따른 PE-g-PMMA의

이온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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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화학적 특성 측정

- 그림 17에서 상용 분리막은 4.5 V까지 안정하나 PMMA가 그라프트 되었을 때 모

두 5.0 V까지 전기화학적 반응이 없는 매우 안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은 기존의 이차전지의 가용 전압 범위가 약 3.2 ~4.2 V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더욱

넓은 범위까지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됨으로써 과전압 발생에 따른 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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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상용PE 분리막, 상전이법 사용하지 않은 PE-g-PMMA 분리막, 상전이법

사용한 PE-g-PMMA 분리막의 Linear sweep voltammetry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과 상전이법을 이용하여 다공성 이차전지 막

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 방법과 상전이법

에 의해 성공적으로 준비되었다. PE 분리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그라프트

로 인해 열에 의한 수축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내외부의 부작용에

의한 이차전지 내부의 과열과 그에 따른 분리막의 수축에 의해 양극이 접하여 사고

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수성 단량체의

그라프트로 인해 전해액에 대한 분리막의 친화성을 개선되었으며, 또한 상전이법에

의한 표면의 구멍 생성으로 인해 전해액 담지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비례하여 기존의 PE 분리막에 비해 더 높은 이온전도도를 확인하였

으며.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그라프트율이 262wt%일 때 1.3 mS/cm에 달

하는 가장 높은 이온전도도를 보였다. 그리고 PMMA가 사용 PE 분리막에 그라프

트됨으로써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 제조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우수한 전기화학적인 성질과 열에 대

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이차 전지 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비닐실록산 및 음이온 고정화 물질이 그라프트된 PE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본 연구에서는 높은 열적안정성과 전기화학적 안정성, 다른 물질과의 친화성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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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2,4,6,8-tetramethyl-2,4,6,8-tetravinylcyclotetrasiloxane (이하, 비닐실록산)과

음이온 고정화 역할을 하는 그라프팅 물질인 Poly(ethylene glycol) borate acrylate

(PEGBA)를 선정, 다음과 같이 합성하였다.

- Poly(ethylene glycol) borate acrylate(PEGBA)는 poly(ethylene glycol) acrylate

(Mn=375, Aldrich)과 BH3/tetrahydrofuran(THF) complex의 dehydrocoupling 반응

에 의해 합성하였다. THF을 solvent로 사용하여 PEGA와 BH3를 혼합하여 질소 분

위기 하에서 60℃, 24h 동안 반응을 보낸다. 반응 후 용매는 rotary evaporator를 이

용해 제거하였다. 합성한 PEGBA는 잔류 용매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40℃진

공오븐에서 건조 후 글로브박스에 보관하였다.

- PEGBA의 합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H NMR, FT-IR spectra를 측정하였다. 이

때 1H NMR는 CDCl3 용매에 녹여 Bruker사의 DSX 400MHz NMR spectrometer

를 이용해 측정하였고, FT-IR spectra는 Bruker사의 Tensor 27 spectrometer를 사

용하여 transmission mode에서 4000~400cm-1의 영역을 4cm-1의 resolution으로 측

정하였다.

- 준비된 그라프팅 물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막을 개질하였다. 본 분리막은

동시조사법을 이용해 만들었다. 고분자와 모노머에 방사선을 함께 조사하여 그라프

트 중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조작이 간단하고 생성된 라디칼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

문에 조사선량이 적어도 되는 이점이 있다. 반면 반응 중에 호모 폴리머가 다량 생

성되기 때문에 반응 후 이들을 제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모노머 존재 하에 폴리

머를 방사선 조사하면 결과적으로 그라프트 공중합체 또는 블록 공중합체가 생성

된다. 고분자가 방사선 조사시 분해반응을 주로 일으키는 분해형 고분자라면 생성

되는 고분자는 블록공중합체이다. 한편 고분자가 가교형이면 그라프트 공중합체와

단일중합체가 같은 수로 생성된다. 특정한 고분자/모노머를 조사할 때 생성되는 단

일 중합체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노머의 농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고분자

를 과잉 모노머에 용해시키는 것보다는 모노머에 의해 단지 팽윤될 정도일 때 높은

그라프트 수율을 얻을 수 있다. 모노머의 농도를 변화시키면 반응에 내포된 많은인

자, 즉 반응매체의 점도, 연쇄반응의 속도 및 그라프트된 가지의 길이 등을 조절할

수 있다.

- 일정한 크기로 자른 20㎛의 폴리에틸렌 분리막(Asahi Kasei Co.)을 아세톤을 이용

해 세척하고 진공오븐에서 50℃, 12시간 정도 건조를 시켰다. 그라프팅 물질(비닐

실록산 or PEGBA)과 FeCl3을 메탄올/데칼린 용액에 용해시켜 그라프팅 용액을 만

들었다. 만들어진 고분자 용액에 건조된 분리막을 함침 시킨 후 비닐백에 넣는다.

산소를 제거 하기 위해 질소를 이용하여 10분간 환류를 시켜 질소 분위기를 만들었

다. 전자빔을 5~100kGy로 방사선 양을 조절하면서 그라프트 반응을 수행한다. 제조

된 분리막은 아세톤을 이용하여 미반응 모노머를 제거 한 후 진공오븐에서 50℃,

12시간 정도 건조를 시킨다. 제조된 분리막의 무게를 측정후 반응 전과 비교하여

그라프트 비율을 계산하였다.

- 분리막의 그라프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를 이용하여 Boron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FT-IR spectra는

Bruker사의 Tensor 27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attenuated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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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ance(ATR) mode에서 4000~600cm-1의 영역을 4cm-1의 resolution으로 측정

하였다.

- 분리막의 열적 안정성은 thermogravimetri analysis (TG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

다. 또한 분리막의 thermal shutdown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DuPont TA2000 DS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질소 분위기 하

에 25℃～200℃ 온도 범위에서 10℃/min의 속도로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분리막의

열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라프트 분리막의 모폴로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이용하였다. 분리막에 전도

성을 부여하기 위해 백금으로 코팅 후 분리막 표면의 메세기공을 관찰하였다.

- 겔형 고분자 전해질은 유기 액체전해액에 제조된 그라프트 분리막을 함침시킨다.

이 때 액체전해액이 분리막 내의 기공으로 충분히 침투될 수 있도록 함침하였다.

이 때 사용한 전해액은 ethylenecarbonate(EC)/dimethylenecarbonate(DMC) (1:1

by vol) in 1M LiPF6 전해액과 EC/polycarbonate(PC) (1:1 by vol.) in 1M LiPF6

전해액 2종이다. 겔형 고분자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특성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

였다.

(가) 이온전도도

분리막을 포함하는 겔형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전도도는 sus전극 사이에 고분

자전해질을 끼워넣고 cell을 구성한 후, Solatron 1455 FRA (Frequency

response analyzer)를 사용하여 1Hz~1MHz의 주파수영역에서 a.c. impedance

spectrum에서 구할 수 있었다.

σ=
d

A⋅R
식 (2)

(R: 벌크저항; A: SUS 전극의 면적; d: 필름의 두께)

(나) 전기화학적 안정성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은 기준전극 및 상대전극을 리튬전극으로 하고, 작동

전극은 SUS 전극으로 구성된 셀에 전압을 1mV/sec로 0~6V까지 인가하여 고분

자 전해질 내에서 음이온의 산화분해반응에 의한 전류가 생성되는 전압을 통해

관찰하였다.

(다)양이온 수율 및 양이온 전도도 측정

Li/Li symmetric cell을 구성한 후 potentiostat mode로 측정하여 초기의 전류값

과 저항값, 전류가 안정화 되어 일정해졌을 때의 전류값과 저항값을 다음 식에

넣어 양이온 수율을 구했다. 양이온 전도도는 양이온 수율과 이온전도도의 곱으

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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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I0 = initial current; Is = steady-state current;

R0 = initial interfacial resistance; Rs = steady-state interfacial resistance

(라) 계면 안정성(계면저항) 측정

Li/Li symmetric cell을 구성한 후 1MHz~ 0.01Hz까지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 실제 셀에 적용시켰을 때의 용량 구현 및 수명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위전지를

제조하였다. 음극은 그래파이트계 활물질(mesocarbon microbead (MCMB)), 도전

재, 바인더 역할을 하는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구리 집전체로 구성이 된

다. 양극의 경우, 활물질로 LiCoO2, 도전재, 바인더, 알루미늄 집전체로 구성된다.

단위전지는 음극과 양극사이에 미리 준비된 겔형 고분자전해질로 구성되고 코인셀

타입으로 제조하였다. 이 조립과정은 모두 아르곤으로 채워진 글로브박스 안에서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사이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4.2V 충전 - 3.0V 방전 cutoff

voltage로 설정한 후 0.1C 조건에서 formation후 1C 조건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

다. 고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더 높은 전압에서 전지특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기 위

해 4.4V 충전 - 3.0V 방전 cutoff voltage로 설정한 후 1C 조건으로 충방전을 진행

하였다. 방전 속도에 따른 셀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0.1C로 충전은 유지한채로

방전 조건을 0.1, 0.3, 0.5, 1, 2, 3C로 변화를 주면서 기존의 PE 분리막과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실험 결과

(가)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트된 PE 분리막 개발

- 그래프팅 반응은 일반적으로 줄기 폴리머에 가지 모노머 또는 폴리머를 결합하는

방법인데 그래프팅 방법에는 화학적 방법 및 방사선을 이용한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는 그래프팅율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한 전자빔을 이

용한 방법이 널리 알려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프팅반응의 일반적 메카

니즘은 다음에서 보듯이 고분자의 주쇄에 있는 비교적 약한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

나 분자가 전자빔에 의해 사슬로부터 이탈되면서 그 자리에 라디칼이 형성된다. 형

성된 라디칼은 모노머와 그래프팅 반응에 의해서 고분자의 주쇄에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반응과정에서 단량체간의 중합반응에 의한 호모폴리머가 생

성되기도 한다. 방사선을 이용한 분리막 개질은 빠르고, 고분자 매트릭스에 균일하

게 그라프팅물질을 형성시길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고분자 물질

이 결합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특성을 가진 공중합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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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 과제를 진행하였다.

그림 18. 방사선을 이용한 분리막 개질의 장점

- 그라프팅 물질로 선정한 vinyl siloxane은 열적으로,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

이다. 또한 액체전해질을 잘 흡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지 특성의 경우, SEI

layer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량의 수분과 LiPF6 salt가 반응하여 HF가

형성된다. HF는 초기 충전시 리튬이온과 반응하여 LiF을 음극 표면에 형성하게 되

고 이 layer가 두껍게 형성이 되면 전지의 수명 특성이 나빠지게 된다. Vinyl

siloxane은 HF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안정적인 SEI layer 형성에 기여한

다. 이에 vinyl siloxane을 그라프팅 물질로 선정하여 분리막의 개질을 진행하였다.

그림 19. Grafting material인 vinyl siloxane의 구조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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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FT-IR (a) vinyl siloxane grafted separator (b) bare PE

separator

- 그림 20에서 FT-IR을 통해 그라프팅 전후를 비교했다. PE 분리막의 경우 C-H

strectching peak가 2850~3000cm-1에서 그리고 C-H bending peak은 1465cm-1에

서 나타난다. 이 두 영역에서의 피크들은 그라프팅 막에서도 동시에 똑같이 나타난

다. 그라프팅 막의 경우, 추가적으로 1260 and 800 cm-1 의 Si-O-CH2 stretching과

840 cm-1 의 Si-CH3broad한 peak이 나타난다. 또한 1090cm-1에서 Si-O-Si 의

peak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공적으로 그라프팅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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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방사선량에 따른 그라프트 양의 변화 (FT-IR)

- 그림 21 에서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1090cm-1에서의 intensity를 비교해보면 방사

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intensity 또한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조사량이 증가함

에 따라 그라프팅 비율도 증가함을 나타낸다.

그림 22. 방사선량에 따른 그라프트율

- 그림 22에서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팅된 비율을 비교해보면 5kGy를 조사시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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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00kGy를 조사시 30.5%로 그라프팅 비율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께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림 23. 분리막 표면비교(PE 분리막 vs 그라프트 분리막)

- 그림 23는 방사선 전후의 표면 모폴로지를 비교한 SEM data이다. 비닐실록산 그

라프팅 후 패브릭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졌다. 이로 인해 기공의 크기에 변화가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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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분리막의 열적 안정성 비교 (by TGA)

그림 25. 분리막의 thermal shutdown properties

- 제조된 샘플의 열적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TGA는 온도 상승에 따른 물질의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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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장비이다. 그림 24에서 PE 분리막의 경우 440 ℃까지 본래의

질량을 유지하는데 비해 그라프팅 막의 경우 이보다 20 ℃ 이상 높은 온도 범위까

지도 질량을 유지하고 있어 열적 안정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25에서 분리막의 기본 특성인 meltdown 특성여부를 확인하였다. 앞서 설명

했지만 meltdown 특성은 갑작스런 열폭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

다. PE 분리막의 경우 138 ℃에서 기공을 폐쇄한다.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팅된 막의

경우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점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그라프팅 비율이 높을

수록 녹는점은 더욱 낮아져 100 kGy의 경우 130 ℃ 부근에서 기공이 패쇄된다. 일

반적으로 리튬전지는 60 ℃이하에서 작동을 권장한다. 만약 그 이상의 온도에서 구

동이 된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리막의 경우 안전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그림 26. 방사선량에 따른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 비닐실록산 그라프팅 막을 1M LiPF6PF녹아있는 EC/DMC(1/1)에 담지 후 이온전

도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26와 같이 이온전도도PF10 kGy 조사시까지 증가하다PF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Si-O unit이 도입됨에 따라

carbonyl기로 구성된 유기용매와의 친화성렼산 그라프액체전해액의 uptakePF증가

되었기 때문렼산 판단된다. 하지만 10kGy 이상 방사선을 조사하여 그라프팅 막을

제조시 Si-O unit와 미반응 acrylate unit이 저항체산 작용하여 이온전도를 방해했

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10kGy의 전자빔 조사시 제조된 막을 채택하여 계속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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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분리막의 전기화학적 안정성 평가

- 실제 전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기화학적인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화학적 안정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림 27에서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트된 막을 적용했을 경우 기존 분리

막에 비해 전기화학적 안정 범위는 4.5V에서 5.2V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는 도입된 Si-O unit이 음이온과의 interaction을 통해 음이온의 분해를 지연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8. 분리막의 계면 안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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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에서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트된 막을 적용했을 때에 전극과 전해질간의 계

면 저항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등을 통해 본 연구를 통해 개

발된 그라프팅 막은 고전압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막 보다 훨씬 더 우수한 이온

전도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나) 음이온 고정화 물질이 그라프트된 PE 분리막 개발

그림 29. 음이온 고정화 물질의 특징

- 두 번째로 선정한 그라프팅 물질은 poly(ethylene glycol) acrylate이다. 음이온 고

정화 물질은 1996년 이후 리튬 이차 전지용 유기전해질의 첨가제로 연구가 진행되

어, 현재 약 30 여 편의 논문과 10편의 특허가 등록 또는 출원된 연구가 시작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향후 고전압/고용량 리튬 이차 전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음이온 고정화 물질에 대한 관심

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이온 고정화 물질은 미국의 McBreen 그룹에

서 질소를 함유하는 aza-ether 화합물을 제일 처음 액체전해질에 도입하여 그 효과

를 소개하였다.

- 그 후 붕소를 중심 원자로 하고 다양한 fluorinated alkyl 또는 phenyl 그룹을 도입

한 붕소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그 중 TPFPB(Tris(pentafluorophenyl) borane)은 가

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 현재 음이온 고정화 물질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물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McBreen 그룹이 음이온 고정화 물질을 액체전해액에 첨가제의 개념으로 도입했

다면, 일본의 Wakihara 그리고 Fujinami 그룹에서는 PEG Borate 와 Boroxine 화

합물을 이용해 (고체)고분자 전해질에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PEG Borate의

경우, 다양한 길이의 에틸렌 글리콜 unit을 도입하거나, 가교 matrix로 전해질을 제

조하였다. Fujinami 그룹 역시 Wakihara 그룹과 비슷하나, 붕소의 수가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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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에 비해 많아 음이온 고정화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 이외 다양한 그룹에서 붕소를 함유하는 단량체를 제조하여, 그것을 이용한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는 연구, 그리고 음이온 고정화 물질의 전기화학적 역할을 규명하

기 위한 분석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 고정화 역할을 하는

boron원자와 추가적인 리튬염의 해리 및 리튬 양이온의 전달을 도울 수 있는

ethylene oxide unit을 모두 포함한 PEG-borate acrylate를 음이온 고정화 물질 겸

그라프트 물질로서 도입하였다. PEG-borate acrylate는 다음과 같이 합성을 하였다

(그림 30).

그림 30. 음이온 고정화 역할을 하는 그라프트 물질인 PEGBA의 합성 방법 및

장점

- THF-Borane complex와 Poly(ethylene glycol) acrylate를 이용하여 기존의 합성

방법과는 달리 매우 경제적인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dehydrocoupling 반응에 의해

PEG borate acrylate 음이온 고정화 물질을 합성하였다(그림 30). 둥근 플라스크내

를 질소분위기로 유지하면서 반응물을 기계적으로 혼합하여 60℃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을 수행한다. 반응중에 발생하는 수소기체는 바늘관을 통해 제거되어진다. 반

응시 온도 조절을 잘못하는 경우 가교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한다. 합성

되어진 PEG borate는 옅은 노란색의 액체상태였다.

- 합성된 PEGBA의 구조를 FT-IR(그림 31)과 1H NMR(그림 32)을 통해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았다. B-H 결합에 의한 특성피크는 2350~2650cm-1 영역에서 나타나

는데 합성된 PEG borate에서는 이러한 특성피크가 관찰되지 않았고 B-O

stretching 특성피크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미반응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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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1H NMR의 peaks - δ3.48~3.9(-OCH2CH2), δ5.8~6.5(CH2=C), δ

6.2(C=CHC=O)(unit:ppm)를 통해 합성되었음 확인하였다.

그림 31. PEGBA의 FT-IR spectrum

그림 32. PEGBA의 1H NM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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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그라프트 분리막 시스템의 특징

- 그림 33은 소수성의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표면을 PEGBA로 그라프트 한 새로운

분리막 시스템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그라프트를 유도한 단위는 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어 액체전해액의 uptake를 상승시키는 효과 뿐 아니라 전극과의 접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음이온 고정화 역할을 하는 Boron 중심은 Lewis acid로

써 전해질 내에 해리된 음이온과의 interaction을 통해 더 많은 양의 salt가 해리될

수 있도록 돕고 Li+의 이동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전지 성능에 중요한

양이온전도도(cationic conductivity)의 향상과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 그라프트 분리막의 EDS 분석

- 분리막 개질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그림 34)과 FT-IR(그림 35)을 이용하였다. EDS 실험 결과

Boron이 약 4% 정도 검출됨을 확인하였다. 이 때 EDS 결과는 SEM image의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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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역만을 대상으로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Wavenumber (cm-1)

10001500200030003500

Absorbance (a.u.)

PE separator
Grafted separator

그림 35. PE 분리막과 그라프트 분리막의 FT-IR 비교 분석

그림 36. 그라프트 분리막의 그라프트율

- FT-IR 결과를 통해서도 앞서 합성된 PEGBA 특성화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라프트

된 분리막에서도 PEGBA의 unit인 1300~1450cm-1 B-O peak, 1100cm-1 주변의

C-O-C broad한 peak 와 PE의 -CH2-에 해당하는 2800~3000cm-1의 peak이 동시

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5). 또한 1030-950 cm
-1
, 1790-1720cm

-1
도

C-O stretching과 연관이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그라프트 분리막이 잘 제조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된 그라프트 분리막의 그라프트율을 계산해보면 5kGy

로 조사시 3.73%, 10kGy로 조사시 4.26%, 50kGy로 조사시 9.59%로 조사선량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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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그라프트 단위가 더 많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6). 하지

만 두께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림 37. Bare PE 분리막과 그라프트 분리막의 열적 안정성 비교 (by TGA)

- 제조된 분리막의 열적 안정성을 비교, 평가하였다(그림 37). TGA는 온도 상승에

따른 물질의 질량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장비이다. PE 분리막의 경우 440℃까지 본

래의 질량의 90%를 유지하는데 반해, PEGBA가 그라프트된 분리막의 경우 이보다

30℃ 이상 높은 온도 범위까지도 초기질량의 90%을 유지하였다. 이는 그라프트를

통한 inorganic 성질의 boron이 함유되어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 DSC를 이용하여 분리막의 기본 특성인 shutdown 특성여부를 확인하였다(그림

38). 분리막은 전지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key가 되는 요소이다. shutdown

특성은 갑작스런 열폭주로 인해 기공을 막음으로써 전류의 흐름을 막고, 폭발을

방지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PE 분리막의 경우 138℃에서 기공을 폐쇄한다.

PEGBA가 그라프트된 분리막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온도에서 녹는점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차전지는 60℃이하에서 작동을 권장한

다. 만약 그 이상의 온도에서 구동이 된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리막의 경우, 전지의 성능 뿐

아니라 안전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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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Bare PE 분리막과 그라프트 분리막의 shutdown 특성

- 전해액의 종류에 따른 겔형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 전도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표

1). PEGBA가 그라프트된 분리막은 10 kGy를 조사한 샘플로 이온전도도를 측정하

였다.

표 1. 전해액 종류에 따른 PEGBA가 그라프트된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

EC/PC EC/DMC

PE 분리막 적용 2.3 × 10
-4
S/cm 4.9 × 10

-4
S/cm

PE-g-PEGBA 분리막 적용 2.9 × 10
-4
S/cm 6.2 × 10

-4
S/cm

- EC/PC 전해액을 사용한 경우보다 EC/DMC 전해액을 사용한 경우 전도도가 훨씬

높았다(표 1). 이 문제는 전해액의 점도에서 기인한다. Chemical review 104 (2004)

4303 에 보면 25℃에서 PC의 점도는 2.53cP인데 비해 DMC는 0.59cP으로 점도가

훨씬 더 낮다. 점도는 이온의 이동과 관련있는 요소로 낮으면 낮을수록 이온의 이

동에 도움을 준다. 위의 결과를 통해 EC/DMC를 위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 제조된 그라프트 분리막를 이용하여 액체전해질(1M LiPF6가 녹아있는 EC/DMC

(1:1 by volume))에 함침 후 겔형 고분자전해질을 제조, 특성평가를 실시하였다. 방

사선 양이 증가됨에 따라 이온전도도가 10kGy까지 점차적으로 향상됨을 보였다.

이 때 최고 이온전도도는 6.24 × 10-4 S/cm이다. 이는 그라프트 단위 내의 EO unit

의 도입으로 유기용매와의 친화성이 향상되어 액체전해액의 uptake amount가 증

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방사선량을 조사한 경우 이온전도도가 감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다음의 SEM image를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 리튬 이온의 이동도 역시 이온전도도와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Bare PE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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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 겔형 고분자전해질의 Li+ transference number는 0.23이었으나 10kGy의

선량의 그라프트 분리막이 적용된 겔형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 0.53으로 두 배 이상

의 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지의 경우 리튬이온의 이동이 얼마나 원활

하느냐에 따라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 경우, 이를 나타내는 요소인 양

이온전도도값이 3.31 × 10-4 S/cm로 최고값을 갖는다(표 2).

표 2. 그라프트 분리막을 이용한 겔형 고분자전해질의 이온전도도, 리튬이온이동도,

그림 39. 방사선량에 따른 그라프트 분리막의 표면 비교 (by SEM)

- 그림 39는 방사선량에 따른 PE-g-PEGBA 분리막의 표면 사진이다. 위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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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방사선량이 10kGy를 초과하는 경우, 이온전도도 및 리튬이온의 이동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kGy까지의 조사선량으로 그라프트된 분리막의 경우

bare PE 분리막과 비교했을 때에 기공의 변화는 크지 않고 연결성 또한 좋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리튬이온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새롭게 도입된 PEGBA

unit이 전도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10kGy가 넘는 양의 조

사를 받을 경우, SEM images에서도 보듯 패브릭과 패브릭간의 뭉침 현상이 점차

심해져 미세기공을 막아 리튬이온의 이동을 방해하고, 전해액의 침투 또한 좋지 않

은 구조로 변형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0. Bare PE 분리막과 그라프트 분리막의 전기화학적 안정성 비교

- 최근 들어 고용량, 고전압, 고안전성이라는 요소를 갖춘 전지 소재 개발에 많은 관

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화학적 안정성 평가는 고전압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다. 실제 전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기화학적인 스트레

스를 가했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전

기화학적 안정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그림 40). 음이온 고정화물질이 포함되지 않

은 bare PE 분리막을 포함하는 겔형 고분자전해질의 경우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4.3V인데 반해 음이온 고정화 물질 PEGBA가 그라프트된 분리막을 포함하는 겔형

고분자 전해질은 4.9V로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보였다. 이는 분리

막의 그라프트된 unit에 존재하는 boron 원자와 음이온간의 interation을 통해

complex를 형성하여 음이온의 분해를 지연하였기 때문에 전기화학적 안정창이 확

대되었다고 판단된다.

- 계면저항 역시 PEGBA가 그라프트된 분리막의 경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41). 이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양의 전해액을 고분자 매

트릭스내에 함유할 수 있게 되어 이온의 이동이 원활하게 되고 또한 리튬이온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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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방해하는 음이온을 음이온 고정화 유닛에서 잡아줄 수 있기에 저항이 감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5 0 25 50 75 100

-100

-75

-50

-25

0

25

Z'

Z''

Graft separator
PE separator

그림 41. Bare PE 분리막과 Graft separator의 계면저항 비교

(다) 비닐실록산 및 음이온 고정화 물질이 그라프트된 PE 분리막을 적용한 단위전

지 평가.

- 제조된 그라프팅 분리막을 이용하여 실제 전지시스템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

다. 먼저 vinyl siloxane으로 개질한 분리막의 전지특성을 기존에 널리 쓰이고 있는

PE 분리막과 성능 비교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조건인 4.2V 충전

-3.0V 방전, 1C-rate 충방전을 실시하였다. 두 전지 모두 초기 용량을 100%에 가

까울 정도로 우수하나 cycles이 진행됨에 따라 그 용량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졌다.

200cycles 후 PE 분리막를 적용한 전지의 경우, 초기 용량의 93%를 유지하는 반면,

vinyl siloxane이 적용된 초기용량의 98%를 유지하는, 우수한 사이클 특성을 보임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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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트된 분리막으로 제조된 단위 전지 사이클 성능 평가

(4.2V cutoff charging condition)

그림 43.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트된 분리막으로 제조된 단위 전지 사이클 성능 평가

(4.4V cutoff charging condition)

- 그 차이는 고전압 충전 조건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현재 고용량 전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높은 전압 조건까지 충전하여 용량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 150 -

있는데 이에 걸맞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1차년도 실험에서 전기화학

적 안정성 테스트에서 4.5V 이상의 영역까지 전기적 분해없이 안정함을 확인하였

다. 이에 고전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4.4V 충전- 3.0V 방전을

cutoff 조건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사이클 초기부터 조심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200cycles까지 진행했을 때, PE 분리막이 적용된 전지의 경우 초기용량

대비 78%를 유지하는 반면, vinyl siloxane이 적용된 전지의 경우, 초기 용량 대비

90%를 유지했다(그림 43). 위와 같은 결과는 vinyl siloxane units이 전해액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개질되어 많은 양의 전해액을 흡수하고 전극과의 계면저항을 줄

이며, 또한 안정한 SEI layer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수한 전기화학

적 안정성은 고전압 구동을 가능케 했다.

- 두 번째 케이스로, 음이온 고정화 물질을 이용하여 개질된 분리막 역시 실제 전지

에 적용하여 수명 특성을 실시하였다. 방전 속도를 0.1C - 3C로 점차 빠르게 방전

을 하면서 cycle capability를 비교하였다. 0.1C 방전시 PE 분리막을 적용한 전지와

개질된 분리막이 적용된 전지 모두 용량차이 거의 없이 cycles이 진행이 되었으나

방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방전 용량이 점점 차이가 나게 되었다(그림 44). 또한 고

전압으로 충전시 200cycles후 PE 분리막보다 우수한 방전용량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그림 45). 음이온 고정화 역할을 하는 grafting units인 PEGBA의 EO

units을 통해 더 많은 양의 액체 전해액을 함습하고 Boron atom이 음이온의 분해

를 지연시켜 고전압에서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개발된 두 종류

의 분리막은 위의 결과를 토대로 휴대용 기기를 타겟으로 하는 전지는 물론 HEV

에 적용 가능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고용량, 고출력 전지에 응용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그림 44. 방전속도별 PEGBA-grafted separator로 제조된 단위전지 사이클 성능

평가 ; (0.1C→0.3C→0.5C→1C→2C→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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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PEGBA-grafted separator로 제조된 단위 전지의 고전압 (4.4V) 사이클

성능평가

3.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폴리에틸렌 고분자 분리막 개발

[요약]

◦방사선을 이용한 내열성 및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다공성 폴리에틸렌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 HDPE와 soybean oil, alumina를 혼합/압출, 추출을 통하여 분리막의 기공도

및 내열성을 향상 시키고, 방사선 조사를 통한 가교효과로 더욱 향상된 기계적

물성과 내열성을 가지는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개발 하였다.

- 기존 상용 제품인 SK-Libs 와 비교하여, 기계적 강도는 약 30% 향상 되었

고, 120℃에서의 열수축성은 10% 미만이며, 4 × 10-3 S/cm 이상의 이온전도도

및 LSV 시험결과 전기화학적 안정성면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다.

◦전자선 조사에 의한 리튬 이차전지용 상용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내열성

향상

- 전자선 조사된 PE 분리막의 열수축률을 가교도 증가로 인한 내열성이 증가하

기 때문에 열수축률이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전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분리막

의 경우 MD방향으로 69%, TD 방향으로 56% 수축하는 반면 200kGy로 전자선

조사된 분리막은 MD방향으로42%, TD방향으로 31% 수축하였다.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질 특성 변화

- 전자선 조사시 같은 조사선량율에서 beam current 조절하여 높은 가교도 및

내열성이 향상된 분리막을 개질할 수 있었다. 특히 같은 조사선량에서 beam

current를 낮게 조사하여 가교시킨 분리막일수록 가교도가 증가하고 내열성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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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tearyl alcohol의 첨가 및 추출에 의한 다공성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Stearyl alcohol과 dibuthyl phthalate(DBP), HDPE를 압출기를 통해 혼합, 압출하

여 선행 필름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선행 필름을 다양한 온도에서 연신 후, 에탄올

에서 stearyl alcohol을 추출 후 건조하여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표 1. Stearyl alcohol 함량에 따른 sample 조성

(2) 실험 결과

(가) Stearyl alcohol이 첨가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연신온도에 따른 특성 변화

- 그림 1은 stearyl alcohol이 20 wt% 함유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연신온도별

porosity 및 pore size를 나타낸 것이다. 연신 온도가 80 ℃ 까지는 온도가 증가 할

수록 porosity가 증가 하였다. 80℃에서 65%의 porosity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0 ℃에서 연신한 분리막의 porosity는 상온에서 연신한 분리막 보다 낮게 나타났

다. 생성된 분리막의 평균 pore size는 porosity와 정비례하였다.

그림 1. 연신온도에 따른 porosity 및 por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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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연신온도별 stearyl alcohol이 20 wt% 함유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표

면 SEM image를 나타냈다. 그림 1의 porosity 결과와 같이, 80 ℃에서 연신한 분

리막에서 가장 많은 pore가 관찰 되었다. 또한, 120 ℃에서 연신 한 분리막이 23 ℃

에서 연신 한 분리막 보다 pore가 적게 관찰 되었다.

그림 2. 연신온도에 따른 ste-20 분리막의 표면 모폴로지 (SEM image)

(a) 23 ℃: (b) 60 ℃: (c) 80 ℃: 120 ℃

(나) Stearyl alcohol 함량에 따른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특성 변화

- Stearyl alcohol이 첨가된 분리막의 연신온도는 80 ℃에서 진행 하였다. 그림 3은

stearyl alcohol 함량 증가에 따른 분리막의 porosity를 나타냈다. Stearyl alcohol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생성된 다공성 분리막의 porosity는 증가하였다. Stearyl

alcohol의 함량이 30 wt%일 때, porosity는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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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tearyl alcohol 함량에 따른 porosity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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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는 stearyl alcohol 추출 공정 후, 생성된 분리막의 FT-IR 그래프이다.

Stearyl alcohol의 함량과 관계없이 순수 stearyl alcohol에서 발생하는 3,300~3,200

cm-1의 -OH stretching peak와 1,100 cm-1 C-O stretching peak가 stearyl alcohol

추출 후에는 관찰되지 않고, 순수 HDPE peak 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wave number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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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tearyl alcohol 추출 후 생성된 분리막의 FT-IR

- 그림 5는 stearyl alcohol 추출 공정 후, 생성된 분리막의 TGA 그래프이다. Stearyl

alcohol의 함량과 관계없이 순수 HDPE와 동일한 열분해 특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

는 그림 19 ~그림 20과 같이 HDPE 분리막 내부에 stearyl alcohol이 완전히 추출되

어 pore가 생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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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tearyl alcohol 추출 후 생성된 분리막의 TGA

- 그림 6은 stearyl alcohol 함량 증가에 따른 ionic conductivity를 나타냈다. Stear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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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이 10 wt% 첨가된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는 1×10-4 S/cm, 20 wt% 첨가된

분리막의이온 전도도는 4×10-4 S/cm, 30 wt% 첨가된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는

4.5×10-4 S/cm으로 stearyl alcohol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이온 전도도는 증가 하였

다.

그림 6. Stearyl alcohol 함량에 따른 ionic conductivity 비교

(다) 감마선 조사에 따른 stearyl alcohol이 첨가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특성 변화

- 그림 7은 감마선 조사에 따른 stearyl alcohol이 첨가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인장

강도를 나타냈다. stearyl alcohol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감도는 감소하는 결과

를 나타냈다. 또한, 감마선 조사량이 50 kGy 까지는 분리막의 가교효과로 인하여

인장강도가 증가하지만, 75 kGy 부터는 분리막의 분해 효과로 인하여 인장강도가

감소하였다.

그림 7.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인장강도 비교

- 그림 8은 감마선 조사에 따른 stearyl alcohol이 첨가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열수

축율을 나타냈다. stearyl alcohol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열수축성은 증가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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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냈다. 또한, 감마선 조사량이 50 kGy 까지는 열수축성은 감소하지만, 75

kGy 부터는 열 수축성이 증가하였다.

그림 8. 감마선 조사에 따른 열수축률 비교

나. Alumina가 함유된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기공형성제로 soybean oil과 dibuthyl phthalate(DBP) 사전 혼합 후, HDPE와

50nm의 particle size를 가진 alumina를 기공형성제와 혼합 압출하여 선행 필름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선행 필름을 120 ℃의 온도에서 연신 후, 에탄올에서 기공형성

제를 추출 후 건조하여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표 2. 기공형성제 및 alumina 함량에 따른 sample 조성

(2) 실험결과

(가) Alumina 함량에 따른 분리막의 특성변화

- 그림 9는 기공형성제로 사용된 soybean oil 및 DBP를 추출 후 형성된 다공성 폴리

에틸렌 분리막의 alumina 함량에 따른 porosity 및 pore size를 나타냈다. alumina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porosity가 증가하였다. 또한, 앞선 실험에서 기공형성제

가 첨가되지 않고 HDPE와 alumina가 혼합 제조된 분리막의 기공도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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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alumina 함량비에서 약 10~15% 정도 porosity가 증가하였다. 또한 분리막의

평균 pore size는 porosity 결과와 비례하였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amount of alumina (wt%)

P
or

os
ity

 (
%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P
or

e 
si

ze
 (

nm
)

porosity 
pore size

그림 9. alumina 함량 증가에 따른 분리막의 porosity 및 평균 pore size

- 그림 10은 soybean oil 및 DBP를 추출 후 형성된 다공성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alumina 함량에 따른 표면 SEM image 를 나타냈다. 그림 1의 porosity 결과와 같

이 alumina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분리막 표면의 pore양이 증가되었다. alumina 함

량이 증가 할수록 HDPE에 분산된 alumina 입자 사이로 pore 가 형성 되고 있는

것이 관찰 되었다. 하지만, alumina 함량이 20% 일 때, alumina 입자의 응집현상

으로 인하여 size가 1㎛ 이상의 pore 가 관찰되었다.

그림 10. alumina 함량 증가에 따른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표면 모폴로지

(SEM image; (a) 5 wt%: (b) 10 wt%: (c) 15 wt%: (d) 20 wt%

- 그림 11은 soybean oil 및 DBP를 추출 후 형성된 다공성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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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a 함량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alumina 함량이 증가하면서 분

리막의 인장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폴리에틸렌 내부에 분산

된 alumina가 지지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alumina

함량이 20 wt% 일 때, 분리막의 인장강도는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 10(d)의

SEM image를 통해서 alumina 입자의 응집 현상으로 1㎛ 이상의 pore가 증가하여

분리막 강도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11. alumina 함량 증가에 따른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인장강도

(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alumina 첨가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특성변화

- Soybean oil 및 DBP를 추출 후 형성된 alumina가 함유 된 다공성 폴리에틸렌 분

리막을 열적/기계적 물성 및 전기화학적 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감마선을 조사

했다.

- 그림 12는 감마선 조사에 따른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를 나타냈다. alumina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분리막의 이온전도도가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림 9의

porosity 결과와 동일하였다. 즉, 분리막 내부의 porosity가 증가 할수록 전지내부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 전도도가 증가한다. 또한, 감마선 조사에 따라서 분리막의

이온전도도는 변화가 없었다. 분리막에 형성된 기공이 감마선 조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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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감마선 조사에 따른 alumina 첨가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

- 그림 13은 감마선 조사에 따른 분리막의 전해액 함침율을 나타냈다. 그림 12 결과

와 같이 alumina 함량이 증가 할수록 전해액 함침율이 증가하였고, 감마선 조사가

분리막의 전해액 함침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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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감마선 조사에 따른 alumina 첨가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전해액 함침율

- 그림 14는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분리막의 열수축율을 나타냈다. alumina 함량이

증가하면서 분리막의 열수축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폴리에틸렌

내부에 분산된 alumina가 지지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alumina 함량이 20 wt%일 때, 분리막의 열수축성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그

림 11의 인장강도 결과와 같이 alumina 입자의 응집 현상으로 pore size가 증가하

여 분리막 강도의 열수축성이 증가 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또한, 감마선 조사량이 50 kGy 까지는 분리막의 가교 효과로 인하여 열수축성은

더욱 감소하지만, 75 kGy 부터는 분리막의 가교효과 보다는 분해효과에 의하여 열

수축성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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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감마선 조사에 따른 alumina 첨가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열수축율

- 그림 15는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분리막의 linear sweep voltametry (LSV)를 나타

냈다. 감마선을 조사한 분리막이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분리막과 비교하여 4.5 V

이상의 전압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증가된 것이 확인 되었다. 25 kGy, 50

kGy를 조사한 분리막의 안정성이 가장 우수 하였고, 75kGy 조사한 분리막의 안정

성은 25 kGy, 50 kGy를 조사한 분리막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그림 15. 감마선 조사에 따른 alumina 첨가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Linear sweep

voltametry

다. 기핵제가 첨가된 HDPE 필름 제조 및 연신공정에 의한 미세구조 변화

(1)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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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PE와 Millad 3988(기핵제)을 압출기를 통해서 혼합 압출 한 후, 선행 필름을 제

조하여 600% 단축 연신하여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표 3. 기핵제 첨가량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HDPE separator의 sample 조성

Sample name Amounts of nucleating agent (wt%) Radiation dose (kGy)

PE-0 0

0
PE-01 0.01

PE-05 0.05

PE-10 0.1

25PE-05 0.05 25

50PE-0 0

50
50PE-01 0.01

50PE-05 0.05

50PE-10 0.10

(2) 실험결과

(가) 기핵제 첨가에 따른 열적/기계적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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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기핵체 첨가량에 따른 열적/기계적 물성변화

- 그림 16에서 기핵제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storage modulus 증가 하였으나, 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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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첨가량이 0.05 wt%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0.1 wt% 이상이 되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열적/기계적 특성 변화

- 그림 17에서 기핵제 첨가량 0.05 wt%인 HDPE separator는 감마선 조사량이 50

kGy까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storage modulus가 증가 하였다. XRD peak에

서 50 kGy 감마선 조사를 받은 HDPE film의 결정성은 0 kGy HDPE film의 결정

성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50 kGy 조사선량은 HDPE film의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

지 않고, 방사선가교에 의하여 HDPE microporous film의 열적/기계적 물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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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a) 열적/기계적 물성변화와 (b) XRD peak

(다)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

- 그림 18에서 50 kGy까지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인장강도가 증가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75 kGy 감마선을 조사받은 HDPE separator의 최대 인장강도는 약

175 MPa이며, 측정 sample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strain도 약 20%

정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기핵제가 첨가된 HDPE separator에서 50 kGy

까지의 감마선 조사는 가교를 통하여 기계적 물성을 증가 시키나, 그 이상의 조사

량은 degradation으로 인해 기계적 강도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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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strain-stress curve(기핵제 첨가량 0.05 wt%)

(라)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열수축성 변화

- 50 kGy까지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방사선가교의 영향으로 분리막의 열수

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핵제가 첨가된 HDPE separator는 기핵

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separator의 기공율이 증가 하였으나, 기핵제의 첨가량이

0.1 wt%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마선의 조사량이 50 kGy까

지 증가 할수록, 기공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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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열 수축성 변화, (b) 기핵제 및 감마선 조사에

따른 기공율 변화

(마) 연신 방법에 따른 기공율 변화

- 감마선 조사후 연신 공정을 거친 separator의 기공율은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

하였으나, 연신공정 후, 감마선을 조사한 separator의 경우는 감마선 조사와 관계없

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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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연신방법에 따른 기공율 변화

라. 전자선 조사에 의한 리튬 이차전지용 상용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내열성 향상

(1) 실험방법

- 리튬 이차전지에 상용되는 PE 분리막으로 일본 토넨(Tonen)사에서 제공받은

F12BMS(두께: 12 ㎛)를 사용하였다. 상용 분리막은 일정한 크기 (30 cm x 30 cm)

로 자른 뒤 비닐백에 넣고 질소로 충진한 다음 밀봉하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시료

는 전자선 조사대에 놓은 후 10 kGy/pass로 50, 100, 150, 200 kGy로 각각 조사하

였다.

(2) 실험결과

(가)열수축률 (Thermal Shrinkage) 변화

- 그림 21에서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수축률이 MD, TD 방향 모두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분리막의 경우 MD방향으로 처음

길이의 69% TD 방향으로 56% 수축하지만, 200 kGy로 전자선 조사가 된 분리막은

처음길이의 MD방향으로 42%, TD방향으로 31%가 수축하였다. 이런 결과는 전자

선 조사에 의하여 PE 분리막에 가교가 일어나 내열성이 증가하여 열수축률이 향상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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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자선 조사선량별 PE 분리막의 열수축률

- 그림 22는 열수축률 실험에 의하여 고온에서 수축된 상용 분리막(0 kGy)과 50~200

kGy 조사선량으로 전자선 처리된 분리막의 수축 정도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1 cm 

0 kGy 50 kGy 100 kGy 150 kGy 200 kGy 

그림 22. 조사선량별 PE 분리막의 열 수축사진

(나) AC 임피던스를 이용한 Shutdown 거동 관찰

- 그림 23은 온도 증가에 따른 1 kHz에서의 임피던스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PE 분리막의 경우 126 oC에서 임피던스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

이 발생하여 shutdown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42 oC에서 임피던스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PE 분리막이 녹아서 기계적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접

촉하게 되어 임피던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200 kGy조사선량으로 전자선 조사된

분리막은 전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PE 분리막과 같은 온도(126 oC)에서 shutdown

이 발생하지만 160 oC까지 shutdown 상태를 유지하다 160 oC이상에서 shutdown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 이 결과는 전자선 조사된 PE 분리막은 향상된 내열성으로 인하여 더 높은 온도에

서까지 shutdown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66 -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0

1

2

3

4

5

6

7

Temperature (oC)

 

 

 0 kGy
 200 kGy

Lo
g 10

 (I
m

pe
da

nc
e/

oh
m

 c
m

2 )

그림 23. 온도에 따른 1 kHz에서의 전자선 조사 전 후의 PE 분리막 AC

impedence

- 그림 24의 (a)는 상온에서의 상용 PE 분리막 표면의 SEM사진을 나타내며 (b), (c)

는 200 kGy 조사선량으로 전자선 조사된 분리막의 표면을 120 oC와 130 oC에서 촬

영한 SEM사진이다. 120 oC에서의 전자선 조사된 분리막의 표면 (b)에는 상온에서

의 상용 PE 분리막 (a)와 같이 미세기공이 존재하지만 130 oC 에서는 미세기공이

닫혀있는 shutdown 거동을 SEM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c) (b) (a)  

그림 24. PE 분리막의 SEM 이미지; (a) 상온에서 PE 분리막, (b) 200 kGy로 조사

된 PE 분리막(120 oC), (c) 200 kGy로 조사된 PE 분리막(130 oC)

(다) 전자선 조사에 따른 상용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 변화

- 그림 25(a), (b), (c)는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모듈러

스(modulus), 파단 연신율(break elongation)의 변화를 보여준다.

- 그림 25 (a)와 (c)는,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와 파단 연신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MD방향이 TD보다 인장강도가 큰 반면 파단 연신율은 작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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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b)는 분리막의 모듈러스는 전자선 조사에 의해서 증

가됨을 보여주고 있다. MD 방향의 모듈러스는 50 kGy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200

kGy까지 서서히 감소하였고, TD 방향에서의 모듈러스는 서서히 증가되다가 150

kGy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이후 감소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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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조사선량별 전자선조사된 PE 분리막의 기계적 특성;

(a) 인장강도, (b) 모듈러스, (c) 파단율

마.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질 특성 변화

(1) 실험방법

- 본 실험에서 사용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은 일반적으로 리튬 이차 전지에 사용되는

분리막으로 SK사에서 제공받은 SK12LiBS(두께: 12 μm)를 사용하였다. 분리막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질소를 충진한 후 밀봉하였고 밀봉된 분리막을 다양한 빔 전

류 및 조사조건에서 전자선(EB-Tech, No1, 2.5MeV)을 조사하였다 (표 4). 본 실험

에서 조사선량의 변화는 빔 전류와 conveyer 속도를 조절하였다. 3.73 mA의 저 전

류 빔 조건일 경우 5 m/min 의 속도로 조사되었고 14.92 mA 의 고 전류 빔 조건일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이동 속도인 20 m/mindm로 조사되어 조사선량율을 조절하

였다.

표 4. 전자선 조건

Accelerating
Voltage 1.14 MeV

Dose per pass 10 kGy / pass

Dose range 50~200 kGy

Beam Current 3.73 mA 7.46 mA 14.92 mA

Pass Speed 5 m/ min 10 m/min 20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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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가)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가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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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전자선 조건에 따라 조사된 PE 분리막의 가교도 변화

- 그림 26은 다양한 빔 전류 조건과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가교도를 비교한 것이

다. 이 그림에서는 조사선량의 증가할수록 가교도가 증가하고 빔 전류가 낮을수록

샘플의 가교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위 가교도 결과로부터 동일한 조사선량에서

저 전류 빔으로 장시간 조사했을 경우 고 전류 빔으로 단시간 조사했을 경우 보다

가교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DSC 측정.

- 그림 27은 고 선량, 저 전류 빔 조건에서 조사된 샘플이 가장 낮은 용융온도를 나

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용융온도와 같은 특성 온도의 변화로 재료의 구조적

변화를 예측가능하며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가교된 고분자의 열화 현상

도 미세하지만 비례적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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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전자선 조건에 따라 조사된 PE 분리막의 Tm 변화.

(다)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열수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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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전자선 조건에 따라 조사된 PE 분리막의 열수축률 변화 (a)TD, (b)MD.

- 그림 28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TD 및 MD방향의 열수축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이 그림에서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수축률이 모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열수축 실험 결과는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폴리에틸렌 분리막에 가

교가 일어나 내열성이 증가하여 열수축률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선량에서 저 전류 빔으로 장시간 조사했을 경우 고 전류 빔으로 단시간 조사했

을 경우 보다 열수축률이 감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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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

- 그림 29(a)에서 분리막의 모듈러스는 전자선 조사에 의해서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

다. 모듈러스는 저 전류 빔 조건에서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3.73 mA는 저 100

kGy는 , 7.46 mA는 저 150 kGy는 , 14.92 mA는 저 150 kGy는 최대값을 가지고

이후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29(b)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는 방감소됨을 보여준다. 동일조사선량에서 인장강도의 변화는 저 전류 빔

조건에서 더욱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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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전자선 조건에 따라 조사된 PE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 변화

(a) modulus, (b) tensile strength.

(마)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전해액 함침율과 이온전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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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전자선 조건에 따라 조사된 PE 분리막;

(a)이온전도도와 (b)전해액 함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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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은 조사 선량에 따라서 함침율과 이온전도도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동

일한 전류의 빔 조건(3.73 mA)일 때 조사선량의 변화에 따른 전해액 함침율과 이

온전도도는 오차 범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교에 따른 고분자의 함침

율 및 이온전도도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이는 가교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이 전해액

친밀도와 전해액을 함침하는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안전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4. 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 제조 기술 개발

[요약]

○ 다공성 유/무기 코팅 복합막 제조 및 물리적 특성

- PVDF-HFP/커플링제 처리된 Al2O3를 10/0~5/5의 조성으로 하고 고형분이

5wt%가 되도록 아세톤 을 첨가하여 유/무기물 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

에 dip-coating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킨 후 전자선 조사하여 우수한 전기화

학적 특성을 가지는 유/무기복합막 제조.

- Cycle test시 상용 분리막 대비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

○ 내열성이 향상된 다공성 유/무기 코팅 복합막 제조 및 물리적 특성

- 커플링제로 표면처리된 무기물(Al2O3)/고분자바인더(PVDF-HFP)를 혼합하여

고형분이 30wt%가 되도록 아세톤을 첨가하고 여기에 가교제(TTT)를 첨가하

여 유/무기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딥코팅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

킨 후 전자선 조사한 다공성 유/무기복합막으로써 내열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특성도 우수함.

- 기존 분리막의 열수축율이 70%이상인데 반해, 가교제의 첨가한 유/무기복

분리막의 열수축율은 5%이하로 매우 우수한 내열성을 보임.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 향상

- 전자선 조사를 통한 기계적 물성 및 열적 물성 향상.

- 복합 분리막의 단점인 낮은 기계적 물성을 전자선 처리로 크게 향상.

- 전자선 비처리 분리막 대비 기계적 물성 향상: 20% 이상 tensile strength 향상

가. 다공성 유/무기 복합 코팅 복합막 제조 및 물리적 특성

(1) 실험방법

- 알루미나(Al2O3)의 분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란계 커플링제(coupling agent)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TMSPMA, Aldrich)와 400nm 알루미나

(Al2O3)를 용매 자이렌(Xylene)과 혼합하여 120 °C~150 °C 사이의 온도로 24시간

중탕하여 표면처리된 알루미나를 얻었다. PVDF-HFP(KYNAR FLEX 2801)는 용



- 172 -

매로 아세톤(acetone)을 사용하여 5 중량% PVDF-HFP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커플

링제로 처리된 알루미나(silylated Al2O3)와 PVDF-HFP 고분자 용액의 중량비가

알루미나/PVDF-HFP = 10/0, 9/1, 7/3, 5/5이 되도록하고 고형분(표면처리된 알루

미나 + PVDF-HFP)이 5 중량%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톤 용매를 추가한 후 12h동

안 mixing한 후 초음파로 몇 분 더 분산시켜 균일하게 분산된 무기물 슬러리 형태

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12 ㎛의 두께를 가진 상용 다공성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SK LiBS) 분리막을 항온항습실에서 제조된 유/무기 슬러리에 침지

시킨 후, 꺼내어 일정 습도 (상대습도 40 %) 조건하에 자연 건조시켜 코팅하였다.

건조된 분리막을 질소 충진된 실링백에 넣고 가속선량 1.14 MeV, 전자전류 7.46

mA로 조절하여 전자선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2) 실험 결과

(가) Alumina 표면 개질

- 그림 1은 Al2O3에 coupling agent TMSPMA와의 반응을 통해 silylated Al2O3를

FT-IR을 통해 성공적으로 표면개질을 하였고 그로 인해 acetone에 분산이 더 잘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Alumina 표면 개질 효과 (a) FT-IR (b) Al2O3 표면개질 전후의 분산 정도

(나) SEM 분석

- 그림 2에서 무기물 조성과 코팅 습도 조건이 증가 할수록 생성된 기공의 크기가

증가하고 기공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습도 조건의 증가가 더

많은 상전이를 일으켜 기공을 더 많이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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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VDF-HFP/silylated Al2O3 (5/5, 10/0) 코팅된 PE separator의 SEM image

(다) 코팅 환경에 따른 PVDF-HFP/silylated Al2O3가 코팅된 PE 분리막의 기공도,

두께, 통기도 변화

- 그림 3(a)에서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silylated Al2O3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도

가 증가한다. 이는 그림 2에서의 SEM image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 그림 3(b) 또한 습도가 증가할수록 silylated Al2O3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코팅된

PVDF-HFP/silylated Al2O3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전이로 인

해 높은 습도에서 PVDF-HFP가 더 많은 기공이 생성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에

서 두께가 증가되고, 두께 변화는 고분자 함량의 증가(무기물 함량이 감소)로 인해

변화가 심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3(c)에서도 습도조건, 무기물함량이 증가 할수록 통기도(Gurley Number)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습도조건이 증가하면 기공이 많이 생성되고, 무기

물함량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고분자 함량이 감소하여 두께가 감소할 뿐만 아니

라, 무기물들 사이의 기공 또한 증가하여 통기도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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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VDF-HFP/silylated Al2O3 (5/5, 10/0) 코팅된 PE separator의

(a) 기공도 변화, (b) 두께변화, (c) 통기도 변화

(라) 이온 전도도

- 높은 습도 조건이 코팅된 분리막은 고분자의 상변화를 통해 많은 기공이 생겨 전

해액 함침이 증가하여 이온전도도가 증가하고, 무기물의 함량이 증가하면 통기도가

감소하여 액체 전해액의 함침율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의 이동이 용이해져 이온 전

도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4(a)).

-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고분자의 경화로 인해 이온전도도가 감소하지만(그림

4(b)), 같은 조사선량에서 제조된 샘플의 이온전도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고 특히 상용 PE 분리막의 이온전도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4(c)).

그림 4. PVDF-HFP/silylated Al2O3 이온전도도

(a) 조성별, (b) 조사선량별, (c) 온도별

(마) 단위전지 성능 평가

- 그림 5는 제조된 PVDF-HFP/silylated Al2O3 코팅 PE separator의 silylated Al2O3

유무에 따른 C-rate 테스트와 방전 용량 테스트이며, 제조된 분리 막의 낮은 방전

율(방전: 0.2 ~ 1 C)에서는 상용 PE 분리막 및 고분자 코팅 분리막, 무기물이 함유

한 분리막의 상대 방전용량이 같으나 높은 방전율 (방전 : 1.5~2 C)에서는 일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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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PE 분리막 보다 상대 방전용량이 떨어진다. 그러나 무기물이 첨가되면 고분자

만 코팅된 PE 분리막보다 높은 상대 방전용량을 가진다 (그림 5(a)).

- 그림 5(b)는 방전 용량 테스트이며, 제조된 분리 막의 초기 용량은 약 3.0 mAh로

이것을 100% 방전용량하여 상대 방전용량을 나타낸 것으로 방전 횟수가 증가 할수

록 무기물이 함유된 PE 분리막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그림 5. PVDF-HFP/silylated Al2O3 코팅 PE separator의 coin cell 성능 평가;

(a) C-rate and (b) cycle test

- 그림 6은 그림 5(b)의 사이클 test 전, 후의 coin cell의 사진이다. 상용 PE 분리막

이 들어간 코인셀은 100 cycle 이후에 전해액이 누출되어 coin cell 표면이 녹이 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VDF-HFP 코팅된 PE 분리막 및 PVDF-HFP/silylated

Al2O3 코팅 PE 분리막으로 만든 코인셀에서는 100 cycle 이후에도 전해액 누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cycle test 전 (b) 100 cycle 후

그림 6. cycle test 전 후 전해액 유출 유무 사진

나. 내열성이 향상된 유/무기 코팅 복합막 제조 및 물리적 특성

(1)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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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나(Al2O3)의 분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란계 커플링제(coupling agent)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TMSPMA, Aldrich)와 400nm 알루미나

(Al2O3)를 용매 자이렌(Xylene)과 혼합하여 120 °C~150 °C 사이의 온도로 24시간

중탕하여 표면처리된 알루미나를 얻었다. PVDF-HFP(KYNAR FLEX 2801)는 용

매로 아세톤(acetone)을 사용하여 5 중량% PVDF-HFP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커플

링제로 처리된 알루미나와 PVDF-HFP 고분자 용액의 중량비가 알루미나

/PVDF-HFP = 90/10, 95/5이 되도록하고 고형분(표면처리된 알루미나 +

PVDF-HFP)이 30 중량%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톤 용매를 추가하였다. 여기에 가

교제 (1,3,4-triallyl-1,3,5-tiriazine-2,4,6(1H,3H,5H)-trion(TTT))를 전체 고형분(표

면처리된 알루미나 + PVDF-HFP)의 2 중량%를 첨가하고 12h동안 mixing한 후

초음파로 몇 분 더 분산시켜 균일하게 분산된 무기물 슬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

었다. 12 ㎛의 두께를 가진 상용 다공성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SK LiBS)

분리막을 항온항습실에서 제조된 유/무기 슬러리에 침지시킨 후, 꺼내어 일정 습도

(상대습도 40 %) 조건하에 자연 건조시켜 코팅하였다. 건조된 분리막을 질소 충진

된 실링백에 넣고 가속선량 1.14 MeV, 전자전류 3.73 mA로 조절하여 전자선을 조

사하여 처리하였다.

- 실제 리튬이차전지에 적용시켰을 때의 용량 구현 및 수명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위전지를 제조하였다. 음극은 그래파이트계 활물질(mesocarbon microbead

(MCMB)), 도전재, 바인더 역할을 하는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구리 집전

체로 양극은 LiCoO2, 도전재, 바인더, 알루미늄 집전체로 구성된다. 단위전지는 음

극과 양극사이에 제조된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으로 구성되고 코인셀 타입으로 제

조되었다. 이 조립과정은 모두 아르곤으로 채워진 글로브박스 안에서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사이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4.2V 충전 - 3.0V 방전 cutoff voltage로 설

정한 후 0.1C 조건에서 formation후 0.5C 조건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방전 속도

에 따른 셀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0.1C로 충전은 유지한 채로 방전 조건을 0.2,

0.5, 1, 1.5, 2C로 변화를 주면서 기존의 PE 분리막과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표 1. 제조된 분리막의 코팅 조성비 및 조사선량

무기물/바인더(고분자전해질) 가교제 조사선량(kGy)

PE separator 없음 없음 0

Al2O3/KF 90/10, 0 kGy 90/10 없음 0

Al2O3/KF 90/10

+ TTT 2 wt%, 150 kGy
90/10 2 중량 % 150

Al2O3/KF 95/5

+ TTT 2 wt%, 150 kGy
95/5 2 중량 % 150

(2) 실험결과



- 177 -

(가) 제조된 분리막의 표면 분석

- 그림 7은 제조된 분리막의 양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무기 복합막의 코팅층은 알루미나입자, 바인더 고분자 구

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양의 무기입자를 첨가한 경우 도 균일

한 기공 구조가 형성되어 이온의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림 7. 제조된 분리막의 표면 모폴로지 (SEM image); (a) PE separator; (b)

Al2O3/PVDF-HFP(90/10), 0 kGy; (c) Al2O3/PVDF-HFP(90/10), 150 kGy; (d)

Al2O3/PVDF-HFP(95/5), 150 kGy

(나) 제조된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 측정

- 제조된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조된 분리막을 1M LiClO4

EC/PC (1:1 v/v) 전해액에 충분히 침지한 후, 테플론으로 밀봉된 직경 18mm의

SUS 기판 사이에 적층하고, 106~0.1 Hz 범위의 주파수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식에 대입하고 각 분리막의 전도도를 계산하여 표에 나타내었다.

-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교제를 첨가하고 전자선 조사를 한 유/무기 복합막은

1 mS/cm 이상의 이온전도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교제를 첨가하고 전

자선 조사하여 가교시킨 경우 상용 세퍼레이터와 무기물의 결합력이 커져서 전자

선처리 및 가교제가 들어가지 않은 유무기 복합막에 비해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기물의 함량이 많을수록 무기물 사이의 기공이 많이

생기므로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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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조된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PE separator
Al2O3/KF 90/10,

0kGy

Al2O3/KF 90/10
+TTT 2wt%,
150kGy

Al2O3/KF 95/5 +
TTT 2wt%, 150kGy

Ionic
conductivity
(mS/cm)

0.96 0.94 1.06 1.29

(다) 세퍼레이터의 열수축율 평가

- 제조된 샘플을 150도에서 1시간 열처리한 후의 열수축율을 평가하여 그림 8에 나

타냈다. 실험 결과, 통상적인 폴리에틸렌 다공성 막으로 된 분리막은 70% 이상의

열수축율을 보이고 가교제를 첨가하지 않고 전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유무기 복합

막은 코팅층 및 상용분리막층이 분리되어 수축하는 반면, 소정의 가교제를 첨가하

여 전자선으로 가교한 유무기 복합막은 5% 미만의 열수축율을 나타냈다.

그림 8. 제조된 분리막의 열수축전 후 사진 ;(a) PE separator; (b)

Al2O3/PVDF-HFP(90/10), 0 kGy;(c) Al2O3/PVDF-HFP(90/10), 150 kGy; (d)

Al2O3/PVDF-HFP(95/5), 150 kGy

(라) 전지의 성능 평가

- 그림 9은 제조된 분리막으로 만들어진 코인셀의 C-rate 거동을 나타낸 그래프로

서, 양극 및 음극 용량이 3mAh인 각 전지들을 0.5C 충전 후 0.2C 방전 용량, 0.5C

충전 후0.5C 방전 용량, 0.5C 충전 후 1.0C 방전 용량, 0.5C 충전 후 1.5C 방전 용량,

0.5C 충전 후 2.0C 방전 용량을 측정하여 0.2C를 100% 상대 방전용량 기준으로

C-rate 성능평가 하였다. 이온 전도도에서와 같이 가교제를 첨가하여 전자선 조사

하여 가교한 유무기 복합막의 경우보다 높은 상대방전용량을 가지며 특히 무기물

의 함량이 높은 유무기 분리막의 경우 낮은 C-rate에서 높은 C-rate까지 높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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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용량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제조된 분리막으로 제조된 coin cell의 C-rate test

다. UV 경화에 의한 유/무기 복합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본 실험에서는 커플링제(coupling agent)로 400nm 또는 50nm Al2O3(AES-11,

Sumitomo cheml Co.)와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표면처리된 Al2O3을 사용하였다. 이

것은 커플링제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 (TMSPMA, Aldrich)와

400nm Al2O3을 용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C~150°C 사이의 온도로 24시간 중탕

하여 얻었다. PVDF-HFP powder(KYNAR FLEX 2801-00, Atochem. Co.)는

acetone을 용매로 사용하여 5 wt% PVDF solution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형물

25%를 유지하는 전체 solvent 값을 정한 후, 고형물인 Al2O3와 PVdF를 질량비 9대

1로 acetone과 혼합하여 3시간 동안 300RPM으로 교반 시킨 후 ultrasonic

cleaner(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분정도 분산시켜 슬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여기에 UV 가교를 위해 Poly(ethylene glycol

diacrylate)(PEGDA) oligomer(Aldrich), photoinitior

2-chlorobenzophenone(Aldrich, FW=216.67)과 accelerator triethylamine(TEA,

Aldrich, d=0.73, FW=101.19)를 첨가한 후, 두 시간 동안 교반(stirring)시켜 주었다.

Coating은 습도가 40%미만인 실내 공간(chamber)에서 non-woven 기재를 사용하

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코팅 후, UV lamp(CM-10,

Spectronics Co., USA, λ=375nm)로 4시간 동안 조사(irradiation) 시켜주었다. 액체

전해질로는 1M LiClO4이 포함된 PC(Semichem. Co.,)를 사용하였다.

(2) 실험결과

- 그림 10은 UV 경화가 일어난 Al2O3/PVdF/PEGDA 합성 비율에 따른 이온 전도도

를 비교한 것을 나태내고 있다. 합성된 분리막(membrane)은 Al2O3/PVdF/PEG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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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비 9/1/0을 기준(reference)으로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PVdF를 기준으

로 PEGDA의 양을 조절하였다. Non-woven에 Al2O3/PVdF/PEGDA가 9/1/1로 상

온에서 코팅된, UV의해 가교되지 않은 나노복합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는 9.62 x

10-4 S/cm였다. UV 가교를 위해 첨가된 PEGDA는 PVdF의 질량비가1/1로 동등해

질수록 이온 전도도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PEGDA가 UV에 의해서 가교됨으로써

Al2O3/PVdF에 의해 만들어진 기공들을 일부 막아 분리막을 통한 리튬 이온의 기동

성(mobility)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Al2O3와

PVdF 코팅층이 UV 가교 과정에서 다소 큰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적당한 기공도

(porosity)를 유지하여 줌으로써 이온 전도도는 10-4 S/cm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UV 가교된 Al2O3/PVdF 나노복합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

- 그림 11는 UV 경화된 Al2O3//PVdF/PEGDA 합성 비율에 따른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를 보여 주고 있다. 흔히 혼합될 수 없는 합성 고분자의 표면 응착

(interfacial adhesion)은 응력(stress)이 한 phase에서 다른 phase로 옮겨지는 과정

또는 군열 중에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약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림 11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9.09MPa의 인장 강도를 가진

non-woven에 Al2O3/PVdF/PEGDA의 비율이 9/1/0로 코팅되면 그 인장 강도는 코

딩전보다 향상되었다. 또한 UV 가교 후 약 25% 정도의 기계적 물성이 향상됨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무기물 나노 입자인 Al2O3의 효과뿐만 아니라 UV에 의해

가교된 PEGDA의 network 구조와 PVdF chain과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는 PVdF의 양을 기준으로 PEGDA의 비율을 달리하였다. PVDF와 PEGDA

가 1/1의 질량비로 제조하여 UV 가교시킨 분리막이 기계적 물성이 가장 좋은 것으

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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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UV 가교된 Al2O3/PVdF 나노복합 분리막의 인장강도

(a) (b)

(c) (d)

그림 12. Al2O3/PvdF/PEGDA 코팅된 분리막의 SEM image;

(a) Al2O3/PvdF/PEGDA(9/1/0, w/w/w),

(b) UV 가교된 Al2O3/PvdF/PEGDA(9/1/0.2, w/w/w),

(c) UV 가교된 Al2O3/PvdF/PEGDA(9/1/0.6, w/w/w),

(d)UV 가교된 Al2O3/PvdF/PEGDA(9/1/1, w/w/w)

- 그림 12 (a) ~ (d) 은 Al2O3/PVdF/PEGDA(9/1/0)의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에

PEGDA의 양을 달리하여 UV 가교시킨 분리막의 SEM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것을

통해서 가교된 PEGDA network 구조와 Al2O3와 PVDF chains과의 얽힘이 기계적

물성을 높여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교된 PEGDA 양이 증가할수록

Al2O3/PVdF chains는 일정하지 않게 PEGDA oligomer와 얽혀지다가 점점

Al2O3/PVdF chain이 점차 PEGDA network에 의하여 감싸여지는 것을 확인함으로

써 다시 한 번 기계적 물성이 향상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가교는 액체 전해질이

분리막으로 스며들어가면서 Al2O3/PVdF의 물리적 가교를 수반하게 되어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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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Al2O3/PVdF에 의한 미세다공성과 비결정질의 구조를 가

지는 PEGDA의 상호작용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UV 가교 전/후 분리막의 Thermogravimetic analysis(TGA) curves

표 3. UV 가교 전/후 분리막의 TGA 분석 a Ti-첫 분해 시작 온도, Td-최대 분해

온도, Tc-분해가 끝나는 온도

sample
transition range±5°Ca

weight(%)
Ti Td Tc

nonwoven 390 439 490 53

Al2O3/PVdF/PEGDA

(9/1/0)
290 430 510 39

Al2O3/PVdF/PEGDA

(9/1/0.2)
370 510 540 80

Al2O3/PVdF/PEGDA

(9/1/0.6)
380 520 540 75

Al2O3/PVdF/PEGDA

(9/1/1)
350 530 540 70

- 그림 13 는 본 실험에서 제조된 분리막의 치수 안전성(dimension stability)을 확인

하고자 Thermogravimetic analysis(TGA)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은

순수 PE Non-woven는 390°C 이후로 분해되기 시작했고

Al2O3/PVdF/PEGDA(9/1/0)의 reference 분리막은 PVdF 고분자 바인더로 인하여

290°C에서 처음 분해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UV 가교 시킨 나노복합 분리막은

290°C 이상에서 분해가 시작되었고, 측정이 완료된 600°C에서는 70% 이상 분리막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것으로 UV 가교시킨 나노복합 분리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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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되지 않은 분리막보다 열적 안정성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라. 방사선 경화에 의한 유/무기 복합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본 실험에서는 커플링제(coupling agent)로 400nm 또는 50nm Al2O3(AES-11,

Sumitomo cheml Co.)와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표면처리된 Al2O3을 사용하였다. 이

것은 커플링제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 (TMSPMA, Aldrich)와

400nm Al2O3을 용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C~150°C 사이의 온도로 24시간 중탕

하여 얻었다. PVDF-HFP powder(KYNAR FLEX 2801-00, Atochem. Co.)는

acetone을 용매로 사용하여 5 wt% PVDF solution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형물

25%를 유지하는 전체 solvent 값을 정한 후, 고형물인 Al2O3와 PVdF를 질량비 9대

1로 acetone과 혼합하여 3h동안 300RPM으로 교반시킨 후 ultrasonic

cleaner(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분정도 분산시켜 슬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Coating은 습도가 40%미만인 실내 공간(chamber)에서

non-woven 기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코

팅 후, 전자선(e-beam)을 10 kGy/pass가 되는 전자가속기(Electron Accelerator)안

에서 50 kGy와 100 kGy로 조사하였다.

(2) 실험결과

그림 14.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9/1, w/w)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

- 그림 14는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9/1, w/w) 분리막의 이온전도

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선이나 UV로 가교되지 않는 Al2O3/PVdF(9/1, w/w) 나노

복합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는 9.62 x 10-4 S/cm이었다. 이것을 PEGDA oligomer를

첨가하여 UV로 가교 되었을 때는 8.02 x 10
-4
S/cm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것은

방사선으로 가교된 PVdF-HFP가 이온 전도도에 영향을 끼치는 전해질 담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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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분자 바인더로 무기물 입자 사이

를 접착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Al2O3와 함께 미세 다공성을 형성하여 다량의 액

체 전해질을 담지하고 Li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paths)를 만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15~16은 방사선(전자선)으로 가교된 Al2O3/PVdF 나노복합 분리막을 UTM으

로 측정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5은 PVdF-HFP가 전자선에 의해

가교된 전/후의 분리막의 인장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사량이 증가하면 그

효과도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전자선에 의해 PVdF-HFP가 가교

되고, 그로 인해 나노 입자 사이의 인력이 향상되어 기계적 물성은 향상된다고 판

단된다. 그림16은 고분자 바인더인 PVdF-HFP가 Al2O3와의 다양한 질량비에 따

른 방사선 전/후의 나노복합 분리막의 인장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Al2O3/PVdF가

질량비로 9.5/0.5의 경우 전자선에 의해 가교된 분리막의 인장강도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10윮강도 향상되었고 8/2의 경우는 1갷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

VdF-HFP가가 전자선에 반응하여 PVdF chains들이 더욱 단단하고 치밀하게

Al2O3와 다.되어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림 15.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9/1, w/w) 분리막의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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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전사선(e-beam)으로 가교된 고분자 바인더의 함량 변화에 따른 인장 강도

그림 17. SEM images (a) non-woven (b) Al2O3/PVdF(9/1, w/w) (c) 100KGy로

전자선으로 가교된 Al2O3/PVdF(9/1, w,w) 분리막

- 그림 17은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9/1, w/w) 나노복합 분리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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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image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7(a)는 순수 PE non-woven을 관찰한 것으로

직경이 15㎛ 정도 되는 가느다란 섬유(fiber)로 얽혀서 최대 100㎛ 이상 되는 기공

크기를 관찰 하였고 그 자체로는 리튬 이온 battery의 분리막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7(b)를 통해 Al2O3/PVdF가 코팅되면 더 작은 기공을 형

성하여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17(c)를 통해서 전

자선(100KGy)으로 가교된 후에도 분리막 표면(morphology)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어 Al2O3/PVdF가 형성한 미세 다공성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여 분리막을 통

한 리튬 이온의 원활한 기동성(mobility)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다.

- 또한, 그림18 (a), (b)은 고분자 바인더인 PVdF의 함량에 따라 Al2O3/PVdF의 혼합

질량비가 다른 상태에서 방사선 가교된 나노복합 분리막의 SEM image를 나타내

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가교된 PVdF의 양이 증가할수록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Al2O3와 결합하여 기계적 특성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l2O3/PVdF가

질량비로 8대 2로 혼합되어 방사선 가교를 시키면 미세 다공성 기공들은 유지하면

서 다른 질량비에서 볼 수 없었던 벌집 구조 형태를 나타냄으로서 가장 우수한 인

장 강도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a) (b)

그림 18. 50/100KGy로 전자선 가교된 Al2O3/PVdF 분리막의 SEM image;

(a) Al2O3/PVdF(9.5/0.5, w/w), (b) Al2O3/PVdF(8/2, w/w)

- 그림 19은 질량비 9/1의 Al2O3/PVdF 나노복합 분리막의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TGA curve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확인했다시피, 우수한 이온전도도와 적당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는 질량비 9/1의 Al2O3/PVdF 나노 복합 분리막을 reference

로 하였다. 이 reference 분리막의 경우 PVdF때문에 270°C에서 처음 분해되기 시

작하였다. PVdF로 인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분리막 전체 질량(weight)은 감소하

였고, 제조된 분리막에서 차지하는 PVdF의 양은 손실된 30 wt.%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전자선에 의해 가교된 분리막의 경우 온도가 400°C까지 될 때가

지 질량 변화는 거의 없어 고온에서도 여전히 박막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

어 진다.



- 187 -

그림 19. Al2O3/PvdF(9/1, w/w)가 코팅되어 각기 다른 조사량의 전자선(e-beam)에

가교된 분리막의 TGA curves

- 그림 20은 고분자 바인더의 함량 비율에 따라 가교된 분리막의 TGA curves를 나

타낸다. 측정 온도 400°C까지 다양한 고분자 바인더 함량을 보이는 분리막 모두가

거의 2 wt.% 정도의 손실밖에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80°C에서 PVdF가 분해

가 되기는 하나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고분자 바인더의 함량 변화에 분리막의

TGA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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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분리막을 적용한 cell의 charge-discharge

curves

- 그림 21은 0.2C로 충전하여 다양한 C-rate(전류밀도)로 방전한 질량비 9/1의

Al2O3/PVdF을 기본으로 코팅되어진 분리막을 전자선(e-beam)에 의해 가교된 유/

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으로 제조된 bi-cell의 충방전(charge-discharge) curves를 나

타내고 있다. 그림 21(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으로 제조

된 cell은 3.8V까지 빠르게 충전되면서 원활한 충/방전 curve를 보여줌으로써

LiCoO2를 양극으로 하는 리튬 이온의 삽입/탈리(intercalation)가 잘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 분리막의 초기 쿨롱효율(coulomic efficiency)은 85%이상이었다.

또한 그림 21(b) 에서처럼 전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은 가교된지 않은 분리막과 비

슷한 형태의 다양한 전류밀도에 따른 방전용량 curve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방사

선에 의해 가교된 분리막을 채용한 cell의 전지 성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해 UV로

경화된 분리막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2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양의

고분자 바인더와 PEGDA가 적은 양의 photo-initiator와 함께 첨가되어 UV 가교된

분리막은 다양한 C-rate(전류밀도)로 방전된 용량을 전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과

가교되지 않은 분리막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cell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아

마도 첨가된 PEGDA와 photo-initiator의 부정적 영향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Al2O3/PVdF로 구성된 무기물 기반의 분리막은 전자선을 이용해 가교

시키면 기계적 강도(mechanical strength)과 치수 안정성(dimension stability)이 향

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UV 가교와는 다르게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적은 양의 고분자 바인더를 경화시켜 무기입자 사이의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가교되지 않은 분리막과 비교해서 표면

(morpholoy) 변화나 이온전도도 등의 뚜렷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Li-ion battery의 구성 재료로써 폴리올레핀(polyolefin) 기반에 무기물과 고분자 바

인더를 코팅하여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유/무기 나노 복합 분리막를 제조하여 방

사선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과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켜 기존의 분리막를 대체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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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Al2O3 입자 크기에 따른 분리막 물성 변화

(1) 실험 방법

- 본 실험에서는 커플링제(coupling agent)로 400nm 또는 50nm Al2O3(AES-11,

Sumitomo cheml Co.)와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표면처리된 Al2O3을 사용하였다. 이

것은 커플링제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 (TMSPMA, Aldrich)와

400nm Al2O3을 용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C~150°C 사이의 온도로 24시간 중탕

하여 얻었다. PVDF-HFP powder(KYNAR FLEX 2801-00, Atochem. Co.)는

acetone을 용매로 사용하여 5 wt% PVDF solution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형물

25%를 유지하는 전체 solvent 값을 정한 후, 고형물인 400nm/50nm(50/50wt.%)

Al2O3 또는 50nm Al2O3와 PVDF를 용매인 acetone과 혼합하여 3h동안 300RPM으

로 교반시킨 후 ultrasonic cleaner(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분정도

분산시켜 슬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여기에 UV와 전자선 가교를 위해

Poly(ethylene glycol diacrylate)(PEGDA) oligomer(Aldrich), photoinitior

2-chlorobenzophenone(Aldrich, FW=216.67)과 accelerator triethylamine(TEA,

Aldrich, d=0.73, FW=101.19)를 첨가한 후, 두 시간 동안 교반(stirring)시켜 주었다.

Coating은 습도가 40%미만인 실내 공간(chamber)에서 non-woven 기재를 사용하

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코팅 후, UV lamp(CM-10,

Spectronics Co., USA, λ=375nm)로 4시간 동안 조사(irradiation) 시켜주었다.

(2) 실험결과

- 표 4는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갖는 Al2O3와 PVdF(9/1, w/w)를 non-woven에 코팅

된 light-curing system에 의해 가교된 전/후 분리막의 이온전도도와 인장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앞장에의 400nm Al2O3만 사용된 분리막과 함께 비교해 보면 입자

크기가 8분의 1로 줄어든 50nm Al2O3를 단독으로 사용 하였을 경우가 400nm

Al2O3/50nm Al2O3와 혼합하였을 때보다 기계적 물성이 훨씬 향상되고 >10-4S/cm

의 이온전도도를 유지하는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을 UV 가교시

켰을 경우에는 전도도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400nm Al2O3/PVdF(9/1, w/w)를

non-woven에 코팅한 가교되지 않은 분리막에 비해 1.5배 이상 기계적 강도가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그림 22 에서 400nm Al2O3를 사용한 분리막이 전자선에 의해 가교되어도 가교되

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이온전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50nm Al2O3를 사용한 분

리막도 전자선에 의해 가교 된다면 >10-3S/cm 결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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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l2O3 입자 크기에 따른 분리막 특성

Condition 400nm Al2O3
400nm/50nm
Al2O3

50nm Al2O3

Non-curing
conductivity (S/cm) 9.62x10

-4
8.02 9.57

tesile strength (MPa) 9.5865 13.401 14.535

UV-curing
conductivity (S/cm) 8.02x10

-4
5.53 8.94

tesile strength (MPa) 10.978 17.033 18.005

Radiation

-curing

conductivity (S/cm) 9.20x10-4 - -

tesile strength (MPa) 11.143 - -

그림 22. Al2O3 입자 크기에 따른 이온전도도

- 그림 23은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갖는 Al2O3와 PVdF(9/1, w/w)를 non-woven에 코

팅된 분리막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400nm Al2O3와 50nm Al2O3를

혼합한 경우와 50nm Al2O3를 단독으로 사용한 분리막의 경우 인장강도가 400nm

Al2O3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30%이상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입자 크

기가 작을수록 많은 무기물 입자들과 PVdF과 같은 고분자 바인더가 더 치밀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그 사이에서 큰 인력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UV 가교

된 경우에도 50nm Al2O3를 단독으로 사용한 분리막은 liting-curing system에 의해

가교되지 않은 400nm Al2O3 분리막 보다 2배 이상 향상되었기 때문에 전자선을 통

해 가교된 분리막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24는 ight-curing system에 의해 가교되지 않은 50nm Al2O3와 PVdF(9/1,

w/w)를 non-woven에 코팅한 분리막의 표면을 나타내는 SEM image이다. 앞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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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00nm Al2O3를 사용한 분리막의 SEM image와 비교해 볼 때 더 치밀한 구조로

더 작으면서 많은 기공들을 형성함으로써 복잡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전지 제조시

우수한 shut down 특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림 23. Al2O3 입자 크기에 따른 인장강도.

그림 24. 50nm Al2O3/PVdF(9/1, w/w)가 코팅 된 분리막의 SEM Image

- 그림 25는 50nm Al2O3와 PVdF(9/1, w/w)를 non-woven에 코팅한 분리막으로

bi-cell을 제조하여 충/방전을 실시하여 얻어진 방전용량을 나타내었다. 각각 다른

C-rate(전류밀도)로 방전한 결과 초기 방전용량은 LiCoO2의 실제 용량 140mAh/g

를 상외 할 뿐만 아니라 좋은 power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무기물 나노

입자 Al2O3를 사용하는 분리막은 그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을 극대화

시켜 전해질에 대한 젖음성을 향상 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욱 작은 크기로 기공을

분포 시켜 주어 치밀한 구조를 형성하여 shut down 특성 을 향상시키면서 리튬 이

온의 원활한 기동성(mobility)를 유지하게 하여 분리막의 물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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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50nm Al2O/PVdF가 코팅된 분리막을 전자선

에 의해 가교시킨다면 훨씬 강화된 특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됨으로 추가적으로 실

험을 진행 할 예정이다.

그림 25. 50nm Al2O3/PVdF(9/1, w/w)가 코팅 된 분리막이 적용된 cell의방전용량

바. PMMA 기재 유/무기 복합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본 실험에서는 커플링제(coupling agent)로 400nm 또는 50nm Al2O3(AES-11,

Sumitomo cheml Co.)와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표면처리된 Al2O3을 사용하였다. 이

것은 커플링제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 (TMSPMA, Aldrich)와

Al2O3을 용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C~150°C 사이의 온도로 24시간 중탕하여 얻

었다. PVDF-HFP powder(KYNAR FLEX 2801-00, Atochem. Co.)는 acetone을 용

매로 사용하여 5 wt% PVDF-HFP solution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형물 25%를

유지하는 전체 solvent 값을 정한 후, 고형물인 Al2O3와 PVDF-HFP를 질량비 9대1

로 acetone과 혼합하여 3h동안 300RPM으로 교반시킨 후 ultrasonic

cleaner(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분정도 분산시켜 슬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고분자 기재(matrix)로 Poly(methyl methacrylate)(PMMA,

Mw=350,000, Adrich) 기반 film을 제조 하였다. PMMA film은 용매로

n-methyl-2-pyrrolidone (NMP,Adrich)와 함께 교반시킨 뒤 , 유리 기판 위에

doctor blade를 사용하여 casting 시켰다. 코팅된 유리 기판은 진공 오븐(vacuum

oven)에서 80°C/5h 이상 건조시켜주었다. 그 뒤로 1L이상의 증류수가 있는 water

bath에 유리 기판을 놓아 둔 뒤 얇은 필름을 얻었다 이후 진공 오븐에서 다시

60°C/2h 건조시켰다. Coating은 습도가 40%미만인 실내 공간(chamber)에서

PMMA film을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2)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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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은 Al2O3와 PVdF를 non-woven과 PMMA film을 고분자 기재로 사용하여

얻은 이온 전도도와 인장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순수 PMMA 필름은 기존에

non-woven을 지지체로 하여 Al2O3와 PVdF를 코팅한 분리막보다 매우 우수한 기

계적 강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상용화된 SK Energy PE separator와 비교해도 손

색이 없었다. 그림 26에서처럼 PMMA를 고분자 기재로 사용하여

Al2O3/PVdF(9/1, w/w)코팅한 분리막의 인장강도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아래와 같

은 식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max  max

- 인장강도 σmax는 시편이 받는 최대 하중 Pmax를 시편의 단면적 A0로 나눈값이다.

여기서 단면적은 시편의 폭과 두께의 곱으로써, 단면적과 인장강도는 반비례함으로

두께가 두꺼울수록 인장강도는 감소하는 것이다. 이로써 PMMA를 고분자 기재로

사용하는 것은 기계적 특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표 5. PMMA를 고분자 기재로 사용한 분리막의 특성 비교

Sample
Thickness

(㎛)

Ionic-conductivity

(S/cm)

Tensile strength
(MPa)

a .Non-cured Non-woven 30 9.62x10-4 9.59

b. Pure PMMA 10 5.35x10
-4

48

c. Coated PMMA 30 4.39x10
-4

35

d. PE separator

(SK Energy Co., Ltd.)
12 9.01x10-4 45

그림 26. PMMA film의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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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MMA를 지지체로 Al2O3/PvdF(9/1, w/w)를 코팅한 분리막의 단면과 표면

SEM Image

- 그림 27은 PMMA를 지지체로 하는 Al2O3/PvdF(9/1, w/w)가 코팅된 분리막의 단

면과 표면 SEM image를 나타낸다. 가운데 PMMA를 지지층으로 양 쪽에

Al2O3/PvdF(9/1, w/w)가 코팅된 3상 구조와 분리막 표면은 다공성을 갖는 구조를

SEM image 통해 확인 하였다.

그림 28. PMMA를 지지체로 Al2O3/PvdF(9/1, w/w)를 코팅한 분리막의 치수안정성

(150°C/20min)

- 그림 28은 Al2O3/PvdF(9/1, w/w)가 코팅된 PMMA 기반 분리막의 치수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상용화된 SK Energy의 PE separator와 순수

PMMA film를 진공 오븐에 150°C/20min 함께 넣어 두었다. 그림 18 처럼

Al2O3/PvdF(9/1, w/w)가 코팅된 PMMA 기반 분리막은 열에 의한 변형이 다소 있

었으나 PE separator와 비교해서는 온전한 분리막 형태를 유지 하고 있음을 확인하

여 고온에서도 우수한 열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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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MMA를 지지체로 Al2O3/PvdF(9/1, w/w)를 코팅한 분리막이 적용된 cell의

방전용량

- 그림 29은 Al2O3/PvdF(9/1, w/w)가 코팅된 PMMA 기반 분리막을 가지고 bi-cell

을 만들어 다양한 C-rate에 따른 방전 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전 용량은 LiCoO2의 실제 용량 140mAh/g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Li-ion

battery 환경에서 무난히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결론적으로, 고분자 기재(polymer matrix)로 PMMA를 적용하게 된다면

Al2O3/PvdF(9/1, w/w)가 코팅된 PMMA 기반 분리막은 기존의 분리막을 대체하여

Li-ion battery system에서 무기물 나노 입자와 더불어 치수 안정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

다. ㎛단위의 기공이 분포 하는 PMMA film를 제조하여 이온 전도도를 향상 시키

고 방사선(전자선)을 조사여 그 특성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사. 방사선을 이용한 겔 고분자 전해질이 코팅된 PE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1) 실험방법

- PVDF-HFP (polyvinylidene fluoride-co-hexafluoropropylene)와 PEGDMA

(poly(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를 10/0, 9/1, 8/2의 조성으로 아세톤에 10 중

량%로 상온에서 5시간동안 용해하여 12um의 두께를 가진 상용 다공성

PE(polyethylene) 분리막을 습도 환경에 따라 (상대습도 0%, 25%, 50%) 딥코팅을

하여 자연 건조하였다. 상대습도 0%는 Glove box (물농도 5 ppm이하 산소농도

5ppm이하)에서 코팅하였으면, 상대습도 25%와 50%는 항온항습실에서 코팅조건을

확립하였다. 제조된 분리막을 질소 충진된 실링백에 포장하여 전자빔은 가속선량

2.5MeV, 전자전류 1mA로 조정하여 총 조사선량 50, 100, 150, 200kGy로 설정하여

조사하여 제조하였다.

(2)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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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선 조사에 의한 PVDF-HFP/PEGDMA와 PE 분리막 사이의 화학적 결합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세톤으로 세척, 두께 변화 및 단위 면적당 코팅된 고분자의 무

게, FT-IR를 측정하였다.

- 그림 30에서 전자선 조사처리 전의 샘플들은 아세톤으로 세척 후에 코팅된 고분자

들이 모두 제거되었으나 전자선 조사후에는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그리고

PEGDMA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상용 분리막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

PVDF-HFP/PEGDMA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PVDF-HFP만 코팅된 분리막은 50kGy에서는 코팅된 고분자가 아세톤에 모두 제

거되었고 100kGy이상부터 고분자의 함량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EGDMA의 첨가로 50kGy이상부터 고분자의 함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아세톤의 세척에도 고분자가 남아 있다는 것은 전자선 조사를 통해 상용분리막과

고분자사이에 라디칼이 형성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여 아세톤이라는 용매에

저항성이 증가로 인해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PEGDMA라는 가교제의 첨

가는 PVDF-HFP와 상용 PE 분리막 사이에 보다 많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FT-IR측정에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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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상용 PE 분리막에 화학적으로 결합한 고분자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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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FT-IR spectra

- 그림 31에서 PVDF-HFP만 코팅된 분리막에 50kGy로 조사된 샘플을 세척하였을

때의 IR 스펙트럼은 상용 PE 분리막과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나 100kGy에서는

PVDF-HFP에서 C-F의 특성 픽인 1500 과 1350~1100 cm-1이 나타났고 100kGy이

상에서도 동일한 픽이 나타났다 이는 PVDF-HFP가 상용 PE 분리막에 화학적 결

합을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PVDF-HFP/PEGDMA (8/2)에서는 50kGy에서 카보네

이트의 특성 픽인 1728 cm-1와 C-F의 특성픽 1500, 1350~1100 cm-1이 각각 나타났

다 특히 1640 cm-1에서 나타나는 메타크릴레이트의 이중결합의 특성픽이 사라진

것을 볼 때 PEGDMA가 모두 반응에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튬 고

분자 배터리에서 겔 고분자를 사용할 때 전극에 코팅을 하거나 상용 PE 분리막에

코팅을 하여 사용하는데 대부분 물리적 결합을 통한 방식이어서 실제 공정에서 코

팅된 고분자가 벗겨지거나 전해액의 첨가로 인해 고분자가 벗겨지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전자선 조사를 도입하여 PVDF-HFP와 가교제인 PEGDMA를 이용하여

상용 PE 분리막과 화학적인 결합을 증가 시킴으로써 공정상의 고분자 벗겨지는 문

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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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코팅 환경 및 PEGDMA의 함량에 따른 기공도

- 그림 32에서는 코팅 조건 (상대습도 0%, 25%, 50%) 및 PEGDMA 함량에 따른 기

공도를 나타냈다. 상대습도 0%에서 코팅을 했을 경우 기공도는 기존의 상용 PE 분

리막(기공도 :35 %)에 비해 낮은 기공도를 보였고 상대 습도 25%이상에서는 기존

의 상용 PE 분리막에 비해 높은 기공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습

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PEGDM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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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코팅 환경 및 PEGDMA의 함량에 따른 코팅된 고분자의 밀도

- 그림 33에서는 코팅 조건 (상대습도 0%, 25%, 50%) 및 PEGDMA함량에 따라 동

일한 두께로 코팅이 된 일정 크기(4cm X 4cm)의 샘플에서 상용 PE분리막에 코팅

된 고분자의 밀도를 계산한 것이다. 습도 조건에 따라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밀도

가 작아지고 PEGDMA가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같은 코팅된

부피내에 무게의 변화는 습도가 높은 조건 및 PEGDMA의 함량의 증가함에 따라

작아진다. 이는 높은 습도조건으로 고분자 용액을 코팅하는 과정에서 용매가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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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높은 습도로 인해 고분자용액과의 phase inversion이 발생하여 기공을 만들

게 된다. 따라서 밀도가 높은 조건에서 낮아지는 이유가 기공이 많이 생겨 상대적

으로 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이다. PEGDM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낮

아지는 이유도 PEGDMA가 친수성으로 많은 기공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SEM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a) (b)

그림 34. 코팅 환경 및 PEGDMA의 함량에 따른 코팅된 고분자의 SEM image :

(a) 표면, (b) 단면

- 그림 34는 코팅 조건 및 PEGDMA 함량에 따른 PVDF-HFP/PEGDMA가 코팅된

상용 PE 분리막의 표면과 단면을 SEM image로 나타내었다. 상대습도 0%에서 코

팅된 PVDF-HFP/PEGDMA 코팅된 상용 분리막의 표면에는 기공이 전혀 발견되

지 않는 것에 비해 상대습도 25%이상일 경우 기공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가 있다. 또한 PEGDM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수가 많아짐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이는 앞서 기공도에서 보듯 코팅이 될 때 고분자 용액이 건조 과정에서

공기중 수분과 아세톤 용매와의 phase inversion에 의해 기공이 생기고 공기중 수

분이 많아 질수록 기공의 수도 증가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PEGDMA의

친수화 성질은 보다 많은 수분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공을 만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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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코팅 환경 및 조사량에 따른 PVDF-HFP/PEGDMA 코팅된 상용 PE

분리막의 액체 전해액 함침율

- 1M LiClO4 의 리튬염에 EC(ethylene carbonate)/PC(propylene carbonate) 부피비

1/1인 조성의 액체전해액에 PVDF-HFP/PEGDMA가 코팅된 상용 PE 분리막을 24

시간 침지하여 식(2)를 통해 액체 전해액 함침율을 구하였다.

- 그림 35은 제조된 막의 액체 전해액 함침율을 코팅 조건, PEGDMA의 함량, 전자

선 조사 선량에 따라 나타내었다. 전자선 조사전의 액체전해액 함침율 보다 조사

후의 액체전해액 함침율이 떨어졌다. 상용 PE 분리막의 액체전해액 함침율이

175%였고 상대습도 0%에서의 코팅된 막은 상용 PE 분리막의 액체전해액 함침율

보다 낮았다. 이는 상대습도 0%에서 코팅된 막은 SEM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코팅

된 고분자가 상용 PE 분리막의 기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액체전해액의 함침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상대습도 0%를 제외하고 상대습도 25%이상일때는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액체 전해액 함침율이 감소하다 일정 부분에서 평형을 이루

고 습도가 높을수록 액체전해액 함침율이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공도

및 SEM 분석에서 습도가 높아 질수록 기공도가 높아지고 기공이 많아져서 액체전

해액의 함침율이 증가하게 된다.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하게되면 PE 상용 분리막

및 PEGDMA가 가교가 일어나서 고분자의 사슬의 운동성이 떨어져 액체전해액의

함침율이 떨어지게 된다.

- 그림 36은 코팅 환경 및 조사량에 따른 PVDF-HFP/PEGDMA가 코팅된 상용 PE

분리막의 이온전도도를 표시하였다. 전자선 조사전과 조사후를 비교했을 때 전자선

조사후의 이온전도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코

팅습도가 낮을수록 이온전도도는 감소한다. 이는 액체전해액 함침율과 같은 결과

로 전해액 함량에 따른 결과로 기인된다. 상용 PE 분리막의 경우 6.43X10-4 S/cm의

이온전도도를 가지며 상대습도 0%를 제외한 코팅환경에서 코팅된 고분자전해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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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대습도 50% 코팅조건에서

10-3 S/cm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전도도를 유지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기공도

의 영향으로 많은 액체전해액을 함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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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코팅 환경 및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PVDF-HFP/PEGDMA 코팅된 상용

PE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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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verse Direction Test condition : 150oC for 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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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PVDF-HFP/PEGDMA 코팅된 상용 PE 분리막의

열수축률; (a) Machine Direction(MD), (b) Transeverse Direction(TD)

- 리튬 이차전지에 있어서 분리막의 역할은 전해액에 젖음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외

에 양극과 음극을 격리시키는 격리막으로써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열에 의

해 분리막이 shut down이 되고 수축하게 되면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접촉이

일어나 폭발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분리막의 수축률을 구하기 위해 상용 분리막 및



- 202 -

제조된 분리막을 일정 면적(4 cm X 4 cm)으로 준비 150oC 1시간 동안 대류 오븐으

로 수축률을 구하였다. 그림 37는 코팅 환경 및 조사량에 따른

PVDF-HFP/PEGDMA가 코팅된 상용 PE분리막의 열 수축률을 나타내었다. 조사

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 수축률이 MD(machine direction)과 TD(transverse

direction)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PEGDM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용 PE 분리막의 경우보다 모두 열 수축률이 낮았다. 그림

38에서 전자선 조사 전후에 따른 PEGDMA의 함량변화가 열 수축률에 미치는 영

향을 보여주는데 전자선 조사전에는 PEGDMA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 수축률이

나빠(증가)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kGy의 전자선 조사를 했을 때 PEGDMA의 함

량이 증가할수록 열 수축률이 향상(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EGDMA가 조사 전에는 코팅된 고분자 내에 가소제 역할을 하면서 기공을 형성

하는데 도움을 주나 분자량이 적어 열에 취약하지만 전자선 조사후에는

PVDF-HFP와 상용 PE 분리막 사이에서 가교반응이 일어나 내열성을 가지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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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PEGDMA 함량에 따른 PVDF-HFP/PEGDMA 코팅된 상용 PE 분리막의

열수축률; (a) Machine Direction(MD), (b) Transeverse Direction(TD)

A : 열 수축전 B: 열 수축후

그림 39. 열수축 전후 PVDF-HFP/PEGDMA 코팅된 상용 PE 분리막의 열수축

사진; (a) Bare separator at 0kGy, (b)PVDF-HFP/PEGDMA(8/2)-coated

separator at 0kGy R.H. 50% (c) PVDF-HFP/PEGDMA(8/2)-coated

separator at 200kGy, R.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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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은 조사선량 및 PEGDMA의 함량 증가로 기존의 상용 PE 분리막보다 높

은 내열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 다공성막에 PVDF-HFP (polyvinylidene

fluoride-co-hexafluoropropylene)와 가교제 역할을 하는 올리고머 PEGDMA

(poly(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를 다양한 습도 조건 하에 딥코팅한 후 전자

선 조사하여 폴리에틸렌 다공성막과 코팅된 고분자 사이에 화학적 결합 및 가교를

통해 열적으로 우수한 다공성 고분자 겔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가교제

PEGDM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PVDF-HFP가 PE 분리막에 화학적 결합이 많

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딥코팅 환경에서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친

수성의 PEGDM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딥코팅후 건조시 PVDF-HFP의 상분리

시 기공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선 조사에 의해 전해액 함침

율이나 이온전도도가 떨어지나 상용 PE 분리막에 비해 높은 전해액 함침율 및 이

온전도도를 가진다. 특히 PEGDMA의 함량의 증가는 PVDF-HFP의 코팅층에 가교

반응을 일으켜 열수축률에서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 PVDF-HFP/PMMA로 코팅된 리튬 이차 전지용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PVDF-HFP와 PMMA를 acetone에 용해시킨 후 함량별(10/0, 8/2, 6/4, 5/5, 4/6,

2/8, 0/10)로 상용 PE 분리막에 딥코팅(dip-coating)방법으로 코팅후 꺼내어 항습

조건(R.H. 40 %)에서 건조하여 제조하였다.

- 실제 리튬이차전지에 적용시켰을 때의 용량 구현 및 수명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위전지를 제조하였다. 음극은 그래파이트계 활물질(mesocarbon microbead

(MCMB)), 도전재, 바인더 역할을 하는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구리 집전

체로 양극은 활물질로 LiCoO2, 도전재, 바인더, 알루미늄 집전체로 구성된다. 단위

전지는 음극과 양극사이에 제조된 PVDF-HFP/PMMA로 코팅된 분리막으로 구성

되고 코인셀 타입으로 제조되었다. 이 조립과정은 모두 아르곤으로 채워진 글로브

박스 안에서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사이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4.2V 충전 - 3.0V

방전 cutoff voltage로 설정한 후 0.1C 조건에서 formation후 0.5C 조건으로 테스트

를 진행하였다. 방전 속도에 따른 셀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0.1C로 충전은 유지

한채로 방전 조건을 0.2, 0.5, 1, 1.5, 2C로 변화를 주면서 기존의 PE 분리막과의 성

능을 평가하였다.

(2)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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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DF-HFP

/PMMA
10/0 6/4 5/5 4/6 0/10

표면

단면

그림 40.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른 분리막 표면 모폴로지(SEM image)

- 제조된 분리막의 표면을 SEM 이미지를 통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40에서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라 제조된 분리막의 표면 image를 관찰했다.

PVDF-HFP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형태가 뚜렷해지며 기공의 volume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PMMA만 코팅된 경우(0/10) 기공을 관찰할 수 없었

다.

- 그림 41 (a)는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른 미세기공 크기(pore size), 비

틀림도(tortuosity)와 공극률(porosity)을 나타냈다. PVDF-HFP/PMMA (2/8) 조성

에서부터 공극률과 기공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나타났고, 비틀림도는 2/8 조성

에서 급격히 높아 졌다. 또한, 그림 41(b), PVDF-HFP/PMMA 함량에 따른 전해

액 함침율은 2/8 조성에서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그림

41(a)에서의 공극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극률이 줄어질수록 전해액이 함침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a) (b)

그림 41.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른 분리막 (a) 미세기공 특성,

(b) 전해액 함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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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른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 그림 42는 PMMA 함량이 많을수록 이온전도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나, 5/5

조성에서 특히 전도도가 가장 큰 값(1.75 mS/cm)을 나타났다. 이는 PMMA 특성중

하나인 전해액과의 친화도 증가로, PMMA 함량이 증가할수록 이온전도도가 증가

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또한, PVDF-HFP로 인한 전해액을 함침할 수 있는 표면

의 기공형태특성과 PMMA의 특성의 적절한 조합인 5/5 조성에서 이온전도도가 가

장 크게 나타났다.

- 그림 43는 PVDF-HFP/PMMA가 코팅된 분리막의 산화 안전성에 관한 특성이다.

모든 조성비에서 5V 이상에서 산화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리튬

이차전지가 산화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2V까지만 충전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에

서 5PVDF-HFP/PMMA로 에서 5V 이을 사용할 MM 5V까지 충전해도 산화안정

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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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른 분리막의 전기 화학적 특성.

(a) (b)

그림 44. PVDF-HFP/PMMA 함량에 따른 분리막의 성능에 관한 특성.

- 그림 44에서 PVDF-HFP/PMMA로 코팅된 분리막을 셀 안에 조립해 셀의 성능에

관한 특성을 관찰하였다. 그림 44(a)에서는 0.2C에서의 방전 용량부터 2C 에서의

방전용량까지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C-rate를 변화시켰을 때 방전용량은

5/5 조성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그림 44(b) 는 0.5C 충전 0.5C 방전으

로 300회까지 충방전 후 방전용량을 관찰하였다. 그림 44(a)의 C-rate 시험에서와

같이 반복 충방전 시험에서도 5/5 조성비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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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치료 유효 천

연물선별

- 7종 이상

1) 동의보감, 본초학 등의 문헌을 통해 7종의 아

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억제하는 유효 천연물

선별

2) 선별된 천연물을 용매추출, 열수추출, 혼합

용매추출, 고온추출, 상온추출, 적정온도에

의한 추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

3) 추출된 유효물질을 고체, 액체로 분류하여

MNR, FTIR, GC/MS, LC/MS 분석

4) Human Mast Cell (HMC-1)과 Mouse Mast

Cell (MC-9)을 이용하여 항알레르기 반응인

TNF-α, IL-6, IL-8, INF-γ를 ELISA Kit을

이용하여 분석

5) HaCaT라는 각질세포주를 이용하여 추출물

의 농도 및 성상에 따른 안정성 검증

20 100

특허 출원 1건, 논문

게재 3편, 논문 투고

1개

아토피 피부

염 치료용 하

이드로겔 합

성

- 천연고분

자 2종,

합 성고분

자 2종

1) 증류수, 메탄올, 에탄올, 혼합용매에 의한

수세, 추출법을 이용하여 PVA 정제

2) 방사선(감마선, 전자선)을 이용한 가교, 동결

/융해에 의한 가교 등 최적의 가교기술 개발

3) 유효추출물과 최적의 가교 조건을 가지는

고분자를 선별하여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4) 추출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의 기계적 강도

및 겔화율, 팽윤도 등을 측정

5)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을 동결건조 하

여 FTIR, DSC 분석

6) 글리세린, PEG,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가소

제를 첨가하여 하이드로겔의 물성과 효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

20 100

국내특허등록 1건,

국외특허출원 3건,

논문 게재 2편

하이드로겔용

막 합성 - 조

사량효과, 고

분자 농도 효

과

1) HDPE, VLLDPE의 압출성형으로 막 제조,

기공형성제와 연신방법에 따른 기공도 조절

2) HDPE, VLLDPE 막의 수분 투과도 측정 및

기공율 측정으로 하이드로겔 적용 가능성 평

가

3) 기공형성제의 함유량과 방사선 조사전후의

연신 방법에 따라 막의 기공율 및 기계적 강

도의 변화 측정

4) 제조된 막을 하이드로겔에 적용하기 위한

HaCaT 세포주를 이용하여 독성 평가

30 100

특허출원 1개, 논문

게재 2편, 논문투고

1편

하이드로겔용

막 합성 - 조

사량효과, 고

분자 농도 효

과

1) HDPE, VLLDPE의 압출성형으로 막 제조,

기공형성제와 연신방법에 따른 기공도 조절

2) HDPE, VLLDPE 막의 수분 투과도 측정 및

기공율 측정으로 하이드로겔 적용 가능성 평

가

3) 기공형성제의 함유량과 방사선 조사전후의

연신 방법에 따라 막의 기공율 및 기계적 강

도의 변화 측정

4) 제조된 막을 하이드로겔에 적용하기 위한

30 100

특허출원 1개, 논문

게재 2편, 논문투고

1편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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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aT 세포주를 이용하여 독성 평가

고분자 전해

질 겔 합성 -

monomer 5종

이상, 전도도

2×10
-3
S/cm

이상, current

o n s e t ;

4.5VLi/Li+

1) AN/MMA/액체전해액 혼합 액체전구체 제

조, 감마선 조사에 의한 겔형성 확인

2) PEGDMA의 함량에 따른 압축강도 이온전

도도 측정

3)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겔 압축강도 storage

Modulus 및 이온전도도 측정

4) 압축강도 및 storage modulus 측정

5) 이온전도도 및 LSV 측정

6) 딥코팅시 습도조건에 따른 기공도 변화 및

이온전도도 측정

30 100

특허출원 1건, 논문

게재 2편, 논문 투고

2편

총계
5)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천연소재 약

물이 함유된

아토피 피부

염 치료용 하

이 드 로 겔 의

제조

1)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

을 제조하고 Nc/Nga 마우스에 아토피 피부

염을 유발하여 치료 효능을 검증. 치료과정

중 안와정맥 혈액 추출을 통해 면역학적 기

전과 혈액분석을 실시하고, 피부는 염색을

실시하여 조직학적인 관찰을 함.

2) 인체에 적용하기 위한 하이드로겔의 세포독

성 및 토끼를 이용한 안 독성 평가. 토끼의

눈에 추출물을 삽입하고 독성여부를 평가

함. 세포독성은 인간의 각질세포주와 섬유아

세포주를 이용하여 독성을 평가함.

3) 제조된 하이드로겔이 자체 접착력만으로 피

부에 잘 부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

양한 제형의 연구가 이루어짐. 최종 접착성

은 돼지의 피부를 이용하여 테스트함.

30 100

특허 출원 4건, 논문

게재 2건, 논문 투고

2건

(주)아가방앤컴퍼니

기술이전 완료

하이드로겔과

수분증발방지

막의 접착기

술

1) 하이드로겔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접착제로는 부착이 되지 않음. 방사선

기술과 종래의 접착제를 이용하여 하이드로

겔이 잘 부착할 수 있도록 함.

2) 하이드로겔과 다양한 종류의 수분증발방지

막, 다양한 접착제 조성을 이용하여 접착 강

도 및 수분 투과도를 측정함.

20 100

특허출원 1건, 논문발

표 2건, 논문투고 1건

이 차 전 지 용

막 개질 및 고

분자 겔 전해

질 제조기술

개발 - 고온

수축율 상용

분리막 대비

1) impedence analyzer를 이용하여 제조된 전

해질막과 상용 PE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및

LSV를 측정 비교하였음

2) 제조된 전해질막을 이용하여 coin cell를 제

작 충방전기를 통해 C-rate 측정

3) 제조된 전해질막을 충방전기를 이용하여 충

전 방전 profile 확인

4) 유기물 혼합 PE separator 및 유기/무기 나

50 100
특허출원 2건, 논문

게재 5건, 논문 투고

3건

2. 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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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향

상, 유/무기

나노 복합 분

리막 2종이상

개발

노 복합분리막 제조

5) 100 cycle 충방전후 코인 외관 검사시 전해

액 누출 유무 코인셀 외관 검사

총계
5)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약물 함유 하

이 드 로 겔 의

항알레르기성

약효검증

- 임상 50건

이상 수행

- 추출물 함

유 하이드로

겔 3종 이상 :

치료효과 검

증

1)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동물 모델을 이용한 하

이드로겔의 효능 검증을 위하여 현재 1,100건

의 동물 (Nc/Nga mice 600건, Hairless mice

500건)을 사용하여 효능을 검증함 (치료효능

85%)

2) 치료전과 치료중, 치료후 동물의 혈액을 채

취하여 혈액중 염증 유발인자의 감소를 확

인함.

3) 치료가 완료된 후, 마우스의 조직을 적출하

여 조직학적인 분석을 수행함. 수행결과 아

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이 각질세포

의 침윤이 적어 치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함.

4)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실시함. 현재

52명의 환자에 대해 실험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 있음. 시험 결과 90%이상의 치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하이드로겔의 보습유

지 효과와 더불어 추출물인 NHEB-05가 피

부에 침투함으로써 상승효과가 일어나는 것

으로 보임.

5) 현재 KFDA 승인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모두 완료한 상태임.

50 100

민감성 피부용 스킨

케어 제품 (PUTTO
Ⓡ) 출시 (2009. 9)

SCI 논문 1편,

국내특허 2건 출원

이차전지 분

리막 및 고분

자 겔 제조

- 이론용량

대비 90%

- 충방전 :

100cycle 이상

1) 상용 분리막의 전자선 조사시 beam current

조절하여 높은 가교도 및 내열성이 향상된

분리막을 개질함. 특히 beam current가 적

을 수록 가교도가 증가하고 열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함을 확인함.

2)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기공형성제로 stearyl alcohol과 dibuthyl

phthalate(DBP) 를 HDPE와 혼합/압출, 추

출 공정을 통하여 분리막의 porosity를 증가

시킴.

3) 분리막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무기물 충진과

방사선 조사를 통한 가교효과로 높은 기공

도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기계적 물성 및 낮

은 열수축성을 가지는 리튬 이차전지용 폴

리에틸렌 다공성 분리막을 개발함.

4)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인 Al2O3/PVDF-HFP

에 가교제인 TTT를 첨가하여 내열성이 강

50 100

3. 3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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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 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의 중추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보다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고품질의 제품 생산

이 가능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관련 산업이 RT산업의 주요 기술로 자리잡고

있음.

- 의료계 추산에 따르면 연 5천억원 이상이 ‘아토피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기술이 개발되면 국내외

적으로 이러한 제품이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

함.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조하는데

도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생체 재료는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임. 의료용 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이것

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개질하여 여러 가지 화학적 기능을 도입할 수 있으며, 관, 필

름, 섬유, 겔 등으로 가공하기 쉬운 특징이 있음. 이러한 생체 재료는 신체와 접촉하

므로 독성이 없고, 신체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성질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화될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특성이 우수한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을 개발함. 400nm 크기

를 갖는 무기물을 기초로 하는 유/무기 복합

분리막의 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을 보다 향

상시키기 위하여 전자선 조사를 이용한 50

nm 급 무기물을 기초로 하는 유/무기 복합

분리막을 제조함. 무기물 입도 조절을 통한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 향상 (전자선 비처리

분리막 대비 기계적 물성 향상: 20% 이상

tensile strength 향상)

5) 상용 분리막에 전자빔을 이용하여 siloxane

및 borate를 그라프트한 고분자 전해질 막 기

술 개발 (Cycle test시 상용 분리막 대비 우

수, 4.2V cutoff시 200 cycle후 초기용량의

98% 유지, 4.4V cutoff시 200 cycle후 초기용

량의 90% 유지)

총계
5)

100 100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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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차전지 세계시장은 일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응용기술면에서 세

계 최고 수준에 있는 일본의 기술력과 신규시장 발굴에 탁월한 일본 특유의 상업성

이 접목되면서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음. 이처럼 일본이 주도

하던 이차전지 시장에 국내 업체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이차전지를 생산하기 시

작하였으나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었으나, 본 과제에서

는 내열성이 우수한 이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기

술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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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

-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 되

는 의료용 재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며, 본 연구개발

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분자 재료에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

화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활용 가능함.

- 이러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산업의 55%를 점유하는 RT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사선이외의 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고기능성

제품 생산이 가능함.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 다양

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겔/분리막/전해질 제조 기술은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의 핵심기술로,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활용기술이 증대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경제적 측면

-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열적, 화학적, 방법보다 친환경적, 저에너지

소비적, 고효율적인 공정으로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항공우주, 국방, 바이오, 나노, 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분야에 방사선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의료계 추산에 따르면 연 5천억원 이상이 ‘아토피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은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므로 그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2차전지 분리막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으

로, 이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실정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열성이

향상된 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기술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 이루어지면,

연3,000억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 측면

- 방사선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인공관절의 수명연장, 화상/상처 드레싱의 보건

의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항암약물전달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인공장기, 의료품을 생산할 수 있어 방사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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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 조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본 성과는 아토피성 피부질환의 치료 뿐만 아니라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 개념의 재료로써 가려움의 예방과 긁은 후 2차적인 상처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국민 보건 의료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내열성이 향상된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DMB 정보

통신기기 등 전기, 전자, 통신 산업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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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연구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연구 논문 및 특허 다수

○ 외국 전문가 국내 방문시 지참한 연구 논문 및 발표 자료 다수

○ 국제학회에서 참가하여 수집한 초록집 다수

- 제9회 Polymers for Advanced Technologies 국제심포지움(신준화, 2007년 10월,

중국 상해)

. Conjugate Polymer에 대한 응용으로 OLED와 백색광 물질 개발 그리고 고분자

태양연료전지에 관한 연구정보 수집

- IAEA CRP 1차회의 참석 (노영창, 2007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 방사선그라프트기술을 이용한 흡착제 및 선택적 분리막 개발(Development of

Novel Adsorbents and Membraned by Radiation-Induced Grafting for Selective

Separation Purpose)에 대한 기술 현황 토의 및 정보수집

- 2007 Polymer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참석(임윤묵, 2007년 8월, 스웨덴

괴텐버그)

. 이차전지 막관련 논문 및 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섬유 논문발표

"Biodegradation properties of polycaprolactone nanofibers by gamma-ray

irradiation" 각국의 고분자 가공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동향 파악

- 15th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IMRP) 2008 학회 참석, 논

문 발표 및 자료 수집 (노영창, 2008 년 9월, 영국 런던)

. 다양한 국가에서의 방사선 조사 장치 개발 동향 및 방사선을 이용한 신소재, 생

명공학, 의학, 환경,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개발 동향 파악 및 정

보수집

- ICOM 2008 (International Congress on Membranes and Membrane Process)

(신준화, 2008년 7월, 미국 하와이)

. 최근 연료전지막 개발 동향 및 자료수집 및 연료전지막 국외 전문가와 의견 교환

및 정보공유

- 114th Symposium of Young Asian Biochemical Engineers' Community

(YABEC) 2008 학회참석 (권희정, 2008년 11월, 일본 동경)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4개국 생물공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에 맞춘 바이오 매

스, 바이오 연료, 폐기물 처리 등을 주 내용으로 발표되었고, 생체재료와 관련한

생명공학, 의학 등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개발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 IAEA CRP 1차회의 참석 (노영창, 2009년 6월, 스위스 바덴)

. 방사선그라프트기술을 이용한 흡착제 및 선택적 분리막 개발(Development of

Novel Adsorbents and Membraned by Radiation-Induced Grafting for

Selective Separation Purpose)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자료수집

- 2009 European Polymer Congress (EPF '09) 학회 참석(박종석, 2009년 7월, 오

스트리아 그라츠)

. 기능성 고분자에 관련된 논문 발표, 나노재료, 생체재료를 이용한 생체공학적 응

용, 다기능성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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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 최초로 전기방사, 원심식 방사법을 이용하여 탄화 규소 섬유를 제조하는 원천 기술

을 개발함. 새로운 섬유방사법에 의하면 탄화규소를 섬유 뿐만 아니라 mat 형태로도 제

조가 가능하여 항공, 우주, 국방 소재로서의 그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o 방사선 경화 기술을 이용하여 에폭시 복합재,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함.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로 하이브리드 압력용기,

LNG 압력용기 등을 제작함.

o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시 기존 열경화 공정에 비해 경화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 접착 강

도가 우수한 전자선 경화 이용 도전성 접착 기술을 개발함.

o 방사선을 이용하여 기존의 열경화법에 비해 공정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탄소/탄화규

소, 탄소/탄소 복합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함.

o 방사선 경화기술은 열경화 공정에 비해 저에너지 소비, 친환경적인 기술로 정부의 녹색

기술 정책에도 부합되며, 개발된 기술 등은 항공우주, 원자력, 자동차, 국방, 전자부품 소

재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방사선, 탄화규소섬유, 에폭시 복합재,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접합기술

영 어
Radiation, SiC fiber, Epoxy composite,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Adhesion technology

보고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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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방사선 이용 복합 신소재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항공우주산업에서는 고성능 고효율의 시스템을 개발하기위해 경량이면서 고온강

도에 대한 저항성이 큰 재료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탄화규소섬유는 고강도, 고

온 내열성, 내충격성, 내약품성이 있어 고강도 경량 복합재료의 강화섬유로서 기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유기규소 폴리머인 폴리카보실란 섬유 전구체를 공기 중

에서 약 200 ℃로 가열해 산소를 도입시켜 열산화를 통해 불융화 처리한 후, 1000∼

1300 ℃에서 소성하여 섬유를 제조하는데, 이와 같이 열산화법에 의해 제조된 탄화

규소 섬유는 1,300 ℃ 이상이 되면 산소가 원인이 되어 열분해되고 역학적 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섬유 내에 산소농도를 저하시키는 새로운 섬유경화기술이 필요

하게 되고 있다. 현재 국외에서 전자선 경화에 의한 섬유경화기술이 대안이 되어 활

용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전자선 섬유경화기술이 전무한 실정이다. 탄화규

소섬유는 기술이전이나 수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국산화의 필요성이 요구된

다.

국내에서의 탄소 복합재 및 탄소섬유 강화 복합소재 연구개발은 전통적인 열경화

형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시설(오토클레이브)이 필요하고 에너지 비용이 높

고, 휘발성 유해성분 배출등 난점을 갖고 있다.

복합재료 제조 관련하여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 열경화법으로는 프리프레그의 제

법상, 용제를 이용하는 것이 많고 주위 환경 오염과 작업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선 경화법의 이점은 실온에서 단시간에 반응하고, 고속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휘발성 유해성분 배출 위험이 적고, 열에 약한 소재 또는 열용량이 큰 소재

에의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항공기 구조체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으로 전자선 경화 및 접합공정

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첨단섬유 이용, 전자선 경화형 프리프레그, 수지이송

성형법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성형품마다 최적의 제조과

정을 채택하고, 사용되는 매트릭스 수지도 각각 다른 점도의 수지를 준비하고 넓은

점도 범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전자선 조사에 의한 경화법이 필요하다.

반도체 디바이스를 적층하는 데 있어서 저유전 재료막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공정

이다. 저유전 고분자 재료가 경화가 덜되면 그 막의 경도(hardness)가 낮게되고, 과

도하게 경화되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적층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저유전 재료의 경

화기술은 저유전막의 유전율과 경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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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열경화 기술은 저유전막의 경도를 조절하는 데 한계성이 있다. 한편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면 저유전막의 경화정도를 전자선량을 조절하여 적층조건에 알

맞은 저유전율 및 경도를 갖도록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탄화규소 섬유의 경우, 일본, 미국 및 독일 등에서 파일롯 규모로만 생산이 가능하

기 때문에 고가로 생산되고 있으며, 전략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내 수입이 불가

한 상황이다.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경제효과는 막대하다 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의 내열소재를 화학적 처리 및 열경화 방법 대신 친환경적이며 에너

지 절약 공정인 방사선 경화공정을 이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소재,

첨단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항공기 고온내열소재, 차세대 선체 구조물, 무인 항공기 등에서는 가벼운 구조물,

방탄성, 레이더 은폐성 등이나 감지 장치에 잡히지 않는 등의 특성이 필요하며 복합

재료는 하나의 재료시스템에서 이러한 기능을 통합시킬 수 있으므로 기능성 복합재

료의 발달과 응용이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기능성 복합재료는 국방 무기체계

및 비무기 체계에 적용 될 수 있어 전략 산업 및 민수산업으로 육성 가능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탄화규소 섬유 방사선 경화기술

1. 폴리카르보실란 종류에 따른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 폴리카르보실란 4종에 대한 경화특성 (분자량: 1,000 ∼ 3,000)

- 방사선 조사량 영향

- 경화분위기 영향

- 섬유경화 특성분석

2.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경화섬유 특성 분석

- 경화조건에 따른 프리세라믹 섬유 화학 조성비 측정

- 소성후 탄화규소섬유 화학조성비 측정

- 경화섬유 겔화율 측정

나. 탄화규소섬유 제조기술

1. 섬유방사 기술개발

- 프리세라믹 고분자선정(분자량이 다른 폴리카르보실란 선정)

- 고분자 방사액의 점도분석

- 섬유방사에 대한 용융온도와 압력영향연구

- 용매 및 농도에 따른 섬유방사 효과

2. 경화된 프리세라믹 고분자 탄화규소섬유화 기술개발

- 방사선 조사량(100-10,000 kGy)에 따른 탄화규소 전환특성 고찰

- 소성온도, 시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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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분위기 영향

- 섬유의 기계적 물성 측정

- 섬유의 열적 물성특성

3. 탄화규소 섬유 물성평가

- 열적안정성, 내산화성 평가(1300 ℃/산소 분위기에서 평가)

- 기계적 강도, 탄성율 평가

다.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 제조 기술

1. 방사선 경화형 에폭시 복합재 제조

- 경화형 에폭시 선정 및 개질

- 보강재 (탄소나노튜브, 탄소섬유, 천연섬유) 영향평가

- 보강재/에폭시 복합재의 방사선조사 영향

- 탄소섬유 강화 에폭시 복합재 제조

2. 복합재료 열적, 기계적 특성 분석

- 탄소나노튜브/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열적 물성 측정

-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열적 물성 측정

라. 방사선 이용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 기술

1.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LCD 액정 패널 접합기술 개발

- 전자선 경화형 접착제 선정

- 전자선을 이용하여 투과 깊이에 따른 디스플레이 접합시험

마.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저유전막 제조 기술

1. 반도체 층간재료 저유전막 제조기술개발 및 저유전상수 막 물성평가

- CVD/spin-on방식 이용 막 제조, k = 4.0 이하 유전막 제조

- 방사선 경화형 저유전재료 선정

- 유전율 측정

- 내에칭성 측정

- 경도 측정

바. 방사선 이용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

1. 항공기 부품용 고열부분(hot section) 적용 탄화규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제조 기술

개발

- 탄화규소섬유 강화 폴리카르보실란 기지 복합재료 제조

- 유기실리콘 단량체이용 화학증기 침투실험

- 복합재의 고온특성실험

2. 항공기, 로켓추진기관, 자동차 브레이크 소재용 탄소섬유강화 탄소 복합재 제조

- 보강섬유 프리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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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탄소 복합재료가공

Ⅳ. 연구개발결과

가. 탄화규소 섬유 방사선 경화기술

1. 폴리카보실란 종류에 따른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방사선 조사량(100∼10,000 kGy) 영향 평가

- 경화시 분위기(Ar, N2, He) 영향 및 섬유경화 특성 분석 (겔화율 90% 이상 확보)

2.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경화섬유 특성 분석

- 방사선 경화조건에 따른 섬유특성의 화학조성비 측정연구

(경화조건-분위기(Ar, He, N2, Air), 조사량(2∼10 MGy))

- 폴리카보실란섬유의 소성조건에 따른 화학조성비 측정연구

(소성조건-분위기(Ar, He, N2, Air), 시간(1∼3 MGy),온도 1300∼1500 ℃)

나. 탄화규소섬유 제조기술

1. 섬유방사 기술개발

- 전기방사법에 의한 폴리카보실란의 섬유방사 기술 개발 (폴리카보실란 4종, 분자량

: 1,000∼2,580 g/mole)

- 용융방사법에 의한 폴리카보실란 방사기술 연구 (폴리카보실란 3종)

- 습식방사법에 의한 폴리카보실란 방사기술 연구 (폴리카보실란 4종)

- 원심방사법에 의한 폴리카보실란 방사기술 연구 (폴리카보실란 2종)

2. 경화된 프리세라믹 고분자 탄화규소섬유화 기술개발

- 방사선경화(100∼10,000 kGy)된 프리세라믹의 소성 온도 및 시간 영향 평가 (소성

온도: 1300∼1500 ℃, 소성시간: 1∼3시간)

- 소성 분위기에 따른 섬유의 기계적 물성 측정

- 탄화규소섬유의 열적 물성 측정 (1300 ℃까지 열적안정성확보)

3. 탄화규소 섬유 물성평가

- 방사선 조사조건에 따른 섬유내 산소함량 분석 및 산소함량 조절 방법 개발 (산소

함량 2.6 %까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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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내 산소함량에 따른 폴리카보실란섬유의 경화율 측정(겔화율 98 % 이상 확보)

- 섬유 내 산소함량에 따른 탄화규소섬유의 기계적강도 측정 (최고인장강도 2.55

GPa, 최고 탄성율 259 GPa 구현-국내최고수준)

- 고온에서의 탄화규소섬유가 갖는 열적안정성 평가

(1500 ℃까지 열적 안정성 확보)

- 열처리에 따른 탄화규소섬유 형태 분석

- 고온에서 내산화성을 갖는 다공성 나노탄화규소 개발　

- 전기전도성을 갖는 탄화규소 나노섬유 개발　

- 고온에서 내산화성을 갖는 다공성 탄화규소 이용 전차파 차폐 및 흡수재 개발

다.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 제조 기술

1. 방사선 경화형 에폭시 복합재 제조

- 경화형 에폭시 선정(4종류) 및 방사선 경화특성 연구

- 보강재의 표면 개질을 통한 물성평가 측정

- 전자선 조사에 의해 안정화된 PAN계 탄소섬유의 제조기술개발

- 불소화된 카본나노튜브 보강 에폭시 복합재 제조

- 보강재/에폭시 복합재 제조 (감마선, 전자선 등 2종의 방사선과 탄소나노튜브, 탄소

섬유 등 을 이용하여 5종의 복합재 제조)

2. 복합재료 열적, 기계적 특성 분석

-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카본나노튜브/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동력학적 특성평

가

- 불소화된 카본나노튜브 보강 에폭시 복합재 물성평가

-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를 이용한 hybrid 압력용기 및 LNG 압력용기 시제품 제

작 및 신뢰성 평가

-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의 물성평가

라. 방사선 이용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 기술

(1)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LCD 액정 패널 접합기술 개발

○ 전자선 경화이용 도전성 접착제 경화기술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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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에 필요한 적정 접합강도가 열경화시 800 gf/cm 인데 반해 전

자선 경화공정 이용시 5분이내에 1,000 gf/cm의 높은 접합강도를 나타내어 향후 소

재접합으로의 적용 기술을 확보함

- 전자선 경화이용 copper clad laminate 기술개발

- LCD 액정 패널 접합시 주로 사용되는 copper clad laminate 기술을 전자선 경화방

식을 이용하여 요구물성(800 gf/cm)을 충족하는 1,050 gf/cm의 높은 접착력을 얻음

- 전자선 가속기의 에너지별(1 MeV∼2.5 MeV) copper clad laminate 경화거동을 연

구하여 에너지별 laminate 두께 결정 연구 수행

○ 전자선 경화 이용 TFT-LCD 및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용

복합재료 개발

- 고주파에서의 전자파 차폐 성능 90 % 이상 성능 확보

- 전자선 조사에 의한 연자성 재료 개발

- 전자선 경화형 전자파 차폐용 복합재료 개발

○ 이온주입에 의한 표면 접착강도 향상기술개발

-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 시 고분자와 금속간의 재료 특성차이로 인해 접착력이 감소

되는 현상을 고분자 표면에 질소, 네온, 아르곤 등의 이온을 주입하여 금속/고분자

간 접착력을 요구물성대비 130 % 수준의 높은 접착력을 얻음

마.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저유전막 제조 기술

(1) 반도체 층간재료 저유전막 제조기술개발 및 저유전상수 막 물성평가

- 반도체 층간 저유전 재료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HSQ (Hydrogen silsesquioxane),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재료를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 시켰으며 각각

k=3.3, 2.6 특성 확보

-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열경화 대비 5배 이상 증가된 10 GPa의 경도값을 나타내었

으며 금속 배선 에칭액인 질산 및 포토 리소그라피 공정에 사용되는 현상액인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등과 반응하지 않는 우수한 내에칭성 확보(무게

감소 없음)

- PAA(Polyamic acid)와 활성탄(coconut based activated carbon)을 이용한 다공성

무기-고분자 복합체 박막을 제조하였으며 k=2.1 특성 확보

○ 이온 주입에 의한 저유전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기존의 반도체 층간 저유전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SiO2 재료를 RF-magnetron

sputtering 방식으로 제조하고 질소 이온 주입을 통하여 유전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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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방사선 이용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

(1) 항공기 부품용 고열부분(hot section) 적용 탄화규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제조 기

술개발

- 탄화규소섬유 강화 탄소복합재료 제조 (3종) 및 특성평가

- 탄소섬유 강화 탄화규소 복합재료 제조 (3종) 및 분석

- 탄화규소섬유강화 탄화규소섬유 복합재료 제조(1종) 및 특성분석

- 탄소섬유강화 탄소복합재료 제조 (1종) 및 특성평가

- 화학증기침투 실험에 의한 SiC 복합재료 제조 (2종) 및 분석

- 복합재 고온특성 평가 (6종)

- 복합재 내열온도 1300℃(상용) 구현　

(2) 항공기, 로켓추진기관, 자동차 브레이크 소재용 탄소섬유강화 탄소 복합재 제조

○탄소섬유 프리폼(4종) 제조 기술개발

- 탄소섬유 프리폼 제작을 위하여 탄소섬유와 OXi-PAN 섬유를 이용한 NP(needle

punched) 프리폼을 제조

- 초고온 내열부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haxagonal type의 4D Rod 프리폼을 제조

- Dry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노즐을 통한 3D orthogonal weaving 프리폼을 제조

○전자선 경화기술 이용 항공기, 자동차 브레이크용 디스크 제조 기술개발

- NP 프리폼을 이용하여 폴리카보실란을 함침한 후 전자선 경화공정을 거쳐 경화된

프리폼을 제작후 TG-CVI 공정을 거쳐 블레이크 디스크 상/하판을 제작하고 탄소

접합제를 사용해 본딩함으로써 브레이크 디스크 시제품을 제작함

-기존 열경화 공정에 비해 전자선경화공정을 이용한 시제품이 굽힘강도 및 연신율에

서 10% 수준의 물성 향상을 나타내었으며 공정시간을 1/10 수준으로 감축시킴

○탄소/탄소 복합재 가공 및 제조기술개발

- 탄소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원료로하고 전자선 경화공정을 이용하여 복합재 제조후

탄화과정을 거쳐 1.8 g/cc의 밀도를 갖는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함. HIPIC 공정을

통해 밀도 1.96 g/cc의 고밀도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함

- 저밀도(1.55g/cc) 탄소/탄소 복합재료를 LSI(liquid silicon impregnation)법을 이용

하여 밀도 2.21g/cc의 고밀도 탄소/탄화규소 복합재료를 제조

-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저밀도(1.55 g/cc) 탄소/탄소 복합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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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polymer impregnation pyrolysis)법을 이용하여 밀도 2.15 g/cc의 탄소/탄화규

소 복합재료를 제조

Ⅴ. 연구개발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에너지 및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고효율, 고성능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

경량이면서 내식성과 고온에서 강도가 큰 재료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에너지산업으로 거론되는 핵융합에너지 분야에서는 환경 친

화형 청정에너지의 개발을 위하여 1000 oC이상의 온도에서 적용 가능한 초

고온 구조재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탄화규소 재료는 우수한 고온강도,

치수안정성 및 중성자 조사에 대한 낮은 유도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핵융합로와 우주항공 분야의 구조용 재료로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탄화규소 섬유가 국산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수입이 어려운 상태임.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이나 미국 등의 기술과 차별

화된 새로운 개념의 섬유방사 기술개발, 섬유안정화 기술개발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여 탄화규소섬유, 탄소섬유 등의 초고온 보강재료의 국산화 기틀

을 마련하였음. 기술적으로는 탄화규소,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및 탄소복

합재를 이용하는 항공기, 우주선, 자동차등의 부품 제조업에서 주로 이용되는

열경화 공정을 대체할 신개념의 전자선 경화 공정을 개발하여 첨단 복합재료

산업에 있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전자부품소

재 관련 복합재 제조 및 접합공정 관련 전자선 경화 공정은 기존의 열경화

공정에 비해 경화시간이 단축되며, 높은 접착강도를 유지하는 기술로 디스

플레이, 반도체 층간 유전재료 산업발전에 기대됨.

○ 경제․산업적 측면

- 탄화규소섬유,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은 초

고온, 경량, 고강도 복합재료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국

내외의 모든 항공우주 산업, 자동차 산업 및 방위산업체가 이 기술을 필요

로 하는 관련 업체라 할 수 있음.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보강섬

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고온 복합재료의 국내개발은 매우 제한

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따라서 탄화규소섬유 같은 원소재 제조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봄. 고성능

복합재료 시장은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연 1,000 억달러 이상의 시장 형

성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국내에서도 3000 억원 이상의 시장창출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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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 방사선 경화기술 및 새로운 섬유방사 기술을 통해 개발된 탄화규소섬유,

탄화규소 mat 등은 그 수요업체인 항공부품 소재업체, 발열체 제조업 및

국방소재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국방품질기술원등과 연계하여 기술이전

및 산업체와의 협동으로 산업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인 하이브리드 가스 압력용

기 제조기술은 경화시간 단축 및 연속공정을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경

제성 및 환경 친화적인 장점으로 산업용 실린더, 특수 고압용기, 의료용 가

스용기 제조업체등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함.

- 전자선 경화이용 도전성 접착기술은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시 기존 열경화

공정에 비해 경화속도가 10 배 이상 빠르고 접착강도가 우수하여 LCD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LG, 삼성전자

등과 협력하여 산업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전자선을 이용한 전자파차폐용 복합재료 제조기술은 TFT-LCD 및 각종

전자기기의 전자파 차폐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전자선 조사에 의

한 연자성 개발기술은 인덕터,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삼성전기, 삼화전자,

자화전자등에 기술이전관련 협의를 계획하고 있음.

- 항공기, 로켓추진기관, 자동차 브레이크 소재 등은 탄소/탄화규소, 탄소/

탄소 복합재등이 이용되며, 탄화규소의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 등을 탄소

프리폼에 침투시켜 전자선으로 세라믹 소재를 코팅하는 기술은 고성능 내

열, 내마모성 소재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됨. 관련 복합재료

업체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소재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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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by radiation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cently, the development of the materials to use in the high temperature

conditions with the high strength have been attracted to be applied in the

aerospace. The silicon carbide fibers were expected to be reinforcing fibers of

reinforced materials with high strength and low weight due to their good

resistant from heat, shock and chemical agents. Traditionally, these fibers were

fabricated by heat treatment in the 1,000 ∼ 3,000 ℃ after the oxidation in 200

℃. However, the fibers which were fabricated as followed above methods were

lost their mechanical properties by thermal degradation due to the oxygen at the

1,300 ℃. Therefore, the novel methods were needed to reduce the oxygen

contents in the fibers. Even though the electron beam techniques is an

alternative to cure the fibers in the foreign countries, there are no experience in

the domestic industry. It is needed to develop the domestically technique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incomes of the silicon carbide fibers indeed.

As the dimensions of ultra large-scale-intergration devices scale to smaller

feature sizes, the resistance-capacitance(RC) delay of the metal interconnect will

increasingly limit the performance of high-speed logic chips. Intergration of low

dielectric constant(k) materials can partially mitigate this problem. For exampl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replacement of SiO2(k=4) with air(k=1) will reduce

the RC delay by about 75%. There is a limit in the traditional thermal curing

technique to control the hardness and the dielectric properties.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controlling the dose rates.

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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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development of silicon carbide fiber curing by radiation

1.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curing techniques of various PCS

The curing properties were studied as a function of polycarbosilane molecular

weight. Also the effects of the dose rate and the curing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2. The analysis of the cured fibers

The chemical concentrations of preceramic fiber with different radiation curing

condition were analyzed. The gel fraction of samples were also measured.

B. The development of the silicon carbide fiber

1. The development of the fiber fabrication techniques

Various molecular weight polycarbosilanes were selected as precursor materials.

The variables of fiber fabrication such as melting temperature, pressure, solvents

and the concentration of polymers were investigated.

1. The development of the polymeric silicon carbide fiber of the cured preceramics

The transition properties of the silicon carbide were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the radiation dose rate. Th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the fibers were

measured.

2. The analysis of the silicon carbide fibers

The thermal stabilities and the resistants of oxygen were measured at 1,300 ℃ in

oxygen atmosphere. The mechanical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were analyzed.

C. The development of the fiber reinforced polymeric composites by radiation

1. The epoxy composites fabrication by radiation

The effects of the reinforced materials such as carbon nano tube, carbon fiber and

natural fiber in the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2. The analysis of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Th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the carbon nano tube reinforced epoxy

composite and the carbon fiber reinforced epoxy composite were measured.

D. The adhesive techniques of materials for display by radiation

1. The development of the adhesive techniques of LCD panel by radiation

The suitable adhesive materials were selected to use in LCD panel. The test of

adhesive of LCD panel as a function radiation penetration depth.

E. The development of low-k materials by radiation

1. The low-k materials were selected to cure by radiation. The dielectric properties

, etching resistant and hardness of low-k materials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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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he development of carbon/carbon composite fabrication technique

1. The development of silicon carbide fiber reinforced composite for aerospace hot

section parts

The fabrication of the polycarbosilane based carbide fiber reinforced composites.

The chemical vapor infiltration of organic silicon monomer was used to fabricate

the composites. The high temperature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were tested.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 The development of silicon carbide fiber curing by radiation

The effects of radiation irradiation on polycarbosilane fibers from 100 to 10,000

kGy were investigated. We also studied a variation of fibers such as chemical,

mechanical, structural properties as a function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conditions deeply.

B. The development of the silicon carbide fiber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iques for polycarbosilane fiberwas

investigated by electro spinning, melt spinning wet spinning and centrifugal

spinning methods. We focused on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cured preceramic

silicon carbide fiber. The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with different temperature

from 1,300 to 1,500 ℃. The obtained fiber showed good performance with high

tensile strength(2.7 GPa) and high elastic modulus(259 GPa). And also excellent

thermal stability and resistant from oxygen were shown.

C. The development of the fiber reinforced polymeric composites by radiation

We developed an easy approach to fabricate the carbon fiber reinforced

filament-wound pressure vessel by electron beam curing processing. Electron

beam curing is a novel manufacturing process having a number of advantages

over conventional thermal curing, such as shorter curing time, low energy

consumption, low cure temperature, dimensional stability, reduced manufacturing

cost, reduced amount of volatiles and improved interfacial bonding and mechanical

properties. Applications of electron beam curing process will be further promoted

in the field of crosslinking,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engineering, so as to

contribute to widespread technical innovation.

D. The adhesive techniques of materials for display by radiation

The novel techniques were developed to cure as adhesive materials between the

LCD panel and polyimide film by radiation. It shows 1,000 gf/cm adhes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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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5 mins curing time. And we can determined the copper clad laminate

thickness as a function of electron beam energy from 1 MeV to 2.5 MeV.

And we studied the effects of ion implantation such as nitrogen, neon and argon

on the polymer surface. It help adhesive ability between the metal and the polymer

materials enhance up to 130%.

E. The development of low-k materials by radiation

We studied novel methods to cure the low dielectric polymeric materials such as

hydrogen silsesquioxane(HSQ) and polytetrafluoro-ethylene(PTFE) by electron

beam techniques, respectively. These materials show that the dielectric constant is

3.3 and 2.6, respectively. Also, these materials have more good hardness and

resistant from acids and developer.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nitrogen ion implantation on SiO2/Si structure.

The real parts of permittivity were decreased in low frequency, and the peaks in

the imaginary parts showed shift to higher frequency.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effects of nitrogen atoms in SiO2 layer and in the SiO2/Si interface.

Therefore, we are convinced that the nitrogen ion implantation has great potential

for new application in development in low dielectric materials. 

F. The development of carbon/carbon composite fabrication technique

In this project, we fabricated low density(1.5 g/cc) carbon/carbon composites with

an electron beam curing technique at first. And high density(1.98 g/cc)

carbon/carbon composites were fabricated by liquid silicon impregnation(LSI)

technique. On the other hand we developed three kind of preforms such as needle

punched, rod and weaving type to use as a carbon fiber reinforced materials.

Ⅴ.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developed techniques

○ Technical aspects

We developed high strength materials with high efficiency and high performance

for energy and aerospace industries system. In particular, the ultra high strength

structural materials which can be used in more than 1,000 ℃ are required in the

field of fusion energy for the development of clean energy.

SiC material has many advantages such as excellent high strength in high

temperature, dimensional stability and low-induced radioactivity of neutron

irradiation. Therefore, we expect developed materials in this study to be used in

aerospace applications and fusio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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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SiC fiber has not been localized in the domestic industry. In this

research, we successfully contributed to the localization of the fiber stabilization

technology and spinning for use in high temperature. Technically, manufacturers

can replace the thermal curing process by an electron beam curing process. I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lso the low-k materials

and the LCD panel adhensive technology will be good candidates technique in

many industry.

○ Economical aspects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silicon carbide fiber,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and carbon fiber composites are necessary for domestic aerospace,

automobiles and defense industry.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the domestic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composites were conducted in a very limited.

Therefore, the raw material like as a silicon carbide fiber manufacturing

technology has a great importance. The worldwide high-performance composite

materials markets growth is expected up to annual value of 100 billion U.S. dollars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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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항공우주산업에서는 고성능 고효율의 시스템을 개발하기위해 경량이면서 고온강

도에 대한 저항성이 큰 재료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탄화규소섬유는 고강도,

고온 내열성, 내충격성, 내약품성이 있어 고강도 경량 복합재료의 강화섬유로서

기대되고 있음. 전통적으로는 유기규소 폴리머인 폴리카보실란 섬유 전구체를 공

기 중에서 약 200℃로 가열해 산소를 도입시켜 열산화를 통해 불융화 처리한 후,

1000∼1,300℃에서 소성하여 섬유를 제조하는데, 이와 같이 열산화법에 의해 제

조된 탄화규소 섬유는 1,300℃ 이상이 되면 산소가 원인이 되어 열분해되고 역학

적 특성을 잃게 됨. 따라서 섬유 내에 산소농도를 저하시키는 새로운 섬유경화기

술이 필요하게 됨. 현재 국외에서 전자선 경화에 의한 섬유경화기술이 대안이 되

어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전자선 섬유경화기술이 전무한 실정임.

탄화규소섬유는 기술이전 이나 수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국산화의 필요성

이 요구됨.

- 국내에서의 탄소 복합재 및 탄소섬유 강화 복합소재 연구개발은 전통적인 열경화

형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시설(오토클레이브)이 필요하고 에너지 비용이

높고, 휘발성 유해성분 배출등 난점을 갖고 있음.

- 복합재료 제조 관련하여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 열경화법으로는 프리프레그의 제

법상, 용제를 이용하는 것이 많고 주위 환경 오염과 작업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전자선 경화법의 이점은 실온에서 단시간에 반응하고, 고속처리가 가능

하기 때문에 휘발성 유해성분 배출 위험이 적고, 열에 약한 소재 또는 열용량이

큰 소재에의 적용이 가능함.

- 최근에는 항공기 구조체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으로 전자선 경화 및 접합공정

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첨단섬유 이용, 전자선 경화형 프리프레그, 수지이

송성형법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성형품마다 최적의 제

조과정을 채택하고, 사용되는 매트릭스 수지도 각각 다른 점도의 수지를 준비하

고 넓은 점도 범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전자선 조사에 의한 경화법이

필요함.

- 반도체 디바이스를 적층하는 데 있어서 저유전 재료막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공정

임. 저유전 고분자 재료가 경화가 덜되면 그 막의 경도(hardness)가 낮게되고, 과

도하게 경화되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적층시 문제가 됨. 따라서 저유전 재료의 경

화기술은 저유전막의 유전율과 경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임.

기존의 열경화 기술은 저유전막의 경도를 조절하는 데 한계성이 있음. 한편 전자

선 경화기술을 이용하면 저유전막의 경화정도를 전자선량을 조절하여 적층조건

에 알맞은 저유전율 및 경도를 갖도록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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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적측면

- 탄화규소 섬유의 경우, 일본, 미국 및 독일 등에서 파일롯 규모로만 생산이 가능

하기 때문에 고가로 생산되고 있으며, 전략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내 수입이

불가한 상황임.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경제효과는 막대함.

- 다양한 기능의 내열소재를 화학적 처리 및 열경화 방법 대신 친환경적이며 에

너지 절약 공정인 방사선 경화공정을 이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소

재, 첨단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항공기 고온내열소재, 차세대 선체 구조물, 무인 항공기 등에서는 가벼운 구조물,

방탄성, 레이더 은폐성 등이나 감지 장치에 잡히지 않는 등의 특성이 필요하며 복

합재료는 하나의 재료시스템에서 이러한 기능을 통합시킬 수 있으므로 기능성 복

합재료의 발달과 응용이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임. 기능성 복합재료는 국방 무기

체계 및 비무기 체계에 적용 될 수 있어 전략 산업 및 민수산업으로 육성 가능함.

○ 사회·문화적측면

- 남북 분단과 주위 군사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상황으로 국가 안전을 위한 독자적

인 방위능력 확보가 필요하며, 기상 및 해양관측이나 첩보 및 방어용 인공위성 개

발등 우주산업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방위산업, 항공우주산

업에 있어서 초고온 재료 개발은 필수적이며, 탄화규소섬유와 같은 초고온 재료

는 외국에서 수입조차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우주항공시대로 진

입하기 위해서는 국내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유럽에서는 2015년부터 수명이 다 된 자동차의 95%를 재활용하는 것을 법제화

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함. 따라서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우레

탄보다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쉬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을 활용한 플라스

틱 부품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임.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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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항공우주/국방용 첨단 복합소재 및 반도체용 층간 유

전재료 제조 기술을 개발함.

1) 탄화규소섬유 방사선 경화기술

2) 탄화규소섬유 제조기술

3)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 제조기술

4) 방사선이용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기술

5)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저유전막 제조기술

6) 방사선이용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

2. 연구개발의 범위

가. 탄화규소 섬유 방사선 경화기술

(1) 폴리카르보실란 종류에 따른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 폴리카르보실란 4종에 대한 경화특성 (분자량: 1,000 - 3,000)

- 방사선 조사량 영향

- 경화분위기 영향

- 섬유경화 특성분석

(2)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경화섬유 특성 분석

- 경화조건에 따른 프리세라믹 섬유 화학 조성비 측정

- 소성후 탄화규소섬유 화학조성비 측정

- 경화섬유 겔화율 측정

나. 탄화규소섬유 제조기술

(1) 섬유방사 기술개발

- 프리세라믹 고분자선정(분자량이 다른 폴리카보실란 선정)

- 고분자 방사액의 점도분석

- 섬유방사에 대한 용융온도와 압력영향연구

- 용매 및 농도에 따른 섬유방사 효과

(2) 경화된 프리세라믹 고분자 탄화규소섬유화 기술개발

- 방사선 조사량(100-10,000kGy)에 따른 탄화규소 전환특성 고찰

- 소성온도, 시간 영향

- 소성분위기 영향

- 섬유의 기계적 물성 측정

- 섬유의 열적 물성특성

(3) 탄화규소 섬유 물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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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적안정성, 내산화성 평가(1300℃/산소 분위기에서 평가)

- 기계적 강도, 탄성율 평가

다.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 제조 기술

(1) 방사선 경화형 에폭시 복합재 제조

- 경화형 에폭시 선정 및 개질

- 보강재 (탄소나노튜브, 탄소섬유, 천연섬유) 영향평가

- 보강재/에폭시 복합재의 방사선조사 영향

- 탄소섬유 강화 에폭시 복합재 제조

(2) 복합재료 열적, 기계적 특성 분석

- 탄소나노튜브/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열적 물성 측정

-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열적 물성 측정

라. 방사선 이용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 기술

(1)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LCD 액정 패널 접합기술 개발

- 전자선 경화형 접착제 선정

- 전자선을 이용하여 투과 깊이에 따른 디스플레이 접합시험

마.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저유전막 제조 기술

(1) 반도체 층간재료 저유전막 제조기술개발 및 저유전상수 막 물성평가

- CVD/spin-on법 막 제조, k= 4.0 이하 유전막 제조

- 방사선 경화형 저유전재료 선정

- 유전율 측정

- 내에칭성 측정

- 경도 측정

바. 방사선 이용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

(1) 항공기 부품용 고열부분(hot section) 적용 탄화규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제조 기

술개발

- 탄화규소섬유 강화 폴리카르보실란 기지 복합재료 제조

- 유기실리콘 단량체이용 화학증기 침투실험

- 복합재의 고온특성실험

(2) 항공기, 로켓추진기관, 자동차 브레이크 소재용 탄소섬유강화 탄소 복합재 제조

- 보강섬유 프리폼 제조

- 탄소/탄소 복합재료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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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일본 니혼카본회사는 1983년에 폴리카보실란이라는 유기규소 폴리머를 원료로

용융방사하여 탄화규소섬유 ‘니칼론’을 개발하였음. 1995년에는 전자선 조사에 의

해 섬유 내의 산소함유량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여 1500℃의 내열성을 갖는 ‘하이

니칼론’을 시장에 투입하였고 1998년에는 하이니칼론을 발전시켜 내크립성을 향

상시킨 ‘하이니칼론 S'를 상품화하였음.

- 프랑스 Aerospatiale 사에서 필란멘트 운드 로켓 모터를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

하여 제조 하였으며, 10 MeV, 20 kW 급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하여 탄소섬유강

화 플라스틱으로 된 로켓 모터를 경화하였음.

- 항공기 구조체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으로 전자선 경화 및 접합공정을 이용하

고 있으며 여기에는 첨단섬유 이용, 전자선 경화형 프리프레그, 수지이송성형법

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Oak Ridge 국립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사선 경화형 재료에 대한

X-ray, 전자선의 영향은 비슷하지만 X-ray 경화는 전자선 경화보다 훨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정시간이 길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고하였음.

- 미국은 군사용 차량 제조 관련하여 복합 장갑 차량(Composite Armored Vehicle)

용 side skirt armored panel을 전자선 경화기술로 제조하였음.

- 미국, Applied Materials, Inc는 전자선을 이용하여 반도체 층간 유전층인 저유전

상수 막을 증착하는 기술을 공개하였음(USP 7060330).

- 미국의 Chrysler 연구그룹은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일체형 열가소성 자동

차 프레임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복합재료 개념 자동차 즉,

composite concept vehicle(CCV)가 탄생함.

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국내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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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소, 노영창, 강필현 등은 탄소 복합재료의 기지로 많이 이용되는

에폭시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에폭시의 경화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음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71, 241-244).

- 한국원자력연구소, 노영창, 강필현 등은 에폭시 수지에 알루미나 입자를 혼합하여

방사선을 이용하여 경화시켜 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였음(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91, 1898-1903).

- 한국원자력연구소, 노영창, 강필현 등은 에폭시수지에 CTBN 을 첨가하고 방사선

을 조사하여 에폭시복합재의 인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음

(Macromolecular Science-Pure and applied chemistry, A40, 6, 641-653).

- 한국원자력연구소, 노영창, 강필현 등은 국내최초로 탄소섬유, 유리섬유, 아라미

드 섬유 부직포 등에 에폭시수지를 함침하여 방사선으로 성공적으로 경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음(Polymer Processing Society, p58, 2002).

- 한국원자력연구소, 노영창 연구팀은 국내 최초로 탄화규소섬유 전구체인 폴리카

보실란을 방사선을 이용하여 경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음(Curing of

polycarbosilane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 5월

12-13, 2006).

○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 초고온 복합재료의 보강섬유로서 탄화규소섬유 제조기술은 일본, 미국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으며 탄화규소섬유 전구체의 합성기술, 섬유방사기술, 경화기술, 소성

기술, 탄소제거기술 등 기술력이 선진국 100% 대비 약 30% 정도로 기술격차가

70%이상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 강필현 연구팀이 수행한 전자선

경화법에 의한 섬유안정화기술은 탄화규소섬유의 국산화 가능성이 있음.

- 방위산업, 항공 우주 산업에 있어서 초고온 재료 개발은 필수적임. 특히 국가적

사업으로 개발 계획 중인 위성 발사체에는 초고온 복합재료가 사용되는데, 이 부

품은 외국에서 수입조차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우주항공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초고온 복합재료의 국내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앞으로의 전망

- 전자선 경화 공정 기술 등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면 단기간에 우수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임. 선진국의 기술독점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연구협력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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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더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가면서 기술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임.

- IT, BT, NT 등 신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자동

차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함. 자동차의 플라스틱 소재의 활용을

높일 경우 차체 무게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고연비 자동차의 탄생을 실현시킬 수

있음. 폴리프로필렌, 폴리아미드,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조한 자동차 부품

소재는 방사선 가교에 의해 내열성, 내마모성, 내부식성등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철, 알루미늄과 같은 기존의 보통 자동차 부품재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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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탄화규소 섬유 방사선 경화기술

1. 방사선 경화조건에 따른 섬유 안정화

[요약]

- 폴리카보실란(Polycarbonsilane, PCS) 섬유에 조사량과 조사 분위기를 달리하여

전자선을 조사한 후 GPC 분석, EDX와 EA를 이용한 화학 조성비 분석, 경화율 분

석, 적외선 분광분석, 결정 구조 분석, 열특성 분석 등을 통하여 섬유 안정화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전자선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섬유의 분자량이 증가하였고 경화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조사를 수행한 섬유의 산소

함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XRD 분석 결과 전자선 경화된 섬유가 SiC로 성공적

으로 제조됨이 확인되었다.

- 폴리카보실란 (Polycarbosilane, PCS)은 Si-CH2-Si의 골격을 가지는 고분자이며 탄

화규소 섬유의 전구체이다. 폴리카보실란은 경화과정과 열분해공정을 거쳐서 탄화

규소 세라믹스가 되는 유기규소계 화합물이다. 이렇게 제조된 탄화규소 섬유는 공

유결합성이 높은 세라믹스이고 알루미나보다 강한 경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온

강도가 우수하며 내식성도 뛰어나다. 또 경도가 높기 때문에 접동마모(Fretting

corrosion 마찰 부식)에 강하다는 특성도 겸비하고 있고 열전도율도 높고 도전성도

있다. 탄화규소는 일반적으로 연마용 재료, 가스터빈, 디젤엔진, 단열재, 엔진용 부

품, 절삭공구, 베어링, 정밀공작기, 라이닝, 박막서미스터, micro파 흡수제, 저항발열

체, 고온반도체 및 발광소자 등 용도가 다양하게 개발 및 확대가 기대되는 재료이

다. 특히 탄화규소 소재는 고온 특성과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해서 제4세대 원자로의

하나인 초고온가스로(VHTR) 노심 부품과 핵연료 피복재, 핵융합로 블랭킷 구조재

와 절연재와, 에너지 산업 및 항공우주 산업용 고온부품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탄

화규소 복합재는 구조용 소재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 일반 산업분야 뿐 아

니라 원자력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탄화규소 섬유는 제조공

정에서 출발물질로 폴리카르보실란 안정화에 열산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잉여 탄소

와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1300 ℃ 이상의 고온에서는 CO 와 SiO 가스발생에 따르

는 열분해 반응이 일어나서 강도의 저하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경화과정 중

열산화법 대신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방사선 경화공정은 불활성 가

스 분위기에서 전자선 조사하여 그린섬유를 경화하기 때문에 섬유 내 산소함량을

낮추어 주어서 고강도 고내열성의 섬유를 제조에 필수 공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전자선을 이용하여 전자선 조사량과 조사분위기를 달리 하여 경화조건이 프리세

라믹인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화학 조성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가. 그린 섬유의 제조 방법과 방사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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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 및 시약

- 그린섬유는 일본 NIPUSI사의 평균분자량 약 1000～2600, 밀도 1.1 g/cm3인 탄화규

소섬유의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 (polycarbosilane, PCS)을 이용하였다. 전기방사에

서의 용매는 미국 Aldrich사의 톨루엔과 디클로로에탄을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① 그린섬유의 제조

- 탄화규소 섬유의 제조는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 (PCS)을 섬유화 후 전자선이나 열

을 이용하는 안정화(불융화)과정과 비활성 분위기에서의 탄화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다. PCS의 섬유화 제조법으로는 용융방사, 전기방사, 원심방사법이 사용되었다. 장

섬유 형태의 SiC 섬유를 얻기 위하여 용융방사법을 이용하여 프리세라믹 섬유를 제

조하였다. PCS를 고분자 용융 방사기에 넣고 아르곤 가스를 30 분 동안 주입하여

방사기 및 폴리카르보실란 입자 사이의 산소를 제거해준다. 잉여가스의 제거 후

PCS의 용융온도인 270 ℃ 까지 분당 5 ℃로 승온 시킨 후 방사기에 넣은 PCS가 모

두 용융 되도록 1시간 유지 한다. 완전 용융된 PCS를 아르곤 가스의 압력을 이용하

여 고분자용융방사기 몰드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섬유형태로 제조하고 제조된

PCS 섬유는 회전하는 드럼에 감기게 된다.

② 방사선 조사

- 그린섬유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자선 조사하였다. 경화조건은 전자선 조사량과 조사

분위기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그린섬유를 챔버에 고르게 펴놓았다. 전자선은 1

MeV 기준으로 물 4 mm를 투과 하는데 폴리카보실란의 밀도 1.1 g/cm3이므로 시료

두께가 3 mm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 전자선 조사량에 관한 실험은 티타늄 호일로

창이 난 스테인리스 스틸 챔버 내에 그린섬유를 채운 후 아르곤 가스로 퍼지한 후

조사량을 0, 1,000, 2,000, 5000, 10,000 kGy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조사분위기에 따

른 경화조건 실험은 챔버 내의 퍼지 가스를 헬륨, 질소, 아르곤, 대기 분위기로 조절

하여 그린섬유에 10,000 kGy 전자선 조사하였다. Fig. 1은 방사선 조사 장치를 도식

화한 것이고 Fig. 2는 방사선 경화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이다.

③ 경화조건에 따른 그린섬유의 GPC 분석

- 전자선 조사에 따른 폴리카보실란의 분자량 변화를 관찰하고자 30 ml 유리앰플에

폴리카보실란 1g을 넣고 진공을 건 후 아르곤이나 헬륨을 충진하는 과정을 5회 이

상 반복하여 불활성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앰플을 전자선 가속

기(1 MeV, 4.79 mA)를 이용하여 100 ～ 10,000 kGy의 조사량을 조사하여 시료를

제조하였다. 방사선 조사량과 경화 분위기에 따른 분자량 변화를 GPC (PL사, PL

GPC 2200)를 이용하여 분자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④ 경화조건에 따른 그린섬유의 화학조성비 측정

- 방사선 조사한 그린섬유의 화학조성비는 EDX와 원소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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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DX 시료는 원형 파이프에 에폭시 수지와 열경화제 혼합물을 채운 후 방사선

조사된 섬유를 넣고 130 ℃에서 30 분간 경화 후 사포와 다이아몬드 필름으로 폴리

싱 하여 섬유 단면의 화학조성비를 측정하였다.(Fig. 3) EDX를 이용하여 규소, 탄

소, 산소의 화학 조성비를 분석하였고, 원소분석기를 이용하여 탄소, 수소의 함량을

분석하여 규소, 탄소, 산소, 수소의 함량비를 비례식으로 계산 하였다.

⑤ 경화조건에 따른 그린섬유의 경화율

- 방사선 조사된 그린섬유의 경화율은 용매 추출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THF(tetrahydrofuran)이 용매로 사용되었다. 용매 추출은 THF의 끊는점 65 ℃ 보

다 높은 80 ℃에서 섬유 1 g을 침지 시킨 후 48 시간동안 이루어졌다. 충분히 침지

된 섬유는 진공 오븐에 넣어 70 ℃에서 48 시간 건조하여 무게를 잰다. 이때의 무게

가 가교된 섬유의 무게이다. 건조된 섬유의 무게를 Wd로, 처음 사용한 섬유를 Wi로

나타낸다.

경화율 (%) =
Wd

W i

×100

⑥ 적외선 분광 분석

-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그린섬유를 적외선 분광기 (FT-IR, Tensor, Bruker,

Germany)를 이용하여 그린섬유의 경화도의 중요 피크인 Si-H 의 크기 변화를 관

찰하였다.

⑦ 전자선 경화중 발생하는 수소 가스 분석

- 탄화규소 섬유의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은 Si-CH2, Si-H 이 주결합이며, 전자선이

조사되면 Si-H 결합이 절단되면서 그 자리에서 Si-Si 결합이 유도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전자선 조사중 그린섬유에서 발생하는 수소와 경화반응과의 상관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탄화규소 섬유의 전자선 경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필수적

인 것으로 GC/MS로 그 생성가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전자선 경화장치의 가

스출구로부터 라인을 연결하여 이동식 가스 포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선 조사

중 실시간으로 가스를 포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집된 가스를 GC/MS에 연결하여

전자선 조사에 따른 그린섬유 내의 수소발생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⑧ 경화된 섬유의 결정구조 분석

- 그린 섬유와 전자선 경화된 섬유 그리고 탄화규소 섬유의 결정구조 변화를 X선회

절분석기를 통하여 분석 하였다. X선회절분석기는 10～90 도까지 범위에서 분석 하

였다.

⑨ 경화된 섬유의 열특성 분석

- 그린섬유와 방사선 조사된 그린섬유의 열적 특성을 TG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TGA는 승온속도를 분당 10℃로 질소 분위기에서 40～1,000℃ 까지 올린 후 그 잔

류량을 비교 하여 전자선 조사가 섬유의 열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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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조사 조건이 그린 섬유에 미치는 영향

① 전자선 조사량이 그린섬유의 분자량에 미치는 영향

- 전자선 조사량이 100～1,000 kGy까지 증가함에 따라 분자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5000 kGy 이상에서는 경화로 인하여 용매에 대해 불용성을 나타내

어서 분자량을 측정 할 수 없었다. 100, 500, 1,000 kGy까지의 분자량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② 전자선 조사량이 그린섬유의 화학 조성비에 미치는 영향

- 전자선 조사량에 의한 그린 섬유의 화학 조성비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용융

방사 후에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산소함량이 폴리카보실란 파우더에서 보다 약 1.7

% 증가 한데 반해, 방사선 경화과정에서는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화학조성비의 변

화는 거의 없었다. 전자선 조사 과정에서 챔버를 불활성 기체로 퍼지하여 다른 부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린섬유의 수소 함량은 조사량에 따라 미량 감

소하였다. 이 결과는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그린섬유가 경화 되면서 전자선 조사 중

일어나는 Si-H 결합의 절단에 의한 것으로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Si-H 결합이 끊

어지며 가교가 일어남을 의미하는데 FT-IR에 의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③ 전자선 조사 분위기가 그린섬유의 화학 조성비에 미치는 영향

- 전자선 조사 분위기에 따른 섬유내 화학조성비를 측정한 결과(Fig. 5), 아르곤, 헬

륨, 질소, 대 분위기 일 때 섬유내 산소 함량이 각각 평균 3.2, 4.6, 5.1, 8.3 wt%로

상대적으로 대기분위기에서 높은 산소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경화과정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던 산소가 실리콘과 결합하며 실리콘옥사이드를 형성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전자선 조사 조사량과 분위기가 그린섬유의 경화율에 미치는 영향

- 용매추출법을 이용한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조사량에 따른 그린 섬유의 경화율 측정

결과(Fig. 6)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겔함량 측정 결과 조사량이 늘어날수록 겔함량

이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 이것은 전자선의 조사량에 비례하여 그린섬유가

경화됨을 보여준다. 전자선을 10,000 KGy 이상 조사하면 그린섬유는 95 %이상 경

화되었다. 용매추출법을 이용한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조사분위기에 따른 그린 섬유

의 경화율 측정결과(Fig. 7) 에 의하면 산소 함량이 8.3 wt% 였던 공기분위기 에서

조사한 시료의 겔함량이 78 wt%였고, 산소함량이 3.2 wt%로 제일 낮았던 아르곤

분위기에서 전자선 조사한 시료의 겔함량은 98 wt%로 겔함량이 제일 높았다. 실험

결과에 의하여 섬유내 산소함량이 낮을수록 섬유의 겔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⑤ 전자선 조사량이 그린섬유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전자선조사량에 따른 시료의 FT-IR 스펙트럼 변화를 비교하였다 (Figure 8). 스펙

트럼에서 2100 cm-1에서 Si-H stretching에 의한 피크와 1242 cm-1에서 Si-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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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tching에 의한 피크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용융방사된 섬유와 비교했을 때 전

자선 조사량에 비례하여 Si-H stretching에 의한 피크의 강도가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자선 조사 중 일어나는 Si-H 결합의 절단에 의한 것으로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Si-H 결합이 끊어지며 가교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⑥ 전자선 경화가 그린섬유의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 그린섬유와 전자선 경화된 그린섬유 그리고 탄화규소 섬유의 X선회절분석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전자선 조사는 그린섬유의 결정구조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았지만 열분해 과정을 거친 탄화규소섬유는 β-SiC의 주요 결정면인 (111),

(220), (311)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전자선 경화된 그린섬유가 SiC로 성공

적으로 제조됨을 보여준다.

⑦ 전자선 조사량이 그린섬유의 경화과정 중 발생하는 수소 가스에 미치는 영향

- 폴리카보실란의 경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Si-H 결합세기는 전자선 조사에 의해

감소한다는 것을 이미 IR 구조 분석에서 확인하였다. Fig.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량이 1,000 kGy에서는 수소농도가 329 ppm 이었으며 조사선량에 따라 선형적

으로 증가하여 10,000 kGy 에서는 9000 ppm 이상 발생하였다. 수소발생은 전자선

조사량이 클수록 Si-H 결합절단이 활발해지면서 다량의 수소가 배출되고 경화반응

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였다.

⑧ 전자선 경화가 그린섬유의 열특성에 미치는 영향

- 그린섬유와 전자선 조사로 경화된 그린섬유의 열특성 비교 결과를 Fig. 11에 나타

내었다. 그린섬유의 잔류량은 68.7 %이고 경화된 그린섬유의 잔류량은 87.2 % 였

다. 전자선 경화된 섬유의 잔류량이 약 20 % 높게 측정 되었다.

- 탄화규소 섬유의 기계적 강도 및 열적 안정성은 탄화규소 섬유 내 화학조성비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섬유 내 산소 함량은 탄화규소 섬유의 강도 및 내열성을 결정

하는 주요 인자이다. 그린섬유가 전자선을 이용하여 가교를 이루었다는 것을

FT-IR과 용매 추출법을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전자선 경화한 그린섬유는 열산화

과정과 달리 섬유 내 산소 함량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린섬유

의 경화단계에서 경화분위기 조절을 통한 섬유 내 산소함량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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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 경화장치

Ti 호일

반응기

냉각순환장치 연결

불활성 분위기 가스 조절

Table 1. Molecular weight changed by electron beam dose

Sa
mp
le

NIPUSI Type Radiation dose
(kGy)

Observed Mn
(gmol-1)

Poly
dispersity
index

1 UH 100 2,727 1.63

2 UH 500 3,743 4.14

3 UH 1,000 3,786 4.40

4 S 100 2,047 1.66

5 S 500 2,441 2.20

6 S 1,000 2,954 4.00

7 A 100 1,357 1.55

8 A 500 1,820 2.22

9 A 1,000 2,117 3.70

10 L 100 1,103 1.22

11 L 500 1,290 1.31

12 L 1,000 1,606 2.17

Fig. 1. Apparatus for electron beam curing of green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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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ring mechanism of Polycarbosilane.

Fig. 3. EDX image of distribution of C, O and Si in cured PCS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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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emental composition of green fiber with different E-beam dose.

Fig. 5. Elemental composition of green fiber with different E-beam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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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el contents of PCS fiber with different irradiation dose.

Fig. 7. Gel contents of PCS fiber with different irradiatio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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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ructural transformations during thermal decomposition of polycarbosilane

cured by electron beam.

Fig. 9. Crystallization of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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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ydrogen evolution from E-beam curing of PCS.

Fig. 11. Thermal stability of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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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에 의한 TiO2계 광촉매 기술 개발

[요약]

- 환경 문제가 대두 되면서 기존의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분해법 대신에 광촉

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전기방사법과 전자선 경화를 이용하여

광촉매 섬유를 제조 하였다.

- 제조된 광촉매 섬유는 지름은 2㎛이고 표면 전체가 100㎚의 이산화티탄(anatase)

으로 덮여 있었고 고온특성이 매우 우수하였다.

- 광촉매섬유의 성능은 메틸렌블루 10ppm 수용액 300ml에 광촉매 섬유 0.5g을 침지

시킨 후 50W자외선램프를 2시간 조사하면 메틸렌블루 90%이상이 분해되는 우수

한 광촉매 특성을 보였다.

- 환경 분야에서 제거가 힘들었던 VOCs, NOx, SOx 등의 제거에 광촉매의 효율이 좋

아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VOCs 제거 방법으로는 흡착법, 연소

법, 공기 희석법, 바이오 필터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흡착법은 설비가 간단하고 경

제적으로 저렴하나 흡착제 교환 및 탈착공정 때문에 관리비용이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고 연소법은 제거공정이 간단하고 관리가 용이하나 동력비의 상승과 연소에 의한

2차 부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 희석법은 도입이 간편하나 장기적 적용

했을 때 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바이오 필터법은 한정적인 대상물질과

고농도 고속 처리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광촉매를 이용한 VOCs

제거법은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다. 그 중에 이산화티탄은 값이 싸고, 화학적 안정성

을 가지면서도 중독성, 발암성 이 없는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고 광촉매로 사용

될 때는 거의 모든 유기화합물을 무해한 물이나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것이 가능하

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이산화티탄을 이용한 광촉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 경화를 이용하여 TiO2계 광촉매를 비표면적이 큰 섬유의 형태로 제조하여

그 광촉매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 광촉매 섬유의 제조 공정 및 방사선 조사

① 폴리카보실란과 이산화티탄 전구체를 이용한 광촉매섬유의 제조

- 광촉매섬유 제조를 위하여 일본 NIPUSI 사의 분자량 2600의 폴리카보실란 UH 타

입 과 미국 알드리치사의 분자량 150,000의 폴리아크로니트릴과 티타늄 부톡사이드

가 사용 되었다. 전기방사의 용매로는 자일렌과 디메틸클로로포마이드가 사용 되었

다.

- 폴리카보실란 UH 타입과 티타늄 부톡사이드를 1:1의 비율로 섞은 후 200℃ 질소분

위기에서 기계식 교반기를 이용하여 1 시간 교반하여 폴리티타노카보실란

(polytitanocarbosilane, PTC)을 합성하였다 합성 된 PTC는 진공오븐에서 2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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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였다. 건조된 PTC를 유기용매인 자일렌과에 2:3의 비율로 넣어 혼합용액을

제조하였다. 혼합용액을 실린지에 넣고 25G의 니들사이즈 전압은 15 kV, 유속은

0.02 ml/min의 조건으로 전기방사 하였다. 전기방사로 제조된 섬유는 200 rpm으로

회전하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지름 8 cm의 원통형 바에 집적된다 전기방사로 제

조된 섬유는 잔류용매의 제거를 위하여 진공 오븐에서 24 시간 건조 시켰다.

② 폴리아크로니트릴과 이산화티탄 분말을 이용한 광촉매섬유의 제조

- 폴리아크로니트릴과 다이메틸폼아마이드와 이산화티탄 분말을 1:9:1의 질량비로 섞

은 후 이산화티탄 분말이 잘 분산되도록 교반한다. 혼합용액을 실린지에 넣고 27 G

의 니들사이즈 전압은 15 kV, 유속은 0.02 ml/min의 조건으로 전기방사 하였다. 전

기방사로 제조된 섬유는 300 rpm으로 회전하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지름 8 cm의

원통형 바에 집적된다 전기방사로 제조된 섬유는 잔류용매의 제거를 위하여 진공

오븐에서 24 시간 건조 시켰다.

③ 폴리아크로니트릴과 이산화티탄 전구체를 이용한 광촉매섬유의 제조

- 폴리아크로니트릴과 다이메틸폼아마이드를 1:9의 비율로 섞은 용액에 총 용액의 10

wt%의 티타늄 부톡사이드를 넣고 아세트산을 티타늄 부톡사이드 대비 1:2 몰 비율

로 넣어준다. 그렇게 제조된 고분자용액을 실린지에 넣고 25G의 니들사이즈 전압은

15 kV, 유속은 0.02 ml/min의 조건으로 전기방사 하였다. 전기방사로 제조된 섬유

는 300 rpm으로 회전하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지름 8 cm의 원통형 바에 집적된

다. 전기방사로 제조된 섬유는 잔여용매의 제거를 위하여 진공 오븐에서 24 시간 건

조 시켰다.

④ 방사선 조사

- 전기방사법으로 제조된 섬유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자선 조사하였다. 광촉매섬유를

챔버 안에 고르게 펴놓았다. 전자선은 1 MeV 기준으로 물 4 mm를 투과 하는데 폴

리카르보실란의 밀도 1.1 g/cm
3
이므로 시료 두께가 3 mm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 전

자선 조사량에 관한 실험은 티타늄 호일로 창이 난 스테인리스 스틸 챔버 내에 그

린섬유를 채운 후 아르곤 가스로 퍼지한 후 10,000 kGy를 조사하였다.

⑤ 열처리 공정

- 전자선으로 경화된 PTC 섬유를 튜브 전기로에 넣고 대기분위기에서 분당 10 ℃의

승온 속도로 실온에서 1,300 ℃까지 올려준 후 1 시간 유지 하였다.

⑥ 광촉매섬유의 형태 분석

- 섬유 표면의 형태는 광촉매가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유효면적을 결정하는 중요인

자 이므로 전자선 경화를 이용하여 제조 된 3 가지 광촉매섬유의 표면을 주사전자

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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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광촉매섬유 표면의 티타늄의 함량 분석

- 광촉매섬유 표면의 이산화티탄의 함량이 많을수록 광촉매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

므로 3가지 광촉매섬유 표면의 성분 분석을 EDX를 통하여 하였다. TiO2의 광촉매

효과는 아나타제상일 때 제일 광촉매 활성이 좋다. TiO2의 결정구조가 아나타제인

지 루타일인지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XPS와 라만으로도 분석 하였

다. 결합구조를 파악하였다.

⑧ 광촉매섬유의 열안정성 실험

- 광촉매섬유의 열적 특성을 TG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TGA는 승온속도를 분당 10

℃로 산소 분위기에서 40～1,000 ℃ 까지 올린 후 그 잔류량을 측정하여 광촉매섬유

의 열특성을 분석하였다.

⑨ 광촉매섬유의 염료 분해 실험

- 제조된 광촉매섬유의 성능 테스트를 위하여 자외선 분광광도계를 통하여 염료의 분

해 정도를 실험하였다. 10 ppm의 메틸렌 블루 수용액을 제조한 뒤 메틸렌 블루 수

용액 300 ml에 섬유 0.1 의 섬유를 침지 시킨 후 50 W의 자외선램프를 이용하여 자

외선 조사 하였다.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른 염료의 분해 정도를 보기 위하여 10,

20, 30 분과 1～8 시간의 시간 간격에 라서 수용액을 3 ml 씩 담은 후 알루미늄 호

일로 빛에 의한 부가 반응을 막으려고 감싸놓았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는 메틸렌블

루의 파장인 660 nm 에서의 변화치를 자외선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였다.

나. 방사선 조사가 섬유에 미치는 영향

① 제조된 광촉매섬유의 형태

- 폴리티타노카보실란 섬유는 평균 지름이 2 mm 이고 표면의 거칠거나 미세 구멍이

있으면 섬유의 비표면적은 커지게 되는데 PTC 섬유의 표면에는 지렁이 모양으로

구불구불하게 100 nm 사이즈의 TiO2 파티클이 자리 잡고 있다. (Fig. 12∼15)

PAN/TiO2 분말 섬유는 섬유의 두께는 약 200 nm이고 섬유의 중간중간에 약 50

nm의 크기의 TiO2 분말이 박혀 있는 형태이다. PAN/Ti(OBu)4 섬유는 액상과 액상

의 물질을 이용하여 전기 방사 하여 섬유 전체에 고르게 TiO2가 분포하게 되어서

섬유 표면이 매끈하고 섬유의 두께는 약 200 nm였다.

② 제조된 PTC섬유의 성분분석

- EDX 분석 결과 (Fig. 16) PTC 섬유는 탄소, 규소, 티타늄, 산소로 구성 되어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DX 분석 결과 PTC 섬유 내 티타늄의 함량은 4% 였다.

③ 제조된 PTC 섬유의 합성 및 방사선 경화가 미치는 영향

- 제조된 PTC의 합성 (Fig. 17)과 방사선 경화와 열처리에 관한 변화를 FT-IR을 이

용하여 분석 하였다. PCS와 Ti(OBu)4가 잘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Fig. 18을



- 44 -

통하여 PTC 섬유의 2100 cm-1에서의 Si-H stretching에 의한 피크와 1242 cm-1에

서 Si-CH3 stretching에 의한 피크가 작아지는 것을 통하여 전자선 경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④ PTC 섬유의 TiO2 확인과 결정상의 확인

- PTC 섬유의 XPS 분석 결과 (Fig. 19) 466.5 eV와 461.3 eV 의 TiO2 영역에서 피크

가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섬유내 존재하는 이산화티탄의 존재를 확인 시켜주는 결

과이다. PTC 섬유의 라만 분석 결과 (Fig. 20) 145, 392, 514, 634 cm-1 에서 피크가

확인되었는데 이 결과 또한 PTC섬유 내 TiO2가 아나타제상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

한다. X선 회절 분석 결과 (Fig. 21) (101), (004), (200), (106), (215) 면의 아나타제

상 고유의 결정면을 보였다. 이는 PTC 섬유의 TiO2가 광촉매 효과가 제일 좋은 아

나타제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다. 광촉매 섬유의 열안정성 및 광촉매 성능

① 광촉매섬유의 열안정성

- TGA 분석 결과 (Fig. 22) PTC섬유의 잔류량은 92% 이상이였다. 탄화규소섬유 제

조용 전구체인 PCS룰 이용하여 제조한 섬유라서 열안정성이 뛰어남을 보였다. 또

한 TiO2는 850 ℃에서 아나타제가 루타일로 규소는 상전이 하는것을 막아주는 역할

을 한다.

② 광촉매섬유의 성능

- 시간에 따른 염료의 분해 정도를 Fig. 23에 나타내었다. 자외선 분광광도계를 이용

하여 메틸렌블루 10 ppm수용액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PTC 섬유의 경우 자외선을

2시간 조사하였을 때 90% 이상의 염료가 분해되었고, PAN/TiO2 섬유의 경우 자외

선을 8 시간 조사 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PAN/Ti(OBu)4 섬유의 경우 자외선 6시간

조사하였을 때 90% 이상의 염료가 분해되었다. Fig. 24는 조사전후의 메틸렌 블루

수용액의 사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 경화를 이용한 폴리카보실란과 폴리아크

로나이트릴을 기지의 TiO2계 광촉매 섬유을 제조 하였다. 제조된 섬유는 가공 및 변

형이 용이한 부직포 형태로 굽힙성이 뛰어났다. 광촉매섬유가 전자선을 이용하여

가교를 이루었음은 FT-I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광촉매 섬유에 존재하는 TiO2는

광촉매 성능이 제일 우수한 아나타제상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을

광촉매 섬유 제조에 이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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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EM image of PTC fiber.

Fig. 14. SEM image of PAN/TiO2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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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EM image of PAN/Ti(OBu)4 fiber.

Fig. 16. EDX image of PT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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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FT-IR spectra of PTC fiber.

Fig. 18. FT-IR spectra of heat treated PT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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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XPS spectrum of PTC fiber.

Fig. 20. Raman spectrum of PT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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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rystallization of PTC fiber.

Fig. 22. Thermal stability of PT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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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ncentration of MB with different UV irradiation time.

Fig. 24. Picture of PTC fiber in MB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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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탄화규소섬유 제조기술

- 탄화규소섬유를 만드는 방법은 규소계 고분자인 폴리카보실란을 전구체로하여 그

린섬유(green fiber)를 제조하는 과정 전자선이나 열을 이용하는 경화과정 마지막으

로 열분해 과정을 거쳐 완성이 된다. 그린섬유의 제조 공정에는 용융방사, 습식방사,

전기방사, 원심방사 등이 있다. 용융방사는 열에 의해 용융된 고분자를 가스압에 의

하여 노즐을 통해 방사하는 방법으로 공정이 간단하고 다른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

는 장점이 있지만 점도가 높은 고분자의 경우 높은 가스압이 필요하고 노즐 입구가

막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습식 방사는 중합체를 용제에 녹여 방사구로부터 응고

액 중에 압출하여, 화학반응 또는 탈수작용 등으로 응고시켜서 섬유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다. 용융방사에 비하여 방사속도는 느리고, 또 세척 ·탈수 ·건조 등의 후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나, 방사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방사는 충분

한 점도를 지닌 고분자용액이나 용융체가 정전기력을 부여 받을 때 용융체 표면에

서 미세 필라멘트가 방출 되는데 전기방사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필라멘트를 섬유

상으로 제조하는 방법이다. 전기방사의 주 공정변수는 용액특성 (점도, 용액의 전도

도 등), 모세관 끝에서 집전판까지의 거리, 전기장의 세기, 전기방사 용액의 유량, 모

세관의 지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조건을 조정하여 섬유의 직경을 간단히 조

절 할 수 있는 전기방사는 값 싸고, 수십 나노에서 수십 마이크로까지의 섬유를 간

단히 제조할 수 있어서 공업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원심방사는 고속으로 회

전하는 노즐부분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원심방사에 의해

제조된 섬유는 전기방사섬유와 같이 부직포 형태를 갖는다. 원심방사는 원심방사제

조 후 수집통상의 부직포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섬유를 얻게 된다. 원심방사는 고분

자를 녹이는 과정에서 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습식방사에서와 같이 방사 후

용매를 제거하는 단계를 줄일 수 있어 생산원가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

기방사법에 비하여 100 배 이상의 생산성을 갖고 있어 대량생산에 매우 유리한 이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조된 탄화규소 섬유는 1000 ℃ 이상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내산화성이 높고 강하고 경도와 내마모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탄화규소 섬유는 고강도 세라믹섬유로 당초 우주항공용으로 개발됐으

며 현재 에너지·자동차 산업 등에 일부 적용되고 있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저방사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원자력용으로서도, 고온 가스로용의 입자 연료의

피복재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또한 항공기

브레이크, 로켓 노즐, 디젤 엔진 배기연료필터 등에 쓰이는 초고온·고강도 복합재료

시장에 각광 받고 있는 재료이며. 고온환경용 센서, 전지용 촉매담지체, 고기능성 필

터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탄화규소 섬유는 미국과 일본에서만 생산되며 전

략물자 품목으로 분류돼 수입도 쉽지 않은 소재다. 본 연구는 탄화규소 섬유의 국내

생산을 위한 제조 기술 개발에 관한 것으로 용융방사, 습식방사, 전기방사, 원심방사

공정을 이용하여 그린섬유를 제조 후 방사선 경화과정 후 열분해 하여 고강도 고내

열성의 탄화규소 섬유를 제조하였다.

1.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한 탄화 규소 섬유의 제조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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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섬유의 국내생산을 위한 제조 기술 개발에 관한 것으로

용융방사, 습식방사, 전기방사, 원심방사 공정 등을 이용하여 그린 섬유를 제조한

후 방사선 경화과정 후 열분해를 통하여 고강도, 고내열성의 탄화규소섬유를 제조

하였다.

- 용융 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탄화규소 섬유는 최대 2.7 GPa의 높은 인장강도와

최대 259 GPa의 높은 탄성률을 나타내었으며 우수한 열안정성과 내산화성을 나타

내었다.

- 장섬유의 탄화규소 섬유는 수입대체용으로 사용가능하며, 3차원 매트 형상의 탄화

규소 섬유는 복합체 제조에 응용이 가능하다.

가. 용융방사를 이용한 섬유 제조

- 탄화규소 섬유 제조를 위해 일본 NIPUSI사의 평균분자량 약 1000～2600, 밀도

1.1g/cm3인 탄화규소섬유의 전구체인 폴리카르보실란 (polycarbosilane, PCS)을 이

용하여 탄화규소 섬유를 제조 하였다. 습식방사의 용매로는 미국 Aldrich사의 헥산

이 사용되었고 전기방사에서의 용매는 톨루엔과 디클로로에탄이 사용되었다.

- 폴리카르보실란 10 g을 고분자 용융 방사기 몰드에 넣는다. 몰드의 재질은 열변형

이 잘 일어나지 않는 SUS 316을 사용하였고 분해 세척이 용이하도록 3단계로 나누

어 조립하도록 제작되었다. 아르곤 가스를 30분 동안 주입하여 방사기 및 폴리카르

보실란 입자 사이의 산소를 제거해준다. 폴리카르보실란 L타입의 경우 낮은 분자량

으로 인하여 80 ℃ 부근의 융점을 가졌고 폴리카르보실란 A와S 타입의 경우 260 ℃

의 연화점을 가졌으며 고분자량의 UH 타입의 경우 350 ℃ 이상의 높은 연화점을

가졌다. 잉여가스의 제거 후 아르곤 가스를 조금씩 흘려주며 각 타입의 용융온도보

다 10 ℃ 높은 온도 까지 분당 5 ℃로 승온 시킨 후 방사기에 넣은 폴리카르보실란

이 모두 용융 되도록 1시간 유지 하였다. 완전 용융된 폴리카보실란은 아르곤 가스

의 압력으로 고분자용융방사기 몰드에 뚫려 있는 노즐을 통하여 섬유형태로 제조되

는데 방사기 노즐의 직경(D)은 0.2 mm이고 길이(L)는 0.4 mm로 하여 L/D의 값은

2로 하였다. 저분자량의 폴리카보실란 L 타입의 경우 낮은 연화점으로 인하여 4

MPa 정도의 압력 하에서도 충분한 방사가 이루어진데 비하여 A타입과 S타입으로

갈수록 높은 융점으로 인하여 6 MPa 이상의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하였고 고분자량

의 UH 타입의 경우 10 MPa 이상의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하였다. 방사된 섬유는 200

rpm의 속도로 회전하는 지름 4 cm의 원통형 바에 감기게 된다. 용융방사기의 구조

는 Fig. 1에 도식화 하였다.

나. 습식방사를 이용한 섬유 제조

- 폴리카르보실란과 유기용매인 헥산을 1:1의 비율로 섞은 후 실온에서 4시간 교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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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제조된 고분자용액에 주사 바늘을 넣고 빠르고 일정한 속도로 빼내어 섬유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섬유는 진공오븐에서 24시간 건조 시켜 잔여 용매를 제거 하였

다. 습식방사는 대규모 생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습식방사의 가능 유

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약식으로 실험 하였다.

다. 전기방사를 이용한 섬유 제조

- 폴리카르보실란과 유기용매인 1,2 디클로로에탄과 비극성 용매인 톨루엔을 2:1:1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질소퍼지한 후에 질소를 계속 흘려 주면서 60℃ 에서 2시간

교반하였다. 그렇게 제조된 고분자용액을 실린지에 넣고 27 G의 니들사이즈 전압은

15 kV, 유속은 0.02 ml/min의 조건으로 전기방사 하였다. 전기방사로 제조된 섬유

는 300 rpm으로 회전하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지름 8 cm의 원통형 바에 집적된

다 전기방사로 제조된 섬유는 잔류용매의 제거를 위하여 진공 오븐에서 24 시간 건

조 시켰다. 전기방사기의 구조는 Fig. 2에 도식화 하였다.

라. 원심방사를 이용한 섬유 제조

- 원심방사기 몰드 내에 폴리카르보실란을 넣고 용융방사와 마찬가지로 분당 5℃로

연화점 보다 10℃ 높은 온도까지 서서히 올려준 후 1시간 유지하여 폴리카르보실란

이 모두 용융되면 몰드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원심력에 의하여 몰드 외부에 뚫려 있

는 여러 구멍으로 섬유가 방사되게 된다. 전기방사기의 구조는 Fig. 3에 도식화 하

였다.

2. 방사선 조사 실험 및 특성 분석

가. 방사선 조사 실험

- 제조된 그린섬유의 경화를 위하여 전자선 조사하였다. 그린섬유를 챔버에 고르게

펴놓았다. 전자선은 1 MeV 기준으로 물 4 mm를 투과 하는데 폴리카보실란의 밀도

1.1 g/cm3이므로 시료 두께가 3 mm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 전자선 조사 과정 중 시

료의 용융을 막기 위하여 챔버는 냉각수가 순환 하도록 하였다. 챔버의 위쪽은 전자

선 투과에 지장이 없도록 티타늄 foil로 덮었고 전자선 조사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전체를 실링 하였다. 챔버 안을 아르곤 가스로 30 분 퍼지한 후 밀폐하여 아르곤 분

위기로 만든 후 고정된 챔버에 1.14 MeV, 4 mA의 조건으로 10,000 kGy의 전자선

을 조사하여 그린섬유를 가교하였다.

나. 열분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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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선으로 경화된 그린섬유를 튜브 전기로에 넣고 아르곤 가스를 0.2 L/min의 유

속으로 흘려주면서 분당 10 ℃의 승온 속도로 실온에서 1,300～1,500 ℃ 까지의 온

도를 올려준 후 1시간 유지 하였고 분당 10℃의 승온 속도로 실온에서 1,300 ℃까지

온도를 올려준 후 1 ～ 3 시간 유지하여 열분해 하였다.

다. 탄화 규소 섬유의 물성 분석

① 탄화규소 섬유의 형태 분석

- 제조된 탄화규소 섬유의 열분해온도(1,300 ～ 1,500 ℃) 및 유지시간(1 ～ 3 시간)에

따른 형태 및 지름의 변화는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용융

방사법으로 제조된 섬유의 사진과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용융방사법으로 제조된 섬유는 장섬유의 형태로 제조 되었고 전기방사로 제조된 섬

유는 3차원 구조를 갖는 매트 형상으로 제조 되었다. (Fig. 5.). 장섬유 형태는 기존

수입 되던 탄화규소 섬유의 대체용으로 사용 가능 하며 3차원 매트 형태의 섬유는

복원성과 입체성을 갖고 있어서 복합재 제조에 응용가능하다.

② 탄화규소 섬유 내 산소 함량 분석

- 제조된 탄화규소 섬유의 산소 함량 측정을 위하여 EDX로 분석 하였다. EDX 분석

시료는 금속으로 된 원통에 탄화규소 섬유를 넣고 에폭시와 열경화제를 섞은 용액

으로 채운 후 130 ℃에서 30 분간 열경화한 후 사포와 다이아몬드 필름을 이용하여

폴리싱 하여 섬유 표면이 아닌 섬유 단면의 산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아르곤 분위기

에서 열분해온도 1,300, 1,400, 1,500 ℃에서의 섬유 내 평균 산소 함량은 각각 3.2,

4.1, 4.8 wt%로 측정 되었다 (Fig. 6.). 또한 아르곤분위기에서 소성온도 1,300 ℃ 시

료의 1, 2, 3시간의 소성시간에 따른 평균 산소 함량은 각각 3.2, 4.0, 4.7 wt%로 측

정 되었다 (Fig. 7.).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 파우더의 산소 함량은 2.1 wt%이고 폴

리카보실란 A 타입을 용융방사한 섬유의 산소 함량은 약 3 wt% 이다. 아르곤에서

전자선 경화한 시료는 열분해단계를 거치며 산소 함량이 0.2 ～ 2.8 wt% 증가 하였

고 열분해온도가 높을수록, 열분해시간이 길수록 섬유 내 산소 함량이 높아졌다. 따

라서 열분해온도와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섬유 내 산소 함량 조절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열분해온도(1300 ～ 1500 ℃) 범위에서의 탄화규소섬유의 표면은 매끈하고

크랙이 가지 않았지만 섬유의 평균지름은 각각 24, 22, 20 ㎛로 열분해온도가 증가

할수록 섬유의 지름이 1300 ℃ 시료와 비교하여 1400 ℃ 시료는 8 %, 1500 ℃ 시료

는 16 %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열분해온도 1300 ℃에서의 유지시간 1, 2, 3 시간에

따른 탄화규소섬유의 표면과 지름의 변화를 측정결과 섬유의 표면에 열분해시간

(1～3 h)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열분해시간에 따른 섬유의 평균 지름은 각각

24, 23, 21 ㎛로 열분해시간이 증가 할수록 섬유의 지름이 1시간 열분해한 시료에

비하여 2 시간 열분해한 시료는 4 %, 3 시간 열분해한 시료는 16 %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Fig. 7.). 이것은 열분해시간이 증가할수록 섬유가 치밀화 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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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탄화규소 섬유의 탄성률과 인장강도 측정

- 탄화규소 섬유의 기계적 물성 평가를 위하여 인장강도와 탄성률을 만능재료시험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로는 폴리카보실란 A 타입을 용융방사한 섬유를 아르

곤 분위기에서 전자선가속기(1.14 MeV, 4 mA)로 10,000 KGy 조사한 후 열분해온

도(1,300～1,500 ℃), 열분해시간(1～3 시간)을 달리한 탄화규소섬유가 사용되었다.

제조된 탄화규소 단섬유만을 만능재료시험기에 로딩하기 위해서 디스크 모양으로

종이를 자른 후 디스크의 양 끝에 글루건을 사용하여 섬유를 고정한 후 디스크를

만능재료시험기의 양끝을 물려주고 디스크 옆면의 종이를 제단 하였다. 섬유의 인

장강도와 탄성률 측정을 위해서는 섬유의 지름을 알아야 하므로 전자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해 놓았다. 측정된 지름을 입력한 후 로드 된 섬유를 10 N의 로드셀

을 이용하여 분당 5 cm의 속도로 당겨서 인장강도와 탄성률을 실험하였다. 열분해

온도와 열분해시간에 따른 탄화규소섬유의 인장강도 측정결과 (Fig. 8, 9) 열분해온

도 (1,300 ～ 1,500 ℃)에 따른 인장강도는 각각 평균 2.5, 1.6, 1.4 GPa 로 측정되었

다. 열분해온도 1,300 ℃에서의 시간에 따른 인장강도는 각각 평균 2.5, 1.6, 1.5 GPa

로 측정되었다. 열분해시간과 열분해온도의 인장강도가 매우 유사하게 나왔는데 열

분해조건에 따른 섬유내 화학조성비중 열분해시간과 열분해온도 시료의 섬유 내 산

소함량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열분해온도와 열분해시간에 따른 탄화규소

섬유의 탄성률 측정결과 (Fig. 10, 11) 열분해온도가 1,300～1,500 ℃까지 증가함에

따라 탄화규소섬유의 탄성률이 232～259 GPa로 증가하였다. 이는 열분해 전 전자선

경화에 의해 제조된 섬유의 탄성률이 223 GPa 인 것을 고려할때 1500 ℃의 열분해

온도에서 탄성률이 최고 16 % 상승한 것이다. 1300 ℃에서의 소성시간이 3 시간인

시료의 탄성률은 253 GPa로 탄성률이 최고 13 % 상승하였다. 소성온도가 높고 소

성시간이 길수록 탄성률이 증가하였다. 열분해시간에 따른 인장강도와 열분해온도

에 따른 인장강도는 매우 유사하였고, 열분해시간에 따른 섬유 내 산소함량과 열분

해온도에 따른 섬유 내 산소함량도 매우 유사 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여 섬유 내 산

소 함량이 증가하면 인장강도는 감소한다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④ 열안정성 및 내산화성 평가

- 탄화규소 섬유의 열안정성 및 내산화성을 TGA를 통하여 분석 하였다. 탄화규소 섬

유를 아르곤분위기에서 40 ～ 1,500 ℃까지 분당 10 ℃의 승온 속도로 올 린 후 5 시

간 유지한 시료의 잔류량으로 열안정성을 분석 하였고 대기분위기에서 40～1,500

℃까지 분당 10 ℃의 승온속도로 올 린 후 5시간 유지한 시료의 잔류량으로 내산화

성을 분석 하였다. 열안전성 평가 결과, 아르곤 분위기에서 시료의 잔류량은 92.5

%(Fig. 12)로 1,500 ℃의 고온에서 매우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내산화성 평가

결과, 시료의 잔류량은 103.8 %(Fig. 13)로 고온에서의 우수한 내산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산화성 평가과정에서 증가한 무게는 섬유 표면의 실리콘 성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실리콘옥사이드를 형성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주사전자현미

경을 이용하여 시료의 표면을 확인해 본 결과 열안정성을 평가한 섬유의 일부가 열

분해로 인하여 작은 구멍을 형성한 것을 관찰되었고 내산화성을 평가한 섬유의 표

면에는 하얀 점처럼 보이는 실리콘 옥사이드가 미량 존재 하였다.(Fig. 14). 폴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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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실란을 이용하여 용융방사법, 습식방사법, 전기방사법 그리고 원심방사법을 이용

하여 그린섬유를 제조한 뒤 전자선 경화 후 열분해 하여 최대 2.7 GPa의 높은 인장

강도와 최대 259 GPa의 높은 탄성률을 지닌 탄화규소 섬유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탄화규소 섬유는 우수한 열안정성과 내산화성을 보였다. 장섬유의 탄화규소 섬유는

수입 대체용으로 사용가능하고, 3차원 매트 형상의 탄화규소 섬유는 복합재 제조에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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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melt spinning.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electros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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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centrifugal spinning.

Fig. 4. Picture and SEM image of meltspun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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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cture and SEM image of electrospun fiber.

Fig. 6. Elemental composition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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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lemental composition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ime at

1300℃.

Fig. 8. Tensile strength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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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nsile strength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ime at 1300℃.

Fig. 10. Elastic modulus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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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lastic modulus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ime at 1300℃.

Fig. 12. Thermal resistance of Si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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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xidation resistance of SiC fiber.

Fig. 14. SEM image of SiC fiber ((a) SiC fiber, (b) SiC fiber after thermal

resistance test, (c) SiC fiber after oxidation resist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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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 제조

기술

1.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제조 및 특성 평가

[요약]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해서 에폭시 수지로는 YD-128,

YDF-170을 사용하였고, 광경화제로는 Triar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

(TASHFA)와 Triarylsulfonium hexafluorophosphate(TASHFP)를 1∼3wt% 첨가

하여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시켰다.

-각각의 수지 모두 약 250 kGy의 선량에서 모두 완전 경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

다. YD-128은 YDF-170에 비해서 경화속도는 느리나 완전 경화 시 기계적 물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화제 함량은 1 wt%일 때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

으며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경화제는

TASHFA가 TASHFP에 비해서 더 빠른 경화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 제조 공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RTM,

Vacuum Bag, Molding, Lay-up, Filament Winding 그리고 Pultrusion등의 방법으

로 복합재를 성형하고 전자선 경화하여 제품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제품의 시험

검사를 통해서 Filament Winding이 최적의 공정임을 확인하였고, RTM, Vacuum

Bag도 적당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 제품 응용을 위해서 (주) 데크의 가압용기인 상품명 SCBA(산소탱크)를

Filament Winding 성형법으로 제조하여 200 kGy 전자선 조사를 180° 회전하면서

2회, 90° 회전하면 4회로 실시하면서 경화시켰다. 각각의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유

사한 파괴 특성을 나타내었다.

가. 방사선 경화용 복합재료의 선정

-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지와 경화제를 선정

하였다. 에폭시 수지는 YD 128과 YDF 170의 2종류 선정하였으며, 경화제는

Triar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 (TASHFA)를 주 경화제로 그리고

Triarylsulfonium hexafluorophosphate (TASHFP)를 부 경화제로 선정하였다. 에폭

시 수지의 전자선 경화기구를 밝혔다.(Fig. 1)

나. 방사선 경화용 복합재료의 특성 평가

- 각각의 수지와 경화제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복합재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을 전자선

경화 선량에 따라서 경화하였다. 이런 복합재는 250 kGy이상에서는 모두 완전 경화

가 된다는 것을 경화도 측정에서 확인하였다. 에폭시 수지 중에서는 YD 12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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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F 170 보다 전자선 선량에 따라서 낮은 경화도를 보였지만, 완전 경화된 상태에

서의 기계적 강도는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경화제는 TASHFA이 TASHFP

보다 높은 경화도를 나타내었다.(Fig. 2, 3)

-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에폭시 수지에 경화

제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물성값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복합재는 완전 경화를

시킨 상태에서 물성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하였다.(Fig. 4)

- 경화제의 첨가량이 많으면 기계적 물성은 떨어지게 된다.

- 에폭시 수지는 경화속도는 떨어지나 YD 128이 YDF 170 보다 높은 기계적 물성을

나타낸다.

다.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최적의 제조 공정 도출

-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제조 공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

합재의 제조 공정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일반적인 복합재의 제조 공정도를 나타

내었다. (Fig. 5) RTM, Vacuum Bag Molding, Lay-up, Filament Winding 그리고

Pultrusion 등의 방법으로 복합재를 성형하고, 성형된 제품을 전자선 조사/경화하여

제품을 제조하였다.(Fig. 6)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제조에 최적

의 성형공정은 Filament Winding이었으며, RTM과 Vacuum Bag Molding 도 적당

하였다. 최적의 제조 공정은 성형 방법과 성형 몰드의 설계에 크게 좌우되었다.

Pultrusion은 조사 장치의 부착을 함께 병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에서는

제조가 불가능하였다.

라. 실 제품에의 응용

- 실 제품의 적용을 위해서 (주) 데크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가압용기인 상품명

SCBA (산소탱크)를 Filament Winding 성형법으로 제조하였다. 제조한 제품은 전

자선 가속기로 200 kGy의 조사선량으로 180° 회전시켜서 2회 조사/경화하였고, 90°

씩 회전시켜서 4회 조사/경화하였다. (Fig. 7) 각각의 제품은 (주) 데크에서 제조된

제품과 유사한 파괴압력 특성을 나타내었다. 보다 깊은 특성 평가를 수행하고, 보다

많은 제품에 적용 실험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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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에폭시 수지의 전자선 조사에 의한 경화 기구.

Fig 2.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에폭시 수지의 경화율 (TASHFA 경화제 2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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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에폭시 수지(YDF 170)의 경화율.

Fig. 4.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수지의 종류 및 경화제 첨가량에 따른 강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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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제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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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여러 가지 제조 공정.

(a) Vacuum Bag Molding, (b) Filament Winding, (c) RTM.

Fig. 7. 전자선 경화 기술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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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화 제품에 적용 시험 및 특성 평가

[요약]

-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대형화 제품을 제조하고 물성을 평가하

여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적용 예로는 LNG 압력용기에 적용하였다.

기존의 산소압력통 제작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YD-128의 에폭시 수지와

TASHFA의 광경화제를 사용하여 복합재를 성형하여 400 kGy의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여 경화시켰다.

- 전자선 경화된 압력용기의 시험 결과 기존의 열경화로 제작된 압력용기의 90 %

이상의 물성치를 나타내었으며 파열시험에서도 합격점인 104 MPa의 20 % 이상

인 127 MPa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가. LNG 압력저장 용기 제작

- 제작된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대형화 제품을 제조하고 물성 평

가하였다. 우선 Fig. 8에서와 같이 LNG 압력저장 용기에 적용하였다. 1차년도에 시

험 제조된 개인용 산소 압력통에 비해서 부피가 크고, 적용압력이 높은 LNG 압력

저장용기의 제작을 수행하였다. 제작방법은 기존의 산소압력통의 방법을 그대로 적

용하여 YD 128의 에폭시 수지와 TASHFA의 경화제를 사용하여 복합재를 성형하

였으며, 이를 전자선을 조사하여 경화시켰다. 전자선 조사 선량은 기존 제품의 경우

보다 조금 높은 400kGy를 적용하였으며, 제품을 회전시키면서 경화를 시켰다. 제작

된 압력통은 본사의 압력통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다.(Fig. 9)

시험 결과는 (주) 데크에서 열경화로 제작된 압력용기의 특성에 90 %이상의 물성

치를 보여주었으며, 파열시험에서도 합격점인 104 MPa을 20 %이상 상회하는 127

MPa에서도 파괴되었다.(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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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NG 압력용기의 성형모습 및 완성품.

그림 9. LNG 압력용기의 내구성 시험 방법(자체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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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LNG 압력용기의 파열시험 결과 (자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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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화규소섬유 강화 탄소(SiC/C) 복합재료 제조

[요약]

- 제트기 엔진 작동온도를 1 ℃ 증가시키면 연간 약 1조원의 연료 절약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현재에는 엔진용 터빈재료로써 세라믹 재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라믹 재료는 우수한 고온 특성, 높은 경도, 높은 내마모성, 강도 대비 낮은

비중으로 엔진의 경량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깨기지 쉬운 단점으로 인하여 광범위

한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탄화규소섬유 강화 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

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에폭시(KDU651TP75)에 0∼10 wt% 탄화규소섬유를 첨가하여 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첨가제로 사용된 탄화규소섬유는 폴리카보실란 용액을 전기방사 후

아르곤 분위기에서 10000 kGy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여 가교하였고, 가교된 폴리

카보실란을 아르곤 분위기에서 1300℃에서 1시간 동안 열분해 과정을 통해서 제작

하였다. 탄소 복합재료는 에폭시 가교를 위해서 200kGy 전자선 조사를 실시한 후

아르곤 분위기에서 1000 ℃로 1시간동안 열분해 과정을 통해서 SiC/C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 제조된 복합재료의 고온 내산화성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40∼1300 ℃까지 TG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iC의 함량이 0 wt%에서 10 wt%로 증가할수록 약 12배

이상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복합재료의 공극률을 수은 기공도 측정

기와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iC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약 3배 이상 감소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탄화규소섬유가 함유된 복합재가 극한 환

경의 구조체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 전 세계의 제트기 엔진 작동온도를 평균 1 oC 증가시키면 연간 약 1조원의 연료 절

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엔진의 연료 효율은 연소 온도와

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연소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감

소시킬 수 있어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엔진용 터빈재료로

는 니켈계의 초합금이 주를 이루었으나, 연소 온도가 1,000 oC 이상에서 금속재료는

열에 약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에 따라 내열성이 우수한 세라믹으로 속 재료를 대체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세라믹은 높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는 우수한 고온

특성 외에 경도가 높고 내화학, 내마모 특성이 우수하며, 강도 대비 비중이 낮아 엔

진의 무게를 줄일 수 있어 연료 정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세라믹 재료는 깨지

기 쉬운 단점으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응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라믹의

낮은 경도를 높여주고 인성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강화재 (탄소나노튜브,

탄소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섬유 등)를 첨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가. SiC/C 복합재료의 제조 방법

- 에폭시(KDU-651TP75) 수지에 탄화규소섬유를 첨가하여 탄화규소섬유 강화 탄소

복합재를 만들었다. 첨가제로 사용한 탄화규소섬유는 폴리카보실란(UH type)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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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기방사하여 섬유 형태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폴리카보실란 섬유는 아르곤 분

위기에서 전자선(1.14 MeV, 4 mA)으로 10,000 kGy 조사하여 가교하였고, 가교된

폴리카보실란 섬유를 아르곤 분위기에서 1,300 ℃로 1시간동안 열분해하는 단계를

거쳐 탄화규소섬유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탄화규소섬유는 에폭시 수지에 0～10

wt%로 함량을 달리하여 제작하였고, 제작된 시료는 에폭시 가교를 위해 전자선

(1.14 MeV, 7.46 mA)을 이용하여 200 kGy 조사하였다. 가교된 시료는 아르곤 분위

기에서 1,000 ℃로 1시간동안 열분해하여 SiC/C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나. 제조된 SiC/C 복합재료의 특성

- TGA (SDT Q600, TA instrument Co., USA) 분석을 통한 고온 내산화성 특성은

분당 20 ℃로 승온하며 산소 분위기에서 40～1,300 ℃까지 측정하였다. SiC/C 복합

재의 내산화 특성은 SiC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안정성이 좋아지는 경향성을 가지며,

TGA 분석 결과, 탄화규소섬유 함량이 0 wt% 일 때 잔류량은 3.0 %이고, 10 wt%

함량에서 잔류량은 35.6 %로 탄화규소섬유 함량에 따른 SiC/C 복합재의 내산화성

은 약 12배 향상됐다(Fig 11). 수은 기공도측정(Mercury porosimeter, AutoPore IV

9500, Micromeritics, USA)을 통하여 탄화규소섬유 함량에 따른 복합재의 기공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탄화규소섬유 함량이 0 wt% 일 때 시료의 공극률은 73.7%이고,

탄화규소섬유 함량을 10 wt%로 하였을 경우 공극률은 24.2%로써 복합재의 공극률

은 약 3배 감소하였다(Fig 12). 이와 같은 현상은 SEM 분석을 통하여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탄화규소섬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극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3).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탄화규소섬유는 복합재의 내산화 특

성을 좋게 하며, 공극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 본 연구는 극한 환경의 구조체로 이용되는 복합재의 고온 내산화성을 높이기 위해

Epoxy 수지에 SiC를 보강제 형식으로 첨가하고, 전자선 가교와 열분해 단계의 간결

한 방법을 이용하여 SiC/C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SEM 분석을 통하여 탄화규소섬

유 함량에 따른 변화를 보았으며, 여기서 SiC의 함량이 증가함에따라 복합재 내부

의 공극이 줄어드는것을 확인하였다. TGA 분석을 통하여 SiC/C 복합재의 고온 내

산화 특성을 확인하였고, C/C 복합재의 잔류량이 3.06 %인 것에 비해, SiC가 10 %

첨가된 SiC/C 복합재의 잔류량은 35.69 %의 내산화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복합재

내부의 공극률은 C/C 복합재의 73.7 % 인 것에 비하여 SiC가 10 % 첨가된 SiC/C

복합재는 24.2 %로 시료 내부의 공극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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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xiation resistance of SiC/C composite on SiC content by TGA.

Fig. 12. Porosity test of SiC/C composite for SiC content.

Fig. 13. SEM image of SiC/C composite; SiC content (a) 0%, (b) 5% and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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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침법을 이용한 탄소섬유 강화 폴리카보실란 기지 복합재료(C/SiC) 제조

[요약]

- 탄소복합재료는 가볍고, 낮은 열팽창 계수, 높은 열전도도, 강한 내충격성,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400 ℃ 부근에서 산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실

제 적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산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Si가 첨

가된 SiC/C 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여 내산화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 CF 탄소직물에 폴리카보실란을 헥산용액에 30∼50 wt%로 농도로 초음파 발생기

에서 완전히 녹인 후 CF 탄소직물을 24 시간동안 담가 두었다. 충분히 담가진 CF

직물을 건조 공정을 통해서 헥산용액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4회의 함칩 공정을 거쳤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를 5,000 kGy 전자선 조사를 두

번에 걸쳐 양면 조사하여 가교 시킨 후 1,300 ℃에서 1시간 동안 열분해 과정을 거

쳐 C/SiC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 CF 탄소직물에 폴리카보실란 용액의 함침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헥산용액의 농도

가 30 wt%일 때 탄소직물 내에 탄화규소의 비율이 가장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공극률이 가장 적고, 탄소직물 내의 탄화규소 비율이 가장 높은 30 wt% 폴리

카보실란에 함침시킨 복합재료 (SiC/C)는 함침 전 열분해 후 3.2% 잔류량에 비해

서 95.2 %의 잔류량을 가지는 우수한 고온 내산화 특성을 확인하였고, 1,500 ℃에

서 5 시간 동안의 환경에서도 95.2 %의 잔류량의 변화가 없는 우수한 내산화특성

을 확인하였다.

- 탄소 복합 소재는 가볍고,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며 열전도도가 우수하고 열 충격

에 강하며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점들 때문에 최첨단 신소재로서의 가

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탄소 복합 소재는 고온 재료나 연마재로 이미 사용되

어지고 있으며 가스터빈이나 세라믹 엔진 부품 등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하지만 400 ℃ 부근의 산화 분위기에서 산소(O2), 이산화탄소(CO2), 수증기

(H2O) 등에 의하여 산화반응이 시작되며 온도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 구배와

산소 농도가 높아져 산화 확산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어 재료의 다양한 적용에 제약

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탄소재의 산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실리콘(Si) 등 탄소와 반

응이 가능한 원소 등을 첨가하여 SiC로 탄소재를 복합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어 지고

있다.

- 한편 이러한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액상의 고분자에 SiC 섬유를 보강제 형식으

로 첨가하여 SiC/C 복합재로 제조하였다. 이러한 공정을 이용할 경우 간편한 제조

공정으로 SiC/C 복합재의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C/SiC

복합재는 탄소직물에 폴리카보실란(UH type) 용액을 함침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였

다. 용매로 헥산을 이용하여 폴리카보실란 용액의 농도를 30～50 %로 제조하였고,

폴리카보실란 용액을 탄소직물에 1～4회 함침하였다. 매회 함침시 함침시료는 24

시간 실온에서 건조 하였고, 건조 후 24시간 진공 중에서 완전 건조하여 시료 내부



- 77 -

의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조건에 따라 제조한 탄소직물/폴리카보실란 함침시

료는 전자선(1.14 MeV, 4 mA)으로 아르곤 분위기에서 10,000 kGy 조사하여 가교하

였고, 가교된 복합재는 아르곤 분위기에서 1,300 ℃로 1시간 동안 열분해하여 C/SiC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C/SiC 복합재의 내산화 특성분석을 통해 극한 환경의

구조체에 사용가능한지 판단하였다.

가. 함침법을 이용한 탄소섬유 강화 폴리카보실란 기지 복합재료(C/SiC) 제조 방

법

- CF (Toray, T-700 12K, Japan)을 20×20×2 mm의 직육면체 형태의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PCS (분자량; 2,580 g/mol)를 헥산 용액에 녹여 농도에 따라 30, 40, 50%로

준비한다. 준비한 PCS 용액은 초음파 발생기를 이용하여 PCS가 헥산 용액에 완전

히 녹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30×30×4 mm 용기에 일정한 크기로 자른 CF 시료를

넣고, 용기에 PCS를 부어주어 CF이 PCS 용액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다. 이것을 24

시간동안 공기 중에서 자연건조 시킨 후, 진공 오븐을 이용하여 실온에 CF/PCS의

무게 감소가 없을 때까지 충분히 건조하여, CF 내부에 있는 헥산 용액을 완전히 제

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4번 반복하여 CF 용액 농도와 함침 횟수에 따른 CF/PCS

시료를 준비한다.

- 준비된 CF/PCS 시료는 전자선을 이용하여 PCS의 가교 반응을 유도하였다. 준비된

CF/PCS 시료는 티타늄 진공 챔버에 넣고, 불활성 기체(아르곤)를 충분히 흘려주어

챔버 내부에 활성 기체 (O, C, N 등)을 제거함으로써 전자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화학반응을 최소화 하였다. 아르곤 기체를 채운 후 복합재 시

료는 전자선 (ARTI KAERI, Korea)을 이용하여 가교하였고, 1.14 MeV, 4 mA의 전

자선 가속기 조건으로 5,000 kGy씩 두 번에 걸쳐 양면 조사하였다. 조사한 시료는

탄화로를 이용하여 아르곤 분위기에서 1,300 ℃, 1시간의 열분해를 통해 C/SiC 복합

재로 제조하였다.

- SEM (JEOL, JSM 6390, Japan) 분석을 통하여 C/SiC 복합재의 PCS 용액 농도와

함침 횟수에 따른 내부 미세 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SEM 분석을 위해 복합재 시

료는 액체 질소로 얼린 후 순간 적인 힘으로 절단하고, 절단한 복합재 표면에

magnetron sputtering 장비를 이용하여 금 박막을 입힌 후, 10 keV 에너지에서 500

배의 배율로 동등한 조건하에 복합재 시료의 단면을 분석하였다.

- CF에 PCS 용액을 조건에 따라 함침하고, 전자선 가교와 열분해 과정 후에 CF 내부

에 SiC의 결정화 상태는 XRD (D/Max-1200, Rigaku, Japan)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

였다. 시료의 분석 범위 2=20～80o로 하여, 함침 횟수와 PCS 용액 농도에 따른

SiC peak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 C/SiC 복합재 내부에 탄화규소 함침 정도는 수은 기공도 측정 (AutoPore IV 9500,

Micromeritics, USA)을 통하여 공극 변화를 관찰하였다. 사용한 수은 기공도 측정

장비는 10,000 psia의 높은 압력으로 시료 내부의 공극 크기가 3 nm까지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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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시료 내부의 공극 함량을 나타낸다. 수은 기공도 측정에 사용한 시료는

5×5×2 mm의 일정한 크기의 직육면체 형태로 잘라 실험하였다.

- 제조된 C/SiC 복합재는 TGA (TA Instrument, SDT Q 600, USA)를 이용하여 복

합재의 열 특성 및 내산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용 시료의 무게는 18 mg으로 일

정하게 하고, 공기 분위기에서 분당 10 oC의 승온을 유지하며 실온에서 1,500 oC 까

지의 범위에서 C/SiC 복합재의 고온 내산화 특성을 분석하였고, 1,500 oC의 고온을

5시간 동안 유지하여 지속적인 고온 상태에서의 내산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 함침법으로 제조된 복합재료(C/SiC)의 특성

- Fig. 14은 SEM 분석을 통한 C/SiC 복합재의 내부 미세 구조 변화를 나타낸다.

C/SiC 복합재를 제조함에 있어 PCS 용액의 함침 횟수가 1～4회로 증가(Fig. 14(b)

부터 Fig. 14(g)의 SEM 이미지)함에 따라 함침 전 CF (Fig. 14(a))과 비교하여 복합

재 내부에 대부분을 차지하던 공극이 SiC로 채워지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PCS 용액의 농도를 50 %에서 30 %로 (Fig. 14(e)부터 Fig. 14(g)

의 SEM 이미지) 조절하면, 30 %의 낮은 용액 농도는 50% 농도에 비해 PCS 용액

이 CF 내부로 잘 흡수되어 C/SiC 복합재 내부에 공극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SEM 분석을 통하여 PCS 용액의 함침 횟수가 1～4회로 증가하고, 용액의 농도 30

% 상태에서 C/SiC 복합재 내부를 차지하는 SiC 양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한 C/SiC 복합재의 SiC 결정화 상태는 XRD를 통해 분석하였고, 결과는 Fig.

15에 나타내었다. Fig. 15에서 보듯이 SiC의 주요 결정화 peak (111), (220), (311)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로 C/SiC 복합재에 SiC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것은 PCS가 전자선 경화와 열분해 과정을 통해 SiC로 변화되는 것을 의

미한다. PCS 용액의 함침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SiC peak의 세기가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Fig 15(a)), 마찬가지로 PCS 용액 농도가 30 %일 경우 50 %에

비해 SiC peak 세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15(b)).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PCS

용액 농도가 30 %에서 4회 함침 하였을 경우 C/SiC 복합재 내부에 SiC 함류량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수은 기공도 측정 (Mercury porosimeter, AutoPore IV 9500, Micromeritics, USA)

을 통한 C/SiC 복합재 내부의 공극 변화는 Fig. 16에 나타내었다. PCS 용액을 1회

함침 하였을 경우 시료 내부의 공극률이 52.1%이었던데 반해 4회 함침시 내부 공극

률은 13.5 %로 감소하여, 함침 전 CF의 공극률이 78.7 %였던 것을 감안할 때 공극

률은 최대 65.2% 감소하였다 (Fig 16(a)). 함침 횟수에 따른 C/SiC 복합재 시료의

밀도 변화는 함침 전에 CF 0.60 g/cm
3
의 밀도 값을 보였고, 함침 횟수가 1～4로 증

가하면 밀도 값은 점차 1.35～2.44 g/cm3로 증가하였고, 함침 방법을 통한 C/SiC 복

합재의 밀도는 최대 1.84 g/cm
3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6(b)).

- PCS 용액의 농도 변화에 따른 공극률의 변화는 Fig. 17에 나타냈다. PCS 함침 횟

수는 각각 4회로 고정하였을 때, 함침 전 CF의 공극률 78.7 %에 비하여 농도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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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 %로 변화함에 따라 공극률은 각각 25.5 %에서 13.5 %로 감소하였다

(Fig 17(a)). 복합재의 밀도는 공극률에 비례하며 농도가 50%에서 30%로 변화함에

따라 2.10～2.44 g/cm3의 밀도 변화를 보였고, 함침 전 CF과 비교하여 최대 4 배의

밀도 증가를 나타냈다 (Fig 17(b)).

- C/SiC 복합재의 열 특성과 고온 내산화 특성은 공기 분위기에서 TGA 분석을 통하

여 확인하였다. 분석 시료는 공극률이 작고,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PCS 용액 농

도 30 %, 4회 함침한 복합재 시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18(a)에서 보듯이 CF은

고온에서 낮은 내산화 저항 특성을 나타내며 그에 따라 시료가 거의 남지 않는 것

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같은 조건에서 C/SiC 복합재는 CF에 비해 완만한 내산화

특성 곡선을 나타낸다. 함침 전 CF의 열분해 온도 (Td, degradation temperature)가

610.7 oC인 것에 비해, C/SiC 복합재의 열분해 온도는 962.8 oC로써 함침 전 CF에

비해 352.1 oC 좋은 열 안정성을 나타냈다. 1,500 oC에서 시료의 잔류량도 CF이 3.2

%것에 비해 C/SiC 복합재는 95.2 %로 우수한 열 안정 특성을 확인하였다. 시료 무

게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의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에

SiC의 이산화실리콘 (silicon dioxide)에 수동적인 산화작용으로 인하여 C/SiC 복합

재는 1,200 oC 부근에서 약간의 시료 무게 증가를 나타낸다. 또한 Fig 18(b)는 5시간

동안 1,500 oC 온도를 유지하며 C/SiC 복합재의 분해거동을 관찰함으로써 고온 내

산화 특성을 판단하였다. 제조한 C/SiC 복합재는 1,500 oC 지속적인 고온 상태에서

95.2 %의 잔류량을 나타내어 좋은 고온 내산화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극한 환경의 구조체로 이용되는 C/SiC 복합재의 고온 내산화성을 높이

기 위해 CF에 PCS을 함침하는 간결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SEM 분석을 통하여 함

침 횟수가 증가하고, PCS 용액 농도 30 %에서 복합재 내부에 탄화규소가 차비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은 기공도 분석 결과 C/SiC 복합재는

PCS 용액 농도 30 %에서 4회 함침 했을 경우 시료의 공극률은 13.5 %로 함침 전

CF에 비해 65.2 % 감소하였다. 복합재의 밀도 또한 공극률에 비례하여 30 wt% 농

도에서 4회 함침의 경우 2.44 g/cm
3
로 함침 전 CF의 밀도 0.60 g/cm

3
에 비해 4배 높

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TGA 분석을 통하여 C/SiC 복합재의 열안정성과 고온 내

산화 특성을 확인하였고, 함침 전 CF의 열분해 후 잔류량 3.2 %에 비하여 30 % 농

도에서 4회 함침한 C/SiC 복합재의 잔류량은 95.2 %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으며,

1,500 oC에서 5시간 동안의 고온 환경에서도 95.2 % 잔류량에 변화가 없는 우수한

내산화 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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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pregnation times of C/SiC composite

Impregnation times Porosity [%] Density [g/cm3]

Control 78.7 0.60

1 times 52.1 1.35

2 times 41.4 1.65

3 times 30.7 1.95

4 times 13.5 2.44

Table 2. Polycarbosilane concentration of C/SiC composite

PCS concentration Porosity [%] Density [g/cm3]

Control 78.7 0.60

30 % 13.5 2.44

40 % 18.8 2.29

50 % 25.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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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icrostructure of C/SiC composite ((a)Carbon fabric, (b)1 time

impregnation of 30% concentration, (c)2 times impregnation of 30%

concentration, (d)3 times impregnation of 30% concentration, (e)4 times

impregnation of 30% concentration, (f)4 times impregnation of 40%

concentration, (g)4 times impregnation of 50% concentration).

Fig. 15. Crystallization of C/SiC composites; (a)impregnation times at 30% PCS

solution and (b)concentration of PCS solution at impregnation 4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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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Impregnation times of C/SiC composite by porosimeter (at 30%

concentration); (a)porosity and (b)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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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olycarbosilane concentration of C/SiC composite by porosimeter (at

impregnation 4 times); (a)porosity and (b)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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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rmal properties of C/SiC composite (at 4 times impregnation of 30 %

concentration); (a) oxidation resistance and (b) oxidation resistance for 5

hr at 1,5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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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기 실리콘 단량체 이용 화학 증기 침투 실험

[요약]

- 탄소복합재료의 내산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액상 고분자 화

합물을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방식을 이용하여 SiC 코팅막을 증착시켜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주) 데크에서 제작한 perform형태의 carbon fiber matrix과 C/C composites를

1000∼1100 ℃의 공정 조건에서 탄화규소를 1시간동안 증착시켰다. 증착된 SiC 증

착막의 형태와 조성, 미세구조의 변화를 SEM과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 C/C composite의 경우 perform형태의 carbon fiber matirx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

고 있어 시료의 최외각 표면만이 SiC 증착이 된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000 ℃

에서 증착된 시료는 Si : C의 비율이 50:50의 일정한 조성비로 250 nm의 균일한

증착막을 형성하고 있으나 1100 ℃에서 증착된 시료의 경우 100∼200 nm의 불균

일한 증착막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탄소 복합 소재는 가볍고,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며 열전도도가 우수하고 열 충격

에 강하며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점들 때문에 최첨단 신소재로서의 가

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탄소 복합 소재는 고온 재료나 연마재로 이미 사용되

어지고 있으며 가스터빈이나 세라믹 엔진 부품 등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하지만 400 ℃ 부근의 산화 분위기에서 산소(O2), 이산화탄소(CO2), 수증기

(H2O) 등에 의하여 산화반응이 시작되며 온도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 구배와

산소 농도가 높아져 산화 확산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어 재료의 다양한 적용에 제약

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탄소재의 산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실리콘(Si)과 보론(B) 등

탄소와 반응이 가능한 4가 원소 등을 첨가하여 SiC, B4C 등을 이용하여 탄소재를

코팅하거나 복합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어 지고 있다.

- 한편 이러한 코팅막을 제조하는 방식에는 액상의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 등이 알려져 있으며 CVD를 이용한 공정의

경우 막의 정확한 두께조절과 막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VD를 이용하여 유기 실리콘 단량체(methytrichlorosilane,

CH3SiCl3 : 이하 MTS)규소 화합물로부터 SiC를 증착하는 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이때의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T<1200 ℃

CH3SiCl3 + 2H2 → Si + CH4 + 3HCl ………………………………………… (1)

CH4 → C + 2H2 …………………………………………………………………… (2)

Si + C → SiC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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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VD를 이용한 제조 방법

- 탄화 규소의 증착을 위하여 Thermal-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방식을 사

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VD 방식은 시료를 원하는 형태로 제조하고 시료에 물리적

인 힘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의 표면에 원하는 재료를 코팅할 수 있는 기

술로 알려져 있으며 시료의 형상에 구애 받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

실험에 이용한 CVD 장비의 사진과 개략도를 Fig. 19.에 나타내었으며 장비에 관한

설명 및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반응로는 3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분을 Kantal wire heating element을

사용하여 온도 제어가 가능하게 제작하였으며 공정 간 반응로내 온도를 ± 0.1 ℃ 이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험 전 oil rotary pump를 사용, 반

응로 내를 10-3 torr 이하의 진공도를 유지함으로서 반응로내의 불순물들을 일차적

으로 제거하였고, 승온 속도를 약 10 ℃/min으로 하여 1,000 ℃ 이상의 고온으로 반

응로의 온도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불활성 기체인 Ar을 반응로내의 압력을 5 torr로

충진하고 10-3 torr로 진공상태를 유지함을 5회 이상 반복하여 반응로내의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그 후에 H2 가스를 사용하여 반응로 내의 압력을 5 torr 상태로 5분간

유지함으로서 반응로 내의 불순물 및 시료의 산화층을 제거하였다. 이때 반응로 내

의 압력은 펌핑이 유지되는 가운데 throttle valve를 사용하여 제어하였으며 반응로

내로 유입되는 가스의 양은 MFC(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하여 제어하였다.

증착에 사용하고자 하는 유기 실리콘 단량체인 MTS(Aldrich, 99.9%)는 bubbler 용

기로부터 H2를 carrier gas로 사용하여 반응로 내로 유입시켰으며 반응로 내에서 반

응에 참여하지 못한 gas는 ionic gas scrubber 안에서 NaOH 수용액과 반응을 시킨

후 배기구를 통하여 방출하였다. 실험 중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H2, C3H8, Cl

gas 각각에 대한 gas detector를 설치하였으며 gas 누출이 검출 될 시 자동으로

system이 멈추는 safety lock이 설치되었다. 또한 온도 제어와 모든 valve의 개패

등을 포함한 모든 공정은 PC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나. Preform 형태의 carbon fiber matrix의 특성 분석 결과

- Preform 형태의 carbon fiber matrix는 (주) 데크에서 제작되었으며 실험을 위하여

2×2×4 cm 직육면체 형태로 커팅 하였다. Thermal CVD의 tube furnace의 정중앙에

graphite sample holder를 이용하여 위치시켰으며 1,000 ℃와 1,100 ℃의 공정조건에

서 각 1시간씩 증착하였고 기타 공정 조건들은 실험방법에 기술되어 있다.

- Preform 형태의 시료에 SiC 증착 전·후의 SEM 사진을 Fig. 20.에 나타내었으며

Carbon fiber에 매끈한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SiC 증착막의 보다 정

확한 정보는 FE-TEM(모델명 : JEM-2100F)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E-TEM 용

시편 제작에는 Dual Beam-Focused Ion Beam(모델명 : NOVA 200, 이하 FIB) 장

비를 이용하였다. 우선 FIB 챔버 내에서 시료의 분석하고자 하는 위치에 10×3×7 ㎛

의 형태로 Pt를 코팅하고 Pt 코팅부분의 상부와 하부를 Ion gun을 이용하여 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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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Fig. 22.). 이때 Ion gun의 조건은 30 kV, 20 nA로 식각을 시작하였으며 식각

이 진행됨에 따라 beam current를 50 pA까지 낮추며 시편의 두께를 100 nm 로 제

작하였다.FE-TEM은 nanofab center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가속전압 200 kV를

사용하였다. 우선 TEM의 EDX를 사용하여 SiC 증착 layer의 조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4.과 Fig. 25.에 나타내었다. 이때 EDX 측정 결과 중 Ga은 시편 제

작에 사용하였던 Ion에 의한 영향에 의한 것이며 Cu는 시편을 지지하고 있는 Cu

grid에 의한 영향이며 Pt는 시편 제작에서 Ion gun으로부터 시료를 보호하기 위하

여 사용한 Pt에 의한 결과에 해당한다. Si와 C의 조성 비율은 증착 온도에 상관없이

50 : 50으로 관찰 되었다. 고배율에서 회절 패턴(diffraction pattern)을 이용하여 각

각의 layer에 대한 phase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6.에 나타내었다. Fig. 26.

의 a)와 b)는 증착 온도가 각각 1,000 ℃와 1,100 ℃이다. Fig. 26. a)의 밝은 부분의

회절 패턴은 JCPDS card 중 75-1621의 결과와 일치하며 carbon fiber가 hexagonal

structure를 갖는 graphite 형태로 lattice parameter는 a : 2.470 Å, c : 6.790 Å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위의 코팅막은 JCPDS card 중 29-1129의 결과와 일치하

며 3C-SiC의 FCC (Face Centered Simple Cubic)로 lattice parameter는 a : 4.358

Å으로 확인되었다. 코팅막의 두께는 약 80 nm 정도로써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Fig. 26. b)의 코팅막은 회절 패턴이 JCPDS card 중 29-1126의 결

과와 일치하며 hexagonal structure의 2H-SiC로써 lattice parameter는 a : 3.081 Å,

c : 5.031 Å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코팅막의 두께는 50 ～ 300 nm 정도를 나타내었

다.

다. Carbon Carbon matrix 구조를 갖는 복합재료의 특성 분석 결과

- C/C composites는 (주) 데크에서 제작 되었으며 실험을 위하여 1×1×2 cm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SiC 증착막은 preform 형태를 갖는 carbon 섬유과 같은 조건

에서 증착을 수행하였으며 SEM 분석 결과 C/C composite의 경우 preform 형태의

carbon 섬유보다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시료의 최외각 표면만이 SiC에 의하여

증착된 것이 확인되었다(Fig. 21.). C/C composites에 증착한 SiC의 보다 자세한 정

보는 FE-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시료의 준비 과정을 Fig. 23.에 나타내었

다. Fig. 25.의 a)와 b)는 증착 온도가 각각 1,000 ℃와 1,100 ℃에서의 TEM-EDX

측정 결과이며 Si와 C가 50 : 50의 조성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배율에서

의 TEM 관찰 결과 1,000 ℃에서 제조된 SiC 막(Fig. 27. a))은 약 250 nm의 균일한

코팅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preform 형태의 시료와 마찬가지로 3C-SiC structure를

가지고 있었다. 1,100 ℃에서 제조된 SiC 막(Fig. 27. b))의 경우는 100 ～ 200 nm

정도의 불균일한 두께의 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preform 형태의 시료에 증착된 것과

같은 2H-SiC structure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hermal-CVD를 이용하여

1,000 ℃와 1,100 ℃에서 preform 형태의 시료와 C/C composite 시료의 표면에 SiC

를 각 1 시간씩 증착하였으며 증착된 SiC의 형태와 결정구조 등을 SEM과

FE-T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로써 시료의 형태와 증착 온도에 따른 SiC 증

착막의 형태와 조성, 미세구조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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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cture of thermal-CVD system. b) Schematic diagram of thermal-CVD system.

Fig. 19. Thermal-CVD system for SiC deposition.

Fig. 20. SEM images of SiC deposited preform carbon fiber.



- 89 -

Fig. 21. SEM images of SiC deposited C/C composites.

Fig. 22. TEM specimen preparation using a FIB(Focused Ion Beam) for the SiC

deposited preform carbon fiber analysis.

Fig. 23. TEM specimen preparation using a FIB(Focused Ion Beam) for the SiC

deposited C/C composi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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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4. TEM EDX analysis of SiC layer, deposited at a) 1,000 ℃ and b) 1,100 ℃

on preform carbon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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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5. TEM EDX analysis of SiC layer, deposited at a) 1,000 ℃ and b) 1,100 ℃

on C/C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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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6. TEM images of SiC layer, deposited at a) 1,000 ℃ and b) 1,100 ℃ on

preform carbon fibers.

a) b)

Fig. 27. TEM images of SiC layer, deposited at a) 1,000 ℃ and b) 1,100 ℃ on

C/C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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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사선 이용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 기술

1. 전자선 경화이용 도전성 접착제 경화기술 개발

[요약]

- 기존에 사용 되던 에폭시, 아크릴 수지의 열 경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닐 에스터 수지의 전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하여 LCD용 도전성 접착제에 적합한

접착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비닐에스터 수지는 기존에 사용되던 에폭시(YD-128), 아크릴(KDU651TP75) 수지

에 비해서 전자선으로 경화 시 겔화율 면에서는 낮은 선량에서도 높은 경화도를

나타냈으나 완전 경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늬 굴곡강도, 접착강도, 열적 안정성 모

두 비닐에스터 수지의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비닐에스터 수지에 경화제, 촉진제를 첨가하여 상온경화한 시료와 경화제만 첨가

하여 열경화시킨 시료, 첨가제를 넣지 않고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시킨 시료의

특성을 분석하였을때 겔화율, 굴곡강도, 접착강도, 열적안정성 모든 면에서 전자선

경화가 우수한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도전성 접착제에 가장 중요한 접

착 강도 면에서 기준치인 800 gf/cm를 넘는 1,000 gf/cm의 접착강도를 나타내어

도전성 접착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이방성 전도필름(Anisotropic Conductive Film)은 1977년 일본의 Sony Chemical사

가 최초로 상업화한 접합재료이다. 현재는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PDP(Plasma Display Panel) 등의 회로기판 실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모듈에서 이방성 전도필름을 이용한 접합 기술은 TAB(Tape Antomated Bonding)

접합, COF(Chip On Film)접합, COG(Chip On Glass)접합 등이 있다. 디스플레이에

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질과 응답속도이며 이를 결정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모듈

이다. 디스플레이의 응답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소형 디스플레이에서는 구동

회로 IC칩을 직접 패널에 접합하고 있다. 이렇게 구동회로 IC칩을 디스플레이 패널

에 직접 접합하는 방법을 COG 접합이라고 한다. COG접합은 디스플레이 모듈 실

장 기술에 사용하는 접합 방법 중의 하나로써 초박형, 경량화로 인한 접속 피치의

미세화에 대응하는 실장 방식으로 IC 패드 위에 도전성 전극(Bump)을 형성시킨

드라이버 IC를 디스플레이 패널 위에 직접 접속시키는 접합 기술이다.

- 기본적으로 ACF는 두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재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료

는 두 회로의 재료와 접착성이 우수한 접착재료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두 회로의

전극부위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밖의 부위는 ITO(Indium thin oxide),

Polyimide 등의 유기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ACF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

분은 금속이나 유기/무기 재료와의 접착력이 우수하고, 열과 습기에 접착 신뢰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CF는 접착을 위한 폴리머와 전기

적 전도를 위한 전도성 입자로 구성되어있다. 폴리머는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수지

모두 사용되나 최근에는 강한 접합강도와 신뢰성을 위해서 에폭시 수지가 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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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에폭시 수지는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나 경화속도(15 ～

20초)가 느린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경화속도가 빠른 아크릴 수지

도 연구되고 있는데 경화속도(8 ～ 10초)는 빠른 반면 열적 안정성이 불안한 단점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 비닐 에스터(RF-1001,Crayvalley) 수지의 전자선 경화

- 비닐 에스터(RF-1001,Crayvalley) 수지를 상온, 열, 전자선 경화방식을 이용하여 각

각을 경화시켰다. 경화제로는 Methyl ethyl ketone peroxide(MEKPO)를 사용하였

고, 촉진제로는 8wt% cobalt/dimethyl amine/styrene 혼합용액을 사용하였다.

- 상온경화는 100 ml 비커에 RF-1001, 경화제, 촉진제를 넣은 후 골고루 분산되도록

유리막대로 교반시켜주었다. 그리고 SUS 재질의 몰드(150×150×2 mm3)위에 PI film

을 올리고 그 위에 혼합용액을 부어준 다음 진공오븐에서 진공상태로 경화를 진행

하였다. 열 경화는 상온경화와 방법은 같으나 촉진제를 쓰지 않고 온도를 약 80 ℃

까지 올려서 진공오븐에서 경화를 진행하였다. 전자선 경화는 경화제와 촉진제를

따로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몰드에 부어진 후, 질소 분위기에서 10 kGy/scan(1.14

MeV × 7.46 mA × 10 m/min)으로 총 조사선량이 300 kGy가 되도록 경화를 진행하

였다.

- 경화방법 이외에도 도전성 접착제에 더욱 적합한 수지 선정을 위해서 전자선 경화

형 에폭시 수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YD-128(에폭시 수지, 국도화학)과

KDU651TP75(아크릴 수지, 국도화학)를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시켜서 RF-1001과

그 물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나. 전자선 조사에 따른 겔화율 특성 평가

- 각각의 경화된 sample들은 soxhelt 추출기에 acetone 용매를 사용하여 겔화율을 측

정하였다. 겔화율은 초기의 무게를 Wo, 추출한 후의 무게를 W로 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Gel contents(%) = Wo / W × 100 ……………………………………………… (1)

- 경화성 수지의 종류에 따라서 겔화율을 분석해보면 전자선 경화에 의해서 모두 완

전 경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UV 경화형 수지인 KDU651TP75는 10 kGy 정도의

낮은 선량에서도 경화가 완전히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RF-1001은 YD-128에

비해서 다소 높은 선량을 유지해야만 완전히 경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RF-1001

수지를 전자선 경화형 접착 수지로 사용되기에는 다른 경화성 수지에 비해서 경화

조건이 다소 높은 선량을 요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또, 경화방식을 달리

하여 겔화율을 비교하였을 경우 수초 이내에 경화가 진행되는 전자선 경화 방식이

다른 경화방법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완전 경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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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Fig. 2). 추가적으로 RF-1001 수지를 전자선 경화하기 이전에 경화제와 촉진

제를 추가로 첨가한 샘플의 겔화율 분석 결과를 보면 RF-1001 수지에 경화제, 촉진

제를 모두 함유한 샘플이 낮은 선량에서도 빠른 속도로 완전 경화가 이루어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3). 이는 전자선에 의한 경화와 더불어 촉매에 의해 활성화 되

어 경화가 되는 2가지 반응이 함께 이루어져 낮은 선량에서도 경화가 완료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다. 접착제의 기계적 특성 분석 결과

-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각 샘플의 굴곡 강도를 측정하였다.

굴곡강도는 ASTM D790에 의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된 자료를 아래의

식에 적용하여 굴곡강도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샘플의 크기는 다이아몬드 커터를

이용하여 10 × 6 × 2mm3의 크기로 일정하게 잘랐으며, 0.8mm/min의 crosshead 속

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σ = 3Fl / 2dh2 ………………………………………………………………… (2)

σ는 계산된 굴곡강도 값이고, F는 load, l은 힘이 가해지는 부분 사이의 거리, d와 h

는 샘플의 길이와 두께 값이다. 이렇게 계산된 각각의 강도를 비교해보면 수지의 종

류에 따른 굴곡강도를 비교해보면 수지의 종류에 따른 굴곡강도를 비교해보면

RF-1001 수지로 경화했을 때 더 높은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 그

리고 상온, 열 경화와 전자선 경화된 수지의 굴곡강도를 비교하여도 전자선 경화방

식으로 경화시킨 수지의 강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Fig. 5). 추가적으로

전자선 경화의 조건의 변화를 주어서 비교하였는데, 경화제와 촉진제를 첨가한 후

조사한 RF-1001 수지의 강도가 약 2 MPa 정도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

었다(Fig. 6).

라. 접착제의 접착 강도 특성 평가

- 도전성 접착제에 적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접착강도를 UT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접착강도는 ASTM D903-98에 의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180° peel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접착강도는 추가적인 계산 없이 측정된 자료를 그대로 비

교하였다. RF-1001 수지는 다른 경화성 수지에 비해서 도전성 접착제로 사용되기

적합한 접착성인 800 gf/cm보다 유일하게 더 높은 접착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7). 또,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된 수지가 상온, 열경화 방식에 의해 경

화된 수지보다도 더 높은 접착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Fig. 8). 추가적으로 전자

선 경화 시 경화제와 촉진제를 첨가하여 반응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겔화

율과 굴곡강도와는 달리 접착강도 면에서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전자선만 이용

하여 경화시킨 수지의 접착강도만이 기준치보다 높은 접착강도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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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접착제의 열적 안정성(동적 기계적 특성)

- RF-1001수지와 전자선 경화 방식이 도전성 접착제로써 다른 경화성 수지와 경화

방법보다 더 나은 물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전자선 경화의 열적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DMA(Dynamic Mechanical Analysis)를 이용하여 각 샘플의

열안정성을 확인하였다. 40 ～ 250 ℃ 범위의 온도에서 10 ℃/min의 속도로 온도를

조절하여 1 Hz의 주파수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샘플은 굴곡강도와 같은 크

기로 샘플을 제조하였다. 전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한 수지의 열적특성을 비교해보

면 우선 Tg값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Fig. 10). 유리전이온도는 고분자의 물리, 화

학적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Storage modulus(E')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유리전이온도 전후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크게 변한다. E'

의 변화는 E"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E"은 유리전이온도 부근에서 최대 피크 값을

가진다. 실제적으로 전자선으로 경화된 수지의 E'이 다른 경화 방식에 비해서 더 높

은 온도에서까지 유지됨을 확인하였고, 이는 열안정성이 매우 우수함을 나타내는

것이다(Fig. 11,12). 전자선 경화 시 경화제와 촉진제를 첨가하여 분석한 결과는 3가

지 조건 모두 높은 열안정성을 가지고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Fig. 13,14,15).

바. 도전볼의 분산성 확인

- RF-1001 수지에 약 40 ㎛의 도전볼 0.1 wt%를 혼합하여 초음파를 이용하여 분산시

킨 후 경화시킨 샘플을 SEM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수지 내에서 나노 크기의

도전볼의 뭉침이 없이 수지 내에서 원활하게 분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6).

본 연구는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에 사용되는 기존의 도전성 접착제의

문제점이었던 경화 속도와 열적 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지와

전자선 경화방식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전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한 수지의 매우 빠른 경화속도에도 가장 높은 겔화율을 나

타내었으며, 기존에 전자선 경화성 수지로 사용되던 YD-128, KDU651TP75에

RF-1001 수지를 비교하여도 겔화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 되었다. SEM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RF-1001 수지 내에서의 도전볼의 분산성을 확인하였으

며, 이외에도 굴곡강도와 접착강도 역시 RF-1001 수지와 전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

하였을 때 가장 우수하고 기준에 적합한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수지에서 문제가 되었던 열적 안정성 또한 전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할수록 높은 열

적 안정성을 가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선 경화의 빠른 경화속도와 전

자선에 의한 경화 활성부위가 수지에 높은 분산성을 나타내어 부반응이 최소화 되

고, 넓은 범위에서 경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

로 전자선 경화 시 경화제와 촉진제를 첨가하여 경화를 진행한 경우 겔화율, 굴곡강

도, 열안정성 면에서는 모두 첨가한 수지의 결과가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접착

강도 면에서 어떠한 첨가제도 넣지 않은 수지의 결과만이 기준 접착성보다 높은 강

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화 시 추가되는 경화제와 첨가제가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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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접착력을 떨어트리는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접착제 이외에도 첨가제

를 첨가하지 않아 친환경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경화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Gel contents of various resins using e-beam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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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l contents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Fig. 3. Gel contents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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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exural strength of various resins using e-beam curing.

Fig. 5. Flexural strength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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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exural strength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Fig. 7. Peel strength of various resins using e-beam curing.



- 101 -

Fig. 8. Peel strength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Fig. 9. Peel strength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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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the tan δ curves in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Fig. 11. Comparison of the storage modulus(E') curves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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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the loss modulus(E") curves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Fig. 13. Comparison of the tan δ curves in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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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of the storage modulus(E') curves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Fig. 15. Comparison of the loss modulus(E") curves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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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EM image of conducting ball in cured RF-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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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FT-LCD 패널용 PI(polyimide) Flexible-PCB 접착력 향상 기술 개발

[요약]

-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PI film에 100 keV로 질소 이온 주입을 실시하여

PI 표면의 접착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 PI 표면의 이온주입으로 인하여 표면의 조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질소 이온 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결정의 불균일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리고 PI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이온 주입에 의하여 PI 표면의 화학구조

가 변하여 친수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수성 치환기가 증가

할수록 물질의 접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PI의 접착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가. PI 필름, 질소 이온 주입 실험

-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75 µm thickness, Kapton HN 형태의 PI 필름을 듀

퐁(Du Pont Chemical Co.) 으로부터 구매하였다. PI 필름의 화학적 구조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질소 이온 주입 실험을 위하여 PI 필름을 2 x 2 cm2 크기로 절단하였으

며 아세톤에 담가 소니케이션을 통하여 표면을 세척한후 진공 오븐에서 건조 하였

다. 질소 이온 주입은 100 keV로 5 x 1014 에서 5 x 1017 ions/cm2 범위 내에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 이온 주입된 PI 필름의 화학적 상태 변화는 XPS (MultiLab 2000, Thermo Electron

Corporation, England)로 분석하였다. Mg-Kα radiation을 사용하였으며 가속 전압

은 14.5 keV, 20 mA를 사용하였으며 10-9 Torr 이하에서 측정하였다. PI 표면의 조

도 분석에는 SPM (Dimension 3100, Digital Instrument, USA)을 사용하였으며 친

수성 분석에는 접촉각 측정기, CA (Phoenix 300, SEO Co., Korea)를 사용하였다.

나. 질소 이온 주입에 따른 PI 필름의 원소 분석

- 투과 깊이에 따른 에너지 손실은 핵 정지 힘(nuclear stopping power, ( )ESn )과 연

관되는 dRdE 로 표현될 수 있다.

dR
dEEDSn =)(

……………………………………………………………… (3)

여기에서 D는 타겟의 원자 밀도이다. 에너지 분포도는 SRIM으로부터 계산된 정지

힘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특성으로 변형될 수 있다. Fig. 2.에 질소 이온의 깊이에 따

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 XPS 분석 결과에서 277.1 eV와 543.1 eV 부근은 탄소와 산소의 분포도에 해당한

다. 이로부터 분석한 상대적인 원소의 양을 Fig. 3.에 나타내었다. XPS 분석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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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값들로부터 분석한 이온 상태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질

소 이온과 산소 이온 분포 상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온 주입에 의하여 탄소

체인의 cross-linking과 탄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또한 이온 주입에 의하여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산란에 의한 재정렬로 C-N-C

결합이 생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질소 들은 카본에 귀속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소

원자 피크 분석으로부터 recoil 원자들의 재정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 이온 주입에 따른 PI 필름의 표면 조도와 친수성의 변화

- SPM 분석 결과 이온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 조도(RMS)가 선형적으로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표면 조도의 증가는 질소 이온 처리에 의해 생성된 결정 불균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의 재조합이 비정질 표면을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

으로 판단된다.

- 접촉각 측정으로부터 PI 표면의 친수성을 결정하였다 (Fig. 10.). 접촉각과 접착력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s1( qg += lvAW ……………………………………………………………… (4)

여기에서 AW 는 접착력이고, lvg 는 액체와 기체 사이의 텐션이며 물에 대하여 72.8
mJ/m2값을 갖는다. Fig. 11.에 질소 이온 주입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온 주입에 의하여 친수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PI 표

면의 화학적 구조가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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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fluence

[ions/cm2]

Elemental ratio [at%]
[O]/[C] [N]/[C]

C1s N1s O1s

untreated 77.19 4.48 18.33 0.237 0.058

5 x 1014 89.09 1.62 9.29 0.104 0.018

5 x 1015 85.99 2.08 11.93 0.138 0.024

5 x 1016 85.93 0.25 13.82 0.160 0.003

5 x 1017 86.80 0.25 12.95 0.149 0.002

Ion

fluence

[ions/cm
2
]

Component ratio [at%]

Carbon Nitrogen Oxygen

C-H C-C C-O/C-N C=O C-N-C C-N O-O C-O C=O C-O-C

untreated 7.82 56.99 25.27 9.92 5.92 94.08 - - 77.53 22.47

5 x 1014 8.82 70.65 16.78 3.75 16.69 83.31 - 17.72 44.50 37.78

5 x 1015 8.09 79.91 4.92 7.08 13.19 86.81 5.37 13.13 67.17 14.33

5 x 1016 14.07 71.40 12.06 2.47 34.21 65.79 5.29 9.46 70.75 14.50

5 x 1017 11.61 69.03 15.26 4.10 47.32 52.68 8.81 14.39 53.71 23.09

Table. 1. XPS survey elemental ratios

Table. 2. The component ratio of the surfaces of untreated and N+ ion irradiated

PI films under ion fluen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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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mical structure of the polymeric repeat unit of PI film.

Fig. 2. Simulation of project depth profile of N+ ion fluence by SRI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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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PS survey spectra of C1s, N1s and O1s from PI film after irradiation by

N+ ion treatment.

Fig. 4. XPS spectra of C1s, N1s and O1s from untreated PI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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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PS spectra of C1s from PI film with different N+ ion fluence.

Fig. 6. XPS spectra of N1s from PI film with different N+ ion 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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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XPS spectra of O1s from PI film with different N+ ion fluence.

Fig. 8. SPM image of PI surface as a function of N+ 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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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roughness of PI film surface as a function of N+ ion fluences.

Fig. 10. Photographs of the water droplets on PI surface as a function of N+ ion

fl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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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contact angle of water and the corresponding estimated work of

adhesion as a function of N+ ion fl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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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저유전막 제조 기술

1. 반도체 층간 유전재료의 제조 방법 및 특성 분석 방법

[요약]

- Spin coating 방식을 이용하여 Si wafer에 HSQ와 PTFE를 코팅하고 전자선을 이

용하여 경화를 수행하였다. 유전재료의 두께는 alpha-step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화학적 구조변화는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agnetron sputtering 방식

을 이용하여 전극을 제조한 후 impedance analyzer를 이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분

석하였다. 질산, 황산, 현상액 등에 대한 내 에칭성 평가를 수행하고 Nano

Indenter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가. Spin coating을 이용한 반도체 층간 유전 재료 제조 방법

- 반도체 층간 저유전재료로써 사용되어 지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재료들 중에서

방사선 이용 경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재료로 HSQ(Hydrogen

Silsesquioxance, 제조사 : Dow corning, 모델명 : Fox-14)과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제조사 : Aldrich)을 선별하였다. 각 재료를 Si wafer 위에

spin-on 방식을 사용하여 3,000 rpm에서 30 초간 coating 하였다. Spin coating된

재료의 두께는 alpha-step(제조사 : KLA-Tencor Korea, 모델명 : AlphaStep IQ)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 박막 유전 재료의 화학적 구조 변화 측정

- 전자선 조사에 따른 미세 구조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FT-IR 측정을 수행하였

다. FT-IR 기기는 BRUCKER의 TENSOR 37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ATR(Attenuated Total Reflection) mode로 측정을 수행하였다.

다. 유전 특성 분석을 위한 magnetron sputtering 방식을 이용한 전극 증착

- 유전 특성의 평가를 위하여 MIS(Metal/Insulator/Semiconductor) 구조로 제조하였

다. Ohmic contact을 형성하기 위하여 DC-magnetron sputtering 방식을 사용하여

Si-wafer의 뒷면에 100 nm 두께의 Cu를 증착하였다. 상부전극 역시

DC-magnetron sputtering 방식으로 제조하였으며 metal mask를 이용하여 지름 12

mm의 원형으로 두께 200 nm의 Cu를 증착하였다. DC-magnetron sputtering에는

초기 진공도 1.0 x 10-6 Torr 이하에서 프라즈마 가스로 알곤(Ar)을 사용하여 증착

압력(working pressure) 10 mTorr에서 Cu target에 1.233 W·cm-2의 전류를 인가하

여 증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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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도체 층간 유전재료의 전기적 특성 평가

- 유전 특성의 분석에는 impedance analyzer를 사용하였으며 100 Hz에서 1 MHz 대

역의 유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impedance의 허수부에서 capacitance 값을 추

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유전 상수값을 구하였다.

"j'* eee -= …………………………………………………………………… (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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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에서
*e 는 유전 상수 값이 복소수임을 의미하며 통상의 유전 상수 값은 복소

유전 상수값 중 실수부( 'e )를 지칭한다. *Y 은 어드민턴스(admittance)로 임피던스

(impedance)의 역수 값이며 C는 캐패시턴스(capacitance), G는 전도도

(conductance), w는 각 주파수(angular frequency)로서 f 2pw = 이다. 따라서 복소

유전율의 실수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0/' CCm=e …………………………………………………………………… (3)

)/(00 dAC e= ………………………………………………………………… (4)

여기에서 0e 는 진공중에서의 유전율이며 cm/F 1085.8 14
0

-´=e 의 값을 갖는다. A

는 시료의 면적이고 d는 시료의 두께이다.

마. 박막형 유전 재료의 내에칭성 및 경도 평가

- 유전 재료의 내 에칭성 평가를 위하여 질산, 황산 등의 acids 류와 반도체 공정에서

현상액(Deveolper)으로 사용되는 TMA(Tetramethylammonium hydroxide)를 사용

하였다. 각 조건에서 경화된 시료를 에칭액에 60s간 반응시켜 반응 정도를 확인하였

다. 박막 시료의 경도 측정에는 Nano Indenter System (National Nano Device

Laboratories 社)을 사용하였다. 이때 시편 당 20 포인트 이상을 측정하여 평균을 구

하였다.

2. HSQ(Hydrogen Silsesquioxance) 재료의 전자선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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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HSQ 재료는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반경화 상태가 되었으며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의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완전 network이 형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제조된 HSQ 재료는 3.1∼3.2 정도의

유전상수값을 나타내었으며 우수한 내에칭 특성과 경도 값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가. 전자선에 의한 HSQ 재료의 구조 변화

- 스핀 코팅된 HSQ 재료를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를 시도하였다. 전자선 조사 조건

은 1.14 MeV, 7.46 mA로하여 scan 당 10 kGy를 조사하였으며 총 조사 선량은 10

～ 300 kGy를 조사하였다. HSQ의 경화는 새장(cage structure) 모양의 단위 cell이

서로 연결되어 망사구조(network structure)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Fig.

1). 따라서 경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FT-IR 결과 중 Si-O stretching과 bending

에 있어서 cage like는 감소하고 network은 증가하게 된다. 조사량에 따른 시료의

FT-IR의 분석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IR 흡수 위치 중 1130 cm-1과 1070

cm-1은 Si-O stretching cage-like와 network을 나타내고 860 cm-1과 830 cm-1은

Si-O bending의 stretching cage-like와 network을 나타낸다. 2250 cm-1 위치는

Si-H stretching에 의한 결과이다. HSQ 재료의 경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1070

cm-1 위치와 830 cm-1 위치의 피크의 크기는 증가하고 1130 cm-1과 860 cm-1 위치

의 피크의 크기는 감소하게 되어 cage like와 network peak의 비율이 경화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과 Fig. 3에서의 열경화 시료(thermal cured)는 여러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어지고 있는 HSQ의 열경화 조건인 질소 분위기 하에서 400 ℃로 한 시간 열처리

했을 때의 결과이다. Spin coating 상태에서 전자선에 의하여 경화가 진행되지만

300 kGy 까지 조사하였음에도 열경화 시료가 가지고 있는 비율까지 증가하지는 못

하였다. 따라서 전자선 조사만으로는 완전 경화가 이루어 지지 못한 반경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의 전자선 조사에 따른 HSQ 재료의 구조 변화

- Heating chamber를 이용하여 chamber 내를 질소 분위기로 유지한 상태에서 300,

350, 400 도로 온도를 인가한 상태에서 200 kGy의 전자선을 조사하였다. 이때 전자

선 조사 조건은 앞서의 조건인 1.14 MeV, 7.46 mA로 동일하다. 열을 인가한 상태에

서의 HSQ의 FT-IR 측정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Si-O의 cage like와 network

의 bending 및 stretching peak ratio가 열경화를 수행한 시료와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Fig. 5). 또한 앞서의 열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선 조사한 결과

와 열경화를 수행한 시료에 존재하던 2250 cm-1 위치의 Si-H stretching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 수 있음으로 완전 network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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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SQ 재료의 유전 특성의 변화

- 상온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시료와 열경화를 수행한 시료의 주파수에 따른 유전 특

성 분석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열경화 시료의 경우 1 MHz 대역까지 3.1～3.2

정도의 유전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제품 사양서에 나타나 있는 값과 동일하다.

전자선을 조사한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열경화 시료에 비

하여 유전율이 낮은 특성이 보여진다.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시료

의 유전특성을 Fig. 7에 나타내었다.

라. 박막의 경도와 내에칭성

- 상온에서 전자선 조사를 수행한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열경화 시료에 비하여 매

우 낮은 경도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7). 이는 앞서의 FT-IR 구조분

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자선 조사만으로는 완전한 경화가 이루어 지지 않

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시료에 있

어서는 열경화를 수행한 시료에 비하여 5배 이상 경도 값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8). 이는 HSQ cage가 완전한 network을 형성함으로서 밀도가 향상되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HSQ 재료는 질산, 황산, 염산 등의 acids 류와 반응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임이 확

인되었다. 이는 전자선 조사나 열처리에 상관없는 HSQ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하

지만 HSQ의 현상액(developer)인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2.5 wt%)와의

반응에 있어서 340 nm 두께를 에칭하는 시간이 상온에서 전자선 조사한 시료의 경

우에는 5초 이내에 열경화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1분,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

자선을 조사한 시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자

선을 조사한 시료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상태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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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linking of HSQ from cage structure to network structure.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1,000 kGy

500 kGy

300 kGy

200 kGy

100 kGy

50 kGy

10 kGy

Annealed at 400 oC

FT
-IR

   
 A

TR

Wavenumber (cm-1)

As-deposited

Fig. 2. FT-IR (ATR) spectrums of HSQ thin films as a fuction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rates.



- 120 -

As-deposited
10 kGy

50 kGy
100 kGy

200 kGy
300 kGy

500 kGy
1,000 kGy

Annealed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1070/1130
 840/870

 

 

Pe
ak

 R
at

io

Electron Beam Dose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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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ardness of HSQ thin films as a function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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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ardness of HSQ thin films with electron beam irradi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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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TFE 재료의 전자선 경화

[요약]

- 전자선 조사에 대한 PTFE 재료의 미세구조변화를 분석하였으며, 350 oC에서 전자

선을 조사하여 제조된 박막형 PTFE 재료는 2.5 정도의 값을 나타내며 1 MHz 대

역까지 안정된 값이 유지됨이 확인되었다.

-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가교된 PTFE 재료는 열처리 재료에 비하여 우수한 경도

값을 나타내었고, 우수한 내에칭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 전자선 조사에 따른 PTFE의 미세 구조 변화

- 물에 희석되어 있는 PTFE를 Si wafer위에 3,000 rpm에서 30s 동안 spin coating

하였으며 alpha-step으로 분석한 결과(경화 후) 1.5 um 두께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일반적으로 PTFE 재료는 상온에서 방사선에 의하여 분해가 일어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PTFE의 melting 온도 부근에서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가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일본 원자력 연구소, 재료 개발팀에서 발표한 바가 있다. 불소

수지 분자는 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helical coil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방사선 조사

에 의해서 형성된 라디칼이 이웃 분자에서 형성된 라디칼과 입체 장애 때문에 결합

하지 못하고 melting 온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열분해가 발

생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 PTFE의 melting 온도 조사를 위하여 PFTE 시료를 진공 상태에서 100 oC의 온도

에서 5시간 건조시킨 후 DSC를 이용하여 PTFE의 온도에 따른 특성 변화를 관찰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PTFE는 340 oC 근처에서 melting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TFE의 melting point 보다

약간 높은 온도인 350 oC와 melting point에서 벗어난 위치인 300 oC와 400 oC에서

전자선 경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자선 조사는 1.14 MeV, 7.46 mA 조건에

서 각 온도별로 200 kGy를 조사하였다. 각 온도별 전자선 조사에 의한 PTFE의 열

적 성질 변화를 DSC로 분석하였으며 Fig. 10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열을 인가

한 상태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PTFE 재료는 melting points가 낮아지고 350 oC에서

전자선 조사한 시료가 가장 낮은 melting points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PTFE의 전자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라디칼의 발생과 가교 상황을 Fig. 10에 나

타내었으며 전자선 조사 조건별 FT-IR 측정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350 oC

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시료에 있어서 CF2 peak이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PTFE의 CF2가 전자선에 의하여 C-C 결합의 개수가 증가함으

로 가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자선 조사에 따른 PTFE 재료의 유전 특성의 변화

- 본 실험에서 제조된 PTFE의 유전 특성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300 oC에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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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FE 재료가 가장 낮은 유전 상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SEM 사진에서 확인

되었던 나노 기공이 형성 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파수 의존성 면을

고려할 때 350 oC에서 전자선을 조사하여 제조된 박막형 PTFE 재료는 2.5 정도의

값을 나타내며 1 MHz 대역까지 안정된 값이 유지됨으로 전기적으로 가장 안정하다

고 말할 수 있다.

다. 전자선 조사에 따른 PTFE 재료의 미세 경도의 변화와 내에칭성

- 미세 경도에 있어서 열경화를 수행한 시료에 비하여 약간 경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T-IR 측정결과에서 보여졌던 PTFE 분자간 가교에 의하여 경도

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50 oC에서 전자선에 의하여 경화된 PTFE 재료

가 가장 우수한 경도 값을 가지고 있으며 열경화 시료보다 높은 강도값을 가짐으로

최적화된 경화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

- PTFE는 내화학성이 매우 우수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배선으로 많이 사용

되어지는 질산, 염산 등의 산 용액들과 반응성이 매우 낮으며 앞절에서 HSQ의 현

상액에도 반응성을 보이지 않아 우수한 내 에칭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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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adical creation of PTFE and crosslinked P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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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소 이온 주입에 따른 SiO2 박막의 유전 특성 변화

[요약]

- RF magnetron 방식으로 Si wafer에 SiO2 layer를 증착하고 질소 이온 주입에 따

른 물성을 평가하였다.

- AES 분석 결과 Si wafer와 SiO2 layer 계면에 질소 이온이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질소 이온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유전 상수값이 감소하고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 안정된 특성이 보여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이온 주입(Ion Implantation)은 이온 상태의 물질을 다른 고체 물질에 주입하여 고

체 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공정

에서 두루 쓰일 뿐 아니라 재료 과학의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되어 지고 있다. 특히

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기존의 물질을 도핑하는 열확산공정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온 주입 기술로 대체되어지고 있다. 이온 주입 기술은 설

비 구축의 복잡성과 높은 단가, 주입되는 깊이의 한계(～1um)가 지적되고 있으나

주입되는 불순물의 양을 정확히 제어할 수 있고 불순물의 농도 균일성이 확보되며

상온에서 공정이 수행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

어지고 있는 SiO2 층에 질소 이온 주입에 따른 유전 특성의 변화를 고찰 하였다.

가. RF-magnetron sputtering 방식으로 제조한 SiO2 재료와 질소 이온 주입

- RF-magnetron sputtering 방식을 사용하여 Si wafer위에 SiO2 막을 증착하였다.

Sputter chamber의 초기 진공도는 1.0 x 10-6 Torr 이하였으며 알곤(argon) 가스를

주입하여 chamber내의 압력(working pressure)을 10 mTorr로 맞추고 SiO2 타겟에

1.233 W·cm
-2
의 전압을 인가하여 알곤 프라즈마를 생성시켜 Si wafer 위에 SiO2 층

을 증착하였다. 증착된 SiO2의 두께는 알파스텝(alpha-step)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질소 이온 주입은 100 keV에서 SiO2 표면으로 1 x 10
17
, 5 x 10

17
, 1 x 10

18
N+

ions/cm2로 각각 수행하였다. AES (Auger Electron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SiO2/Si 구조에 있어서 깊이에 따른 질소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유전 특성의 평

가를 위하여 Si wafer의 뒷면을 DC-sputtering 방식으로 Cu를 100 nm 증착하였으

며 SiO2 층 위에 metal mask를 사용하여 지름이 12 mm인 Cu (200 nm) 상부 전극

을 증착하였다. 주파수 변화에 따른 유전 특성의 변화는 impedance analyzer (HP

4192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질소 이온 주입에 따른 depth profile

- 질소 이온 주입량에 따른 AES 분석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AES 분석결과는

SiO2 층의 표면부터 SiO2/Si 계면과 substrate인 Si wafer 표면의 질소 원소 농도

분포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질소 원자들이 SiO2/Si의 경계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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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가속된 질소 원자들이 비정질의 낮은 밀도의 SiO2 층을 쉽게 지나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SiO2/Si 계면에 집중되어지며 산란과정을 거치며

Si wafer 내부의 interstrial sites를 채우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질소 이온

의 주입은 전자의 이동도(mobility)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유전 특성에 변화를

야기 할 것으로 예상되어졌다.

다. 질소 이온 주입에 따른 SiO2의 유전 특성의 변화

- 질소 이온 주입량에 따른 복소 유전 상수의 주파수 의존성을 Fig. 14에 나타내었다.

유전율의 실수부에 대한 계산은 앞서의 방사선 경화기술 이용 층간 유전 재료 제조

기술 개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질소 이온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10 Hz에서

의 복소 유전 상수의 실수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질소 이온이 주입된

SiO2 층의 분극 강도 혹은 분극 밀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 kHz 근처

에서 유전율의 실수부의 감소가 나타나며 이러한 감소가 나타나는 주파수 대역이

이온 주입량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허수부에서 나타나는 이완점

(relaxation peak)의 위치가 이온 주입량에 따라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기 때

문이다. 유전율의 허수부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계산하였으며 Fig.

15에 나타내었다.

0

"
C
G
w

e =
…………………………………………………………………… (5)

여기에서 G는 conductance이고 impedance의 역수인 admintance의 실수부에 해당

한다. 유전율의 허수부의 이완 피크의 크기가 이온 주입량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완 분극(Relaxed Dipoles)의 총량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유전층의 전기 전도도( acd )를 다음과 같은 관계로부터 계산하여 Fig. 16에 나타내었
다.

0ac ")d/A(tan weedwd == C ……………………………………………… (6)

질소 이온 주입된 시료의 ac 전도도는 10 Hz에서 5 kHz까지는 주입되지 않은 시료

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5 kHz 이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주파에서 전

도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질소 이온 주입이 SiO2 층의 전자 이동도를 감소 시키

기 때문이며 고주파에서 전도도가 높아진 것은 SiO2/Si 계면에 생겨난 새로운 Si-N

결합에 의하여 계면의 공공을 질소 원자들이 체워버림으로서 Si wafer로부터 SiO2

층으로의 전자 이송을 돕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복소 유전율

의 실수부에 있어서의 고주파에서 질소 이온 주입된 시료가 그렇지 않은 시료에 비

하여 높은 유전 상수값을 갖게 되는 원인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SiO2 층에 질소 이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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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다. 질소 이온 주입 결과 질소 원자들이 SiO2 층의 유전

상수값을 증가시키는 dipole moments의 개수와 밀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SiO2/Si 계면의 불안정한 공공의 자리를 질소 이온으로 체울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저유전 상수 값을 갖는 재료의 제조 공정에 있어서 이온 주입

공정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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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Nitrogen ion depth profiles from the SiO2 surface to Si wafer measured by
an AES.

Fig. 14. Real part of dielectric constant, versus frequency at different N
+
ions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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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Imaginary part of dielectric constant, versus frequency at different N+ ions
implantation.

Fig. 16. AC conductivity ( acd ), versus frequency at different N+ ions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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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방사선 이용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

1.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SiC 코팅된 탄소/탄소 복합재의 제조

[요약]

- 3종의 수지와 경화제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복합재를 제조하고 전자선 경화를 수행

하였으며 250 kGy 이상에서 완전 경화가 이루어짐이 확인되었다.

가. 탄소 섬유 복합재의 제조와 물성

- 각각의 수지와 경화제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복합재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을 전자선

경화 선량에 따라서 경화하였다. 이런 복합재는 250 kGy이상에서는 모두 완전 경화

가 된다는 것을 경화도 측정에서 확인하였다. 이때 사용된 탄소섬유는 Toray 사의

T-700 12K 탄소섬유를 사용하였고, 경화제는 TASHFA를 3 wt% 첨가하였다.

- 수지는 페놀과 같은 열경화성 수지에 비해서 탄화수율이 떨어지나, 최종 제품은 1.8

g/cc 이상으로 고밀도화하여 사용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에

폭시 수지는 다른 열경화성 수지에 비해서 탄화 시 Open pore를 형성하므로 고밀도

화가 쉬운 장점이 있다. 전자선 경화 탄소섬유 에폭시 복합재의 탄화수율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수지의 종류 복합재의 밀도 탄화 후 밀도 수지의 탄화 수율

YD 128 1.43 1.100 23 %

YDF 170 1.42 1.071 18 %

노블락 에폭시 1.45 1.137 28 %

Table 1.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탄화 후 밀도 변화

Fig. 1. HIPIC 공정을 5회 실시하여 밀도 1.96 g/cc의 고밀도화된 탄소/탄소 복합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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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iC 복합재의 제조

[요약]

-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밀도 탄소/탄소 복합재를 1차 고밀도화 공

정을 통해서 1.5 g/cc 정도의 복합재를 제작하고, 이를 LSI법을 이용하여 C/SiC로

제작하였다.

- 제작된 복합재의 밀도는 1.98 g/cc이며, SEM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SiC가 표면에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 LSI법을 이용한 C/SiC 복합재 제조

- C/SiC 복합재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CVD 방법을 개선한 CVI (Chemical Vapor

Infiltration)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 C/Si/SiC 복합재를 제조하는

LSI (Liquid Silicon Impregnation 혹은 MSI법) 법과 용융 고분자 전구체를 함침하

여 열처리로 SiC를 생성하는 PIP (Polymer Impregnation Pyrosis) 법 등이 있다. 아

래 Fig. 2에는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C/SiC 제조 방법 중에서 LSI법과 PIP법을

이용한 제조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C/SiC 재료들은 현재 일부 선진국의 항

공우주분야의 구조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사용의 비율이 높아지

고 있다. Fig. 3에는 미국의 우주왕복선에 사용된 C/SiC 재료로 제작된 부품을 나타

내었다.

- 위에서 언급한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밀도 탄소/탄소 복합재를 1차

고밀도화 공정을 통해서 밀도 1.5 g/cc 정도의 복합재를 제작하고, 이를 LSI법을 이

용하여 C/SiC로 제작하였다.

- 제작된 C/SiC의 밀도는 2.21 g/cc 이었으며, 전체적으로 SiC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을 SEM 관찰로 알 수 있었다. SEM 사진에서 희게 나타난 부분이 SiC로 전화된 기

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Fig. 4에 제조된 복합재와 이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

다.

- 밀도 1.5 g/cc 정도의 탄소/탄소 복합재를 PCS를 함침하고, 이를 전자선 300 kGy를

조사하여 경화하였다. 경화된 복합재를 1,800 ℃로 열처리하여 경화된 PCS 기질을

SiC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함침 공정을 4회 반복하여 C/SiC를 제조하였다.

- 제작된 C/SiC의 밀도는 2.15 g/cc 이었으며, 전체적으로 SiC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을 SEM 관찰로 알 수 있었다. Fig. 5에 제조된 복합재와 이의 SEM 사진을 나타내

었다.

- 위에서 언급한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밀도 탄소/탄소 복합재를 5차

고밀도화 공정을 통해서 밀도 1.96 g/cc 정도의 복합재 (Fig. 6)를 제작하고, 이를

Pack-cementation 법을 이용하여 SiC 코팅된 탄소/탄소 복합재를 제작하였다.

- 제작된 복합재의 밀도는 1.98 g/cc 이었으며, 전체적으로 SiC가 표면에 잘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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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관찰로 알 수 있었다. Pack-cementation 법의 특징은 제작된 저밀도 탄

소/탄소 복합재에 비해서 부피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은 멀티 코팅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를 통해서 SiC 멀티 코팅된 탄소/탄소

복합재 (혹은 C/SiC 복합재)를 제조할 것이다. Fig. 6에 제조된 복합재의 사진을 나

타내었다.

LSI 법을 이용한 C/SiC 제조방법 PIP 법을 이용한 C/SiC 제조방법

Fig. 2. 방사선 경화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C/SiC 제작 공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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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SiC 복합재를 적용한 비행체와 적용된 부품.

Fig. 4. LSI 법으로 제조된 C/SiC 복합재와 SEM 분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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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P 법으로 제조된 C/SiC 복합재와 SEM 분석 사진.

Fig. 6. Pack-Cementation 법으로 SiC 코팅된 탄소/탄소 복합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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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폼의 개발

[요약]

-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로서 Needle punched, Rod, Weaving 형태의 프리폼을 개발

하였다.

- Needle Punched 프리폼은 Oxi-PAN 프리폼이며 적합한 형상으로 제작, 가공할 수

있었다. Rod 프리폼은 hexagonal type의 4D 프리폼으로 제작하였으며, Weaving

프리폼은 orthogonal type의 3D 프리폼으로 제작하였다.

가. Needle Punched 프리폼

- NP(Needle Punched) 프리폼은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에서 기계화된 몇 안되는 프리

폼 제조방식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탄소섬유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Oxi-PAN 섬유를 사용하여 프리폼을 제작하고 이를 열처리를 통해서 탄소섬유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프리폼의 제

조가 모두 사용되었으나, 제품의 물성과 작업공정을 고려하여 Oxi-PAN 프리폼의

제작을 하였다. NP 프리폼은 두께의 조절이 용이하고, 물성에 따라 제작공정의 변

경이 자유로워서 본 연구에서 적용이 가장 용이한 프리폼이다. 프리폼의 제작 기구

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8에는 제작된 프리폼과 브레이크 디스크 형상으로 가

공된 프리폼을 나타내었다.

나. Rod 프리폼

- Rod 프리폼은 탄소섬유의 보강이 3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초고온 내

열부품의 제작에 적용하는 프리폼이다. 일반적으로 인발성형을 통하여 Rod를 제작

된 Rod를 원하는 형상의 틀에서 서로 엇갈리게 삽입을 하면서 프리폼을 제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사선경화 기술을 이용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경우 두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프리폼을 제작하고, 이를 고정화한 후에 복합재를 제조한다. 최

종제품의 성능은 프리폼에 의해서 50 %정도의 영향을 받으며, 프리폼은 Rod의 보

강방식과 Rod의 두께, Unit Cell의 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Hexagonal type의 4D 프리폼을 제작하였고, Rod의 두께는 0.7mm와 1mm를 사용

하였다. Fig. 9에 4D Rod 프리폼의 제조방법을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다. Weaving 프리폼

Weaving 프리폼은 탄소섬유의 보강이 3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초고

온 내열부품의 제작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프리폼이다. Dry 탄소섬유를 이용한

여러 가지 직조방식 중에서 weaving 형식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특성의

평가를 여러 변수로 쉽게 조절이 가능한 3D-orthogonal weaving 프리폼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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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런 방식은 초고온 내열복합재에 주로 적용되는 프리폼으로 항공우주 부품

의 구조제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재료가 이런 형태의 프리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프리폼을 제작하여,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Fig. 10에는 Weaving 프리폼의 제작 기구를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소섬유의 형태는 T-700섬유의 6K 형태를 이용하여 보다 세밀한

프리폼을 제작하고, 이를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복합재를 제작하였다.

Fig 7. NP 프리폼 제작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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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직조된 상태의 NP 프리폼과 형상가공된 NP 프리폼.

Fig. 9. 4D hexagonal Rod 프리폼의 제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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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3D Orthogonal Weaving 프리폼의 제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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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개발

[요약]

-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용 탄소섬유강화 탄화규소 복합재를 제조하였으며, 제조

된 제품은 기존방식의 재료와 비교하여 동일한 밀도와 와이블 계수를 가지면서도

굽힘 강도가 향상되고 연신율이 증가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초고온용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제작 공정도는 아래

Fig. 11와 같다. 이러한 초고온용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는 항공기 브레이크디스크,

자동차용 브레이크디스크, 항공기나 우주선의 추진기관 및 우주내열 구조재로 적용

되고 있다.

가. 탄소섬유강화 탄화규소 복합재의 제조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 자동차용 탄소섬유강화 탄화규소 복합재 (브레이크 디스크)의 제작공정을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기존 방식은 열경화방식을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SiC 메트릭스 자체를 방사선

경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식, 즉 1 Step으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제작하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① 프리폼 및 복합재의 제작 (하중부)

탄소 섬유를 일정한 각도로 배열한 후 needle punching 공정으로 직조하여 탄소 섬

유 프리폼을 제조하였다. 탄소 섬유를 평면 방향('X', 'Y' 방향)으로 배열하고, 회전

하는 롤러를 이용하여 상하 운동을 하고 있는 직조 바늘을 지나가게 하면 직조 바

늘에 의해 평면 방향으로 배열된 섬유가 'Z' 방향으로 늘어선다. 이러한 공정을 수

회 반복하여 일정 두께 이상의 탄소 섬유 프리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프리폼은 우선 PCS를 haxane에 용해시킨 용액에 2시간 동안 진공함침을

한다. 진공함침된 프리폼은 건조한 후, 전자선 경화를 한다. 경화조건은 약 300 kGy

의 전자선을 조사하면 되므로 1시간이전에 모든 공정이 완료된다. 경화된 프리폼은

1,700 ℃에서 열처리하여 프리폼의 탄소섬유 표면에 SiC 코팅층을 형성한다.

SiC 코팅층은 추후 SMI 공정에서 탄소섬유의 침식을 방지하여, 제품에 탄성과 강

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내산화성의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탄소 3D 프리폼

직조기 및 제품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② 하중부 밀도화 및 열처리

1,700 ℃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고 열분해 증착 공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열

처리 공정은 탄소 섬유의 수축을 가져오며, 섬유 번들과 번들 사이뿐만 아니라 번들

내부의 섬유 필라멘트 사이에도 많은 기공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기공은 탄소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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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탄화규소 복합체 제조 공정에서 액상 규소의 함침 경로로 작용하며, 열분해 탄

소층과 반응하여 SiC 기지상으로 합성된다. 공정에 사용한 TG-CVI 장비 및 제품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TG-CVI 공정에 의한 밀도화를 방사선 경화형 에폭시의 함침

공정으로 대체하여 복합재를 제작하였다. 기존의 밀도화 공정보다 공정단계는 여러

단계 (함침-경화-탄화 공정의 3회 반복)를 거치나 공정시간은 비슷한 시간에 완료

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프리폼의 변형이 적기 때문에 제품의 가공이 편하고, 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③ 마찰면 제조 (표면)

마찰면의 경우, 제동 시 마찰재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탄소/세라

믹 브레이크 디스크의 마찰 거동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마찰면

의 정확한 조성 제어를 위해 탄소 단섬유와 수지를 믹싱장비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

프레스 공정으로 마찰면을 제조하였다. 마찰면 제조에 사용된 믹싱 장비 및 프레스

장비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④ 가공 및 제품 결합

디스크 브레이크의 내부는 복잡한 형태로 되어있어 구멍을 한 번에 가공한다는 것

이 힘들기 때문에 2 piece 방식으로 상판과 하판을 나누어 가공을 하였다. 마찰면은

외/내경, 두께 가공 등 간단한 가공을 수행하게 되며 하중부의 가공 형상을 Fig. 15

에 나타내었다.

마찰면과 하중부는 먼저 하중부 사이에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개의 탄소 복

합체 핀으로 위치를 고정시키고 양면의 마찰면을 접합제를 이용하여 결합하였다.

결합된 브레이크 디스크는 열과 압력을 동시에 가하여 접합제를 경화시킴으로써 완

전히 접합하였다. 접합 구성 및 결합체 모식도를 Fig. 16에 나타내었다.

⑤ 액상 규소 함침(SMI)

상기와 같이 제조된 브레이크 디스크는 1,410 ℃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2차 치밀

화(용융 규소 함침) 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으로 제조하였다. 공정에 사용된 SMI 장

비 및 공정 후 제품을 Fig. 17에 나타내었다.

⑥ 탄소섬유강화 탄화규소 복합재 가공

탄소 - 세라믹 브레이크의 소재인 탄화규소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높은 경도 값을

갖지만,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는 취성의 특성을 가진 난삭 재료이다. 이러

한 소재를 세라믹 전용 가공 장비를 이용하여 가공 최적 조건을 설정하여 가공하였

다. 세라믹 가공 장비 및 완제품의 사진을 Fig. 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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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기존 제품과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물성 비교.

물성 단위 기존방식의 재료물성 방사선경화재료 물성

굽힘 강도 MPa 110 120

와이블 계수 - 7 7

밀도 g/cm3 2.1～2.2 2.0～2.2

연신율 % 0.23 0.25

Fig. 11. 방사선경화기술을 이용한 초고온용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제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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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탄소 3D 프리폼 직조기 및 제품.

Fig. 13. TG-CVI 장비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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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믹싱 장비 (b) 프레스 장비

Fig. 14. 마찰면 제조 장비.

Fig. 15. 하중부 가공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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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하중부와 마찰면의 접합 구성 및 결합체 모식도.

Fig. 17. SMI 장비 및 공정 후 제품.

Fig. 18. 세라믹 가공 장비 및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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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1)섬유방사 기

술개발

- 프리세라믹

고분자 분자량

별 섬유 방사 4

종

-전기방사법에 의한 폴리카보실란의 섬유

방사 기술 개발 (폴리카보실란 4종, 분자

량 : 1,000∼2,580 g/mole),

-용융방사법에 의한 폴리카보실란 방사기술

연구 (폴리카보실란 3종)

-습식방사법에 의한 폴리카보실란 방사기술

연구 (폴리카보실란 4종)

-원심방사법에 의한 폴리카보실란 방사기술

연구 (폴리카보실란 2종)

20 100

◦프리세라믹 고분자

분자량별 4종 선정

◦방사기법 4가지 활

용 섬유제조 기술개발

2)폴리카르보실

란 종류에 따른

방사선 경화기

술 개발

- 폴리카르보실

란 4종에 대한

경화특성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방사선 조사량(100

∼10,000 kGy) 영향 평가

-경화시 분위기(Ar, N2, He) 영향 및 섬유

경화 특성 분석 (겔화율 90 % 이상 확

보)

20 100

◦분자량별(4종) 방사

선 조사량, 분위기에

따른 경화특성 연구

3)경화된 프리

세라믹 고분자

탄화규소 섬유

화 기술개발

- 방사선 조사

량

(100-10,000kGy

)에 따른 탄화

규소 전환특성

고찰

-방사선경화(100-10,000 kGy)된 프리세라

믹의 소성 온도 및 시간 영향 평가 (소성

온도: 1300-1500 ℃, 소성시간:1-3시간)

-소성 분위기에 따른 섬유의 기계적 물성

측정

-탄화규소섬유의 열적 물성 측정 (1300 ℃

까지 열적안정성확보)

20 100

◦방사선 조사량, 소

성온도 및 소성시간에

따른 탄화규소 전환율

측정

4)방사선 경화

형 에폭시 복

합재 제조

- 경화형 에폭

시 선정 3종

이상

- 보강재/에폭

시 복합재 제조

-경화형 에폭시 선정(4종류) 및 방사선 경

화특성 연구

-보강재의 표면 개질을 통한 물성평가 측

정

-전자선 조사에 의해 안정화된 PAN계 탄

소섬유의 제조기술개발

-불소화된 카본나노튜브 보강 에폭시 복

합재 제조

30 100

◦방사선 경화형 에폭

시 4종선정 및 경화특

성 연구 수행

◦보강재/에폭시 복

합재 5종 제조 및 특

성연구 수행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 149 -

(3종이상)

-보강재/에폭시 복합재 제조 (감마선, 전

자선 등 2종의 방사선과 탄소나노튜브,

탄소섬유 등 을 이용하여 5종의 복합재

제조)

5)복합재료 열

적, 기계적 특

성 분석

- 카본나노튜

브/에폭시 복합

재 평가

- 탄소섬유/에

폭시 복합재료

평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카본나노튜

브/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동력학적 특

성평가

-전자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카본나노튜

브/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동력학적 특

성평가

-불소화된 카본나노튜브 보강 에폭시 복

합재 물성평가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를 이용한

hybrid 압력용기 및 LNG 압력용기 시제

품 제작 및 신뢰성 평가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의 물성평가

10 100

◦전자선과 감마선을

이용한 카본나노튜브

/에폭시 복합재 제조

후 특성평가 수행

◦탄소섬유강화 에폭

시 수지 제조 및 조사

량에 따른 복합재 물

성평가 수행

총계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1)방사선조사에

따른 경화

섬유 특성 분

석

- 조사량, 소성

온도에 따른

섬유의 화학

조성(Si/C/O)비

조절

-방사선 경화조건에 따른 섬유특성의 화

학조성비 측정연구

(경화조건-분위기(Ar, He, N2, Air), 조사

량(2∼10 MGy))

-폴리카보실란섬유의 소성조건에 따른 화

학조성비 측정연구

(소성조건-분위기(Ar, He, N2), 시간(1∼3

MGy),온도1300∼1500 ℃)

30 100

◦조사량 및 소성

분위기/온도 등

의 조건 변화를

통한 화학조성비

조절에 성공(산소

함량:2.6∼8.7%까

지 조절)

2) 탄화규소섬

유 물성 평가

-방사선 조사조건에 따른 섬유내

산소함량 분석 및 산소함량 조절 방법

개발 (산소함량 2.6 %까지 감소)

-섬유내 산소함량에 따른

폴리카보실란섬유의 경화율 측정(겔화율

98 % 이상 확보)

-섬유내 산소함량에 따른 탄화규소섬유의

기계적강도 측정 (최고인장강도 2.55 GPa,

20 100

◦조사조건 및 소

성조건에 따른 산

소함량 조절을 통

해 산소함량 2.6

%까지 감소

◦인장강도- 2.55

GPa

◦탄성률-259GPa

2. 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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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탄성률 259 GPa 구현-국내최고수준)

-고온에서의 탄화규소섬유가 갖는

열적안정성 평가

(1,500 ℃까지 열적 안정성 확보)

-열처리에 따른 탄화규소섬유 형태 분석

-고온에서 내산화성을 갖는 다공성

나노탄화규소 개발　

-전기전도성을 갖는 탄화규소 나노섬유

개발　

-고온에서 내산화성을 갖는 다공성

탄화규소 이용 전자파 차폐 및 흡수재

개발

◦내열성 1,300

℃ 확보

◦세계 최고대비

90 % 수준 달성

3)항공기 부품

용 고열부분

(hot section) 적

용 탄화규소섬

유 강화 복합재

료 제조 기술개

발

　-　 내열온도

1,300 ℃(상용)

　　C / S i C ,

SiC/SiC 복합

재

-탄화규소섬유 강화 탄소복합재료 제조 (3

종) 및 특성평가

-탄소섬유 강화 탄화규소 복합재료 제조

(3종) 및 분석

-탄화규소섬유강화 탄화규소섬유 복합재

료 제조(1종) 및 특성분석

-탄소섬유강화 탄소복합재료 제조 (1종)

및 특성평가

-화학증기침투 실험에 의한 SiC 복합재료

제조 (2종) 및 분석

-복합재 고온특성 평가 (6종)

-복합재 내열온도 1,300 ℃(상용) 구현　

50 100

◦고열부분 적용

탄화규소섬유강

화 복합재료(3종),

탄소섬유강화 탄

화규소복합재료(3

종) 탄화규소섬유

강화 탄화규소 복

합재(1종) 제조

및 내열특성 평가

◦복합재 내열온

도 1,300 ℃(상용)

구현

총계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1)방사선

경화기술이용

LCD 액정 패널

접합기술 개발

-전자선 경화형

접착제선정

-전자선 이용

투과깊이에

따른

디스플레이

접합시험

○ 전자선 경화이용 도전성 접착제 경화

기술 개발

-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에 필요한 적정

접합강도가 열경화시 800 gf/cm 인데 반

해 전자선 경화공정 이용 시 5분 이내에

1,000 gf/cm의 높은 접합강도를 나타내어

향후 소재접합으로의 적용 기술을 확보함

○ 전자선 경화이용 copper clad laminate

기술개발

- LCD 액정 패널 접합시 주로 사용되는

copper clad laminate 기술을 전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하여 요구물성(800 gf)을 충족

하는 1,050 gf의 높은 접착력을 얻음

30 100

◦LCD용 도전성

접착제 및 copper

clad laminate용

에폭시접착제 5종

선정

( 접 착 강 도

-1,000gf/cm <요구

물성-800gf/cm>)

◦전자선 에너지

별 투과깊이에 따

른 copper clad

laminate 물성평

3. 3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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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선 가속기의 에너지별(1∼2.5

MeV) copper clad laminate 경화거동을 연

구하여 에너지별 laminate 두께 결정 연구 수

행

○ 전자선 경화 이용 TFT-LCD 및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파 차

폐용 복합재료 개발

- 고주파에서의 전자파 차폐 성능 90 %

이상 성능 확보

- 전자선 조사에 의한 연자성 재료 개발

-전자선 경화형 전자파 차폐용 복합재료

개발

○ 이온주입에 의한 표면 접착강도 향상

기술개발

-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 시 고분자와 금

속간의 재료 특성차이로 인해 접착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고분자 표면에 질소, 네

온, 아르곤 등의 이온을 주입하여 금속/

고분자간 접착력을 요구물성대비 130 %

수준의 높은 접착력을 얻음

가 수행 및 조사

조건(전자선 에너

지, 소재두께, 조

산 분위기) 확립

연구 수행

2)반도체

층간재료

저유전막

제조기술개발

및 저유전상수

막 물성평가

-

CVD/spin-on

법 막 제조

k= 4.0 이하

유전막 제조

-내에칭성 및

경도 측정

○ 스핀 코팅 방식에 의한 저유전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반도체 층간 저유전 재료로 사용되어 지

고 있는 HSQ (Hydrogen

silsesquioxane),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재료를 전자선

을 이용하여 경화 시켰으며 각각 k=3.3,

2.6 특성 확보

-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열경화 대비 5배

이상 증가된 10 GPa의 경도값을 나타내

었으며 금속 배선 에칭액인 질산 및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에 사용되는 현상액인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등과

반응하지 않는 우수한 내에칭성 확보(무

게감소 없음)

- PAA(Polyamic acid)와 활성탄(coconut

based activated carbon)을 이용한 다공성

무기-고분자 복합체 박막을 제조하였으며

k=2.1 특성 확보

○ 이온 주입에 의한 저유전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기존의 반도체 층간 저유전재료로 사용

되어지고 있는 SiO2 재료를

RF-magnetron sputtering 방식으로 제조

하고 질소 이온 주입을 통하여 유전 특성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20 100

◦spin-on방식 및

R F - m a g n e t r o n

sputtering(PVD)방

식을 통한 저유전

막 제조 기술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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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공기,

로켓추진기관,

자동차

브레이크

소재용

탄소섬유강화

탄소 복합재

제조

- 초고온

탄소복합재

weaving 형

프리폼 제조

- 탄소/탄소

복합재료 가공

○탄소섬유 프리폼(4종) 제조 기술개발

-탄소섬유 프리폼 제작을 위하여 탄소섬

유와 OXi-PAN 섬유를 이용한 NP(needle

punched) 프리폼(2종)을 제조

- 초고온 내열부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haxagonal type의 4D Rod 프리폼을 제

조

- Dry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노즐을 통한

3D orthogonal weaving 프리폼을 제조

○전자선 경화기술 이용 항공기, 자동차

브레이크용 디스크 제조 기술개발

-NP 프리폼을 이용하여 폴리카보실란을

함침한 후 전자선 경화공정을 거쳐 경화

된 프리폼을 제작후 TG-CVI 공정을 거쳐

브레이크 디스크 상/하판을 제작하고 탄

소접합제를 사용해 본딩함으로써 브레이

크 디스크 시제품(2종, 탄소/탄소 복합

재, 탄소/탄화규소 복합재)을 제작함

-기존 열경화 공정에 비해 전자선경화공

정을 이용한 시제품이 굽힘강도 및 연신

율에서 10 % 수준의 물성 향상을 나타내

었으며 공정시간을 1/10 수준으로 감축

시킴

○탄소/탄소 복합재 가공 및 제조기술개

발

- 탄소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원료로하고

전자선 경화공정을 이용하여 복합재 제

조후 탄화과정을 거쳐 1.8 g/cc의 밀도를

갖는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함. HIPIC

공정을 통해 밀도 1.96 g/cc 의 고밀도 탄

소/탄소 복합재 제조함

-저밀도(1.55 g/cc) 탄소/탄소 복합재료를

LSI(liquid silicon impregnation)법을 이

용하여 밀도 2.21 g/cc의 고밀도 탄소/탄

화규소 복합재료를 제조

-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저

밀도(1.55 g/cc) 탄소/탄소 복합재를

PIP(Polymer Impregnation Pyrolysis)법

을 이용하여 밀도 2.15g/cc의 탄소/탄화

규소 복합재료를 제조

50 100

◦초고온 복합재

료용w ea ving형

프리폼을 제작하

였으며, 더불어

NP프리폼(2종)과

Rod프리폼을 부

가적으로 제조함

(총 4종)

◦고밀도를 통하

여 밀도 1.96 g/cc

의 탄소/탄소 복

합재료를 제조하

였으며, LSI법 및

PIP법에 의한 탄

소 / 탄소복합재

기반 탄소/탄화

규소 복합재료 제

조(2종)

◦항공기 및 자동

차 브레이크용 디

스크 시제품(2종)

을 전자선 경화공

정을 이용하여 가

공함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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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전기방사, 원심식 방사법을 이용하여 탄화규소 섬유를 제조

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함. 새로운 섬유방사법에 의하면 탄화규소를 섬유 뿐아

니라 mat 형태로도 제조가 가능하여 항공, 우주, 국방 소재로서의 그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특허 1건 등록, 국내

특허 5건을 출원, SCI 논문 게재 2편, 국내논문 2편을 게재함. 본 기술은 항공우

주 부품소재 업체에서 기술이전 검토, 국방품질기술원 등에서는 국방기술 적용

에 관심을 보여 협의중임.

- 방사선 경화 기술을 이용하여 에폭시 복합재,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복

합재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함. 특히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

로 하이브리드 압력용기, LNG 압력용기 등을 제작함.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

로 SCI 논문 6편, 국내논문 8편, 국내특허 2건을 출원함. 국내 CFRP 제조업체,

상업용 실린더, 특수고압용기, 의료용 기기, 에폭시 가공업체등에 기술이전 준

비중.

-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시 기존 열경화 공정에 비해 경화속도가 10 배이상 빠

르고 접착강도가 우수한 전자선 경화이용 도전성 접착기술을 개발함. 본 기

술은 LCD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LG,

삼성전자등과 협력하여 산업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또한

TFT-LCD 및 각종 전자기기의 전자파를 차폐하는 기술, 전자선 조사에 의

한 연자성 재료 등을 개발하여 인덕터, 변압기 등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을

개발함.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SCI 논문 6편, 국내논문 1편, 국내특허 3건 출

원함.

- 방사선을 이용하여 기존의 열경화법에 비해 공정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탄

소/탄화규소, 탄소/탄소 복합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함.

프리세라믹 소재를 탄소프리폼에 침투시켜 전자선으로 세라믹 소재를 경화 후

코팅하는 기술은 탄소/탄화규소 복합재 제조 기술에 새로운 방법으로 고성능

내열, 내마모성 소재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 됨.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SCI 논문 1편, 국내논문 1편을 게재하였으며관련 복합재료 업체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소재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함.

- 본 연구개발팀은 상기와 같이 탄화규소섬유,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경량화

재료, 전자부품 소재를 용이하게 제조하고 공정기술 및 물성을 획기적으로 개

선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사선 이용 복합신소재 기술을 개발하였기에 연구목표

대비 100% 달성한 것으로 사료됨.

- 방사선 경화기술은 열경화 공정에 비해 저에너지 소비, 친환경적인 기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기술 정책에도 부합되며, 개발된 기술 등은 항공우

주, 원자력, 자동차, 국방, 전자부품 소재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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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

- 에너지 및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고효율, 고성능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

경량이면서 내식성과 고온에서 강도가 큰 재료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에너지산업으로 거론되는 핵융합에너지 분야에서는 환경

친화형 청정에너지의 개발을 위하여 1,000 oC이상의 온도에서 적용 가능

한 초고온 구조재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탄화규소 재료는 우수한

고온강도, 치수안정성 및 중성자 조사에 대한 낮은 유도 방사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로와 우주항공 분야의 구조용 재료로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탄화규소 섬유가 국산화 되지 못하고 있

으며 현실적으로 수입이 어려운 상태임.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이나 미

국 등의 기술과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섬유방사 기술개발, 섬유안정화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탄화규소섬유, 탄소섬유 등의 초고온

보강재료의 국산화 기틀을 마련하였음. 기술적으로는 탄화규소, 탄소섬

유 강화 복합재료 및 탄소복합재를 이용하는 항공기, 우주선, 자동차등의

부품 제조업에서 주로 이용되는 열경화 공정을 대체할 신개념의 전자선

경화 공정을 개발하여 첨단 복합재료 산업에 있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전자부품소재 관련 복합재 제조 및 접합공정

관련 전자선 경화 공정은 기존의 열경화 공정에 비해 경화시간이 단축

되며, 높은 접착강도를 유지하는 기술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층간 유전

재료 산업발전에 기대됨.

○ 경제․산업적 측면

- 탄화규소섬유,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은 초

고온, 경량, 고강도 복합재료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국내외의 모든 항공우주 산업, 자동차 산업 및 방위산업체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관련 업체라 할 수 있음.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보강섬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고온 복합재료의 국내개발은

매우 제한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따라서 탄화규소섬유 같은 원

소재 제조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봄. 고성능 복합재료 시장은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연 1,000억달러 이

상의 시장 형성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국내에서도 3,000억원 이상의 시장

창출이 예상됨.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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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 방사선 경화기술 및 새로운 섬유방사 기술을 통해 개발된 탄화규소섬유,

탄화규소 mat 등은 그 수요업체인 항공부품 소재업체, 발열체 제조업 및

국방소재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국방품질기술원등과 연계하여 기술이

전 및 산업체와의 협동으로 산업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인 하이브리드 가스 압력

용기 제조기술은 경화시간 단축 및 연속공정을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하

여 경제성 및 환경 친화적인 장점으로 산업용 실린더, 특수 고압용기, 의

료용 가스용기 제조업체등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 함.

- 전자선 경화이용 도전성 접착기술은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시 기존 열경

화 공정에 비해 경화속도가 10배 이상 빠르고 접착강도가 우수하여 LCD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LG, 삼성

전자등과 협력하여 산업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전자선을 이용한 전자파차폐용 복합재료 제조기술은 TFT-LCD 및 각종

전자기기의 전자파 차폐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전자선 조사에

의한 연자성 개발기술은 인덕터,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삼성전기, 삼화전

자, 자화전자등에 기술이전관련 협의를 계획하고 있음.

- 항공기, 로켓추진기관, 자동차 브레이크 소재 등은 탄소/탄화규소, 탄소/

탄소 복합재등이 이용되며, 탄화규소의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 등을 탄

소 프리폼에 침투시켜 전자선으로 세라믹 소재를 코팅하는 기술은 고성

능 내열, 내마모성 소재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됨. 관련 복

합재료 업체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소재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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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연구수행을 위해 수집한 연구논문 및 특허 다수

- 국제학회에서 참가하여 수집한 논문 및 초록 다수

∙ Nanocomposites 2007 (강필현, 2007년 9월, 미국 라스베가스)

: 최근 나노소재에 대한 복합재, 조직공학 및 전자기기 등으로의 활용 연구개

발 동향 및 나노소재 제조에 대한 다양한 방법, 특히 방사선을 활용한 나노

소재 제조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파악

∙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nocomposites and Nanoporous Materials (강

필현, 2008년 9월, 부산)

: 최근 나노소재와 기공성을 갖는 나노소재의 연구 동향과 응용방안 및 나노

소재 및 기공성을 갖기 위한 제조기술 및 처리기술 방법수집 특히 나노 기

공성을 이용하여 비표면적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의 동향 및 응용 현황 파

악

∙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2008 (전준표, 2008년 9월, 영

국 런던)

: 최근 일본, 유럽, 미국 등 방사선 선진국들의 방사선 활용 동향 및 연구개발

동향 등에 대한 자료 수집. 특히 전자선 경화공정을 이용한 에폭시 복합재

제조에 대한 최근 연구소에서의 연구개발 동향 및 회사에서의 복합재 활용

현황 파악

∙ Korea-German Polymer Symposium (서동권, 2008년 9월, 부산)

: 최근 감마선을 이용한 고분자의 경화기술 및 물성 향상을 위한 연구동향 파

악, 특히 대형 부품의 감마선 경화공정을 이용한 제조 기술 및 응용 현황

파악.

∙ Carbon 2009 (강필현, 2009년 6월, 프랑스 비아리츠)

: 탄소소재(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그라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제조 기

술에 대한 최신 개발동향 및 다양한 산업으로의 적용사례에 대한 정보 습득

및 방사선을 활용한 탄소 복합재의 제조에 대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연구동향 파악

∙ European Polymer Congress 2009 (전준표, 2009년 7월, 오스트리아 빈)

: 고분자 분야에 대한 유럽 선진진국들의 연구개발 동향 및 방사선을 이용한

세라믹계 광촉매 제조기술 및 개발동향 파악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신범식, 2009년 10

월, 경주)

: 방사선을 이용한 복합재 제조에 대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의 기

술 개발 동향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방사선에 의한 고분자, 세라믹, 금속의 결

정구조와 화학구조의 분석 및 연구 동향 파악

- IAEA/RCA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얻은 문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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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전준표, 2009년 10월, 태국 방콕)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 동향 및 이를 활용한

흡착제 및 필터 적용 사례에 대한 기술개발 동향, 각국의 방사선 활용 연구

개발 동향 자료 수집

- 외국/국내 전문가 활용을 통해 획득한 연구 문헌 다수

∙ 일본 JAEA 소속의 전문가 (2007년-Tadao SEGUCHI, 2008년-Masahito

YOSIKAWA) 초청을 통한 방사선 경화 및 프리세라믹 경화기술에 대한 연구

자료 다수 수집

∙ 국내 전문가 활용을 통한 첨단 기능성 재료 및 복합재료의 국외 연구개발 동

향 및 연구논문 다수 수집

- 복합재료 및 탄화규소섬유 기술동향 보고서 다수

∙ 과제수행과 관련된 기술동향 보고서 구매 및 관련 서적 다수 수집

: 자동차용 플라스틱부품 국내외 시장동향 및 전망(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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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은 금속이나 비금속 표면에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목적하

는 바의 기능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공정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첨단 정보전자 산업, 자동

차, 항공우주 등의 정밀 기계 산업 및 건축재, 포장재 등의 생활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술 분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

로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기술 발전의 추세상, 기존의 표면 처리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표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표면 처리 기술의 적용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센서, 생체 재료, 자동차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표면 처

리 기술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사선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고분자 및 세라믹 재료 표면 개질 기술,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등과 같은 방사선을 이

용한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방사선, 표면처리, 이온주입, 패턴, 카본나노튜브, 그라프트

영 어
Radiation, Surface treatment, Ion implantation, Pattern, Canbon

nanotube, Graft

보고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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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은 금속이나 비금속 표면에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목적하는 바의 기능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공정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첨단 정보

전자 산업, 자동차, 항공우주 등의 정밀 기계 산업 및 건축재, 포장재 등의 생활 산

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술 분야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기술 발전의 추세상, 기존의 표면 처리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능

을 가지는 표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표면 처리 기술의 적

용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센서, 생체 재료, 자동차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표면 처리 기술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사선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고분자 및 세라믹 재료 표면 개질 기술,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

이성 흡착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등과

같은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고분자/세라믹 재료 표면 개질 기술 개발

○ 생체 적합성 고분자 재료 제조기술 개발

- 다양한 고분자 재료(PS, PE, PTFE, PDMS 등)의 표면을 이온빔을 이용하여

개질하고 개질된 고분자 표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을 분

석하고 최종적으로 표면 개질된 재료의 생체적합성 향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 생체 적합성 고분자 재료 제조기술 개발

- 유리와 실리콘 웨이퍼 등의 세라믹 재료를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빔을 이용하

여 재료의 표면을 개질한 후, 개질된 재료 표면의 분자 구조 및 표면 물성을 접

촉각 측정기와 X-선 광전자 분광 분서기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최종적으로 표

면 개질된 재료의 생체적합성 향상 여부를 세포 흡착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

다.

- 생체 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 재료 표면에 생체분자 고정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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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주입 및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다

양한 고분자 재료(PC, PVC, PCL, PET, PVDF, PTFE, PE 등)들의 표면에 기

능성 관능기들을 도입하여 개질한 후 이온주입에 의하여 개질된 재료 표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FT-IR), X-ray 광

전자 분광분석(XPS), 접촉각 측정, 주사전자현미경(SEM) 등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적으로 개질된 재료 위에 세포, DNA, 단백질 등과 같

은 생체분자들의 고정화 및 패턴을 형성하였다.

○ 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개발

- 세포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로닉(Pluronic)과 폴리

하이드록시스티렌(Poly(p-hydroxy styrene)) 등의 재료를 실리콘 웨이퍼

(Si-wafer)나 고분자 재료 위에 박막을 형성시킨 후에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

주입하여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을 형성하고 형성된 패턴의 표면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기(FT-IR), X-ray 광전자 분

광 분석기(XPS),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 생체분자 패턴 형성기술 개발

- 선택적으로 이온주입 및 이온 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

합을 통해 고분자 재료(PET, PTFE, FEP 등)들의 표면에 생체분자의 고정화를

위한 관능기(COOH 등) 패턴을 형성하였다. 이온주입에 의하여 개질된 재료 표

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FT-IR), 접

촉각 측정, 주사전자현미경(SEM)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

적으로 개질된 재료 위에 세포, DNA, 단백질 등과 같은 생체분자를 고정화한

다음, 생체분자 패턴의 형성 여부를 형광 현미경,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 탄소나노튜브 절단 기술 개발

- 탄소나노튜브를 30 중량%를 수용성 과산화수소(H2O2) 혹은 증류수에

sonication에 의하여 분산시킨 후에 증류수에 분산된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산

소 혹은 오존을 포화시켰다. 이들 혼합액을 2.5 kGy/h 선량율로 30 ~ 120 kGy

까지 감마선 조사를 통해 절단하였다. 절단된 탄소나노튜브를 투과전자현미경

(TEM)를 통해 탄소나노튜브가 절단 여부를 관찰하였고, 절단된 탄소나노튜브

의 물성을 라만 분광분석기와 X선 회절분석기(XRD)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제조기술 개발

- 톨루엔(toluene),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 등과 같은 용매에 단일벽

(SWCNT) 혹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와 스티렌(styrene), 아크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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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ic acid)과 같은 단량체를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1 ~ 2.5

kGy/h 선량율로 6 ~ 120 kGy 까지 방사선을 조사하여, 유기용매나 수용성 용

매에 분산이 잘될 수 있는 고분자가 그라프트 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였으

며, 제조된 탄소나노튜브의 물성을 열중량분석기(TGA), 1수소 핵자기공명 분

광분석기(1H NMR), 투과전자현미경(TEM)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생체 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 제조기술 개발

-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를 용매로 한 10 vol%의 아

크릴산 단량체 용액에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1 kGy/h 선량율

로 10 kGy 까지 방사선을 조사하여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을 개질하였다. 개질

된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형성된 관능그룹(COOH)에 단백질과 DNA를 도입하

여 생체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였다.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는 열

중량분석기(TGA)와 라만 분광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생체분자가 도

입된 탄소나노튜브는 형광현미경과 X-ray 광전자 분광분석(XPS)를 통해 분석

하였다.

- 바이오센서 적용 가능성 평가

○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 선택적 이온주입 및 이온 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다양한 플라스틱 기판 위에 생체분자를 고정화할 수 있는 관능기

(functional group) 패턴을 형성시킨 후, 플라스틱 기판 위에 형성된 관능기 패

턴에 탄저균(Anthrax toxin) 검출을 위한 특이 염기서열을 갖는 마커인 탐침

DNA(p-DNA; prove DNA) 또는 간암 검출을 위한 간암마커 검출항체

(anti-AFP; anti alpha feto protein)를 고정화시키고 탄저균 검출을 위한 포획

분자들의 패턴이 형성된 기판 위에 형광 표지된 탄저균 표적 DNA 분자 혹은

간암마커인 항체를 농도별로 형광 검출을 통해 바이오센서 검출 감도를 평가하

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 고분자/세라믹 재료 표면 개질 기술 개발

○ 생체 적합성 고분자 재료 제조기술 개발

- PS, PE, PTFE, PDMS 등 2종 이상의 재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

학연구소의 300 keV 이온주입기를 이용하여 여러 이온의 주입을 통해 성공적

으로 표면을 개질하였다. 재료의 특성 및 이온주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접촉각이 10 ~ 80도 정도까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온주입에 의한 재료

표면의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분광학적(XPS, FT-IR 등) 및 비분광학적인 방법

(접촉각측정 등)들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온주입된 재료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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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세포 배양을 통하여 생체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이온주입된 표면의 형태

학 변화 및 친수성 관능기의 생성으로 인하여 생체적합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 생체 적합성 세라믹 재료 제조기술 개발

- 유리(Glass)와 실리콘 웨이퍼(Si-wafer) 등과 같은 세라믹 재료들의 표면을 이

온주입을 통하여 개질하였고, 개질된 표면을 접촉각 측정기를 이용하여 친수성

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이온주입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접촉각이 27 ~ 53

도 정도까지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X-ray 광전자 분광 분석(XPS)을

통해 재료 표면의 화학적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이온 주입된 재료 표면에 직접 세포 배양을 통하여 생체적합성을 평가하

였으며, 이온 주입된 표면의 형태학 변화 및 친수성기의 생성으로 인하여 생체

적합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 생체 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 재료 표면에 생체분자 고정화 기술 개발

- PC, PVC, PCL, PET, PVDF, PTFE, PE 등 2종 이상의 재료를 이온주입을 통

해서 표면에 재료의 특성 및 이온주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선택적으로

관능그룹들을 성공적으로 형성시켰고 선택적으로 형성된 관능그룹들에 1종 이

상의 세포, 단백질, DNA 등을 생체분자들을 고정화하여 50 μm 이하의 생체분

자 패턴을 형성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개발

- Pluronic, PHS 등 2종 이상의 재료를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서 다양한 생체적

합성 기판위에 100 μm 이하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패턴을 형성시켰고 이온

주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형성된 패턴들의 HEK293, NIH3T3, HaCaT

등 3종 이상의 다양한 세포들 대한 비특이성 흡착방지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를 이용하여 잘 배향된 100 μm이하의 세포 패턴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 생체 분자 패턴 형성기술 개발

- 다양한 고분자(PET, PTFE, FEP 등) 기판들 위에 선택적으로 이온주입 및 이

온 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재료의 특성 및

이온주입 조건에 따라 차이 있지만 선택적으로 생체분자의 고정화를 위한 반응

기(COOH 등) 패턴을 형성하였고 세포, 단백질, DNA 등을 생체분자들을 고정

화하여 100 μm이하의 생체분자패턴을 형성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 탄소나노튜브 절단기술 개발

- 길이가 긴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30 중량%를 수용성 산화물(H2O2) 존재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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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길이가 50 micron 이하가 되도록 성공적으로 절단하였

다. 절단된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의 TEM, Raman 및 XRD 분석 결과들을 통해

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에 약간의 결점들이 생성이 되지만 방사선을 조

사하기 전의 본래의 구조적 특성들은 유지되면서 성공적으로 절단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제조기술 개발

- 스티렌(Styrene)와 아크릴산(AAc)들과 같은 2종 이상의 단량체를 단일벽

(SWCNT) 혹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에 성공적으로 방사선 그라프

트 중합하였고 실험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조건에서 5 wt% 이상의

그라프트 율을 보였다. 그리고 1수소 핵자기공명 분광분석기(1H NMR)와 투과

전자현미경(TEM) 분석 결과를 통해서 폴리스티렌와 폴리아크릴산이 탄소나노

튜브에 성공적으로 그라프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생체 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 제조기술 개발

- 생체분자를 고정화를 위하여 방사선 동시 중합법을 통해 기능성 단량체(아크릴

산)을 그라프트하여 표면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였고 제조된 폴리(아크

릴산)이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에 단백질, DNA 등 2종 이상 고정화에 하였

고, XPS 분석과 형광현미경을 통하여 단백질 및 DNA가 탄소나노튜브에 성공

적으로 고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바이오센서 적용 가능성 평가

○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 선택적 이온주입 및 이온 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다양한 플라스틱 기판 위에 형성된 반응기 패턴위에 탄저균(Anthrax

toxin) 검출을 위한 특이염기서열을 갖는 마커인 탐침 DNA(p-DNA; prove

DNA) 또는 간암 검출을 위한 간암마커 검출항체(anti-AFP; anti alpha feto

protein)를 고정화시킨 후 형광이 표지된 탄저균 표적 DNA 분자 혹은 간암마

커인 항체를 농도별로 형광 검출을 통해 바이오센서 검출 감도를 평가한 결과

탄저균의 경우 최대 ~50 fM 까지, 간암의 경우에는 최대 ~ 100 fM까지 검출 가

능한 초고민감도(ultrahigh sensitivity)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개발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

. 방사선을 이용하여 각종 재료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의료, 바이

오, 전기전자 등의 산업에 필요한 생체적합성재료, 전자재료, 나노재료 등의

개발에 핵심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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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의 적용 분야는 일반 생활용품뿐만 아

니라 자동차, 의료, 바이오, 환경 등 첨단 산업분야로의 그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기술 선점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은 바이오센서/칩, 조직

공학, 기초 생물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적용될 수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절단 및 고분자 그라프트 기술 개발로 탄소나

노튜브 응용에 있어 큰 문제점인 분산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후 탄소나노

튜브의 정보통신, 항공우주, 의료바이오, 에너지환경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응

용을 기대할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 방사선 이용한 저렴한 범용 고분자 재료를 기능성 표면처리기술을 개발함으로

써 고부부가가치 창출 가능하며 새로운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서 관련 산업계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존의 방사선 이용 분야 즉, 타이어, 단열재, 내열전선, 하이드로겔 이외의 새

로운 방사선 응용 분야 개척 및 방사선의 상업적 활용 가치를 입증하여 방사선

산업 활성화에 기여 가능함.

- 일본에서는 에너지/환경, 철강/비철금속, 기계, 자동차/항공기·우주, 전기전자부

품/반도체, 화학/고분자/세라믹스, 의료/바이오 분야에 이온주입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임. 따

라서 본 기술의 시장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인 바이오센서의 총 시장규모는 2002년에 65.7억 달러 규모였으며, 이 규

모는 연평균 11.6% 성장으로 2004년에는 약 82억 달러 정도임. 국내 바이오센

서의 시장규모는 2003년 약 100억원, 2007년 약 500억원, 2010년 약 700억원 정

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일부 바이오센서가 국산화되어 있으나 아직 외국제품

의존성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본 과제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은 고감도 바이오

센서/칩 제조에 적용 가능하여 관련 기술 선점 및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됨.

- 본 과제에서 개발된 고분산성 탄소나노튜브는 전자정보통신(트랜지스터, 디스

플레이 등), 에너지(연료전극, 수소저장 등), 복합재료, 나노프로브 및 센서(인

공근육, 바이오센서), 템플레이트 등 그 응용 분야가 매우 크며 따라서 그 시장

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2002년 탄소나노튜브 세계시장은 1천2백만달러 규모이지만 매년 최소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구체적으로 활용이 예상되는 디스플

레이 시장의 경우 2005년 10억 달러로 예상하였는데 여기에 탄소나노튜브를 채

용할 경우 노트북, PC 등을 감안하면 4백억 달러, 오는 2010년에는 15조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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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자동차 계기판, 휴대용 전지, 섬유와

일반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제품이 출시될 경우 그 시장성은 상상을 초

월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적 측면

-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제품, 전자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에 대

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도기여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등과 관련

된 재료, 제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 및 새로운 방사선 응용분야 개척에 기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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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functional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by radiation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functional surface modification is a successive processing technique which

can modify the surface of metallic and nonmetallic materials by physical and

chemical treatments to render the functions on the surface suitable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This technique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crucial

techniques use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ranging from out-of-state information

electronics to personal and household care products. Thus, numerous research

activities on the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s

have energetically been conducted in the world.

With the trend of the current 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unctional surface

modification, the necessity of the new functional surface which could not be

obtained by conventional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s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and the applicable fields of these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s has

been broadened to various fields such as semiconductor, display, biosensor,

biomaterial, etc. Thus, the necessity of a functional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 by radiation has been increa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s.

In this project, we carried out the research to develop the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 the surface modification of polymers and ceramics, biomolecule

immobilization and patterning, prevention of biomolecule's non-specific adhesion,

and surface modification of carbon nanotubes.

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The development of the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 for the

biocompatibility improvement of materials

○ The development of the fabrication technique of biocompatible polymeric

materials

- The surfaces of various polymers (PS, PE, PTFE, PDMS, etc.)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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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by ion implantation. The surface properties of the resulting

polymer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chemical structure, wettability,

surface morphology, etc. Finally, the biocompatibility of the

surface-modified polymers was investigated by cell adhesion testing.

○ The development of the fabrication technique of biocompatible ceramic

materials

- The surfaces of ceramics such as glass and silicon wafer were modified

by ion implantation. The surface properties of the resulting ceramics were

characterized by water contact angle measurement,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etc. Finally, the biocompatibility of the

surface-modified ceramics was investigated by cell adhesion testing.

- The biomolecule immobilization technique and the prevention technique

for the biomolecule's non-specific adhesion

○ The development of a radiation-based technique for the immobilization of

biomolecule on the material surface

- The surfaces of the polymers (PC, PVC, PCL, PET, PVDF, PTFE, PE, etc.)

were functionalized by ion beam-based techniques. The surface properties of

surface-functionalized polymers were investigated by means of Infrared

spectroscopy (FT-IR),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water

contact angle measurement,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tc.

Finally, biomolecules such as cell, DNA, protein etc, were immobilized on the

selectively-functionalized surface of the polymers.

○ The development of a radiation-based technique for the prevention of

biomolecule's non-specific adhesion

- The thin films of nonfouling materials such as Pluronic and Poly(p-hydroxy

styrene) were formed on the polymer and ceramic surfaces by spin-coating.

The prepared thin films were selectively implanted by energetic ions under

various conditions and then developed to generate the patterns. The formed

patterns of the nonfouling materials on the surface were characterized by

means of Infrared spectroscopy (FT-IR),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water contact angle measurement,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tc. The nonfouling property of the formed patterns on the surface

were examined by cell adhesion test.

- The biomolecule patterning technique

○ The development of biomolecule patterning technique by radiation

- The surfaces of the polymers (PET, FEP, PTFE, etc.) were sel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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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by ion implantation or ion beam-induced graft polymerization. The

properties of the resulting d polymers were investigated by means of Infrared

spectroscopy (FT-IR),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water

contact angle measurement,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tc. Finally,

biomolecules such as cell, DNA, protein etc, were immobilized on the

functional groups of the polymer surfaces and observed by fluorescence and

confocal microscopy.

-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 the surface modification of carbon

nanotubes

○ Th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induced technique for cutting of carbon

nanotubes

- Carbon nanotubes were dispersed in 30 wt% hydrogen peroxide or distilled

water by sonication and then the mixtures were purged with oxygen or

ozone. The resulting mixtures were irradiated from the dose of 20 to 120

kGy at 2.5 kGy/h. The cut carbon nanotubes were observ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to confirm the cutting of carbon nanotubes by

radiation and the properties of the cut carbon nanotubes were analyzed by

Raman and X-ray diffraction spectroscopy (XRD).

○ Th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grafting techniques for the fabrication of

the polymer-grafted carbon nanotubes

- Single-walled or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were ultrasonically

dispersed in styrene or acrylic acid solutions which were prepared in toluene

or dimethyl formamide at various compositions. The prepared mixture

solutions were irradiated by γ-rays at doses ranging from 6 to 120 kGy

with a rate of 1 ~ 2.5 kGy/h. The dispersibility of the resulting

polymer-grafted carbon nanotubes was examined in organic or aqueous

solvents and their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1H NMR, Raman

spect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techniques.

○ Th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grafting techniques for the fabrication of

biomolecule-immobilized carbon nanotubes

-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NCTs) were ultrasonically dispersed in

the 10 vol% acrylic acid solutions in dimethyl formamide (DMF) and then

the resulting mixtures were irradiated by γ-rays at the dose of 10 kGy with

a rate of kGy/h. The biomolecule such as protein and DNA were

immobilized on the carboxyl acid groups of the surface-modified MWCNTs.

The surface-modified MWCNTs were analyzed by Raman spectroscop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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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techniques and the

biomolecule-immobilized MWCNTs were characterized by fluorescence

microscopy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 The sensitivity evaluation of the biosensing platforms

○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biosensing platforms

- The surfaces of the polymer substrates were selectively functionalized by

ion implantation or ion beam-induced graft polymerization. Afterwards,

probe DNAs for Anthrax toxin or primary antibodies for anti-AFP were

immobilized on the patterns of the functional groups on the substrate

followed by hybridization with Red or Green fluorescence-labeled

complimentary DNAs or secondary antibodies at various concentrations,

respectively. Finally, the fluorescence intensity of the resulting patterns on

the substrate with an concentration of complimentary DNAs or secondary

antibodies was investigated.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The development of the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 for the

biocompatibility improvement of materials

○ The development of the fabrication technique of biocompatible polymeric

materials

- The surfaces of various polymers (PS, PE, PTFE, PDMS, etc.) were

successfully modified by ion implantation using 300 keV ion implanter

(KAERI). The water contact angles of the resulting polymers were

dependant on the chemical structure of the used polymers and ranged from

10 to 80o. The XPS, FT-IR and SEM results revealed that the changes on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polymers were caused by ion

implantation and therefore leading to the biocompatibility improvement of

the surface-modified polymers.

○ The development of the fabrication technique of biocompatible ceramic

materials

- The surfaces of ceramics such as glass and silicon wafer were modified

by ion implantation. The water contact angles of the resulting ceramics

varied from 10 to 80o with an ion fluence. Moreover, the XPS results

confirmed the changes in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ceramic surfaces.

The result of the cell adhesion test showed that the biocompatibility of

the surface-modified ceramics was significantly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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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molecule immobilization and prevention techniques for the

biomolecule's non-specific adhesion

○ The development of a radiation-based technique for the immobilization of

biomolecules on a material surface

- The surfaces of polymers (PC, PVC, PCL, PET, PVDF, PTFE, PE, etc.)

were successfully functionalized by ion beam-based techniques. The results

of the FT-IR and XPS revealed that the functional groups were clearly

generated on the polymer surface and the surface density of the functional

groups depended on the ion fluence and the types of polymers. Moreover,

the optical and fluorescence microscopy showed that biomolecules such as

cell, DNA, protein, etc, were immobilized on the selectively-functionalized

surface of the polymers.

○ The development of a radiation-based technique for the prevention of

biomolecule's non-specific adhesion

- The patterns of nonfouling materials such as Pluronic and Poly(p-hydroxy

styrene) were successfully generated formed on the surfaces of the

biocompatible materials by selective ion implantation followed by

developing.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cell adhesion test, all the

formed patterns on the surfaces showed the nonfouling effects for the cells

such as NIH3T3 (mouse fibroblast), HaCaT (human keratinocyte) and

HEK293 (human embryonic kidney) and the nonfouling property of the

formed patterns depended on the ion flunece. Furthermore, well-defined 100

μm cell micropatterns were obtained by cell culturing on the formed

nonfouling patterns on the surfaces of the biocompatible materials.

- Biomolecule patterning technique

○ The development of biomolecule patterning technique by radiation

- The surfaces of polymers (PET, FEP, PTFE, etc.) were selectively modified

by ion implantation or ion beam-induced graft polymerization. The results of

the chemical analyses ensured that functional groups such as COOH were

clearly generated on the modified surfaces and their surface density depended

on the types of polymers and ion flunece. Moreover, the fluorescence and

confocal microscopic images showed that well-established 100 μm patterns of

biomolecules such as cell, DNA, protein etc, were clearly formed on the

polymer surfaces.

-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 the surface modification of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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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tubes

○ Th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induced technique for cutting of carbon

nanotubes

- The long carbon nanotubes can be effectively cut through a facile and useful

cutting method by using γ-irradiation in the presence of hydrogen peroxide.

The TEM, XRD and Raman results confirmed that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cut carbon nanotubes was preserved with a negligible surface damage.

○ Th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grafting techniques for the fabrication of

the polymer-grafted carbon nanotubes

- The polystyrene or poly(acrylic acid) grafted single-walled or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were successfully synthesized by radiation-induced graft

polymerization. The grafting degree was dependant on the monomer

concentration and the dose but, for all the grafted carbon nanotubes

prepared in this research, the grafting degrees were higher than 5 wt%. The

results of the 1H NMR and TEM confirmed that polystyrene or poly(acrylic

acid) was covalently grafted on the surfaces of the single-walled or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 Th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grafting techniques for the fabrication of

biomolecule-immobilized carbon nanotubes

- Biomolecule-immobilized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CNTs) were

prepared by using radiation-induced graft polymerization. For the

immobilization of biomolecules, the surface of MWNCTs was functionalized

by radiation-induced graft polymerization of acrylic aci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GA and Raman spectroscopy, the acrylic acid was

effectively graft polymerized on the MWCNTs. Biomolecules such as DNAs

and proteins were immobilized onto the resulting poly(acrylic acid)-grafted

MWCNTs. The results of the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d

fluorescence microscopy confirmed that the biomoelcules were successfully

immobilized on the poly(acrylic acid)-grafted MWCNTs.

- Evaluation of biosensing platforms

○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biosensing platforms

- The surfaces of the polymer substrates were selectively functionalized by

ion implantation or ion beam-induced graft polymerization to fabricate

biosensing platforms for liver cancers and Anthrax toxin. Afterwards, probe

DNAs for Anthrax toxin or primary antibodies for anti-AFP were

immobilized on the patterns of the functional groups on the substrate

followed by hybridization with Red or Green fluorescence-lab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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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mentary DNAs or secondary antibodies at various concentrations,

respectively. The results revealed that well-defined micropatterns of DNAs

and antibodies were obtained and their fluorescence intensity was clearly

dependent on the concentration of complementary DNAs or secondary

antibodies. In case of Anthrax toxin, the prepared biosensing platforms had

a sensitivity of maximum 50 fM and, for liver cancer, they had a sensitivity

of maximum 100 fM.

Ⅳ.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developed techniques

○ Technical aspects

- The utilization of the developed techniques in various out-of-state

technologies and industrial fields

. Radiation-based surface modification of various materials can play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required for various

industrial fields including biomedical, electrical and electronic, nano, and

display. In addition, the radiation techniques will considerably contribute to

raising the domestic radiation technology.

. The functional surface treatment by using radiation techniques developed i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siderably have a ripple effect on various

industrial fields ranging from out-of-state information electronics to personal

and household care products, and can contribute to import substitution and

preoccup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 Radiation cutting and radiation grafting of carbon nanotubes can overcome

the drawback of the carbon nanotubes such as a poor dispersion and thus

carbon nanotubes can be used in a broad spectrum of applications such as

bio, information, communication, energy, environment, aerospace, etc.

○ Economical aspects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 the functional surface

modification of cheap conventional polymers can be possible to create a high

value industry and improve the level of the related industrial skills.

- It can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radiation industry by opening a new

application of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prov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radiation utilization.

- The development of out-of-state techniques related to the surface

modification by ion implantation have been energetically executed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s such as energy/environment,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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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aerospace, chemistry/polymer/ceramic, etc. Thus, the

marketability of the developed techniques can be expected to become

bigger around the world.

- The global market for biosensors reached to in 2002 and the market size

grew to $ 82 billion biosensors. The domestic market size was around 100

billion won in 2003, has grown to around 700 billion won in 2007 and is

expected to reach to 700 billion won in 2010. However, most of the foreign

biosensors has bee widely used in the domestic although a few biosensors

can be domestically produced. Thus, the essential technique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applicable to the fabrication of the high throughput

biosensors/chips and therefore contributing to the import substitution and

preoccupation of the related technologies.

- The high-dispersible carbon nanotube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used

in the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e.g.

transistor, display, etc.), energy (e.g. fuel cell, hydrogen storage, etc.),

composites, nanoprobe and sensors, etc and. thus its marketability can be

very huge.

○ Social aspects

- Radiation fusion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the society and creating

the better understanding opportunity of the public about the radiation.

- It can enable to develop the materials and products related to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such as nano, bio, information, communication,

energy, environment, etc and construct the infra structure for the domestic

production.

- It can revitalize the radiation industry and contribute to opening the new

fields of the radi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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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은 금속이나 비금속 표면에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목적하는 바의 기능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공정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첨단 정보

전자 산업, 자동차, 항공우주 등의 정밀 기계 산업 및 건축재, 포장재 등의 생활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술 분야 중의 하

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기술 발전의 추세상, 기존의 표면 처리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능

을 가지는 표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표면 처리 기술의

적용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센서, 생체 재료, 자동차 등 매우 다양해

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표면 처리 기술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사선을 이용

한 표면 처리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바이오센서/칩, 조직공학, 기초 생물학 연구 등의 분야에서는 생체적합성, 생체분

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방지, 생체분자 패턴 형성 등의 핵심 기술 개발이 필

요함. 현재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 중 방사선(이온주입, 전자빔 등)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의 경우 고분자, 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들에 대하여 적

용될 수 있고,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방

법들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면 성질만을 개

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초

기 연구 단계에 있음. 방사선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의 특징을 다음에 기술하였

음.

. 상온 공정이므로 재료의 변형이 전혀 없음 (200 oC 이내)

. 표면의 치수변동 없이 표면만의 성질(친수성, 내마모성, 마찰계수, 표면 경도,

내부식성, 내산화성, 전기전도도, 광학특성 등)을 변화시킬 수 있음

. 코팅 공정이 아니므로 밀착력이 전혀 문제없음

. 국부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표면 거칠기 조절이 용이함

. 완제품의 최종 공정으로 적용이 가능함

- 현재 고분자 재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생체재료, 바이오센서/칩 등의 분야

에 이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나, 고분자 재료는 소수성

(hydrophobicity)이 너무 커 생체 재료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고분자 재료 표면의 생체적합성 향상,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생체분자 패턴 형성 등을 위한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진 방사선 기반의 핵심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바이오센서/칩 분야는 전자공학, 화학, 생물학, 재료공학 등 과학 전반에 걸친 기

술들을 필요로 하는 미래형 융합 기술로 정보통신 기술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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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우리나라도 미래 시장 개척을 위해 반드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전략 분야

임.

- 국내 생명공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삼성과 LG 등의 대기업, 일부 중소벤처기

업 등에서 일부 바이오센서/칩 설계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

나, 앞으로 주 기술로 예측되는 반도체 기반 바이오센서 구현 기술력은 바이오 기

술에 반도체 기술, 전기화학 기술 등의 접목 협력체제 부족 또는 후진성 등으로

인해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열화학 기상증착법이나 아크방전법 등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합성과정에서 개

개의 탄소나노튜브 입자간의 응집현상이 발생함. 이와 같은 탄소나노튜브의 응집

현상은 기계적 강도와 전도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3차원적 네트워크 구조형성

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점 중의 하나임.

- 대표적인 탄소나노튜브의 응집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탄소나노튜브 절단 및 분산

기술로는 기계적 분산(초음파, 밀링, 연마와 마찰 등), 각종 용매와 분산제를 이용

한 분산, 강산에서의 분산, 표면 기능화를 통한 정전기적 분산, 고분자 물질을 이

용한 분산 등이 있음. 이들 기계적 화학적 방법들은 절단 수율이 매우 낮고, 제한

된 분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 방사선을 이용한 방법의 경우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적 손상이 매우 적게 탄

소나노튜브를 절단할 수 있으며 또한 표면에 고분자를 그라프트하여 탄소나노튜

브의 분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향후 나노복합재, 전자소자, 투명전극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해짐.

-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 개발은 ST/BT/NT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

발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로 범국가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음.

○ 경제·산업적측면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산업 중 고분자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기존의

열적, 화학적 방법보다 친환경적, 효과적, 경제적, 저에너지소비적인 공정으로 제

품의 품질 및 생산성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 방사선을 이용하여 타

기술보다 효과적으로 의료, 바이오, 전기전자, 항공우주 등의 분야야 필요한 생체

적합성재료, 전자재료, 나노재료 등의 핵심 소재의 생산이 가능하여 기술 자립화,

선진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

- 세계 바이오센서 시장은 수요 규모면에서 2003년 약 73억 달러였던 매출액은

2007년에는 1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센서는 거의 모든 산업에 이용되

고 있어 센서의 발전은 여러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센서산업은 향후

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센서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우수인력 확보가 필요함.

- 탄소나노튜브는 전자정보통신(트랜지스터, 디스플레이 등), 에너지(연료전극, 수

소저장 등), 복합재료, 나노프로브 및 센서(인공 근육, 바이오센서), 템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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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 응용분야가 매우 크며 따라서 그 시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NT/BT 등의 첨단 소재 기술의 국산화가 절실

히 요구되며 또한, 정부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을 통한 국내업체의 소재 국산화

를 위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함.

○ 사회·문화적측면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 바이오, 전자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항공우주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차세대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항공우주 등과 관련된 재

료, 제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 현재 방사선 기술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새로운 방사선 응용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 선점 및 국가 위상 증진에 기여할 수 있

음.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을 이용 재료의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생체적합성 박막

및 패턴 형성 기술 및 탄소나노튜브 표면개질기술을 개발함.

- 고분자/세라믹 재료 표면 개질 기술 개발

- 생체 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 바이오센서 적용 가능성 평가

2. 연구개발의 범위

가. 고분자/세라믹 재료 표면 개질 기술 개발

(1) 생체 적합성 고분자 재료 제조기술 개발

- 2종 이상의 생체적합성 고분자 재료

- 이온주입에 따른 접촉각: 10~80 도

(2) 생체 적합성 고분자 재료 제조기술 개발

- 2종 이상의 생체적합성 세라믹 재료

- 이온주입에 따른 접촉각: 10~8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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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체 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1) 재료 표면에 생체분자 고정화 기술 개발

- 세포 1종, 단백질 1종, DNA 1종 이상 고정화

- 50 micron 이하 생체분자 패턴 형성

(2) 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개발

- 세포 등 생체 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 350 micron 이하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 형성

다.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1) 생체 분자 패턴 형성기술 개발

- 세포 1종, 단백질 1종, DNA 1종 이상 패턴형성

- 50 micron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 형성

라.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1) 탄소나노튜브 절단기술 개발

- 길이 10 micron 이하

- 방사선 조사 효과

(2)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 효과

- Monomer 2종 이상

- 그라프트율 5% 이상

(3) 생체 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 제조기술 개발

- 단백질, DNA 등 2종 이상 도입

마. 바이오센서 적용 가능성 평가

(1)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 특정생체분자표적들에 대한 50 μg/ml 이하의 민감도를 가진 기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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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1.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
- 표면처리 기술 분야는 첨단 정보전자 산업, 자동차, 항공 등의 정밀 기계산업 및

건축재, 포장재에 이르는 생활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핵심적으로 적용

되고 있는 기술분야임.

- 표면처리 공학은 크게 PVD, CVD와 같은 건식 코팅 분야와 재래적인 습식 코팅

혹은 도금과 같은 분야로 분류됨.

- 현재 기술발전의 추세상, 기존의 표면처리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표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건식 표면처리 분야

뿐 아니라 습식 표면처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됨.

- 또한 이러한 표면처리 기술의 적용 분야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MEMS/ NEMS,

생체 적합 재료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IT(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기

능성 표면 처리 기술, 자기 조립 단분자막을 통한 표면개질 기술, 고분자 미세 유

체 칩 제작 및 나노 임프린트를 위한 표면처리 기술, 기능성 나노입자의 표면처리

기술, 고분자를 이용한 소재 표면처리 기술 등 매우 다양함.

- 생체 적합 재료 및 패턴 형성 기술의 경우 유럽의 IMEL, 미국 Cornell Univ.,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등의 대학 및 연구소, Affymetrix 등의 업

체 등에서 자외선을 이용한 포토리소그래피 혹은 2 photon lithography, AFM이

나 STM 등의 Scanning probe lithography, Soft lithography, Ink jet printing 등

을 이용하여 셀 및 단백질 등의 패턴 형성과 이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바이오칩,

microfludics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음.

- 세포 성장에 있어 세포와 성장시키고자 하는 기판사이의 상호작용 및 표면 전하

와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 그리고 젖음 현상과 같은 물리화학적 성징의 이해는

세포의 흡착, 퍼짐, 성장 등 순차적인 세포배양 단계의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어

최종적으로는 생체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 현재까지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플라즈마, 코로나 산화방법, 이온주

입 등을 통해 표면을 화학적으로 개질시켜, 극성자유에너지에 변화를 주어 세포

흡착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도를 수행 중에 있음.

- 일본과 유럽 등에서 고분자 배터리의 전극재료(electrode) 및 생체 적합성 박막을

형성하기 위한 플로린이 함유된 고분자 재료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술폰화 실험

을 진행 중.

- 특히, 일본 츠쿠바 대학의 Tendem Accelerator를 활용하여 양성자를 조사시켜서,

PEO/PU, PMMA 젤, PTHF 등에 실험한 결과 약 10배에서 100배이상 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한 바 있으며, 핀랜드의 헬싱키대학의 이온빔 가속기를 이용

하여 플로린이 함유된 고분자 재료의 조사에 의한 술폰화 실험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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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온주입을 통한 표면개질 기술

- 1960년대 후반부터 이온주입이 bipolar IC 제작에 응용되기 시작한 이래 선진국

에서는 저에너지 이온주입기술(수십-200keV)이 거의 정착단계에 도달해 있음.

- 1980년대부터는 MeV implantation을 이용한 반도체 분야 등의 deep level

implantation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그 활용분야도 합금, 폴리머 등의 기

계적강도 향상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전도성폴리머제조, 이종접합기술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음.

- 이온주입공정은 영국의 Harwell 연구소 및 Tecvac Co. 미국의 Spire Co.가 산업

적으로 가장 활발히 응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에서는 1960년

대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그 동안 항공기용 Ti 합금 compressor blade 및 각종 금

형다이에 활용해 오고 있음.

- 일본의 주요 연구소들에서는 이온주입공정개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 이온주입공정을 이용한 수많은 특허가 여러 주요 회사들로부터 이미 등록

되어 있음. 현재, 에너지 환경 분야, 철강 비철 금속 분야, 기계분야, 자동차/항공

기·우주 분야,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분야, 화학 고분자 세라믹스 분야, 의료 바이

오 분야 등에서 이온주입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재료나 장치의 내마모성, 내마

찰성, 내고온성 및 내식성의 향상을 위하여 이온주입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 영국 Surrey 이온빔센터(Ion Beam Centre)는 이온빔 응용, 변형, 분석의 분야에

국제적인 연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체에서의 원자의 충돌(Atomic Collisions

in Soilds), 4족 반도체(Group IV Semiconductor), 광전자공학(Optoelectronics),

III-V 물질(III-V Materials), 초전도물질(Superconducting Materials), 이온빔해

석(Ion Beam Analysis), 그리고 이온빔의 생물의학 응용(Bio-Medical

Applications of Ion Beams)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마이크로전자공

학(microelectronics)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생물학적 세포(biological

cell)와 나노공학에 대한 응용이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음.

3.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에 의한 분산기술

- 탄소나노튜브는 1991년 일본 NEC의 수미오 이지마(S. Iijima)에 의해 처음 발견

되었고 이는 나노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

- 1985년 Kroto, Curl, Smalley 등이 탄소나노튜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축구공 모

양의 풀러렌(Fullerene: C60)을 발견하였으며 1996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바

있음.

- 탄소나노튜브는 1-100 nm 범위의 나노크기의 직경을 가지면서 길이가 최대 수십

cm까지 합성될 수 있음.

- 열화학 기상증착법이나 아크방전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합성과정에서 개개의

탄소나노튜브 입자간의 응집현상이 발생하며, 물리적 응집은 μm 수준에서 나노

튜브가 각각의 입자로서 다른 입자들과 서로 얽히고 감겨있는 것이고, 화학적 응

집은 nm 수준에서 단층벽 탄소나노튜브(SWCNT) 경우 처럼 분자간 힘인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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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Waals 힘과 같은 표면인력에 의하여 응집되어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탄소나노튜브의 응집현상은 기계적 강도와 전도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3차원적 네트워크 구조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 분산문제는 다

른 소재와 달리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전도성 고분자 응용분야가 향후 나노튜브의 시장규모나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 가

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분자 매트릭스에 탄소나노튜브가 완벽히 분산되지 않

아서 충진재(filler)로서의 탄소나노튜브의 장점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고분자 매트릭스와 나노튜브 계면사이의 부착력이 부족하여 매트릭스에 발생한

외부 부하를 나노튜브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성능 발현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고 있음.

- 최근 탄소나노튜브 분산방법이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분산방법

을 기초수준에서 실제 공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

- 대표적인 카본나노튜브 절단 및 분산 기술로는 기계적 분산(초음파처리, 볼밀링,

연마와 마찰, 높은 전단력에 의한 분산법 등), 각종 용매와 분산제(계면활성제 등)

를 이용한 분산, 강산에서의 분산, 표면 기능화를 통한 정전기적 분산, 고분자 물

질을 이용한 분산 등이 있음.

- 이들 기계 및 화학적 방법들은 절단 수율이 매우 낮고, 제한된 분산 능력을 가지

고 있으며 또한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중국 과학원 및 북경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브의 절단이 다른 방법들에 비하여 매우 간단하며 효과적인 것으로 발

표됨.

- 기존의 탄소나노튜브 분산성 향상을 위한 고분자를 이용한 개질과 관련하여 기존

의 방법은 산처리, 기능기 도입, 개시제 사용에 의한 단량체의 중합 등 여러 복잡

한 단계로 제조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을 이용하면 경우 단순히 탄소나노튜브

와 단량체만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탄소나노튜브에 고분자를 그라프트하여 그 분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됨.

- SCIE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분산 기술 관련 문헌은 2002-2005년

까지 971건으로 검색되었고, 문헌의 증가추이가 빠르고 비교적 최근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1991년 이후 최근까지는 합성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2년 이후,

제조된 탄소나노튜브의 탁월한 전기적, 기계적,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용하기 위

해,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산시켜 나노복합체 및 전자소자 등으로 응용하기 위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발표된 문헌 건수를 보면 미국이 총 297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이 208건으로 21%를 차지해 두 국가에서 발표된 문헌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그다음으로 유럽연합(25개 국가)이 178건(영국 35건, 독일

33건, 프랑스 27건 등), 일본 104건의 문헌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54건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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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중국과학원(Chinese Acad. of Sci.)이 44건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를 발표하였고, 2위도 중국의 Tsing Hua Univ.(25

건)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국가별 건수는 미국에 뒤지지만 문헌 건수를 지표로

한 연구기관의 역량은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미국의 Univ. Illinois(19건), 유럽연

합인 영국 Univ. Cambridge(19건)가 공동으로 3위를, 한국은 11건의 문헌을 발표

한 서울대학교가 7위에 있음.

- 중국 과학원은 탄소나노튜브 분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선두에 있으며 특히

강산을 이용하는 방법과 고분자를 이용한 분산기술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

음. 다음으로 미국의 라이스 대학(Rice Univ.)이 용매/분산제, 표면 기능화를 통한

분산기술에 강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 몇몇 국가들이 상위그룹에 속해 있기는 하

지만, 전반적으로 중국과 미국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임.

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 생체 적합성 박막 형성 및 패턴 형성 기술

- KAIST, 한양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은 self assembled monolayer, 포토리소그래

피, atomic force microscopy, microcontact printing 등을 이용하여 세포 및 단백

질 등의 패턴 형성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이온빔 및 전자빔을

이용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온빔응용그룹(ion beam

application group)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이온

빔 이용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반도체 제조 분야의 이온주입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으

며, 이온빔 이용 첨단 신소재 분야(NT-BT-IT-ST 등)에서의 연구 및 기술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온빔응용그룹에서는 주로 PIXE분석법, RBS분석법, PIGE

분석법 등과 같은 이온빔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금속, 암석광물, 유기물, 재료(혹

은 소재), 환경시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면개질이나 각종 특성 연구에 활용

함. 이외에 극저준위 환경방사능(C-14, 라돈, 라듐, 우라늄 등) 측정기술 실용화에

이어 가속기질량분석기술(AMS)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현재, 이온빔이용기술개발(나노입자합성), Ion-cut에 의한 SOI 웨이퍼 제

조기술개발, 1~2 MeV 중성자 포획 단면적 측정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위하여 과

제를 수행하고 있음.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이온빔응용연구실에서는 High Current Gaseous

Ion Implanter(20~150 keV/10 mA), Current Ion Implanter for Semiconductor

20~170 keV/10 mA), Ion Beam Irradiator(20~50 keV/최대 50 mA), Dual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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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Implanter(20~170 keV/10 mA) 등 4대의 이온주입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기술 개발을 수행.

- 이온빔응용연구실에서는 입사기 기술 및 RFQ 기술과 같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타 기관과의 과제 수행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였음(1998.12 ~ 2005. 6, 양성자기

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자료 참조).

- 이온빔을 이용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실용화탐색연구’차원에서 플라스틱 제품

(투명 플라스틱 렌즈, 방탄유리용 다층 PET막 등)을 대상으로 하여, scratch

resistance 향상, 색채조절, UV protection, Anti-reflection, 내구성 및 내부식성

향상, 표면경화 등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

2.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에 의한 분산기술

- 한국에 출원된 특허의 기술별 동향(1998-2004년)은 광전자 Device가 전체 출원

중 49%로 가장 많았으며 Nano-Electronics가 18%, 에너지 및 복합재 관련 출원

이 각각 14%와 15%로 분석됨.

- 광전자 Device의 출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탄소나노튜브가 차세대 디

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FED(Field Emission Display)의 핵심부품인 전자

Emitter로 사용되어 삼성 SDI, LG전자, 일진나노텍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며, Nano Electronics 분야에서는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탄소나노튜브의 활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특히, 광전자 Device 및 Nano Electronics 분야에서는 한국의 특허 출원수가 다른

선진국의 출원수 보다 많거나 대등하여 지식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

이라 사료된다.

- 삼성에서 38" FED를 데모한 바 있지만 현재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탄소나노튜브에 한정해서 보았을 때 FED 제품의 신뢰성과 재

연성을 위해서는 탄소나노튜브의 에미터 소재에 대한 정확한 스펙이 매우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FED-cathode에서 탄소나노튜브 에미터에 대한 직경, 길이, 전도

도, 분말특성 등에 대하 FED가 요구하는 정확한 표준규격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임.

- 국내에서는 대부분 기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의 절단 및 분산을 하고

있으나 수율, 구조적 손상 등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음.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탄

소나노튜브의 절단, 분산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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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고분자/세라믹 재료 표면 개질 기술 개발

1. 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개발

[요약]

- 이온주입법에 의한 표면 개질은 고분자, 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방법들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면 성질만을 개

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이온주입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분자 재료

(PS, PE, PTFE, PDMS 등)들의 표면을 개질하여 생체적합성을 향상시켰음.

- 사용된 이온주입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keV 이

온 주입 장치이다. 이온 주입에 의하여 개질된 재료 표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기(FT-IR spectrophotometer), X-ray 광전자 분

광 분석기(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음.

- 최종적으로 표면 개질된 재료에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하여 생체적합성을 평가하

였음.

가. 고분자 재료 표면 개질

그림 1. 이온주입에 의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 개질

- 이온주입 기술을 통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 개질은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

었다. 먼저 가속된 고에너지의 이온들을 자체 제작한 마스크를 통하여 고분자 재

료의 표면에 주입하였다. 사용된 고분자 재료는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테트

라플루오로에틸렌, 폴리디메틸실록산 등이다 (표 1). 이온 원으로는 Ar, Ne, X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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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체 이온들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는 50-150 keV, 이온주입량(fluence)은

1012 ~ 1017 ions/cm2이었다. 이온주입 시의 전류밀도는 재료의 열적변형을 막기 위

해서 0.5 μA/cm2 이하로 하였다. 각 재료에 대한 이온주입 조건을 아래 표 1에 나

타내었다.

표 1. 고분자 재료에 대한 이온주입 조건

고분자 재료

이온주입 조건

이온원 에너지 (keV)
이온주입량

(ions/cm
2
)

전류밀도 (μA/cm2)

PS Ar, Ne, Xe 100 1 x 10
13
~ 1 x 10

16
<0.5

HDPE Ar 100 1 x 10
13
~ 1 x 10

16
<0.5

PTFE Ar 50 & 150 1 x 1013 ~ 1 x 1016 <0.5

PVDF Ar 50 1 x 1013 ~ 1 x 1016 <0.5

PDMS Ar 100 1 x 10
13
~ 1 x 10

16
<0.5

PS : 폴리스티렌 페트리 디쉬(SPL 11035)

HDPE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두께 80 μm, Honam Petrochemical

Corporation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두께 0.2 mm, Hanmi rubber and Plastics Co.

PDMS: Sylgard 184, Dow Corning

- 또한 이온빔 조사에 의한 그라프트 중합을 이용하여 관능기(functional group)를

도입하였다. 먼저 고분자 재료에 이온빈 조사 후 공기 중에서 하루 동안 방치하여

peroxide 등의 활성종을 발생시켰다. 그 다음 기능성 단량체 용액에 넣어 그라프트

중합시켰다. 이때 사용된 기능성 단량체는 아크릴산(acrylic acid)이며, 그라프트

중합은 아크릴산 수용액(10 wt%)을 이용하여 60 oC에서 1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나. 재료 표면 분자 구조 변화분석

(1) 폴리스티렌(PS)의 표면 분자 구조 변화 분석

그림 1.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S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2. 이온주입에 의한 PS의

FT-IR 스펙트럼 변화

- 그림 1에서는 폴리스티렌(PS) 표면의 이온주입 조건에 따른 XPS spectra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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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Fluence(이온주입량)가 증가함에 따라 spectra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온주입에 의하여 PS 표면에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한 PS의 경우에는 285와 284.7 eV에서 C-H 와 C-C에 대한 피크

들만 확인되는 반면, 이온주입 후에는 C-O(286.0 eV)와 (C=O)-O(288.8 eV) 피크

들이 생성되었다. 이는 이온주입 과정에서 표면에 생성된 라디칼들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공기(산소)와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으로 OH, COOH, CO 등의

친수성기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극성기들의 발생을 FT-IR을 이용하여 다시 확인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주입 전에는 PS의 특성 피크들만이 존재하였으나, 이온주입 후에

3500 cm-1 근처에서 OH, 그리고 1700 cm-1 근처에서 C=O 피크들이 새롭게 나타

났다. 따라서 이온주입 후에 위와 같은 친수성기들이 다량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2) 폴리에틸렌(PE)의 표면 분자 구조 변화

그림 3.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E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4.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제조한

PE-g-PAAc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 그림 3에서는 이온주입을 통해 PE를 활성화 시켰을 때 나타나는 화학적구조의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PE의 경우에는 285 eV에서 C-C/C-H에 대한 피크와

약간의 C-O(286.0 eV) 피크가 확인되었다. 이온주입 후에는 C-O(286.0 eV) 및

(C=O)-O(288.3 eV) 피크의 크기가 1 x 1015 ions/cm2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

에서는 감소하였다. 또한 C=C(284.1 eV)의 경우 이온주입량이 1 x 1015 ions/cm2

보다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크기가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이온주입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표면에 OH, CO, COOH 등의 극성 친수성기들이 발생

되기 때문이며, 이온주입량이 높은 경우에는 탈수소화(dehydrogenation)반응에 의

한 탄소화반응(carbonization)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 그림 4에서는 이온주입 후 아크릴산(AAc)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제조한

PE-g-PAAc 필름의 표면에 일어난 화학적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과 그림 2를 비교해 보면 생성된 피크들은 비슷하지만 -COOH(288.8 eV) 피크가

그라프트 중합 후에 훨씬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E 표면에 아크릴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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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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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온주입한 PE (Implanted PE)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E

(PE-g-PAAc)의 FT-IR 스펙트럼.

- 그림 5에서는 이온주입 및 그라프트 중합에 의하여 개질된 PE의 FT-IR spectra를

보여주고 있다.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한 후 PE-g-PAAc의 FT-IR에서 아크

릴산의 -COOH에 대한 피크가 1710 cm-1에서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아크릴산이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폴리테트라플로오르에틸렌(PTFE)의 표면 분자 구조 변화

그림 5. 다양한 이온 및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TFE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6. 이온주입에 따른 이온주입한

PTFE (a)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TFE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 그림 5에서는 PTFE를 이온빔 처리한 후, 산화반응 또는 탄소화반응으로 원자함량

(at%)이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온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소의 함량은 감소하는 반면 탄소와 산소의 함량

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PTFE의 표면의 화학적 특성에 변화가 일어났

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6에서는 이온주입을 통해 PTFE의 표면을 활성화 시킨 후 아크릴산(AAc)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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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머를 그라프트한 전후의 표면 원자성분의 함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입

량이 증가함에 따라 defluorination으로 불소의 함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산화 반응

에 의한 산소의 함량이 증가하고 있다.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표면의 경우 이온

주입 후 산소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아크릴산이 표면에 성공적으

로 그라프트 중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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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온주입한 PTFE (Implanted PTFE)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TFE

(PTFE-g-PAAc)의 FT-IR 스펙트럼.

- 그림 7에서는 Ar 이온주입을 통하여 PTFE의 표면을 활성화 시킨 후 아크릴산

(AAc)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얻어진 재료의 FT-IR spectra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

주입 후 1700 cm-1 근처에 C=O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크릴

산을 그라프트 중합 후에는 1710 cm-1 근처에서 아크릴산의 카르복시산(COOH)에

대한 특성 피크가 존재함을 통해 아크릴산이 PTFE 표면에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폴리디메틸실록산(PDMS)의 표면 분자구조변화

그림 8.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에서 처리된

PDMS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9. 이온주입량 따른 원자함량의

변화.

- 그림 8에서는 PDMS 표면에 이온주입을 한 후 일어나는 산화반응 또는 탄소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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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통하여 나탸나는 관능기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PDMS의 경우에

는 285와 286.0 eV들에서 C-C/C-H와 C-O 대한 피크들이 확인되었다. 반면 이온

주입이 된 PDMS 경우, 이온주입량이 커짐에 따라서 C-O(286.0 eV)와

(C=O)-O(288.3 eV)들의 피크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1 x 1013 ions/cm2에서 새로 생

성된 C=C(284.1 eV)도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피크의 크기가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그림 9에서는 표면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함량(at%)이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

라서, 실리콘(Si)의 함량은 감소하고, 탄소(C)함량은 1 x 1014 ions/cm2 이온주입량

까지는 감소하다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산소(O)함량은 반대로 1 x 1014 ions/cm2 까지는 증가하다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다. 표면 물성 평가

(1) 폴리스티렌(PS)의 표면물성

- 그림 10에서 보면, 순수한 PS의 경우 약 90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이지만 이온주입

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여 1 x 1015 ions/cm2 이온주입량에서 59도까지 감소

하다가 1 x 1016 ions/cm2에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XPS 결과에서 보는 것과 마

찬가지로 이온주입 후에 친수성기들이 생성되어 폴리스티렌의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며, 이온주입량이 큰 경우 다시 탄소화반응(carbonization)이 일어나

표면이 소수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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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온주입량에 따른 접촉각변화

(2) 폴리에틸렌(PE)의 표면물성

- 그림 11에서 보면, 순수한 PE의 경우 약 85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이지만 이온주입

된 PE (Implanted PE)의 경우에는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5

x 10
15
ions/cm

2
이온주입량에서 76도 정도까지의 감소하였다. 이는 P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온주입 후 친수성기가 발생하여 PE의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기 때

문이다. 또한, 폴리아릴산(PAAc)이 그라프트된 PE(Grafted PE)의 경우 이온주입

한 PE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접촉각이 좀 더 감소함을 보인다. 이는 PAAc

가 그라프트되어 표면이 이온주입후의 표면보다 더 많은 친수성기(카르복시산기)

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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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이온주입량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

그림 12. 이온주입과 그라프트 반응에

따른 PE의 SEM 사진

- 그림 12에서는 순수한 PE(control), 이온주입된(Implanted) PE, 그리고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E 필름의 표면 형태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온주입 후에 표면은

순수한 PE에 비해 별다른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따라서 따라서 표면에 물리

적인 변화는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라프트된 PE의 표면도 마찬가지로 형태

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이 크지 않으며,

또한 표면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3) 폴리테트라플로오르에틸렌(PTFE)의 표면물성

그림 13. 다양한 이온 및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TFE의

접촉각의 변화.

그림 14. 다양한 이온 및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TFE의 SEM

분석.

- 그림 13에서 보면, 순수한 PTFE의 경우 약 110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이지만 네온

(Ne ion)과 헬륨 이온(He ion) 이온의 경우에는 이온주입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80도 정도까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PS와 PE의 경우와 동일하

게 친수성기의 발생에 의하여 PTFE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아르곤 이온(Ar)을 주입한 경우에는 이온온주입량이 1 x 1015 ions/cm2 일 때

까지는 접촉각이 가장 최소인 70도 까지 감소하다 이온주입량이 다시 증가함을 보

여주고 있다. Ar의 경우 이온주입량 1 x 1015 ions/cm2까지는 친수성으로 변화하다

가 그 이상에서는 탄화반응(carbonization)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소수성으로 다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 14에서는 이온의 종류와 이온주입량에 따라 PTFE 표면 형태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이온의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표면에 형성된 크랙과 구멍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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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점점 커짐을 볼 수 있으며,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많은

구멍들이 발생하다가 점점 딱딱한 갑각류 껍질처럼 변하였음을 볼 수 있다.

(4) 폴리디메틸실옥산(PDMS)의 표면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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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이온주입량에 따른 PDMS의 접촉각 변화.

- 그림 15에서는 이온주입량에 따른 PDMS의 접촉각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

입을 하지 않은 PDMS의 접촉각은 104도이었으나 이온빔을 처리한 후에는 이온주

입량이 1 x 1016 ions/cm2 일때 가장 작은 96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였다. 다른 재료

들과는 달리 뚜렷한 경향성은 보여주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이온주입량이 증가

함에 따라 접촉각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

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생체적합성 평가

(1) 폴리스티렌(PS)의 생체적합성

그림 16. 다양한 이온주입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표면개질된 PS의 패턴형성과

PS의 세포성장곡선.

- 그림 16에서는 PS를 350 μm(line/space) 정도의 SUS 마스크를 이용하여 선택적으

로 이온주입한 후 세포 배양된 현미경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온주입된 부분에서 세포들이 잘 배양되어 있으며, 특히 1 x 1015

ions/cm2에서 세포들의 패턴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온주

입에 의하여 PS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였으며, 따라서 세포와의 친화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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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었기 때문이다.

(2) 폴리에틸렌(PE)의 생체적합성

그림 17. 이온주입후 PE(Implanted PE)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E(PE-g-PAAc)의 생체적합성.

그림 18. (a) PE-g-PAAc에 형성된

FA 패턴의 형광현미경 사진; (b)

PE-g-PAAc에 형성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의

공초점현미경 사진

- 그림 17에서는 350 μm(line/space) 정도의 SUS 마스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하

에서 선택적으로 이온빔 처리한 PE와 선택적으로 이온빔을 처리한 PE에 아크릴

산 모노머를 그라프트하여 제조한 PE-g-PAAc에 세포 배양 후의 현미경 사진들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주입된 영역에서 세포들이 상대적으

로 잘 붙어 있으며, 특히 이온주입량 1 x 1015 ions/cm2에서 세포 패턴이 가장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폴리아크릴산(PAAc)이 그라프트 된 PE-g-PAAc

에 보다 많은 양의 세포들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온주입 후 친수성기의 발생으로 PE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 그림 18(a)는 PE-g-PAAc에 5-amino-fluorescein(FA)을 반응시켜 얻어진 형광현

미경 사진이다. FA의 아민기가 PE 표면에 그라프트된 아크릴산의 카르복시산과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아미드(CONH)를 형성하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광

패턴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 그림 18(b)는 PE-g-PAAc에 Biotin-amine을 먼저 반응시키고 그 후 streptavidin

을 반응시켜 얻어진 공초점현미경사진이다. FA와 마찬가지로 biotin-amine의 아민

기가 먼저 아크릴산의 카르복시산과 반응하여 아미드기를 형성하고, 그 후 biotin과

streptavidin의 선택적 결합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백질(streptavidin) 패

턴을 얻을 수 있었다.

(3) 폴리테트라플로오르에틸렌(PTFE)의 생체적합성

- 그림 19는 PTFE를 350 μm(line/space) 정도의 SUS 마스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

건하에서 선택적으로 이온빔을 조사한 후 세포 배양을 하여 얻어진 현미경 사진들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빔이 조사된 부분에서 세포들이 잘 배양되어

있으며, 특히 헬륨(He) 이온을 주입한 경우에 1 x 1015과 1 x 1016 ions/cm2에서

세포들이 잘 배양되었으며, 나머지 이온(Ne, Ar)들의 경우에는 1 x 1015 ions/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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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포들이 가장 잘 배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온주입에 의하여 PTFE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였으며, 따라서 세포와의 친화성이 매우 향상되었기 때문

이다.

그림 19.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 따른

PTFE의 생체적합성.성.

그림 20. (a) PTFE-g-PAAc에 FA

패턴의 형광현미경 사진; (b)

PTFE-g-PAAc에 형성된 DNA 패턴의

공초점현미경 사진

- 그림 20(a)는 PTFE-g-PAAc에 5-amino-fluorescein(FA)을 반응시켜 얻어진 형

광현미경 사진이다. FA의 아민기가 PE 표면에 그라프트된 아크릴산의 카르복시

산과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아미드(CONH)를 형성하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광 패턴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 그림 20(b)는 PTFE-g-PAAc에 아크릴산의 카르복시산과 probe DNA(p-DNA)를

먼저 반응시킨 후 다시 형광물질이 tag된 complementary DNA(c-DNA)를

hybridization시켜 얻은 공초점현미경 사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광 패

턴이 매우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부분에 p-DNA

가 선택적으로 반응하였고 또한 c-DNA의 hybridization이 매우 잘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4) 폴리디메틸실옥산(PDMS)의 생체적합성

그림 21. 다양한 이온주입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표면개질된 PDMS의

생체적합성시험

- 그림 21은 PDMS를 라인 간격이 350 μm 정도인 SUS 마스크를 이용하여 선택적

으로 이온빔 처리한 후 세포 배양을 통하여 얻어진 세포 패턴의 현미경 사진이다.

그림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빔이 조사된 부분에서 세포 배양이 매우 잘 되어

있으며, 특히 1 x 1016 ions/cm2에서 생체 세포들의 패턴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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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온주입에 의하여 PDMS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였으며, 따

라서 세포와의 친화성이 매우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마. 박막의 전하밀도 구배 특성평가

(1) 폴리스티렌(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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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rim 98를 이용한 100 keV의 아르곤이온을 PS에 이온주입 시에 투과깊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 그림 22에서는 100 keV의 아르곤(Ar) 이온을 폴리스티렌 (PS)에 주입했을 때의

투과 깊이를 TRIM 98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들이 50~250 nm정도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50 nm정도까지는 투과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고

50~250 nm정도의 깊이에서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입한 이온의 농도가 또

한 증가함을 보여준다.

(2) 폴리에틸렌(PE)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00E+000
2.00E+012
4.00E+012
6.00E+012
8.00E+012
1.00E+013
1.20E+013
1.40E+013
1.60E+013
1.80E+013
2.00E+013

C
on

ce
nt

ra
tio

n 
(a

to
m

s/
cm

2 )
 

Depth (nm)

5x1014 ions/cm2

1x1015 ions/cm2

5x1015 ions/cm2

1x1016 ions/cm2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00E+000
2.00E+012
4.00E+012
6.00E+012
8.00E+012
1.00E+013
1.20E+013
1.40E+013
1.60E+013
1.80E+013
2.00E+013

C
on

ce
nt

ra
tio

n 
(a

to
m

s/
cm

2 )
 

Depth (nm)

5x1014 ions/cm2

1x1015 ions/cm2

5x1015 ions/cm2

1x1016 ions/cm2

그림 23. Trim 98를 이용한 100 keV의 아르곤이온을 PE에 이온주입 시에 투과깊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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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에서는 100 keV의 아르곤(Ar) 이온을 폴리에틸렌 (PE)에 주입했을 때의

투과깊이를 TRIM 98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들이 70~250 nm정도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70 nm정도까지는 투과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고

50~250 nm정도의 깊이에서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입한 이온의 농도가 또

한 증가함을 보여준다.

(3) 폴리테트라플로오르에틸렌(PTFE)

- 그림 24에서는 150 keV의 He, Ne, Ar 이온들을 폴리테트라플로오르에틸렌

(PTFE) 에 주입했을 때의 투과 깊이를 TRIM 98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헬륨이온 (He ion)을 주입했을 시에는 투과깊이

가 최대 700 nm정도, 네온 이온(Ne ion)을 주입했을 때는 120 nm 정도의 투과 깊

이를 보이지만, 아르곤 이온(Ar ion) 주입했을 때는 최대 70 nm 정도의 투과 깊이

를 보인다. 따라서, 주입한 이온들의 질량이 증감함에 따라서 투과되는 깊이가 점

점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온을 주입을 했을 때

이온의 크기 커짐에 따라서 재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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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Trim 98를 이용한 150 keV의 다양한 이온을 PTFE에 이온주입 시에

투과깊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4) 폴리디메틸실록산(PDMS)

- 그림 25에서는 100 keV의 아르곤(Ar) 이온을 폴리디메틸실록산(PDMS)에 주입했

을 때의 투과깊이를 TRIM 98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온들이 70~330 nm정도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70 nm정도까지는 투과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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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70~250 nm정도의 깊이에서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입한 이온의 농도

가 또한 증가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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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Trim 98를 이용한 100 keV의 다양한 이온을 PDMS에 이온주입 시에

투과깊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바. 결론

- PS, PE, PTFE, PDMS 등 2종 이상의 재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

구소의 300 keV 이온주입기를 이용하여 여러 이온의 주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표

면을 개질하였다. 재료의 특성 및 이온주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접촉각이

10~80도 정도까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온주입에 의한 재료 표면의 물리·

화학적인 변화를 분광학적(XPS, FT-IR 등) 및 비분광학적인 방법(접촉각측정 등)

들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온주입된 재료 표면에 직접 세포 배양을

통하여 생체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이온주입된 표면의 형태학 변화, 친수성 관능

기들의 생성 등으로 인하여 생체적합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세라믹 재료 (wafer, glass 등)의 생체적합성 향상 기

술 개발

[요약]

- 유리(glass)와 실리콘 웨이퍼(wafer) 등의 세라믹 재료를 다양한 조건하에서

300 keV 이온주입장치를 이용하여 단순 이온주입 및 이온보조반응을 이용하여 재

료 표면을 개질하였고 변화된 재료 표면의 분자구조 및 표면물성을 접촉각 측정

기와 X-ray 광전자 분광 분석기(XPS)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음.

- 표면 개질된 재료에 생체 세포를 배양하는 cell adhesion test를 통해 표면 개질

된 재료의 생체적합성을 확인하였음.

가. 세라믹재료 표면개질: 유리(glass) 및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개질

- 유리(Glass, Superior Micro Slides) 및 실리콘 웨이퍼(Si-wafer, Doosan INC.,

P364D448)를 실온에서 180 keV의 아르곤(Ar)를 1 x 1015 ~ 1 x 1018 ions/cm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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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하여 유리의 표면을 개질하였다. 이온주입시 전류밀도는 10 μA/cm2로 하였다.

나. 재료 표면 분자구조 변화분석

(1) 유리(Glass)의 표면분자구조 변화

-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에 이온빔을 조사한 후 표면에 존재하는 관능기

는 이온빔을 조사하지 않은 유리와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강도

(intensity)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함량(at%)이 이온주입량

이 증가함에 따라 실리콘(Si)의 함량은 감소하다가 이온주입량이 1 x 1017

ions/cm2 이상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산소(O)의 함량은

이온주입량 1 x 1016 ions/cm2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상의 이온주입량에서는 다

시 증가하였다. 반면, 탄소(O)함량은 반대로 1 x 1016 ions/cm2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이온주입량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

그림 26.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유리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27. 이온주입량에 따른

원자함량의 변화.

(2) 실리콘 웨이퍼 (Si-wafer)의 표면분자구조 변화

그림 28.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wafer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29. 이온주입량에 따른

원자함량의 변화

- 그림 28에서는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주입한 wafer에 생성된 관능기들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wafer 표면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함

량(at%)이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리콘(Si)의 함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

며, 탄소(C)의 함량은 이온주입량 1 x 1016 ions/cm2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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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주입량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산소(O)의 함량

은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 표면물성평가

(1) 유리(Glass)의 표면물성

- 그림 30에서는 이온주입량에 따른 유리의 접촉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입

전 유리의 접촉각은 57도이었으나, 이온주입 후에는 이온주입량이 1 x 1016

ions/cm2일 때 가장 작은 27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였다. 따라서 이온빔 조사를 통

하여 유리의 표면이 이온주입 전보다 친수성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리콘 웨이퍼(Si-wafer)의 표면물성

- 그림 31에서는 이온주입량에 따른 wafer의 접촉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

입 전에는 wafer의 접촉각은 68도이었으나 이온주입 후에는 이온주입량이 1 x

1016 ions/cm2일 때 가장 작은 53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였다. 따라서 이온빔 조사

를 통하여 wafer의 표면이 보다 친수성으로 개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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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이온주입량에 따른 유리의

접촉각 변화.

그림 31. 이온주입량에 따른 wafer의

접촉각 변화

라. 생체적합성 평가: 유리(Glass) 및 실리콘 웨이퍼(Si-wafer)의 생체적합성

그림 32. 다양한 이온주입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표면 개질된 유리의

생체적합성 및 개질된 유리의 세포성장고선

- 그림 32에서는 유리를 350 μm(line/space) 정도인 SUS 마스크를 이용하여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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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온주입한 후 생체 세포를 배양하여 얻어진 세포 패턴의 현미경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빔이 조사된 부분에서 세포들이 잘 배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1 x 1016 ions/cm2에서 생체 세포들의 패턴

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온주입에 의하여 유리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였으며, 따라서 세포와의 친화성이 매우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산소분위기하에서 이온주입을 한 경우(이온보조반응) 보다 많은 양의 세포들이

배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온보조반응의 경우 단순 이온주입보다

많은 양의 친수성기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 박막의 전하밀도 구배 특성평가

(1) 유리(Glass)

- 그림 33에서는 180 keV의 아르곤(Ar) 이온을 유리(glass)에 주입했을 때의 투과깊

이를 TRIM 98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온들이 20~200 nm정도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조건에서는 최대 20 nm정도까지 투과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20~200

nm정도의 깊이에서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입한 이온의 농도가 또한 증가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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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Trim 98를 이용한 180 keV의 Ar 이온을 유리에 이온주입 시에 투과깊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2) 실리콘 웨이퍼(Si-wafer)

- 그림 34에서는 180 keV의 아르곤(Ar) 이온을 실리콘 웨이퍼(Si-wafer)에 주입했

을 때 투과깊이를 TRIM 98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온들이 20~330 nm정도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최대 20 nm정도까지 투과가 가능함을 보여주

고 있고 20~330 nm정도의 깊이에서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입한 이온의

농도가 또한 증가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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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Trim 98를 이용한 180 keV의 Ar 이온을 실리콘 웨이퍼에 이온주입 시에

투과깊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바. 결론

- 유리(Glass)와 실리콘 웨이퍼(Si-wafer) 등의 세라믹 재료들을 이온주입을 통하여

표면을 개질하였고, 개질된 표면을 접촉각 측정기를 이용하여 친수성의 변화를 평

가한 결과 이온주입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접촉각이 27~53도 정도까지 감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X-ray 광전자 분광 분석(XPS)을 통해 재료 표면의 화

학적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온주입된 재료

표면에 직접 세포 배양을 통하여 생체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이온주입된 표면의

형태학 변화, 친수성기들의 생성 등으로 인하여 생체적합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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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과제에서는 이온주입 및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에 의하여 다양한 고분자 재료(PC, PVC, PCL, PET, PVDF, PTFE, PE 등)들

의 표면에 기능성 관능기들을 도입하여 개질하였음.

. 이온주입을 통하여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카르복시산 등의

기능성 관능기들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고분자 재료 표면에는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 산)를 그라프트 중합하여 기능성 관능기를 도입하였음. 기능성 관

능기가 도입된 표면에 생체분자(세포, 단백질, DNA 등)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50μm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 형성시킴.

<이온주입에 의한 폴리에스테르계
고분자 재료 표면에 기능성 관능기
발생 및 생체 분자 고정화>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재료 표면에 기능성
관능기 도입 및 생체 분자 고정화>

- 이온주입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keV 이온주입

장치임. 이온주입에 의하여 개질된 재료 표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

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FT-IR), X-ray 광전자 분광분석(XPS), 접촉각 측정,

주사전자현미경(SEM)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음.

- 최종적으로 선택적으로 개질된 재료 위에 세포, DNA, 단백질 등과 같은 생체분

자를 고정화한 후, 생체분자패턴의 형성 여부를 형광 현미경, 공초점 레이저 현미

경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음.

<고분자 재료 위에 형성된 생체분자 패턴에 대한 형광현미경 사진>

제2절 생체 분자 고정화 및 패턴 형성과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1. 재료 표면에 생체 분자 고정화 및 패턴 형성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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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분자 재료의 선택적 표면 개질

- 이온주입법을 통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 개질은 위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

었다. 먼저 가속된 고에너지의 이온들을 자체 제작한 마스크를 통하여 고분자 재

료의 표면에 주입하여 친수성기 혹은 라디칼 등의 활성종을 발생시켰다. 이때 사

용된 고분자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폴리카프로

락톤(PC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비닐리덴플로라이드(PVDF), 폴

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폴리에틸렌(PE) 등이다(표 1). 이온원으로는 H,

Ne, Ar 등의 기체 이온들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는 50 ~ 200 keV, 이온주입양

(fluence)은 1014 ~ 1016 ions/cm2이었다. 이온주입 시의 전류밀도는 재료의 열적변

형을 막기 위하여 0.5 ~ 1.0 μA/cm2로 조절하였다. 각 재료에 대한 이온주입 조건

을 아래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이온주입에 의한 고분자 재료에 생체분자패턴 형성 모식도

표 1. 고분자 재료에 대한 이온주입 조건

고분자 재료
이온주입 조건

이온원 에너지 (keV) 이온주입양 (ions/cm
2
) 전류밀도 (μA/cm2)

PC Ar 100 1 x 10
14
~ 1 x 10

16
<0.5

PVC H 200 1 x 1014 ~ 1 x 1016 <1.0

PCL Ne 100 1 x 1014 ~ 1 x 1016 <0.5

PET H 200 1 x 10
14
~ 1 x 10

16
<1.0

PVDF Ar 100 1 x 10
14
~ 1 x 10

16
<0.5

PTFE Ar 150 1 x 10
14
~ 1 x 10

16
<0.5

PE Ar 100 1 x 10
14
~ 1 x 10

16
<0.5

PC: 폴리카본네이트 (poly(bisphenol A carbonate), pellet type, Mw: 64,000, Aldrich)를

CHCl3 용매에 녹여 유리판 위에 도포하여(casting) ~100 μm 두께의 PC 필름을 제조.

PVC: 폴리비닐클로라이드 (poly(vinyl chloride), Mw: 80,000, Aldrich)를 THF 용매에 녹여

유리판 위에 도포하여(casting) ~50 μm 두께의 PVC 필름을 제조.

PCL: 폴리카프로락톤 (poly(caprolactone), Mw: 80,000, Aldrich)를 CH2Cl2 용매에 녹여 유리

판 위에 도포하여(casting) ~60 μm 두께의 PVC 필름을 제조.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두께: 80 μm, SK chemical.

PVDF: 폴리비닐리덴플로라이드 (Poly(vinylidenefluoride)), 두께: 125 μm, GoodFellow.

PTF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oly(tetrafluoroethylene)), 두께 0.2 mm, Hanmi 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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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lastics Co.

HDPE :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두께 80 μm, Honam Petrochemical Corporation.

- 또한 이온빔 조사 후 아크릴 산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카르복시산 관능기

(functional group)를 도입하였다. 먼저 고분자 재료에 이온빔 조사 후 공기 중에서

하루 동안 방치하여 peroxide 등의 활성종을 발생시켰다. 그 다음 이 고분자 재료

를 기능성 단량체 용액에 넣어 그라프트 중합시켰다. 이때 사용된 기능성 단량체

는 아크릴산 (acrylic acid)이며, 그라프트 중합은 아크릴산 수용액(10 wt%)을 이

용하여 60 oC에서 1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 세포 패턴 형성을 위해서 패턴 형태로 관능기를 도입한 고분자 표면에 인간

(Human) 및 쥐(Mouse) 유래의 섬유아세포주(fibroblasts: HEK293, NIH3T3,

L929) 및 각질세포주(Human Keratinocyte)를 배양하였다. 배양액은 10% 우태혈

청(FBS ; Fetal Bovine Serum)과 1% 항생제(Penicillin streptomycin)가 포함된

DMEM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를 사용하였다. 먼저 고분자 재료를

세포배양 용기에 고정하여 70% 에탄올로 멸균하였다. 이미 배양중인 세포를 PBS

완충용액으로 세척하고 Trypsin-EDTA를 처리하여 배양용기로부터 떼어낸 후 배

양액을 이용해 단일세포로 충분히 풀어주었다. 떼어낸 세포를 Hematocytometer

위에서 counting 하여 원하는 세포 농도(5 x 104 ~ 1 x 105 cells/ml)로 희석하였다.

잘 희석된 세포용액을 배양용기에 고정된 고분자 재료 위에 고루 뿌려주고 배양기

안에서 배양시켰다. 배양 시간에 따라 형성된 특이적 세포 패턴은 광학 현미경 및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였다.

- 단백질 패턴형성을 위해 biotin과 streptavidin의 생체분자간 특이적 인식 결합성을

이용하였다. 먼저 biotin-amine(biotin-PEO3-NH2, Pierce)을 이온주입 혹은 이온주

입 후 그라프트 중합에 의해 개질된 고분자 표면에 고정하기 위하여 EDC/NHS 용

액의 아미드 결합 짝지움 반응을 5~6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고정된 biotin에 형광

표지된 streptavidin 단백질 (SAv-FITC, Pierce)을 결합하기 위해 단백질 용액을

암실에서 1시간 동안 적용하였다. 고분자 표면 위에 형성된 단백질 패턴은 형광 현

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 DNA 패턴형성을 위해 DNA 가닥의 염기서열 특이적 결합성(G:C, A:T)을 이용하

였다. 먼저 탐침용 DNA(p-DNA; prove DNA)를 이온주입 및 이온주입 후 그라프

트 중합에 의해 개질된 고분자 표면에 고정하기위해 EDC/NHS 용액의 아미드 결

합 짝지움 반응을 5~6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탐침 DNA가 고정된 재료 위에 형광

(Cy3 및 Cy5) 표지된 p-DNA에 대한 상보적 DNA(c-DNA; complementary

DNA) 및 비상보적 DNA(nc-DNA; non-complementary DNA) 용액을 암실에서 6

시간 동안 적용하였다. 고분자 표면 위에 형성된 DNA 패턴은 형광 현미경을 이용

해 관찰하였다.

나. 재료 표면에 도입된 관능기 분석

(1) 폴리카보네이트(PC)의 표면 관능기 분석

- 그림 2는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의 이온주입 조건에 따른 XPS spectra 변화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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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Fluence(이온주입양)가 증가함에 따라 spectra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

며, 따라서 이온주입에 의하여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에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

났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한 PC의 경우에는 PC의 특성적인 화학결합을 나타내는

O-(C=O)-O, C=O, C-O, 그리고 C-C/C-H들에 대한 피크들이 각각 290.0, 287.0,

286.4, 그리고 285.0 eV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이온주입 후에는 O-(C=O)-O의 피

크가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C=O 와 C-O 화학그

룹들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PC의 이온주입 조건에 따른

표면화학조성의 변화를 나타낸 표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O]/[C] 비가 이온주입

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 x 1015 ions/cm2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이는 이온주입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표면에 OH, CO, COOH 등의 극성

친수성기들이 발생되기 때문이며, 이온주입양이 높은 경우에는 탈수소화반응 등에

의한 탄소화반응(carbonization)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표 2.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C의 표면화학조성 (at.%)

Ion Fluence
(ions/cm2) 0 1 x 10

14
1 x 10

15
1 x 10

16

C1s 80.93 79.36 77.71 80.81

C-C/H 66.34 67.37 62.10 67.52

C-O 2.91 3.41 5.32 3.33

C=O 5.71 4.77 10.29 9.96

O-(C=O)-O 6.51 3.81

O1s 19.07 20.64 22.29 19.19

[O]/[C] 0.24 0.26 0.29 0.24

그림 2.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C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 이러한 PC 표면의 관능그룹의 변화들을 FT-IR을 이용하여 다시 확인하였다. 그

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주입 전에는 PC의 특성 피크들만이 존재하였으나,

이온주입 후에는 3510 cm
-1
근처에서 OH, 그리고 1700 cm

-1
근처에서 C=O 피크

들이 새롭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온주입 후에 위와 같은 극성 친수성기들이 다량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4는 순수한 PC의 경우 약 86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이지만 이온주입량에 따

라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 x 1016 ions/cm2 이온주입량에서 79도 정도까지 감소

하였다. XPS 와 FT-IR 결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온주입 후에 친수성기

들이 생성되어 폴리카보네이트의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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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온주입에 의한 PC의 FT-IR

스펙트럼 변화

그림 4. 이온주입량에 따른

접촉각변화

(2)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의 표면 관능기 분석

- 그림 5는 이온주입을 통해 PVC를 활성화시켰을 때 표면에 화학적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PVC의 경우에는 C-C/C-H(285.0 eV), C-Cl/C-Cl(286.0

eV)와 (C=O)-O(288.3 eV) 피크가 확인되었다. 이온주입 후에도 C=O(287.9 eV)의

피크가 새롭게 생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피크들이 확인 되었지만 피크의 크

기는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런 변화를 이온주입량

에 따른 PVC의 표면화학조성의 변화를 나타낸 표 3에 나타내었다.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Cl]/[C] 원소비가 이온주입량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O]/[C] 원소비는 상대적으로 1 x 1015 ions/cm2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

성을 보였다.

- 이런 결과는 이온주입 동안에 일어나는 탈염화수소화반응과 이온주입 후에 일어

나는 산화반응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전자의 경우는 표면에 무정형 탄소를 생성

시키고 후자의 경우는 OH, CO, COOH 등과 같은 새로운 극성 친수성기들의 형성

된다.

- FT-IR 분석을 통행 이온빔에 의한 관능그룹의 생성여부를 재확인 하였고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PVC의 FT-IR 스펙트럼에 비교했을 때 이온주입한 PVC의

스팩트럼들에서는 OH, C=C, C=O와 같은 관능그룹들에 대한 피크들이 각각 3422,

3050, 1710 cm-1에서 새롭게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생성된 피크의 크기도 이온

주입량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 그림 7은 순수한 PVC의 경우 약 92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이지만 이온주입된 PVC

의 경우 이온주입량이 1 x 1015 ions/cm2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77도까지 급격히 감

소하였으며, 그 이상의 주입량에서는 다시 증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

향성은 앞서 XPS와 FT-IR 분석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온

주입량에서는 산화반응으로 인한 친수성 극성기들이 많이 생성되고 보다 높은 주

입량에서는 탄화로 인하여 소수성의 무정형 탄소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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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VC의 표면화학조성 (at.%)

Ion fluence
(ions/cm2) 0 1 x 1014 1 x 1015 1 x 1016

C 1s 64.79 65.23 76.44 82.80

C-C/C-H 49.70 50.04 57.34 68.79

C-Cl/C-O 12.18 12.16 11.16 10.20

C=O 3.77

(C=O)-O 2.91 3.03 4.17 3.81

O 1s 9.03 10.71 20.16 16.22

Cl 2p 26.18 24.05 3.40 0.98

[O]/[C] ratio 0.13 0.16 0.26 0.20

[Cl]/[C] ratio 0.40 0.37 0.04 0.01
그림 5.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VC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6.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VC의 FT-IR 스펙트럼

그림 7. 이온주입량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

(3) 폴리카프로락톤 (PCL)의 표면 관능기 분석

- 그림 7은 이온주입된 PCL에 이온주입량에 따라서 -COOH의 생성된 양을 상대적

비교를 위해서 순수한 것과 이온주입된 PCL을 AgNO3를 이용한 이온 교환반응을

통해 이온주입량에 따른 표면에 존재하는 Ag함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

한 PCL의 경우 Ag의 함량은 1.48 at%이였다. 하지만 이온 주된 PCL의 경우에는

이온주입량이 1 x 1015 ions/cm2 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이온주입량이 급격히 8.63

at.%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그 이상의 주입량에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상

대적으로 낮은 이온주입량에서는 -COOH가 상대적으로 많이 형성되지만 높은 이

온주입량의 경우에는 탄소화 반응으로 인하여 생성된 -COOH의 수가 감소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이온주입된 PCL 표면에 -COOH가 명백히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COOH 관능그룹의 생성여부를 FT-IR 분석을 통해서 재확인 하였다. 그림

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처리하지 않은 PCL의 IR 스펙트럼과 비교 했을 때 이온

이 주입된 PCL의 스펙트럼에서는 COOH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가 3400과 1690

cm-1 부분에서 새롭게 생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는 이온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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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COOH와 같은 관능그룹의 생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8. AgNO3를 이용한 이온교환 반응 후

XPS 분석결과에 따른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

따른 PCL표면에 Ag 함량의 변화

그림 9. 순수한 PCL과 1 x 1015

ions/cm2의 이온이 주입된 PCL의

FT-IR 스펙트럼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표면 관능기 분석

그림 10.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ET의 FT-IR 스펙트럼

그림 11. 이온주입량에 따른 PET의

접촉각 변화

- 그림 10는 이온빔 조건에 따른 PET 표면의 관능그룹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

수한 PET의 경우 주쇄의 화학적 구조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들이 2960(-CH2-),

1720(-(C=O)O-), 1247(-CO-) 그리고 960(-CH2-) cm
-1에 존재함을 확인 하였고

이온주입된 PET의 FT-IR 스팩트럼 상에서는 -OH, -COOH, 그리고 -C=C- 관능

그룹들에 해당하는 피크들이 3625, 3425, 그리고 1620 cm-1 부분에 새롭게 생성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이온빔 조사에 의해 PET의 표면에 성공적으로

-OH, -COOH, 등과 같은 관능그룹들이 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이온빔 조사

에 의한 PET 표면의 관능그룹의 형성메커니즘은 PET 주쇄의 분해 대한 메커니즘

인 Norrish II 반응에 때문이다. 따라서 1 x 1015 ions/cm2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생성된 -OH, -COOH와 같은 친수성 관능그룹이 분해되어 상

대적으로 보다 많은 소수성의 -C=C-가 생성된다.

- 그림 11은 이온주입량에 따른 PET의 접촉각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순수한

PET의 경우 접촉각이 약 80도 정도였다. 하지만 이온주입 후에는 1 x 1014

ions/cm2까지는 증가하다 76도까지의 감소를 보이다 보다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런 경향성은 앞서 FT-IR 분석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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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상대적으로 OH, -COOH,와 같은 친수성 관능그룹이 많이

생성되고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상대적인 많은 소수성

의 -C=C-가 생성에 때문으로 사료되어진다.

(5) 폴리비닐리덴플로라이드(PVDF)의 표면 관능기 분석

- 그림 12는 이온주입량(fluence)에 따라 PVDF의 표면에 생성된 과산화물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입량이 5 x 1014 ions/cm2 이하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과산화

물의 농도는 증가하다 그 이상의 이온주입량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

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산화반응으로 과산화물이 많이 생성

되었지만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탄소화(carbonization) 반응이 주로 일어남에 따

라서 과산화물의 생성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PVDF 표면에 이온빔조사에 의

해 생성된 과산화물은 그라프트 중합에 개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성된 농도가

이를 이용한 그라프트 반응의 그라프트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그림 13은 이온주입량(fluence)에 따른 PVDF 표면에 그라프트 된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온주입량이 5 x 1014 ions/cm2까지 점 증가

함에 따라서 그라프트율도 8 mg/cm2증가를 하였고 이온주입량이 그 이상 증가하

면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앞서 언급한 그라프트 중합에서

개시제로 작용하는 이온주입량에 따른 과산화물 생성농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 x 1014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서 가장 높은 그라프트 율을 보였다.

그림 12. 이온주입량에 따른 PVDF

표면에 생성된 과산화물 농도

(Peroxide concentration)의 변화

그림 13. 이온주입량에 따른 PVDF

표면에 그라프트 된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 (Grafting degree)변화

- 그림 14는 이온주입을 통해 PVDF를 활성화 시켰을 때 표면에 화학적구조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PVDF의 CF2와 CH2에서 대한 특성피크들이 각각 290.4

eV와 285.5 eV에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이온주입 된 PVDF 경우들에서는 이온주

입량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온주입 동안의 탈불소화반응과 이온주입후의

산화 반응으로 인하여 표면에 C=O(287.8 eV) 와 C-O(286.2 eV)에서 새롭게 생성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그림 15는 이온주입 후 아크릴산 (AAc)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제조한

PVDF-g-PAAc의 표면에 생성된 관능그룹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과 그

림 15를 비교해 보면 그라프트 중합 후에 폴리아크릴산의 -COOH에 대한

COO(288.8 eV) 피크가 새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VDF 표면에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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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산이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XPS 분

석을 통해 얻어진 이온주입량에 따른 이온주입 후(implanted)와 그라프트 중합 후

의 PVDF(grafted) 필름의 [O]/[C] 원소비를 나타낸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라프트 중합 후에 [O]/[C] 원소비가 훨씬 증가하였고 5 x 1014 ions/cm2에서 조사

된 것을 이용하여 그라프트 중합한 PVDF-g-PAAc의 산소 원소의 비가 가장 높

았다. 이는 PVDF-g-PAAc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4.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VDF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15.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VDF에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제조한 PVDF-g-PAAc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16. X-ray 광전자

분광분석을 통해 얻어진

이온주입량에 따른

이온주입된것과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VDF 표면의 [O]/[C] 원소비

그림 17. 이온주입한

PVDF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VDF의

FT-IR 스펙트럼

그림 18. 이온주입량에

따른 PVDF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VDF 의

접촉각의 변화

- 그림 17은 이온주입된 것과 그라프트 된 PVDF 관능그룹의 변화를 FT-IR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순수한 것과 이온주입된 PVDF 스펙트럼과 비교 했을 때

PAAc가 그라프트 된 PVDF의 스펙트럼에서는 새로운 아크릴산의 -COOH에 대

한 피크가 1710 cm
-1
에서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PAAc가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18은 이온주입과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개질된 PVDF들의 이온주입량에 따

른 접촉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PVDF의 경우 약 83도 정도의 접촉각

을 보이지만 이온주입한 PVDF(implanted PVDF)의 경우에는 이온주입량에 따라

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67도 정도까지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앞서 XPS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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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언급했듯이 이온주입 후에 PVDF 표면에 친수성 관능그룹이 생성되어 표

면이 친수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VDF

(grafted PVDF) 중합 후에는 이온주입한 PVDF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

면서 훨씬 접촉각이 감소함을 보였다. 이는 PAAc가 그라프트가 됨에 따라서 표면

이 이온주입후의 표면보다 훨씬 많은 친수성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의 표면 관능기 분석

- 그림 19는 이온주입에 의해 PTFE 표면에 생성된 과산화물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

다. 과산화물의 농도는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까지는 증가하다 이후부터

는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 x 1015 ions/cm2의 이하의 이

온주입량에서는 이온주입 이후에 표면에 생성되었던 라디칼들이 공기 중에 산소

와 반응하는 산화반응(oxidation)으로 인하여 많은 과산화물이 생성 되지만 그 보

다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이온주입동안에 탈불소화반응(defluorination)이 보다

많이 일어남에 따라서 탄화반응 (cabonization)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산화물의 농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림 20은 이온주입량에 따른 PTTE에 그라프트 된 폴리아크릴산(PAAc)의 그라

프트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라프트율은 앞서 언급한 이온주입량에 따른 과

산화물농도의 변화와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기능성 모노머로 아크릴산

(AAc) 사용하여 그라프트 중합하는데 있어서 생성된 과산화물이 개시제로 작용하

기 때문에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은 생성된 과산화물의 농도에 의존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과산화물이 농도가 가장 높았던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

서 4.2 μg/cm2 의 가장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9. 이온주입량에 따른 PTFE

표면에 생성된 과산화물 농도(Peroxide

concentration)의 변화

그림 20. 이온주입량 따른 PTFE 표면에

그라프트 중합된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grafting degree) 변화

- 그림 21은 이온빔을 조사를 통해 PTFE의 표면을 활성화 시켰을 때 표면에 존재하

는 관능그룹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처리하지 않은 PTFE의 XPS 스팩트럼 상에

서는 PTFE의 CF2와 C-C와 같은 특성 관능그룹들에 해당하는 피크들이 292.1

eV와 285.0 eV에서 각각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온주입한 PTFE의 경우에

는 이온주입량에 따라 피크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CF3, CF, C-O, C=O

,(C=O)-O 등과 같은 새로운 피크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온주입에 의해서 산화반응(oxidation)과 탈불소화반응(defluorination)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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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 그림 22는 다양조건에서 이온주입된 PTFE에 아크릴산(AAc)를 그라프트 중합하

여 얻어진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TFE(PTFE-g-PAAc)들의 표면에 존재하

는 관능그룹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과 비교 해 볼 때 이온주입에 의해 생성되

었던 피크들은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폴리아크릴산의 특성 피크가 285 eV(C-C)와

289.1 eV(COOH)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XPS 분석을 통해 얻은 이온주입

량에 따른 [F]/[C]와 [O]/[C] 원소비들에 대해 나타낸 그림 23에서도 이온주입한

것에 비해 그라프트된 PTFE의 [[F]/[C] 원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O]/[C] 원소비

는 훨씬 증가함을 보였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폴리아크릴산이 성공적으로 PTFE

표면에 그라프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1.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TFE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22.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TFE에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제조한 PTFE-g-PAAc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23. X-ray 광전자 분광분석을 통해 얻어진 이온주입량에 따른 이온주입된

(implanted)것과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grafted) PVDF 표면의 [F]/[C] (a)와

[O]/[C] 원소비 (b)의 변화.

- 그림 24는 이온주입을 통하여 PTFE의 표면을 활성화 시킨 후 아크릴산(AAc)을

그라프트 중합에 따른 표면의 화학적 구조의 변화에 대한 FT-IR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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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PTFE에 비교했을 때 이온주입 후에 1720 cm-1 근처에 C=O 피크와 3450

cm-1에서 OH와 OOH에 대한 피크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 후에는 1710 과 3140 cm-1 근처에서 아크릴산의 카르복

시산(COOH)에 대한 특성 피크들이 존재함을 통해 아크릴산이 PTFE 표면에 성공

적으로 그라프트 되었음을 재확인하였다.

- 그림 25는 이온주입량에 따른 순수한 것, 이온주입한 것, 그리고 그라프트된

PTFE의 접촉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약 110도의 접촉각을 갖는 순수한

PTFE에 비해 이온주입된 PTFE(implanted)는 이온주입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

소하여 80도 정도까지 감소함을 보였고, 친수성의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TFE(grafted)는 훨씬 감소하여 50도 정도까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PVDF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면에 이온주입과 그라프트 중합에 의해 친수성 그룹들이

표면에 생성됨에 따라서 PTFE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림 24. 이온주입한 PTFE

(implanted PTFE)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VDF

(PTFE-g-PAAc)의 FT-IR

스펙트럼

그림 25. 이온주입량에 따른 이온주입한

것(implanted PTFE)과 그라프트 된

PTFE(grafted PTFE)의 접촉각

(7)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표면 관능기 분석

- 그림 26은 이온빔 조사를 통해 PE 표면을 활성화 시켰을 때 생성되는 과산화물

(Peroxide)의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입량에 따라 생성되는 과산화

농도는 증가하다 1 X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

다. 이런 결과는 앞서 PVDF나 PTFE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1 x 1015 ions/cm2

이하의 이온주입량에서는 이온주입후의 산화 반응으로 인하여 과산화물이 상대적

으로 많이 생성되지만 이 보다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이온주입과정에서의 탈수

화반응(dehydrogenation)에 의해 무정형 탄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형성되기 때문이

다.

- 그림 27는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에서 처리한 PE에 아크릴산(AAc)를 그라프트 중

합하였을 때 이온주입량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입량

에 따른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 변화는 과산화물의 농도의 변화와 비슷한 경

향성을 보였다. 이는 PVDF와 PTF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라프트 중합 시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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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과산화물이 개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과산화물이 존재하면 상대적으

로 많은 그라프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산화물의 농도가 가장 높

았었던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서 그라프트율이 9.2 μg/cm2로 가장 높았

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6.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에 따른

PE 표면에 생성된

과산화물농도(Peroxide concentration)의

변화

그림 27. 이온주입량에 따른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E(PE-g-PAAc)의 그라프트율의

변화

- 그림 28은 다양한 조건에서 이온주입한 PE와 이를 이용해 아크릴산을 그래프 중

합하여 얻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E(PE-g-PAAc)들의 이온주입량에 따

른 원소함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8(b)은 이온주입을 통해 PE의 표면을

활성화 시킨 후 아크릴산(AAc) 모노머를 그라프트한 전후의 표면 원자성분의 함

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입 된 PE의 경우에는 이온주입량이 변화에 따라

산화반응(oxidation), 탈수소화 반응 등으로 인하여 PE의 탄소와 산소 원소의 함량

이 변화함을 확인하였고 1 x 1015 ions/cm2에서 가장 높은 산소함량을 보였다. 이

는 이온주입에 의해서 PE 표면의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이온주입 된 PE에 그라프트 중합한 후에는 탄소의 함량은 보다 감소하

였고 상대적으로 산소의 함량은 보다 증가하였다. 이런 그라프트 중합 후에 표면

의 탄소와 산소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아크릴산이 표면에 잘 그라프트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8. X-ray 광전자 분광분석을 통해 얻어진 이온주입량에 따른 이온주입 (a) 및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E (b)의 원소함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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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는 PE 표면에 이온주입 의해 생성된 과산화물을 이용하여 그라프트 중합

에 의하여 개질된 PE의 FT-IR spectra를 보여주고 있다.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

합한 후 PE-g-PAAc의 FT-IR에서 아크릴산의 -COOH에 대한 피크가 1710 cm-1

에서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PAAc가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30는 순수한 PE의 경우 약 95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이지만 이온주입한

PE(implanted PE)의 경우에는 이온주입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5 x 1015

ions/cm2 이온주입량에서 70도 정도까지의 감소였고 그라프트 된 PE는 보다 훨씬

감소하여 1 x 1015 ions/cm2에서 40도 정도까지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접

촉각의 변화는 이온빔에 조사에 의해 과산화물 등과 같은 친수성기가 조사표면에

생성되고 이를 이용하여 친수성인 아크릴산(AAc)를 그라프트 중합함에 따라서

PE의 표면이 보다 친수성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림 29. 이온주입한 PE(implanted

PE)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E

(PE-g-PAAc)의 FT-IR 스펙트럼

그림 30. 이온주입량에 따른 이온주입한

것과 (implanted PE)와 그라프트 된 PE

(grafted PTFE)의 접촉각

다. 재료 표면에 선택적 고정화에 의한 생체분자 패턴 형성

(1) 폴리카본네이트(PC) 표면에 생체분자 패턴 형성

- 그림 31은 PC를 350 μm(line/space) 정도의 SUS 마스크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이온빔 처리한 후 세포 배양을 통해 형성시킨 세포패턴의 현미경 사진들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주입된 부분에서 세포들이 잘 배양되어 있

으며, 특히 1 x 1015 ions/cm2에서 세포들의 패턴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PC의 이온주입된 부분이 친수성 관능그룹들의 형성으로 인하여

세포와의 친화성이 매우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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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다양한 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이온빔을 조사 된 PC 표면에 세포패턴형성

(Scale bar: 300 μm)

(2)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표면에 생체분자 패턴 형성

- 그림 32은 50/100 μm(line/space) 정도의 SUS 마스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하

에서 선택적으로 이온빔 처리한 PVC에 세포 배양을 통해 형성시킨 세포패턴의 현

미경 사진들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빔 처리된 부분에서 상

대적으로 잘 붙어 있고 1 x 1015 ions/cm2에서 생체패턴이 가장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이온주입된 부분의 친수성이 높아짐으로 인한 세포 친화

성의 향상 때문에 세포들이 이온이 주입된 부분에 선호적으로 접착하여 분열 증식

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림 32. 다양한 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이온빔 조사된 PVC 표면에 세포 패턴 형성

(Scale bar: 100 μm)

(3) 폴리카프로락톤 (PCL) 표면에 생체분자 패턴 형성

그림 33. 선택적으로 이온주입된 PCL 표면에 형성된 DNA 패턴의 형광 현미경 사진

(Scale bar: 100 μm)

- 그림 33은 선택적으로 이온주입하여 PCL 표면에 형성된 DNA 패턴의 형광 현미

경 사진들이다. 이와 같은 DNA의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50 μm 원형 SUS 마스

크와 40 μm의 직사각형 메시 마스크를 이용한 이온빔 조사를 통해 PCL의 표면에

선택적으로 형성시킨 COOH 관능그룹에 탐침 DNA(p-DNA)를 EDC/NHS를 이용

한 짝지움 반응을 통해서 고정화 시킨 후 형광물질(Cy5) 표지된 p-DNA의 상보적

DNA를 혼성화 반응을 하였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잘 제어된 DNA 패턴을 얻

을 수 있었다.

- 그림 34는 33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선택적으로 형성시킨 COO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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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NHS 용액의 아미드 결합 짝지움 반응을 통해서 Biotin를 고정화 시킨 후 단

백질(streptavidin, SAv-FITC)을 선택적으로 결합시켜서 얻은 50 μm 원형과 40 μ

m 정사각형 모양의 단배질 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이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 PCL표면의 이온주입된 부분에만 COOH 그룹들이 성공적

으로 생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4. 선택적으로 이온주입된 PCL 표면에 형성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의

형광 현미경 사진 (Scale bar: 100 μm)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표면에 생체분자 패턴 형성

- 그림 35은 PCL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형성한 DNA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잘 제어된 50 μm의 원형모양의 DNA 패턴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1 x 1014 ions/cm2에서 DNA 패턴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이온주입량이 1 x 1015 ions/cm2 이상에서는 산화반응에 의해 생성

되었던 COOH의 분해와 탄소화 반응이 이온주입 동안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림 35. 선택적으로 이온주입된 PET 표면에 형성된 DNA 패턴의 형광 현미경 사진

그림 36. 선택적으로 이온주입된 PET 표면에 형성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의

형광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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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은 PET의 DNA 패턴형성과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고정화 하여 형성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50 μm의 원형모양의 단백질 패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림 35의 DNA 패

턴 형성과 같은 경향성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앞서 DNA 패턴

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분해와 탄소화 반응으

로 인하여 COOH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5) 폴리비닐리덴플로라이드 (PVDF) 표면에 생체분자 패턴 형성

그림 37.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VDF

(PVDF-g-PAAc) 표면에 형성된 DNA 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Scale bar: 100

μm).

- 그림 37은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하에서 40 μm 메시 마스크 존재 하에서 처리한

PVDF에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제조한 PVDF-g-PAAc를 PET와 PCL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고정화를 통해 형성한 DNA 패턴들

의 형광 사진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40 μm 직사각형 모양의 단백질 패턴

들이 잘 형성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 x 1014 과 5 x 1014 ions/cm2의 이온

주입량에 상대적으로 단백질 패턴 형성이 잘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아민(NH2)과 카복실산(COOH) 관능그룹 간의 EDC/NHS를 이용한 짝지

움 반응을 통해 아미드(CONH)를 형성하여 단백질을 고정화하기 때문에 COOH의

농도에 의해 단백질의 고정화 정도(형광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폴리

아크릴산에 그라프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 x 1014과 5 x 1014 ions/cm2의 이온

주입량에서 DNA 패턴이 잘 형성되었다.

그림 38.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VDF

(PVDF-g-PAAc) 표면에 형성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

(Scale bar: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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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은 PVDF-g-PAAc에 DNA 패턴형성과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고정화 하여 형성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 37의 DNA 패턴 형성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DNA 패턴 형성과 마찬가지로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COOH 농도)의해

서 단백질의 고정화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TFE) 표면에 생체분자 패턴 형성

그림 39.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TFE

(PTFE-g-PAAc) 표면에 형성된 DNA 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Scale bar: 100

μm).

- 그림 39는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 제조한 PTFE-g-PAAc에 아민(NH2)과 카복실

산(COOH)간의 EDC/NHS를 이용한 짝지움 반응을 통해 DNA를 선택적으로 고정

화하여 형성한 시킨 DNA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40 μ

m 직사각형 모양의 DNA 패턴들이 잘 형성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 DNA 패턴 형성이 잘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PVD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폴리아크릴산의 그래프율에 의해서 DNA의 고

정화 정도(형광의 감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40.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TFE

(PTFE-g-PAAc) 표면에 형성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Scale bar: 100 μm).

- 그림 40은 PTFE-g-PAAc에 DNA 패턴형성과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고정화 하여 형성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다.

PTFE-g-PAAc 표면에 단백질 패턴 형성도 그림 39의 DNA 패턴 형성결과와 동

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7)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표면에 생체분자 패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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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는 이온빔을 이용한 선태적 그라프트중합을 통해 제조한 PE-g-PAAc의

PAAc가 그라프트 된 영역에 존재하는 COOH에 EDC/NHS를 이용한 짝지움 반응

을 통해 DNA를 고정화하여 형성한 시킨 DNA 패턴들의 형광 사진들이다. 그림에

서 보는바와 같이 40 μm 직사각형 모양의 DNA 패턴들이 잘 형성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 DNA 패턴 형성이 잘 이루어 졌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PVDF와 PTFE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폴리아

크릴산의 그라프트율이 DNA의 고정화 정 (형광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41.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주입을 통해 선택적으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E (PE-g-PAAc) 표면에 형성된 DNA 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Scale bar: 100

μm).

(8) 생체분자고정화 기술 개발

그림 42. 고정화 모식도.

- 생체분자 배열의 고집적화를 수행하기 위해 고체기판 위에 면역바이오센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생체분자 수용체인 항체 고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표면 플라

즈몬 공명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항체의 고정화 및 생체분자간의 상호 반응성을 검

토하였다.

- 그림 42는 생체분자 고정화 기술의 간단한 모식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고체기판위

에 항체를 고정화하기 위해서 고체기판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EDAC를 이용

하여 생체분자와 결합이 용이하도록 활성화시켰다. 화학 결합체는 항체의 아민기

와 공유결합을 함으로서 항체는 용이하게 고체기판위에 고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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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3. 자가 박막에 따른 SPR공명각

변화.

그림 44. AFM을 이용한 박막 표면

이미지 분석;(a) 고체기판, (b) 항체.

- 항체의 고체기판위에 고정화 및 고정화된 항체의 활성을 우선적으로 표면 플라즈

몬 공명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그림43에 나타내었다. 또한 고

정화된 항체의 원자력 현미경 이미지를 고체기판과 비교하여 그림 44에 나타내었

다. 그림43에서 볼 수 있듯이, 고체박막의 경우보다 고체박막위에 항체가 고정화된

상태에서는 표면 플라즈몬 공명현상이 발생되는 광원의 입사각의 위치가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항체만 고정화 되었을 떄와 항원이 첨가 되었을 경우의 공명

각 차이는 생체 분자와 분자 수용체와의 상호반응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었

다. 즉, 고체박막을 기준으로 표면플라즈몬 공명 생성각도(반사도 최저점에서의 입

사각)의 증가를 통해 결합 여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4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순수한 고체박막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항체가 고정화된 상태에서의 표면 이

미지는 확연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생체분자 고정

화 기술은 향후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나노 바이오센서 시스템을 제작할 시

핵심기술로서 사용될 것이다.

(9) 전자빔 기반의 나노 리소그라피 기술(나노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실리콘 나노와

이어 제작

그림 45.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모식도 그림 46. 금속 lift-off후 형성된

나노와이어 및 패턴의 SEM 사진

- 마스터 몰드는 photolithography 공정과 electron beam writing에 의해서 패턴을

형성하였다. 36개의 나노와이어 패턴이 100 nm 형성하고 각각의 나노와이어는

fan-out을 거쳐 양쪽의 전극패드 패턴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제작된 마스터 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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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기판위에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실시했다. 제작공정의 순서는 그림

45과 같이 몰드와 기판을 서로 눌러주는데 이 때 일정한 압력과 UV를 쏘여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몰드와 기판을 때어낸다. 이후 에칭공정과 lift-off 공정을 진

행하여 마스터 몰드와 똑같은 실리콘 나노와이어 패턴을 제작하였다.

- 그림 46는 마스터몰드의 이미지와 실리콘 나노와이어 및 패턴을 보여주는 SEM

사진이다. 단일 실리콘 나노와이어로 길이는 85 μm이고 폭은 약 100 nm 크기로

제작되었다. 또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재질로는 SOI(Silicon on insulator) 기판으

로 전기적 측정 기반의 바이오센서 개발을 위해 선택되었다. SOI 소자의 장점으로

는 저전압으로 고감도 민감성으로 제공하고 발열이 적고 소비 전력 등에 있어 향

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47. 금 전극의 제작방법 및 제작후의 현미경 이미지.

- 그림 47은 그림 46의 SOI 기판을 이용해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섀도우 마스

크를 이용해 금을 증착하여 제작한 금전극이다. 아래 그림에 의하면 금이 정확히

전극에 증착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전기적 측정 기반의 바이오센서 시스템 설계

-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전기적 측정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실리콘 나노와이

어와 실시간 측정을 위한 순환 펌프 시스템과 PDSM 채널을 이용해 시스템을 설

계하였고, 이 시스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반도체 분석 장비를 이용하

였다.

그림 47. 실시간 검출을 위한 최종 시스템 그림 48. p-type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전기적 특성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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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세포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재료 쓰이는 플루로닉(pluronic)와 폴리하이드록시

스티렌(Poly(p-hydroxy styrene) 등의 재료를 실리콘 웨이퍼(Si-wafer)나 고분자

재료 위에 박막을 형성시킨 후에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주입하여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을 형성하고 형성된 패턴의 표면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기(FT-IR), X-ray 광전자 분광 분석기(XPS), 접촉각 측정기

(contact angle meter),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등을 이용

하여 관찰하였다.

. 고분자, 세라믹 재료 위에 PEG, PHS 등 생체 분자에 대한 비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이 있는 재료를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선택적으로 고정화시켜 100 μm

이하의 흡착 방지 패턴 형성.

. 세포 등 생체분자에 대한 흡착 평가 결과 이온주입 부분에 세포가 부착되지 않

았으며, 비이온주입 부분에만 세포가 선잭적으로 부착하였음.

- 최종적으로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방지용 패턴를 이용하여 세포의 비특이성 흡

착을 유도하여 형성된 비특이적 세포 패턴은 광학 현미경 및 형광 현미경을 이용

해 관찰하였다.

- 그림 47에 나타낸바 같이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을 흘려 보내주기 위한 PDMS

micro fluidics channel을 제작하였고, 이렇게 제작되어진 채널과 실리콘 나노와이

어를 결합하였다. 또한 용액을 흘려보내주기 위해 순환펌프를 칩과 연결하였다. 여

기서 실제로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반도체 고유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지 확인

하기위해 probe station을 이용하여 측정해보았다.

- 그림 48에 나타낸 그래프와 같이 일반적인 p-type 반도체의 전기적 특징을 보여주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값으로 미루어 보아 전기적 측정 기반의 바

이오센서 제작이 가능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라. 결론

- PC, PVC, PCL, PET, PVDF, PTFE, PE 등 2종 이상의 재료를 이온주입을 통해서

표면에 재료의 특성 및 이온주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선택적으로 관능그룹

들을 성공적으로 형성 시켰고 선택적으로 형성된 관능그룹들에 1종 이상의 세포,

단백질, DNA 등을 생체분자들을 고정화하여 50 μm 이하의 생체분자패턴을 형성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 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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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주입에 의한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 형성>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 형성 및 세포 배양 결과>

가. 비특이성 흡착방지용 패턴 형성

- 이온주입법을 이용한 비특이성 흡착방지용 패턴 형성은 그림 49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플루로닉(Pluronic)와 폴리하이드록시스티렌(poly(p-hyrdoxy

styrene) 등과 같은 고분자 재료를 실리콘 웨이퍼(Si wafer)나 고분자 기판 위에

박막을 형성 시킨 후에 가속된 고에너지의 이온들을 자체 제작한 마스크를 통하여

고분자 박막에 주입하였다. 이온주입 후 적절한 용매를 이용하여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고분자를 제거하여 비특이성 흡착방지용 패턴을 형성하였다. 이온빔을 이

용한 비특이성 흡착방지용 패턴 형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 표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9. 이온빔을 이용한 비특이성 흡착방지 패턴형성 모식도

-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방지용 패턴 평가를 위해서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이 형

성 된 재료의 표면에 인간(human) 및 쥐(mouse) 유래의 섬유아세포주(fibroblasts:

HEK293, NIH3T3) 및 각질세포주(human keratinocyte)를 배양하였다. 배양액은

10% 우태혈청(FBS: fetal bovine serum)과 1% 항생제(penicillin streptomyci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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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DMEM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를 사용하였다.

Trypsin-EDTA를 이용하여 세포를 떼어내 적정 농도로 희석된 세포를 재료 위에

적절한 농도로 뿌려주고 배양기 내에서 24~48시간 배양하였다. 세포의 형광염색을

위해서 세포배양 된 표면을 2.5% paraformaldehyde로 15분간 처리하여 고정한 후

핵 염색 시약(DAPI)으로 10분간 처리하여 세포의 핵을 청색형광으로 염색하였다.

시간에 따라 형성된 비특이적 세포 패턴은 광학 현미경 및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였다.

표 4. 이온빔을 이용한 비특이성 흡착방지용 패턴 형성 세부사항

고분자

재료
기판

이온주입 조건

현상용매
이온원

에너지

(keV)

이온주입양

(ions/cm
2
)

전류밀도

(μA/cm2)

Pluronic
세포배양용

패트리 디쉬
H 200

1 x 10
14
~ 1 x

10
16 <0.5 H2O

PHS 실리콘 웨이퍼 H 200
1 x 10

14
~ 1 x

10
16 <0.5 CH2(CH2)4CO

Pluronic: 플루로닉 (poly(ethylene oxide)-poly(propylene oxide)-poly(ethylene oxide)

triblock copolymer, F-127, Aldrich).

PHS: 폴리하이드록시스티렌 ((Poly(p-hyrdoxy styrene), Mn: 10,000, MWD: 1.12, Dongwoo

FineChem Company).

나. 비특이성 흡착방지용 패턴 분석

(1) 플루로닉 (Pluronic) 패턴의 분석

- 그림 50은 세포배양용 디쉬 위에 형성된 Pluronic 박막에 100/200 μm(space/line)

의 패턴 마스크(SUS)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 하에서 이온주입한 후 현상을 통해

형성시킨 Pluronic 음각(negative) 패턴들의 사진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1

x 1014 ions/cm2 이상의 이온주입량에서는 Pluronic 패턴 형성이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패턴형성 방법은 방사선에 의해 가교가 일어나는 Pluronic에

선택적으로 이온주입을 하면 이온주입한 부분에만 가교가 되어 현상 시에 용매에

녹지 않은 반면에, 조사되지 않은 부분은 녹게 되는 용해성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

다.

- 그림 51은 다양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luronic의 표면 화학구조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순수한 Pluronic의 경우에는 C-C(283.7 eV), C-H(285.0 eV),

C-O(286.3 eV), 와 (C=O)-O(288.3 eV) 피크가 확인되었다. 이온주입 후에도 동일

한 피크들이 존재 하였지만 C-C 와 C-O에 대한 피크의 크기가 이온주입량에 따

라 상대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런 결과를 이온주입량에 따른 Pluronic의 표면화학

조성의 변화를 나타낸 표 5에서 보다 상세히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낸바와 같이 이

온주입량에 따라서 C-C 결합에 대한 함량이 이온주입량에 따라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런 증가는 이온주입에 의해서 Pluronic의 사슬내에 그물망 구조의 가교가

형성됨에 따라서 C-C 결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C-O 대한 결

합도 이온주입량에 따라서 증감을 보이다가 1 x 1015 ions/cm2에서 다시 감소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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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산화 반응으로 인하여 C-O

결합의 함량이 증가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탄소화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남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50. 다양한 이온주입량에서 형성된 Pluronic 패턴들의 광학현미경 사진.

표 5.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luronic의 표면화학조성 (at.%)

Ion fluence

(ions/cm2)
0 1 x 1014 2.5 x 1014 5 x 1014 7.5 x 1014 1 x 1015

C1s 72.58 71.04 71.27 71.47 72.7 72.66

C-H 57.5 53.38 49.44 45.47 40.34 36.57

C-C 11.29 11.4 14.97 17.94 22.68 27.16

C-O 3.79 6.26 6.86 8.06 9.68 8.93

O1s 27.42 28.96 28.72 28.53 27.29 27.35

[O]/[C] ratio 0.37 0.40 0.40 0.39 0.37 0.37

그림 51.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luronic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52.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luronic의 FT-IR 스팩트럼

그림 53. 다양한 이온주입량 따른

Pluronic의 접촉각의 변화

- 그림 52는 다양한 이온주입 된 Pluronic의 화학적구조의 변화에 대한 FT-IR 스팩

트럼이다. 순수한 Pluronic의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FT-IR 스펙트럼 상에서 확

인 될 수 있는 특성피크들이 존재하였다. 반면에 이온주입한 Pluronic에서는 OH와

C=O 그룹들이 새롭게 생성되었다. 또한 이온주입량이 증가하면서 OH의 피크 크

기는 증가하였고 C=O에 대한 피크는 5 x 1014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서부터 생

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5 x 10
14
ions/cm

2
의 이온주입량에서부터는 Pluronic의

화학적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 그림 53는 이온주입에 따른 Pluronic의 젖음성(wettability)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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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Pluronic의 경우 접촉각이 35도 정도였으나 이온주입 후에는 이온주입량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1 x 1014 ions/cm2의 이온주입량까지는 증가하다가 이

보다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1 x 1014 ions/cm2의 이온주입량까지는 이온주입에 의해 가교가 형성됨에 따라서

표면이 상대적으로 소수성으로 바뀌었다가 이온주입량이 보다 커짐에 따라서 이

온주입에 의한 산화반응이 유도 되면서 표면에 친수성그룹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표면이 친수성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 폴리하이드록시스티렌 (PHS) 분석

그림 54. 다양한 이온주입량에서 형성된 PHS 패턴들의 SEM 사진.

- 그림 54는 50/100 μm(space/line) 크기의 패턴 마스크(SUS)를 이용한 선택적 이온

주입을 통해 실리콘 웨이퍼(Si wafer) 위에 형성된 PHS 음각(negative) 패턴들의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들이다. 그림에 볼 수 있듯이 1 x 1014 ions/cm2의 이온

주입량에서 형성된 패턴의 표면은 거칠고 미세한 동공들이 존재함을 할 있다. 이

는 PHS가 완전히 가교가 되지 않아 현상과정에서 가교가 되지 않은 PHS가 제거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1 x 1015 ions/cm2이상의 이온주입량에서의 경우에서는 앞

서와 같은 결점들이 없는 매끈한 표면의 PHS의 패턴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며 잘 제어된 PHS의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 x

1015 ions/cm2 이상의 이온주입량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표 6.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HS의

표면화학조성 (at.%).

 Fluence
(ions/cm2)

0 1x1014 1x1015 1x1016

C1s 86.37 84.47 81.60 78.98

C-C/H 71.03 65.13 63.31 52.75

C-O 15.34 16.50 14.84 21.78

C=O   2.84    

(C=O)-O     3.48 4.45

O1s 13.62 15.53 18.40 21.02

[O]/[C]
ratio

0.158 0.184 0.225 0.266
그림 55.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HS의 FT-IR 스팩트럼

- 그림 55과 표 6은 이온주입조건에 따른 PHS의 표면의 화학적 구조 변화에 대한

XPS 분석결과 이다. 그림 55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HS의 스팩트럼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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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C-C/H와 C-O에 대한 피크들만 각각 285 와 286.5 eV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이온주입 된 PHS의 경우에서는 C=O와 (C=O)-O에 대한 새로운 피크들이 생성 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온주입량에 따른 PHS의 화학조성의 변화를 나타낸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소(O)의 원소함량은 증가하

는 반면 상대적으로 탄소(C)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이온빔 동

안에 일어나는 산화반응, 탄화반응 등에 의해서 PHS의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일

어났음을 의미한다.

다.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방지 평가

(1) 생체분자에 대한 플루로닉(Pluronic) 패턴의 흡착방지 평가

- 그림 56은 100/200 μm(space/line) 크기의 패턴 마스크(SUS)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 하에서 선택적으로 이온빔 처리한 Pluronic에 다양한 동물세포주 배양을 통

해 형성시킨 세포패턴의 광학현미경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이온빔에 의해 Pluronic이 가교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온빔 비조사

부)에서 세포가 잘 부착되어 세포패턴을 잘 형성하였고 5 x 1014 ions/cm2에서는

패턴의 구분없이 세포가 자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1, 2.5 x 1014 ions/cm2 에

서는 가교된 Pluronic 고유의 입체장애(streric hinderance)효과에 의해 생체분자의

비접착적 영향(anti-biofouling effect)을 유도하여 세포가 이온주입부위에 부착하

지 못하고 더 나은 성장환경인 Polystyrene에 비특이적으로 부착 및 성장했기 때

문이며, 5 x 1014 ions/cm2 에서는 이온빔에 의한 Pluronic 표면의 화학적 구조의

변화로 세포의 부착 및 성장 선호도에 있어 주위 환경과 큰 차이가 생기지 않아

전체적으로 세포가 증식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림 56.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에서 형성된 Pluronic 패턴들을 이용한 다양한

세포들에 대한 비특이성 흡착 방지 및 표면개질된 Pluronic의 세포성장 곡선

(Scale bar: 100 μm).

(2) 생체분자에 대한 폴리하이드록시스티렌(poly(p-hyrdoxy styrene)) 패턴의 흡착방

지 평가

- 그림 55는 50/100 μm(space/line) 크기의 패턴 마스크(SUS)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

건 하에서 선택적으로 이온빔 처리한 PHS 패턴에 HaCaT 각질세포주 배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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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탄소나노튜브를 30 중량%를 수용성 과산화수소(H2O2) 혹은 증류수에 sonication

에 의하여 분산시켰다. 증류수에 분산된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산소 혹은 오존을

포화시켰다. 이들 혼합액을 2.5 kGy/h 선량율로 30~120 kGy까지 감마선을 조사

하였다. 조사된 혼합액을 여과하고, 증류수로 여러번 씻어준 다음,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였다.

- 투과전자현미경(TEM)를 통해 탄소나노튜브가 절단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절

단된 탄소나노튜브의 물성을 라만분광분석기와 X선 회절분석기(XRD)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해 형성시킨 세포패턴의 형광현미경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이온주입조건에 관계없이 PHS가 가교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온빔

비조사부)에서 세포가 잘 부착되어 세포패턴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55.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형성된 PHS 패턴들을 이용한 HaCaT 세포주에

대한 비특이성 흡착 방지 (Scale bar: 250 μm).

라. 결론

- Pluronic, PHS 등 2종 이상의 재료를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서 다양한 생체적합

성 기판위에 100 μm이하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패턴을 형성 시켰고 이온주입조

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형성된 패턴들의 HEK293, NIH3T3, HaCaT 등 3종 이상

의 다양한 세포들 대한 비특이성 흡착방지를 보임을 이용하여 잘 배향된 100 μm

이하의 세포패턴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제3절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브 cutting 기술 개발 및 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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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절단>

<방사선을 이용하여 절단된 탄소나노튜브의 TEM 사진>

가. 탄소나노튜브 절단평가

- 그림 1은 다양한 조사선량율(kGy/h)과 흡수선량(kGy)에서 조사된 다층벽 탄소나

노튜브(MWCNT)들의 TEM 사진이다. 조사하지 않은 raw-MWCNT는 10 μm ~

20 μm의 길이를 갖고 있는 반면, 과산화수소(H2O2) 용액에서 방사선 조사된

MWCNT들은 0.5 μm ~ 1.5 μm의 길이로 절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5

kGy/hr 선량율로 120 kGy정도 조사하였을 때 절단효율이 좋았다.

- 그림 2는 Raw-MWCNT를 순수한 물에 분산시킨 후 산소 (O2)를 포화시켜 120

kGy 정도 조사된 MWCNT의 TEM 사진이다. 조사되지 않은 raw-MWCNT는

10 μm ~ 20 μm의 길이를 갖고 있는 반면, O2로 포화된 수용액에서 방사선 조사된

MWCNT들은 0.5 μm ~ 2.05 μm의 길이로 절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3은 raw-SWCNT를 다양한 과산화수소 농도(wt%)와 흡수선량(kGy)에서 조

사된 SWCNT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되지 않은 Raw-SWCNT는 1 μm ~ 5 μm의

길이를 갖고 있는 반면, 과산화수소(H2O2)용액에서 방사선 조사된 MWCNT들은 1

μm ~ 2 μm의 길이로 절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30 wt%의 과산화수소 용액

에서 120 kGy정도 조사하였을 때 1 μm 이하로 절단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1. 순수한 MWCNT (a)와 다양한 조사조건에 절단된 MWCNT (b-f)의 T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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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aw MWCNT 120 kGy at 2.5 kGy/hr(a) (b)Raw MWCNT 120 kGy at 2.5 kGy/hr

그림 2. 순수한 MWCNT (a)와 O2 존재 하에서 절단된 MWCNT (b)의 TEM 사진.

그림 3. 순수한 SWCNT (a)와 다양한 조사조건에 절단된 SWCNT (b-d)의 TEM

사진.

나. 탄소나노튜브 물성 평가

- 그림 4의 (a)와 (b)에서 1575와 1325 cm-1에서 나타나는 피크들은 각각 탄소나노튜

브의 결정성과 관계되는 G피크와 탄소나노튜브에 존재하는 결점들에 의해 나타나

는 D피크를 의미한다. 따라서 D피크와 G피크의 비(D/G)를 계산하면 MWCNT에

어느 정도의 결점들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c)는 순수한

MWCNT와 다양한 조건하에서 절단된 MWCNT들의 G피크와 D피크의 비(D/G)

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MWCNT의 D/G 값에 비해 다양한 조건하에서 조사된

MWCNT들에 대한 D/G값들이 조사선량율과 흡수선량에 상관없이 약간 증가하였

다. 따라서 Raman결과로부터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탄소나노튜브가 절단은 되었

으나 이때 탄소나노튜브에 결점들은 많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5는 순수한 MWCNT와 다양한 조건에서 절단된 MWCNT의 X선 회절분석

(XRD)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절단된 MWCNT들의 XRD 결과는 일반적으

로 처리하지 않는 MWCNT의 결정 격자에서 보여주는 (001)과 (002)의 회절에 의

해 나타나는 26도와 44도에서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XRD결과로부

터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MWCNT들의 본래의 구조는 유지되면서 단순히 절단만

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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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라만스펙트럼: MWCNT 절단에 대한 흡수선량효과 (a), MWCNT 절단에

대한 조사선량율효과 (b), 순수한 MWCNT와 절단된 MWCNT의 D/G (c).

그림 5. X선 회절분석 스펙트럼: MWCNT 절단에 대한 흡수선량효과 (a)과 MWCNT

절단에 대한 조사선량율효과 (b).

다. 나노 filler의 국부적 물리화학적 반응평가

그림 6. 탄소나노튜브의 복합재 내에서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방법

- 탄소나노튜브의 복합재 내에서 wetting 및 dewetting 과정 중의 영향을 분석한 결

과, 길이가 길어질수록 탄소나노튜브가 dewetting에 대하여 복합재를 안정화시키

는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중성자 산란에 의한 분석결과 고분자 사슬의 확산

에 나노튜브의 길이에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현상은 탄소나노튜브

가 개개의 고분자 사슬과는 상호작용이 없으나, 뒤엉켜진 긴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dewetting에 대하여 고분자의 long-range motion을 방해하는데서 기인한다.



- 82 -

[요약]

- 단일벽(SWCNT) 혹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혹은 톨루엔(toluene)을

용매로 하여 제조한 다양한 조성비의 스티렌(Styrene) 단량체 용액 혹은 디메틸포

름아마이드(DMF)를 용매로 한 다양한 조성비의 아크릴산(AAc) 단량체 용액에 초

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1 ~ 2.5 kGy/h 선량율로 6 ~ 120 kGy 까지

방사선을 조사하여, 유기용매에 분산이 잘 될 수 있는 폴리스티렌이 그라프트 된

단일벽 혹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SWCNT- or MWCNT-g-PS)와 수용성 용매에

잘 분산이 잘 수 있는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단일벽 혹은 다중벽 탄소나노튜

브(SWCNT- or MWCNT-g-PAAc)를 제조하였음.

.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중합법에 의하여 폴리스티렌 및 폴리아크릴산이 그라

프트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였음.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건에

서 5%이상의 그라프트율을 보임.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탄소

나노튜브의 표면에 약간의 결점들이 발생되지만, 방사선 조사 전 본래 탄소나노튜

그림 7. 폴리프로필렌/POSS 복합재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기계적 성질의 변화

-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폴리프로필렌/POSS 복합재의 경우 POSS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었다.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한

폴리프로필렌의 기계적 강도가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폴리프로필렌이 분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POSS를 첨가한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폴리프로필렌에 POSS가 그라프트되기 때문에 방사선에 강한 특성

을 가지고 있는 POSS의 영향으로, 5 kGy를 조사한 경우 오히려 기계적 강도 및

연신율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결론

- 길이가 긴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30 중량%를 수용성 산화물(H2O2) 존재 하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길이가 50 micron 이하가 되도록 성공적으로 절단 하였다. 절

단된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의 TEM, Raman 및 XRD 분석 결과들을 통해서 다중

벽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에 약간의 결점들이 생성이 되지만 방사선을 조사하기 전

의 본래의 구조적 특성들은 유지되면서 성공적으로 절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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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구조적 특성들은 유지됨을 확인하였음. 분산성 평가 결과, 그라프트되는 단

량체의 종류에 따라 유기용매 혹은 수용액 상에서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음.

- 제조된 SWCNT or MWCNT-g-PS와 SWCNT or MWCNT-g-PAAc들은 열

중량분석기(TGA), 1수소 핵자기공명 분광분석기(1H NMR), 투과전자현미경

(TEM)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제조 방법>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의 TEM 사진 및 분산성 평가 결과>

가.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고분자 그라프트율 측정

(a) (b)

그림 8. 흡수선량에 따른 SWCNT-g-PS의 그라프트율 (a) 및 SWCNT-g-PAAc의

그라프트율.

- 그림 8은 다양한 조건에서 제조한 SWCNT-PS들의 흡수선량과 반응 모노머 농도

에 따른 그라프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60 kGy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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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라프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로 증가하였고 이후부터는 그라프트율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프트율도 증가하

는 경향성을 보였고 70 vol% styrene 용액에 SWCNT를 분산시켜 120 kGy 정도

조사 했을 때 가장 높은 15 중량%를 보였다. 그림 56(b)는 제조된

SWCNT-g-PAAc들의 흡수선량과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고 흡수선량과 단량체 농도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프트 율은 증가하는는 경향을 보

였다. 그라프트 율이 14 중량%정도로 가장 높은 그라프트 율을 보였을 때의 조건

은 12 부피% AAc 용액에 SWCNT를 분산시켜 16 kGy 정도 조사했을 때였다. 이

런 결과는 단량체의 반응성에 따라서 흡수선량에 차이가 있지만 흡수선량이 증가

하면 라디칼과 같은 활성종이 많이 생성되고 농도가 증가하면 그라프트에 참여하

는 단량체가 많아짐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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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9. 흡수선량에 따른 MWCNT-g-PS의 그라프트율 (a) 및 MWCNT-g-PAAc의

그라프트율

- 그림 9(a)는 다양한 조건에서 제조한 MWCNT-g-PS들의 흡수선량과 반응 모노

머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라프트 율은 증가하였고 모노머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50 vol% styrene 용액

까지는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50 vol% styrene 용액에

MWCNT를 분산시켜 30 kGy 정도 조사 했을 때 가장 높은 13 중량%를 보였다.

그림 38(b)는 제조된 MWCNT-g-PAAc들의 흡수선량과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프트 율은 증가하고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프트 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라프트 율이 20

중량%정도로 가장 높은 그라프트 율을 보였을 때의 조건은 15 부피% AAc 용액

에 MWCNT를 분산시켜 16 kGy 정도 조사했을 때였다.

나. 그라프트된 고분자 화학구조 확인

- 그림 10(a) SWCNT-g-PS의 1H NMR 분석 스펙트럼을 보면 폴리스티렌(PS)의

-CH2-, -CH-, 와 벤제고리의 H에 대한 특성피크들이 각각 1.33, 1.85 과 7.23 ppm

에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b)에서도 SWCNT-g-PAAc의 1H NMR 분

석 스펙트럼에서도 폴리아크릴산의 -CH- 에 해당하는 2.35 ppm에서 피크와

-CH2-에 대한 피크들이 1.41 ~ 1.91 ppm에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라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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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얻어진 D/G비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50에서 볼 수 있듯이

SWCNT-g-PS와 SWCNT-g-PAAc의 경우 모두 D/G비의 값이 pristine

SWCNT에 비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a) (b)

그림 10. SWCNT-g-PS의 1H NMR (a) 및 SWCNT-g-PAAc의 1H NMR (b).

(a) (b)

그림 11. SWCNT-g-PS의 라만분석 (a) 및 SWCNT-g-PAAc의 라만분석.

- 그림 12(a)에서 MWCNT-g-PS의 1H NMR 분석 스펙트럼을 보면 폴리스티렌

(PS)의 -CH2-, -CH-, 와 벤제고리의 H에 대한 특성피크들이 각각 1.3, 1.8 과 7.6

ppm에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b)에서 MWCNT-g-PAAc의 1H NMR

분석 스펙트럼에서도 폴리아크릴산의 -CH- 에 해당하는 2.38 ppm에서 피크와

-CH2-에 대한 피크들이 1.34~1.91 ppm에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MWCNT에 폴리스티렌과 폴리아크릴산이 잘 그라프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 (b)

그림 12. MWCNT-g-PS의 1H NMR (a) 및 MWCNT-g-PAAc의 1H NM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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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매 및 매트릭스 내에서의 분산성 평가

그림 13. Pristine-SWCNT와

SWCNT-g-PS들의 TEM 사진(위)과

Pristine-SWCNT와 SWCNT-g-PS들의

THF 용매하에서의 분산성 시험 사진.

그림 14. Pristine-SWCNT와

SWCNT-g-PAAc의 TEM 사진(위)과

Pristine-SWCNT와 SWCNT-g-PAAc의

증류수에서의 분산성 시험 사진.

- 그림 13의 TEM 사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라프트된 SWCNT-g-PS의 표면이

상대적으로 매끈하고 직경이 그라프트가 되지 않은 Pristine-SWCNT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1의 분산성시험의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듯

이 SWCNT-g-PS는 THF 용매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분산된 상태로 존재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라프트 중합으로 인하여 유기용매에 대한 SWCNT의 분

산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AAc를 그라프트 중합하여 제조한 SWCNT-g-PAAc

들의 TEM 사진들에서도 그라프트로 인하여 Pristine-SWCNT에 비해 훨씬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산성시험의 사진들을 통해서 보아도

SWCNT-g-PAAc는 H2O 용매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분산된 상태로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라프트 중합으로 인하여 수용성용매에 대한 SWCNT

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 Raw-MWCNT ((a),(c))와

MWCNT-g-PSty ((b),(c)의 TEM

사진(좌)과 raw-MWCNT (A), 조사된

MWCNT (B), MWCNT-g-PSty (C)의

THF 용매하에서의 분산성 시험사진(우).

그림 16. Raw-MWCNT와 다양한

조건에서 제조된 MWCNT-g-PAAc의

TEM 사진(좌)과 raw-MWCNT와

MWCNT-g-PAAc의 증류수에서의

분산성 시험사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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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다중벽 탄소나노튜브(SWCNT)를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를 용매로 한 10

vol%의 아크릴산(AAc) 단량체 용액에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1

kGy/hr 선량율로 10 kGy 까지 방사선을 조사하여, 생체분자를 고정화 할 수 있는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을 개질한 후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형성된 관능그룹(COOH)

에 단백질과 DNA를 도입하여 생체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함.

.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중합법에 의하여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탄소나

노튜브(MWCNT-g-PAA)를 제조하였음. 제조된 MWCNT-g-PAA의 18 wt%의

그라프율 보였고 그라프트 중합으로 인하여 표면에 약간의 결점들이 생성되지만

방사선 조사 전 본래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적 특성들은 유지됨을 확인하였음.

. 생체분자들이 도입된 탄소나노튜브들의 XPS 분석 결과, 일반 탄소나노튜브에

비해 MWCNT-g-PAAc 산소 (O)의 함량이 크게 증가함을 보였고 단백질 도입 했

을 경우 O의 함량이 줄면서 단백질의 구성원소인 질소 (N)와 황(S) 원소가 새롭게

확인 되었고 DNA의 경우도 DNA의 구성원소인 N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형광현

미경 분석 결과, 일반 탄소나노튜브는 형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형광이 도입된 단

백질과 DNA가 도입된 탄소나노튜브는 형광이 명백히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 제조된 MWCNT-g-PAA들은 열중량분석기(TGA)와 라만 분광기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생체분자가 도입된 탄소나노튜브는 형광현미경과 X-ray 광전자 분광

- 그림 15의 TEM 사진들에서와 같이,그라프트된 MWCNT-g-PS의 직경이 그라프

트가 되지 않은 raw-MWCNT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0에서 우측 분산성시험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MWCNT-g-PS는 THF 용매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이는 그라프트 중합으로 인하

여 유기용매에 대한 MWCNT의 분산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 그림 16의 TEM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MWCNT-g-PAAc들의 직경이 그라프트가 되지 않은 raw-MWCNT에 비해 훨

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측 분산성시험

의 사진을 통해서 보아도 MWCNT-g-PAAc는 증류수에서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

서 분산 된 상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라프트 중합으로 인하여 수

용성 용매에 대한 MWCNT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결론

- 스티렌(Styrene)와 아크릴산 (AAc)들과 같은 2종 이상의 단량체를 단일벽

(SWCNT) 혹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에 성공적으로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하였고 실험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조건에서 5 wt% 이상의 그라프

트 율을 보였다. 그리고 1수소 핵자기공명 분광분석기 (1H NMR)와 투과전자현미경

(TEM) 분석 결과를 통해서 폴리스티렌와 폴리아크릴산이 탄소나노튜브에 성공적

으로 그라프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생체 분자로 개질된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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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XPS)를 통해 분석하였다.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생체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 제조 방법>

<생체분자들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의 형광현미경 사진>

가. 방사선 그라프트중합을 통한 탄소나노튜브의 기능성 표면개질

그림 17. 순수한 MWCNT, 폴리아크릴산(PAA),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MWCNT(MWCNT-g-PAA)의 TGA 분석(a)와 라만 분광스팩트럼(b).

- 그림 17은 MWCNT-PAA의 TGA 분석와 라만분석 결과이다. 그림 17(a)에서 나

타낸 TGA 분석결과에서 볼수 있듯이 순수한 MWCNT는 700 oC 온도까지 열분해

에 의한 중량손실은 없었지만 순수한 폴리아크릴산은 150 oC에서부터 열분해에 의

한 중량손실이 시작됨이 확인 되었고 이에 MWCNT-g-PAA는 순수한 폴리아크

릴산과 비슷한 온도구간에서 열분해에 의한 중량손실이 시작됨으로써 PAA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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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트가 성공적으로 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중량손실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중량손실이 거의 없는 부분의 온도구간에서 중량손실을 계산하여 상대적인 그라

프트율을 측정한 결과 18 wt%의 그라프율 보였다. 그림 17(b)에서 나타낸 라만분

광스팩트럼에서 1575와 1325 cm-1에서 나타나는 피크들은 각각 탄소나노튜브의

결정성과 관계되는 G피크와 탄소나노튜브에 존재하는 결점들에 의해 나타나는 D

피크를 의미하고 D피크와 G피크의 비(D/G)를 계산하면 MWCNT에 어느 정도의

결점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순수한 MWCNT의 D/G 값을 계산한 결

과 0.90을 보였지만 MWCNT-g-PAA는 상대적으로 높은 1.02의 D/G 값을 나타냄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폴리아크릴산(PAA)가 성공적으로 공유결합을 통해 그래프

트 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생체 분자 도입된 탄소나노튜브 특성 분석

- 그림 18은 생체분자들을 도입된 MWCNT의 표면성분분석 결과이다. 그림 18에 나

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탄소나노튜브에 비해 MWCNT-g-PAA는 PAA의 그라프

트로 인하여 산소 (O)의 함량이 크게 증가함을 보였고(그림 18(b))

MWCNT-g-PAA에 DNA를 고정화 한 경우는 DNA의 구성원소인 질소 (N)가 존

재함을 확인되었다(그림 18(c)). 또한 Biotin을 도입된 MWCNT-g-PAA에서는

Biotin의 특성적인 구성 원소들인 질소 (N)와 황 (S) 원소가 새롭게 존재하였고

(그림 18(d)) 여기에 Streptavidin이 결합되면 고정화되면 황원소가 사라지고 질소

만 존재함을 통해서 DNA와 Protein과 같은 생체분자들이 MWCNT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8. 순수한 MWCNT (a),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MWCNT

(MWCNT-g-PAA) (b), MWCNT-g-PAA에 DNA가 고정화된 것 (c),

MWCNT-g-PAA에 Biotin이 고정화된 것 (d), 그리고 Biotin이 고정화된

MWCNT에 Streptavidin이 도입된 것의 (e) XPS 스팩트럼.

- 그림 19는 생체분자들이 도입인 MWCNT의 형광현미경 사진들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탄소나노튜브에서는 형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형광이 표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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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온주입법에 의한 표면 개질은 고분자, 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혹은 물리적인 방법들

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면 성질만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선택적으로 이온주입 및 이온 주입 후 기능성 단

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고분자 재료(PET, PTFE, FEP 등)들의

표면에 생체분자의 고정화를 위한 방사선 이용 반응기(COOH 등)에 대한 패턴을

형성하였음.

. 이온주입을 통하여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카르복시산 등의

기능성 관능기들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고분자 재료 표면에는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 산)를 그라프트 중합하여 기능성 관능기를 도입하였음. 기능성 관

능기가 도입된 표면에 생체분자(세포, 단백질, DNA 등)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50

μm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 형성시킴.

- 사용된 이온주입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keV 이

온주입장치임. 이온주입에 의하여 개질된 재료 표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

단백질과 DNA를 고정화 시킨 MWNCT는 형광이 명백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서 그림 24의 표면성분분석결과와 더불어 생체분자가 성공적으로 도입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9. 순수한 MWCNT, DNA-고정화된 MWCNT, 그리고 단백질이 고정화된

MWCNT의 형광현미경 사진.

다. 결론

- 생체분자를 고정화를 위하여 방사선 동시 중합법을 통해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

을 그라프트하여 표면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였고 제조된 폴리(아크릴산)

이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에 단백질, DNA 등 2종 이상 고정화에 하였고, XPS

분석과 형광현미경을 통하여 단백질 및 DNA가 탄소나노튜브에 성공적으로 고정

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4절 바이오 센서 적용 가능성 평가

1. 생체 분자 패턴 형성기술 개발 및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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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FT-IR), 접촉각 측정, 주사전자현미경(SEM) 등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음.

- 최종적으로 선택적으로 개질된 재료 위에 세포, DNA, 단백질 등과 같은 생체분

자를 고정화한 후, 생체분자패턴의 형성 여부를 형광 현미경, 공초점 레이저 현미

경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음.

<이온주입에 의한 폴리에스테르계 고분자

기판위에 기능성 반응기 형성 및 생체

분자 고정화>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기판위에 기능성 반응기 도입

및 생체 분자 고정화>

<고분자 기판을 이용한 바이오센서의 형광검출감도와 형성된 생체분자패턴에

대한 형광현미경 이미지의 3차원 사진>

가. 고분자 기판위에 반응기 패턴 형성

- 이온주입법을 통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 개질은 위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

었다. 먼저 가속된 고에너지의 이온들을 자체 제작한 마스크를 통하여 고분자 재

료의 표면에 주입하여 친수성기 혹은 라디칼 등의 활성종을 발생시켰다. 이때 사

용된 고분자 재료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TFE), 플로리네이트에틸렌프로필렌(FEP) 등이다(표 1). 이온원으로는 H, Ne,

Ar 등의 기체 이온들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는 150 ~ 200 keV, 이온주입양

(fluence)은 10
14
~ 5 x 10

15
ions/cm

2
이었다. 이온주입 시의 전류밀도는 재료의 열

적변형을 막기 위하여 0.5 ~ 1.0 μA/cm2로 조절하였다. 각 재료에 대한 이온주입

조건을 아래 표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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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온주입에 의한 고분자 재료에 생체분자패턴 형성 모식도

표 1. 고분자 재료에 대한 이온주입 조건

고분자 재료

이온주입 조건

이온원
에너지

(keV)
이온주입양 (ions/cm2)

전류밀도

(μA/cm2)

PTFE Ar 150 1 x 10
14
~ 1 x 10

16
<0.5

PET H 200 1 x 10
14
~ 1 x 10

16
<1.0

FEP Ne 150 1 x 10
14
~ 1 x 10

16
<0.5

PTF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두께 100 μm, ASHAI Co.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두께: 80 μm, SK

Chemical.

FEP: 플로린네이티드에틸렌프로필렌(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두께: 100 μm,

Asahi Co.

- 또한 이온빔 조사 후 아크릴 산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카르복시산 관능기

(functional group)를 도입하였다. 먼저 고분자 재료에 이온빔 조사 후 공기 중에서

하루 동안 방치하여 peroxide 등의 활성종을 발생시켰다. 그 다음 이 고분자 기판

를 기능성 단량체 용액에 넣어 그라프트 중합시켰다. 이때 사용된 기능성 단량체

는 아크릴산(acrylic acid)이며, 그라프트 중합은 아크릴산 수용액(10 wt%)농도에

서 60oC에서 1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 이온빔에 의해 고분자 기판위에 형성된 peroxide의 농도는

1,1-dipenyl-2-picrylhydrazyl(DPPH)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1 x 10-4

mol/L의 DPPH/톨루엔 용액을 만들고 잔류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질소가스로

퍼지 시킨 다음, 이온 주입된 고분자 필름을 제조된 DPPH 용액에 넣고 60
o
C에서

5 시간 동안 반응을 하였다. 이 후, 이온 주입된 필름과 이온주입되지 않은 필름이

들어 있는 DPPH 용액들에 대해 520 nm의 최대흡광도를 측정하여 과산화물 농도

(peroxide concentration)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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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라프트 율(Grafting degree)은 Toluidine Blue 염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Toluidine Blue O (0.5 mM, pH 10)의 용액에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TFE를 담가 실온에서 6시간 동안 Toluidine Blue O 염료와 카복실기를 반응시

키면 Toluidine Blue O 염료와 카복실산은 1：1로 반응한다. 계속해서 수산화나트

륨 용액(pH 9)에서 30초간 50 rpm으로 세척을 한 후 아세트산 50% 수용액에서 12

시간동안 1000 rpm으로 Toluidine Blue O를 탈착시킨 다음 이 수용액을 633 nm의

UV 흡광도로부터 카복실기를 정량하였다.

- DNA 센서용 고분자 기판으로써 이온빔을 통해 개질된 고분자 기판의 응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온주입 후 그라프트 중합에 의해 개질된 PTFE 표면에 탄저균

(Anthrax toxin) 유무를 검출할 수 있는 특이 염기서열의 탐침 DNA(p-DNA ;

prove DNA)를 포획분자로써 고정화하였다. 개질된 표면과 탐침 DNA 의 고정화

를 위해 EDC/NHS 용액의 아미드 결합 짝지움 반응을 5~6시간 진행하였다. 탐침

DNA 가 고정화된 재료 위에 형광(Cy3; red)이 표지되고 탐침 DNA 에 상보적 염

기서열을 갖는 표적 DNA 용액을 암실에서 6시간 동안 적용하였다. 형광 검출은

탐침 DNA 와 표적 DNA 간의 상보적 혼성화 결합에 의한 형광측정으로 이루어졌

으며 표적 DNA 용액은 고농도(10 μg)에서 저농도(10 fg) 로 적용하여 고분자 표

면 위에 형성된 DNA 패턴의 형광강도를 이용하여 표적 DNA 의 검출 한계를 측

정하였다.

- 항체기반 센서(immuno-sensor)용 고분자 기판으로서의 PTFE의 응용성을 확인하

기 위해 이온주입 후 그라프트 중합에 의해 개질된 PTFE 표면에 간암검출 항체

(anti-AFP; anti alpha feto protein)을 1차 항체(포획분자)로 고정화하였다. 개질된

PTFE 표면과 1차 항체의 고정화를 위해 EDC/NHS 용액의 아미드 짝지움 반응을

6시간 진행하였다. 개질된 표면과 1차 항체의 비특이적 결합반응을 막기 위해 알

부민 단백질로 블로킹(Blocking)한 후 고정화된 1차 항체 위에 항원 (AFP protein;

간암 특이 발현 단백질) 을 표적분자로써 적용하였다. 표적분자인 항원은 검출한

계를 알 수 있도록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적용하였다. 표적분자의 형광검출을 위해

항원항체반응 확인 방법인 샌드위치법(Sandwich method ; 1st Ab->Ag->1st

Ab->fluorescence labeled 2nd Ab)에 따라 표면에 적용된 항원 위에 1차 항체를

다시 적용하였고 항원에 결합된 1차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며 형광 표지된 2차

항체 (anti-mouse, Tex-Red)의 형광강도로 항원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적분자(항원)를 농도별 (10 μg ~ 10 fg)로 적용하여 고분자 표면 위에 형성된 형광

패턴의 형광강도를 이용하여 표적분자의 검출한계를 측정하였다.

- 이종세포패턴 형성을 위해서 패턴 형태로 고정화 된 고분자표면에 인간(Human)

및 쥐(Mouse) 유래의 섬유아세포주(fibroblasts: NIH3T3, L929) 및 각질세포주

(Human keratinocyte: HaCaT)를 순차적으로 배양하였다. 배양액은 10% 우태혈청

(FBS ; Fetal Bovine Serum)과 1% 항생제(Penicillin streptomycin)가 포함 된

DMEM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를 사용하였다. 먼저 Pluronic 패턴을

갖는 세포배양용기를 70% 에탄올로 멸균하였다. 이미 배양중인 NIH3T3 세포를

PBS 완충용액으로 세척하고 Trypsin-EDTA 처리로 배양용기로부터 떼어내어 배

양액으로 단일세포로 고루 풀어주었다. 떼어낸 세포를 적색형광(PKH26: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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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ifieration tracer)으로 3~5 분간 염색하고 배양배지로 3번 세척하여

Hematocytometer에서 counting 을 통해 약 5 x 105 cell/ml 로 희석된 세포용액을

패턴위에 고루 뿌려준다. 약 3일간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잘 형성된 1차 세포

패턴 위에 녹색형광(CFSE: cell proliferation tracer)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염색한

약 2.5 x 105 cell/ml의 2차세포용액(L929, HaCaT)을 고루 뿌려준 후 배양기에서

약 3일 간 배양시켰다. 이 때 모든 과정은 암실에서 행하였다. 이상의 방법에 의

해 서로 다른 색으로 염색된 이종세포패턴 형성은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다.

나. 기판위에 도입된 반응기 분석

(1)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의 표면 관능기 분석

- 그림 2는 이온주입에 의해 PTFE 표면에 생성된 과산화물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

다. 과산화물의 농도는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까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1 x 1015 ions/cm2 의 이온주입량을 초과할 경우 표면

에 탄소화 반응으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노랗게 변색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로 인

하여 이온주입을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을 초과하여 진행하지 않았다. 이

온주입량에 따른 과산화물 농도의 변화는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까지는

이온주입 이후에 표면에 생성되었던 라디칼들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

반응(oxidation)으로 인하여 많은 과산화물이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그림 3은 이온주입량에 따른 PTTE에 그라프트 된 폴리아크릴산(PAAc)의 그라프

트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라프트율은 앞서 언급한 이온주입량에 따른 과산

화물농도의 변화와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기능성 모노머로 아크릴산(AAc)

사용하여 그라프트 중합하는데 있어서 생성된 과산화물이 개시제로 작용하기 때

문에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은 생성된 과산화물의 농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산화물이 농도가 가장 높았던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서 4.2 μ

g/cm2 의 가장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이온주입량에 따른 PTFE

표면에 생성된 과산화물

농도(Peroxide concentration)의 변화

그림 3. 이온주입량 따른 PTFE

표면에 그라프트된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grafting degree) 변화

- 그림 4는 아르곤 이온을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까지 주입하여 PTFE의

표면을 활성화 시킨 후 아크릴산(AAc)을 그라프트 중합에 따른 표면의 화학적 구

조의 변화에 대한 FT-IR 분석결과이다. 순수한 PTFE에 비교했을 때 이온주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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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별다른 화학적 변화를 관측 할 수 없었지만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 후에

는 1710 과 3140 cm-1 근처에서 아크릴산의 카르복시산(COOH)에 대한 특성 피크

들이 존재함을 통해 아크릴산이 PTFE 표면에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 그림 5는 이온주입량에 따른 순수한 것, 이온주입 된 것, 그리고 그라프트된 PTFE

의 접촉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약 108 도의 접촉각을 갖는 순수한 PTFE에

비해 이온주입된 PTFE (implanted)는 이온주입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88

도 정도까지 감소함을 보였고, 친수성의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TFE(grafted)는 훨씬 감소하여 45도 정도까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마찬

가지로 표면에 이온주입과 그라프트 중합에 의해 친수성 그룹들이 표면에 생성됨

에 따라서 PTFE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림 4. 이온주입한 PTFE (Implanted

PTFE)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VDF (PTFE-g-PAAc)의 FT-IR 스펙트럼

그림 5. 이온주입량에 따른 이온주입

된 (Implanted PTFE) 것와 그라프트

된 PTFE (Grafted PTFE)의 접촉각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표면 관능기 분석

- 그림 6는 이온빔 조건에 따른 PET 표면의 관능그룹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

수한 PET의 경우 주쇄의 화학적 구조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들이 2960(-CH2-),

1720(-(C=O)O-), 1247(-CO-) 그리고 960(-CH2-) cm
-1에 존재함을 확인 하였고

이온주입된 PET의 FT-IR 스팩트럼 상에서는 -OH, -COOH, 그리고 -C=C- 관능

그룹들에 해당하는 피크들이 3625, 3425, 그리고 1620 cm
-1
부분에 새롭게 생성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이온빔 조사에 의해 PET의 표면에 성공적으로

-OH, -COOH, 등과 같은 관능그룹들이 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이온빔 조사

에 의한 PET 표면의 관능그룹의 형성메커니즘은 PET 주쇄의 분해 대한 메커니즘

인 Norrish II 반응에 때문이다. 따라서 1 x 1015 ions/cm2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생성된 -OH, -COOH,와 같은 친수성 관능그룹이 분해 되어 상

대적으로 보다많은 소수성의 -C=C-가 생성된다.

- 그림 7은 이온주입량에 따른 PET의 접촉각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순수한

PET의 경우 접촉각이 약 80도 정도였다. 하지만 이온주입 후에는 5 x 1014

ions/cm
2
까지는 증가하다 73도까지의 감소를 보이다 보다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런 경향성은 앞서 FT-IR 분석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낮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상대적으로 OH, -COOH,와 같은 친수성 관능그룹이 많이

생성되고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상대적인 많은 소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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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C-가 생성에 때문으로 사료되어진다.

그림 6.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ET의 FT-IR 스펙트럼

그림 7. 이온주입량에 따른 PET의

접촉각 변화

(3) 플로린네이티드에틸렌프로필렌(FEP)의 표면 관능기 분석

- 그림 8은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주입을 통해 FEP 표면을 활성화 시켰을 때 이온

주입량에 따라 생성되는 과산화물(Peroxide)의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

주입량에 따라 생성되는 과산화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서 PTFE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1 x 1015 ions/cm2 이하의 이온주입량에서는

이온주입후의 산화 반응으로 인하여 과산화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성되기 때문

이라고 사료된다.

- 그림 9는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에서 처리한 FEP에 아크릴산(AA)를 그라프트 중

합하였을때 이온주입량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입량에

따른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 변화는 과산화물의 농도의 변화와 비슷한 경향

성을 보였다. 이는 그라프트 중합 시에 생성된 과산화물이 개시제로 작용하기 때

문에 많은 과산화물이 존재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그라프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과산화물의 농도가 가장 높았었던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

서 그라프트율이 9.2 μg/cm2로 가장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8.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에 따른

FEP 표면에 생성된 과산화물

농도(Peroxide concentration)의 변화

그림 9. 이온주입량에 따른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FEP의

그라프트율Grafting degree)의 변화

- 그림 10은 다양한 조건에서의 이온주입을 통해 FEP표면을 활성화 시킨 것과 각

조건에 활성화 된 FEP 필름에 생성된 과산화물을 이용하여 아클린산을 중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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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P-g-PAA들의 FT-IR spectra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FEP 스팩트럼에서는

-CF2-와 -CF3 들의 신축진동들에 의하여 각각 1201-1145 cm-1와 981 cm-1에서

FEP의 특성피크들이 확인 되었고 이온주입 후에는 이온 주입량에 따라서 순수한

FEP의 CF2의 피크의 크기가 작아지고 과산화물COOR) 또는 OH에 해당하는 피크

가 3450 cm-1에서 새롭게 형성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FEP-g-PAA의 스택트럼 상에서는 아크릴산의 -COOH에 대한 피크가 3105와

1710 cm-1에서 명백히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PAA가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다양한 조건에서 이온

주입한 FEP (Implanted FEP)들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FEP들의 FT-IR 스펙트럼

그림 11. 이온주입량에 따른

이온주입한 것과 (Implanted FEP)와

그라프트 된 FEP (Grafted FEP)의

접촉각

- 그림 11은 순수한 FEP의 경우 98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이지만 이온주입한 FEP

(Implanted FEP)의 경우에는 이온주입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9 x 1014

ions/cm2 이온주입량에서 88도 정도까지의 감소였고 그라프트 된 FEP는 보다훨씬

감소하여 9 x 1014 ions/cm2에서 40도 정도까지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접

촉각의 변화는 이온빔에 조사에 의해 과산화물 등과 같은 친수성기가 조사표면에

생성되고 이를 이용하여 친수성인 아크릴산(AAc)를 그라프트 중합함에 따라서

FEP의 표면이 보다 친수성으로 바뀌고 그라프트율에 따라서 친수성의 정도가 다

르기 때문이다.

다. 기판위에 형성된 반응기 패턴에 생체분자의 선택적 고정화

(1)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기판위에 생체분자 패턴형성

- 그림 12는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하에서 40 μm 메시 마스크 존재 하에서 선택적으

로 이온주입 한 PTFE 기판에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제조한

PTFE-g-PAA 기판에 형성된 탄저균 DNA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다. 그림에 나타

낸 바와 같이 40 μm 직사각형 모양의 탄저균 DNA 패턴들이 잘 형성되었음을 확

인하였고 형성된 패턴의 형광세기는 그라트율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그

라프트율이 가장 높은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 상대적으로 형광세기는

가장 큼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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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TFE

(PTFE-g-PAA) 표면에 형성된 탄저균 DNA 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

그림 13.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TFE

(PTFE-g-PAA) 기판에 형성된 간암표지자 (AFP)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

- 그림 13은 앞서 탄저균 DNA 패턴형성에 이용한 동일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TFE-g-PAA 기판에 형성된 간암표지자(AFP)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다.

PTFE-g-PAA 기판 위에 형성된 간암표지자(AFP) 패턴도 마찬가지로 그림 12의

DNA 패턴 형성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기판위에 생체분자 패턴 형성

- 그림 14는 PTFE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형성된 탄저균 DNA 패턴들의 형광

사진들이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잘 제어된 40 μm의 직사각형 모양의 탄저균

DNA 패턴들이 형성되었음을 확인되었으며, 특히 5 x 1014 ions/cm2에서 탄저균

DNA 패턴의 형광 세기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온주입과정에서 일어나

는 산화반응에 의해 보다많은 카르복실산(COOH)이 5 x 1014 ions/cm2의 이온주입

량에서 보다 많이 형성됨에 따라서 보다많은 탄저균 DNA가 고정화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탄저균 DNA의 패턴의 형광 세기가 PET 기판위에 형성된 카르복

실산(COOH)의 농도에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4. 선택적으로 이온주입된 PET 기판위에 형성된 탄저균 DNA 패턴의 형광

현미경 사진.

- 그림 15는 PTFE의 간암표지자(AFP) 패턴형성과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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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위에 형성된 간암표지자(AFP) 패턴의 형광사진들이다. 앞서 그림 14의 탄저

균 DNA 패턴 형성과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형성된 형광패턴의 세

기는 PET의 기판위에 이온주입에 의해 형성된 COOH 농도에 의존함을 확인하였

다.

그림 15. 선택적으로 이온주입된 PET 기판위에 형성된 간암표지자(AFP) 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

(3) 폴리스티렌(PS) 기판위에 이종세포패턴 형성

- 그림 16은 100/200 μm(line/space) 정도의 SUS 마스크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이

온빔 처리하여 Pluronic 패턴을 만든 후 1차 및 2차 세포배양을 통해 형성된 이종

세포패턴의 형광현미경 사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세포(적색)는 이

온빔에 의해 Pluronic 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선택적으로 자랐으며 2차 세포(녹

색)는 이온빔 처리된 Pluronic 위에 잘 자라서 또 다른 세포패턴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1차세포 패턴의 경우 Pluronic 의 고유 성질인 생체분자 비

접착성(antifouling effect)에 의해 Pluronic 을 제외한 세포배양용기 부분에 선택적

으로 패턴을 형성했으며, 2차세포의 경우 이온주입에 의해 Pluronic 표면특성이 변

화함에 따라 2차세포가 접착할 수 있는 표면조건이 이루어져 2차 세포패턴을 형성

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표면에 서로 다른 세포들이 동시에 패턴을

형성하는 이종세포배양의 환경을 구성하였다.

그림 16. Pluronic 선택적으로 고정화된 폴리스티렌(PS) 기판위에 형성된

이종세포패턴의 현미경 사진.

라. 바이오 센서 적용 가능성 평가

(1)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기판을 이용한 DNA 센서로서의 탄저균 표지

자 검출 감도 측정

- 그림 17은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 제조한 PTFE-g-PAA 기판을 이용한 탄저균

DNA센서의 형광검출 감도평가와 형성된 DNA 패턴들의 3차원 사진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40 μm직사각형 모양의 DNA 패턴들이 잘 형성 되었으며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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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의 농도에 따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형광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특히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서 동일 표적 DNA의 농도에서 형광검

출감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이 이온

주입량에 따라 달라져 포획분자인 탐침 DNA의 고정화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PTFE 고분자 기판은 그라프트율이 가장 좋고 표적분자의 검출 감도가 가

장 높은 1 x 1015 ions/cm2 의 조건에서 DNA 센서 기판으로서의 적용성이 가장 높

음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형광검출기반 센서용 기판은 탄저균 표적 DNA에 대해

최대 1 pg/ml의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7. PTFE 기판을 이용한 탄저균 DNA센서의 형광검출감도 ((가), (나))와

형성된 탄저균 DNA패턴에 대한 형광현미경 이미지의 3차원 사진 (다).

그림 18. PTFE 기판을 이용한 간암표지자(AFP)의 형광검출감도 ((가), (나)) 와 기판

위에 형성된 간암표지자(AFP) 패턴에 대한 형광현미경 이미지의 3차원 사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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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은 앞서 탄저균 DNA 형광검출평가와 마찬가지로 PTFE 기판을 이용한 간

암표지자(AFP)의 형광검출 감도평가와 형성된 DNA 패턴들의 3차원 사진이다. 앞

서 그림 17의 탄저균 DNA센서 형광검출 평가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형광검출 감도는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에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형광검출기반 센서용 기판은 간암 표지자(AFP) 에 대해 최대 10 pg/ml의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기판을 이용한 DNA 센서로서의 탄저균 표지자

검출 감도 측정

그림 19. PET 기판을 이용한 탄저균 DNA센서의 형광검출감도 ((가), (나)) 와 형성된

탄저균 DNA패턴에 대한 형광현미경 이미지의 3차원 사진 (다).

그림 20. PET 기판을 이용한 간암표지자(AFP)의 형광검출감도 ((가), (나)) 와 기판

위에 형성된 간암표지자(AFP) 패턴에 대한 형광현미경 이미지의 3차원 사진 (다).

- 그림 19는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 COOH가 패턴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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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기판을 이용한 탄저균 DNA센서의 형광검출 감도평가에 대한 결과이다. 그

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DNA 패턴들이 잘 형성 되었으며 표적

DNA의 농도에 따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형광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특히 5 x 1014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서 동일 표적 DNA의 농도에서 형광검

출감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온주입량에 따라 형성된 COOH

의 농도에 의해 포획분자인 탐침 DNA의 고정화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PET 고분자 기판은 형성된 COOH의 농도가 가장 높고 표적분자의 검출 감도

가 가장 높은 5 x 1014 ions/cm2 의 조건에서 DNA 센서 기판으로서의 적용성이 가

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조된 형광검출기반 센서용 기판은 탄저균 표적DNA

에 대해 최대 4 ng/ml의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20은 앞서 탄저균 DNA 형광검출평가와 마찬가지로 COOH가 패턴화된 PET

기판을 이용한 간암표지자(AFP)의 형광검출 감도평가와 형성된 DNA 패턴들의 3

차원 사진이다. 앞서 그림 20의 탄저균 DNA 센서 형광검출 평가 결과와 같은 경

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형광검출 감도는 생성된 COOH의 농도에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형광검출기반 센서용 기판은 간암 표지자(AFP)에 대해 최대

16 ng/ml의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플로린네이티드에틸렌프로필렌(FEP) 기판을 이용한 DNA 센서로서의 탄저균 표

지자 검출 감도 측정

- 그림 21은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 제조한 FEP-g-PAA 기판을 이용한 탄저균

DNA 센서의 형광검출 감도를 ArrayWorx 스캐너를 통해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DNA 패턴들이 잘 형성 되었으며 표적

DNA의 농도에 따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형광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탄저균 표적 DNA에 대해 최대 10 fg/ml의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 그림 22는 앞서 탄저균 DNA 형광검출 평가와 마찬가지로 FEP 기판을 이용한 간

암표지자(AFP)의 형광검출 감도를 ArrayWorx 스캐너를 통해 평가한 결과이다.

앞서 그림 21의 탄저균 DNA 센서 형광검출 평가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된 형광검출기반 센서용 기판은 간암 표지자(AFP)에 대해 최대 10

pg/ml의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1. FEP 기판을 이용한 탄저균 DNA 센서의 형광이미지 및 검출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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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EP 기판을 이용한 간암표지자(AFP)의 형광이미지 및 검출감도

(4) 실리콘 나노 와이어를 이용한 전기적 측정 기반의 나노 바이오센서

- 실리콘 나노와이어와 생체분자의 복합체 형성을 위해 생체분자 수용체를 고정화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최적조건(시간, 농도, pH)을 확립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생체분자와 생체분자 수용체로서는 뇌질환을 유발하는 모델단백질 항체와 모델단

백질 항원이 사용되었다.

그림 23. 나노와이어상의 생체분자 고정화 모식도.

- 그림 23은 실리콘 와이어 위에 표면 개질을 통한 고정화 및 생체분자 반응기술의

간단한 모식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체의 고정화를 위해 항체와 결합이 용이한

알데하이드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triethoxysilanealdehyde 유기 화합물을 이용하

였다. 반응조건으로는 10 mM 농도의 실란용액에 OH 그룹이 활성화된 기판을 1시

간 동안 담근 후 세척하면 나노와이어 표면과 실란 화합물이 자동적으로 가지 조

립(self-assembly)이 일어나게 된다. 이 후 10 μM 농도의 모델단백질 항체를 상온

에서 알데하이드 그룹이 활성화된 나노와이어와 1시간 동안 반응시키면 항체의 고

정화가 형성된다. 여기서 나노와이어 상의 항체가 고정화가 안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게 때문에 ethanol amine 을 이용하여 blocking 을 해준다. 끝으로 모델단백질

항체와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단백질 항원을 반응시켜 줌으로써 실리콘 나노와이

어와 생체분자의 복합체 형성기술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진은 위와 같이 정립된

생체분자 복합체 형성기술을 바탕으로 미세 전기적 신호를 응용한 전류량의 변화

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 표면에서의 생체분자의 반응을 전기적 신호로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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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4. 전기적 항원-항체 측정

시스템의 개략도

그림 25.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한

나노와이어의 전류흐름

- 그림 24는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전기적 측정용 시스템에 대한 개략도 이

다. 반도체인 실리콘 나노와이어 양 말단에 금속 전극을 증착하고 표면의 항원-항

체 반응을 전류의 흐름을 이용해 바이오센서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진은

우선적으로 그림 25에 나타낸바와 같이 나노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실리

콘 나노와이어의 전기적 특성을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26.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한

항원-항체반응의 전류변화 측정결과.

그림 27.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한

생물분자 정량화 측정결과.

- 그림 26은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한 항원-항체반응의 전류변화를 측정한 결과이

다. 앞서 제작된 나노와이어는 단계별 Gate 전류의 양에 따라 전류이 양이 증가하

는 (A) 결과와 서서히 증가하는 Gate 전류의 양에 따라 양수에서 Drain 전류가 증

가하는 (B) 결과를 통해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디바이스로써 잘 동작하는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확인된 나노와이어의 전류의 특성을 이용하여 항원-항체간

의 상호반응을 전기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였다. 항원의 경

우 PBS 버퍼용액의 pH 에 따라 net charge 가 변하게 되는데, 생체분자의

Isoelectric point(pI) 값에 따라 charge 가 달라진다. β-Amyliod 의 전하를 띠지

않게 되는 pI 값은 5.3 으로 이보다 높은 상태의 pH농도를 사용하면 -의 전하를

띠고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의 전하를 띠게 된다. 본 연구진에서 사용하는 디바

이스의 경우 n-type 의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pH농도를 b-amyloid 의 pI 값

보다 높은 농도로 사용해 -의 전하를 띠게 해주었다. 중성의 항체가 고정화된 실

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하여 -의 항원과의 결합을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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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26과 같이 전류변화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형성된

항체와 항원이 결합함으로써 변하는 전도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위 그

림과 같이 전도도가 변하는 이유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표면에 형성된 -의 채널이

항원의 -의 전하를 만나 실리콘 나노와이어 표면의 -의 전하를 밀치면서 전류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도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림 27은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생물분자를 정량화 한 것이다. 그림에 나

타낸바와 같이 각각의 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하나의 신호 내에서 동시

에 측정하였다. 생체분자의 농도는 1 nM에서 1 pM까지 고농도에서 저 농도까지

다양하게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고농도에서 전기전도도가 떨어지는 폭과 저 농도

에서 떨어지는 폭이 농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1 pM 의 극저농

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높은 민감도를 가지는 센서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 결론적으로 위 그림 2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전기적 측정 시스템의 경우 전류의

전도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표적물질의 반응을 매우 민감도 있게 측정 가능하게 되

었고, 표적물질의 별다른 개질 없이 쉽고 간단하게 항원-항체 면역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기타 여러 바이오센서와의 차별화되는 고감도 센서로써

뇌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균을 전기적으로 측정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로 활

용되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마. 결론

- 다양한 고분자(PET, PTFE, FEP 등) 기판들 위에 선택적으로 이온주입 및 이온

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재료의 특성 및 이온주

입조건에 따라 차이 있지만 선택적으로 생체분자의 고정화를 위한 반응기(COOH

등) 패턴을 형성 하였고 세포, 단백질, DNA 등을 생체분자들을 고정화하여 100 μ

m이하의 생체분자패턴을 형성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다양한 플라스틱 기판

위에 형성된 반응기 패턴위에 탄저균(Anthrax toxin) 검출을 위한 특이염기서열을

갖는 마커인 탐침 DNA(p-DNA; prove DNA) 또는 간암 검출을 위한 간암마커 검

출항체(anti-AFP; anti alpha feto protein)를 고정화시킨 후 형광이 표지된 탄저균

표적 DNA 분자 혹은 간암마커인 항체를 농도별로 형광 검출을 통해 바이오센서

검출 감도를 평가한 결과 탄저균의 경우 최대 ~50 fM 까지, 간암의 경우에는 최대

~100 fM까지 검출 가능한 초고민감도(ultrahigh sensitivity)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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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생체 적합성

고분자 재료

- 2종 이상의

생체 적합성

고분자 재료

- 이온주입에

따른 접촉각 :

10~80도

○ 이온주입에 의하여 고분자 재료들의

생체적합성을 향상시킴

- 이온주입에 의한 PS, PE, PTFE,

PDMS 등 총 4종의 고분자 재료들의 생

체 적합성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확인함.

- 자제 제작된 마스크를 사용하여 350 μ

m의 생체 세포 패턴을 형성하였음.

-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

를 그라프트 중합하고 단백질, DNA 등

을 결합시킴. 자체 제작된 마스크를 이

용하여 40 μm의 단백질 및 DNA 패턴을

형성하였음.

- 고분자 재료의 종류 및 이온주입 조건

에 따라 접촉각의 차이는 있으나 이온주

입 후 접촉각이 폴리스티렌의 경우 59

도, PTFE의 경우 70도까지 감소하였음.

50 100

○ 총 4종의 고분자

재료에 대한 생체적

합성 향상 확인

○ 표면 처리 후 접

촉각 측정 결과: 59

도(폴리스티렌) 및

70도(PTFE)

생 체 적 합 성

세라믹 재료

- 이온주입에

따른 접촉각 :

10~80도

○ 이온주입 및 이온보조반응에 의하여

세라믹 재료들의 생체적합성을 향상시

킴

- 이온주입에 의한 유리(glass) 및 실리콘

웨이퍼(Si-wafer) 등 총 2종의 세라믹

재료들의 생체 적합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함. 또한 산소 분위기 하에서 이온

주입(이온보조반응)을 한 경우 생체적합

성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확인함.

- 자제 제작된 마스크를 사용하여 350 μ

m의 세포 패턴을 형성하였음.

- 이온주입 후 접촉각이 20-50도 정도까

지 감소하였음.

20 100

○ 총 2종의 세라믹

재료에 대한 생체적

합성 향상 확인

○ 표면 처리 후 접

촉각 측정 결과 :

20-50도

탄소나노튜브

절단

- 길이 10

micron 이하

- 방사선 조

사 효과

○ 탄소나노튜브를 과산화수소 및 포화

산소 수용액에서 방사선(감마선)을 조

사하여 탄소나노튜브를 효과적으로 절

단함.

- 방사선에 의한 탄소나노 튜브 절단 확

인: 길이 5 micron이하임을 확인함.

-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절단된 탄소나노

튜브의 표면에 약간의 결점들이 발생되

었지만, 방사선을 조사하기 전 본래의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적 특성들이 유지

되고 있음을 확인함(Raman 확인).

30 100

○ 방사선에 의한

탄소나노튜브 절단

길이: 5 micron 이하

확인

○ 분석결과 탄소나

노튜브 본래의 구조

적 특성 유지 확인

(Raman)

총계 100 100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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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재료 표면에

생체 분자 고

정화 기술 개

발

- 세포 1종,

단백질 1종,

DNA 1종 이

상 고정화

- 50 micron

이하 생체분

자 패턴 형성

○ 이온주입 및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

체 그라프트 중합에 의하여 재료 표면

에 기능성 관능기를 도입한 후 생체 분

자를 고정화시킴

- 이온주입을 통하여 폴리에스테르 계통

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카르복시산 등의

기능성 관능기들을 발생시킴.

- PVDF, PTFE 등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 산)

그라프트 중합하여 기능성 관능기를 도

입하였음

- 기능성 관능기가 도입된 표면에 생체

분자(세포 3종, 단백질 1종, DNA 1종)를

고정화하였음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선택적으

로 재료 표면을 활성화시킴. 이온주입에

의하여 활성화된 부분에만 기능성 단량

체를 그라프트 중합한 후 생체 분자를

도입하여 50 μm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

형성시킴

40 100

○ 세포 3종, 단백

질 1종, DNA 1종

을 고분자 재료 표

면에 고정화 확인

○ 세포, 단백질

및 DNA 50 μm

이하 패턴 형성 확

인

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

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개

발

- 세포 등 생

체 분자 비특

이성 흡착 방

지

- 350 micron

이하의 비특

이성 흡착 방

지 패턴 형성

○ 이온빔 접촉 리소그래피에 의하여 비

특이성 흡착 방지를 위한 고분자 패턴

을 형성한 후 생체분자를 도입하여 흡

착 방지 특성을 평가함

- 고분자, 세라믹 재료 위에 Pluronic,

PHS 등 비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이 있

는 재료를 고정화한 후 생체 분자를 도

입하여 비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을 평가

함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선택적으

로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Pluronic, PHS

등을 고정화시킨 후 세포 등 생체 분자

를 도입하여 100μm의 생체 분자 패턴

형성시킴

30 100

○ Pluronic 패턴

형성을 통한 세포

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 확인

○ 100 μm 이하의

세포 패턴 형성 및

이종 세포 패턴 형

성 확인

고분자 그라

프트된 탄소

나노튜브

- 방사선 조

사 효과

- Monomer 2

종 이상

○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중합법에 의

하여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

브를 제조함

-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고분자가 그라프

트된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에 약간의 결

점들이 발생되지만, 방사선 조사 전 본

래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적 특성들은 유

지됨을 확인함

30 100

○ 스티렌 및 아크

릴산 2종의 단량

체를 이용한 그라

프트 중합

○ 그라프트율 측

정 결과 모든 조건

에서 5%이상 확인

○ 수용액 및 유기

2. 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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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프트율

5% 이상

- 탄소나노튜브에 스티렌과 아크릴산 등

2종의 단량체를 이용하여 그라프트 중합

시킴

-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건에서 5%이상의 그라프트율을 보임

- 분산성 평가 결과, 그라프트되는 단량체

의 종류에 따라 유기용매 혹은 수용액

상에서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

인함

용매 상에서의 탄

소나노튜브 분산

성 향상 확인

총계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생체 분자 패

턴 형성기술

개발 및 생체

분자 흡착 성

능 평가

- 50 micron

이하 크기 패

턴 구현

- 특정생체분

자 표 적 들 에

대한 50 μ

g/ml 이하의

민감도를 가

진 기판 제작

○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마스크를 통한 1) 이온주입 및 2) 이온

주입 유도 그라프트 중합, 3) 이온빔 접

촉 리소그래피에 의한 생체분자 패턴 형

성 기술 개발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재료 표면

에 친수성 관능기(OH, COOH 등)의 도

입 및 패턴화, 이를 이용한 생체분자 패

턴 형성 기술 개발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

량체(아크릴산)를 그라프트 중합하여 재

료 표면에 COOH 도입 및 패턴화, 이를

이용한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이온빔 접촉 리소그래피를 통한 고분자

패턴 형성을 통한 세포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결과

. 세포, 단백질 및 DNA 등: 50 μm 이하

패턴 형성

○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 형광측정 기반 바이오센서/칩용 고분자

기판 제작 및 성능 평가

- PTFE, PET 등의 고분자 기판 위에 생

체분자 고정화 및 패턴 형성

- 특정 표적 생체 분자(탄저균, 간암 표지

자 등) 검출을 위한 포획 분자의 선택적

고정화 및 검출 성능 평가

. 탄저균: 최대 1 pg/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 간 암: 최대 10 pg/ml 까지 검출 가능

80 100

○ 단백질 및

DNA: 50μm 이하

패턴 형성

○ 탄저균: 최대 1

fg/ml; 간 암: 최

대 10 pg/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3. 3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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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방사선을 이용한 Capillary force형

Microfluidic 칩용 고분자 기판 표면 처

리 및 흡착 성능 평가 (ETRI 공동 연

구)

- Microfluidic 칩용 고분자 기판 위에 특

정 표적 생체 분자(탄저균, 간암표지자)

검출을 위한 포획 분자의 고정화 및 형

광스캐너(ArrayWorks)장비를 이용한

성능 평가

. 탄저균: 최대 1 fg/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 간 암: 최대 10 pg/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 전기적 측정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

작 및 성능 평가

- 나노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실리콘 나

노와이어 제작

-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위에 특정생

체분자표적(알츠하이머) 고정화 및 검출

성능 평가

. 알츠하이머: 최대 1 pM 까지 검출가

능

생체 분자로

개질된 탄소

나노튜브

- 단백질,

DNA 등 2종

이상 도입

○ 생체 분자로 개질된 그라프트된 탄소

나노튜브

- 생체분자를 고정화를 위하여 방사선 동

시 중합법을 통해 기능성 단량체(아크릴

산)을 그라프트하여 표면 개질된 탄소나

노튜브를 제조함.

-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탄소나노

튜브에 단백질, DNA 등 2종 이상 도입

하였고, XPS 분석과 형광현미경을 통하

여 단백질 및 DNA가 탄소나노튜브에

성공적으로 고정화되었음을 확인함.

20 100

○ 단백질 1종,

DNA 1종 도입된

탄소나노튜브 제

조 및 형광현미경

등을 통한 확인

고분자 그라

프트된 탄소

나노튜브

- 방사선 조

사 효과

- Monomer 2

종 이상

- 그라프트율

5% 이상

○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중합법에 의

하여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

브를 제조함

-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고분자가 그라프

트된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에 약간의 결

점들이 발생되지만, 방사선 조사 전 본

래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적 특성들은 유

지됨을 확인함

- 탄소나노튜브에 스티렌과 아크릴산 등

2종의 단량체를 이용하여 그라프트 중합

시킴

-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건에서 5%이상의 그라프트율을 보임

30 100

○ 스티렌 및 아크

릴산 2종의 단량

체를 이용한 그라

프트 중합

○ 그라프트율 측

정 결과 모든 조건

에서 5%이상 확인

○ 수용액 및 유기

용매 상에서의 탄

소나노튜브 분산

성 향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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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은 현대 재료 과학 분야에서의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 중

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있음.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 처

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의 응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온주입 기술에 의한 표면 개질은 고분자, 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들에 대하

여 적용될 수 있으며,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방법들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면 성질

만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이온주입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1) 단순 이

온주입, (2) 이온보조반응, (3) 이온주입 유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

트 중합, 또는 (4) 이온빔 접촉 리소그래피 등의 방법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생체분자 고정화 기술,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음.

- 본 과제에서는 개발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센서/칩 제작용 고분자 기판

위에 특정 표적 생체분자(탄저균, 간암 표지자 등)의 검출을 위한 포획분자의 고

정화 후 각각의 검출 성능을 평가한 결과, 탄저균의 경우에는 최대 1 pg/ml 까

지, 그리고 간암의 경우에는 최대 10 pg/ml 까지의 극미량 검출이 가능한 형광

검출기반 바이오센서/칩 제작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이러한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Capillary force형 Microfluidic 칩에 적용 평

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 및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또한 나노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전기적 측정 기반의 바이오센서를 제작하여

알츠하이머 질병관련 표적자에 대한 검출 성능을 평가한 결과 ~1 pM 까지 검출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이와 더불어 본 과제에는 탄소나노튜브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절단 및 표면 개질 방법(고분자 그라프트 방법)

을 통하여 고분산성의 탄소나노튜브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방사선 표

면 개질을 통하여 기능성 관능그룹(COOH 등)들이 도입된 탄소나노튜브에 생체

- 분산성 평가 결과, 그라프트되는 단량체

의 종류에 따라 유기용매 혹은 수용액

상에서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

인함

총계 100 100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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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DNA, 단백질 등)를 고정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연구 목표 대비 100% 달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방지 기

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고분산성 탄소나노튜브 제조 기술 등은 바이오센

서/칩의 제작, 고성능 탄소나노튜브 복합재료뿐만 아니라 의료/바이오, 정보/통

신, 전기/전자, 항공/우주, 국방, 자동차, 나노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로의 파

급효과가 매우 큰 핵심 기술 분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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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

-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

. 방사선을 이용하여 각종 재료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의료, 바

이오, 전기전자 등의 산업에 필요한 생체적합성재료, 전자재료, 나노재료

등의 개발에 핵심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의 적용 분야는 일반 생활용품뿐

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 바이오, 환경 등 첨단 산업분야로의 그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기술

선점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생체분자 고

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은 바이오센

서/칩, 조직공학, 기초 생물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적용될 수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절단 및 고분자 그라프트 기술 개발로 탄

소나노튜브 응용에 있어 큰 문제점인 분산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후

탄소나노튜브의 정보통신, 항공우주, 의료바이오, 에너지환경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응용을 기대할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 방사선 이용한 저렴한 범용 고분자 재료를 기능성 표면처리기술을 개발함

으로써 고부부가가치 창출 가능하며 새로운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서 관련 산업계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존의 방사선 이용 분야 즉, 타이어, 단열재, 내열전선, 하이드로겔 이외의

새로운 방사선 응용 분야 개척 및 방사선의 상업적 활용 가치를 입증하여

방사선 산업 활성화에 기여 가능함

- 일본에서는 에너지/환경, 철강/비철금속, 기계, 자동차/항공기·우주, 전기전

자부품/반도체, 화학/고분자/세라믹스, 의료/바이오 분야에 이온주입을 이

용한 표면처리 기술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임. 따라서 본 기술의 시장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인 바이오센서의 총 시장규모는 2002년에 65.7억 달러 규모였으며,

이 규모는 연평균 11.6% 성장으로 2004년에는 약 82억 달러 정도임. 국내

바이오센서의 시장규모는 2003년 약 100억원, 2007년 약 500억원, 2010년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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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일부 바이오센서가 국산화되어 있으

나 아직 외국제품 의존성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본 과제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은 고감도 바이오센서/칩 제조에 적용 가능하여 관련 기술 선점 및 국

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과제에서 개발된 고분산성 탄소나노튜브는 전자정보통신(트랜지스터,

디스플레이 등), 에너지(연료전극, 수소저장 등), 복합재료, 나노프로브 및

센서(인공근육, 바이오센서), 템플레이트 등 그 응용 분야가 매우 크며 따라

서 그 시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난 2002년 탄소나노튜브 세계시장은 1천2백만달러 규모이지만 매년 최

소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구체적으로 활용이 예상되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우 2005년 10억달러로 예상하였는데 여기에 탄소나노

튜브를 채용할 경우 노트북, PC 등을 감안하면 4배억 달러, 오는 2010년에

는 15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자동차 계기판, 휴대

용 전지, 섬유와 일반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제품이 출시될 경우 그

시장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적 측면

-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제품, 전자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

사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도기여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등과 관

련된 재료, 제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 및 새로운 방사선 응용분야 개척에 기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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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연구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연구 논문 및 특허 다수

○ 외국 전문가 국내 방문시 지참한 연구 논문 및 발표 자료 다수

○ 국제학회에서 참가하여 수집한 초록집 다수

- 제9회 Polymers for Advanced Technologies 국제심포지움(최재학, 2007년 10월,

중국 상해)

. 고분자 재료의 나노구조 형성과 나노복합재료에 관한 연구동향 파악, 고분자의

광학적 응용분야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고분자 기반의 나노 패터닝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센서 등의 응용에 관한 연구정보 수집

- 2007 MRS fall meeting 참석 (정찬희, 2007년 11월, 미국 보스턴)

. 재료의 대면적 가공과 광학적, 전기적 활성 디바이스, 탄소나노튜브와 나노구조,

생물학적 계면제어, 나노입자의 생명공학 분야의 이용에 관한 정보 습득

- 15th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IMRP) 2008 학회 참석,

논문 발표 및 자료 수집 (최재학, 2008 년 9월, 영국 런던)

. 다양한 국가에서의 방사선 조사 장치 개발 동향 및 방사선을 이용한 신소재,

생명공학, 의학, 환경,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개발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Application of Accelerators in Research

and Industry(정찬희, 2008년 8월, 미국 텍사스)

. 생체적합성 향상을 위한 이온빔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개질에 대한 강연

참석 및 연구동향 파악, 표면개질에 대한 전반적 정보습득

-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on Beam Modification of Materials (IBMM)

(황인태, 2008년 9월, 독일 드레스덴)

. 이온빔을 이용한 금속, 기능성 고분자의 표면 처리 및 응용에 관련된 논문 발표,

나노재료, 생체재료의 다양한 응용과 바이오 의료분야 융합기술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rface Modification of Materials by Ion

beams (SMMIB 2009) 학회 (권호제, 2009년 9월, 일본)

. 이온빔을 이용한 다양한 재료의 표면처리와 나노입자, 생체분자등의 도입을 통한

나노,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개발 동향 파악 및 정보 습득

- 2009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 학회(황인태, 2009년 8월, 미국

워싱턴D.C)

. 기능성 고분자/표면 처리 및 응용에 관련된 논문 발표, 나노재료, 생체재료를

이용한 생체공학적 응용, 다기능성 나노입자에 대한 다양한 생물학적, 의학적

시도에 관한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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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5-20 Lines)
The aims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high-performance industrial and biomedical new materials

and finally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radiation technology
industry. In the 1st project, we carried out the radiation-based new research
to apply long-term moisturizing effects and effective natural herbal extracts
on the atopic wounds using gamma-ray irradiation. Also, we have developed
the separator and the polymer gel electrolyte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by
radiation. In the 2nd project, we have developed the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such as silicon carbide fibers,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low
dielectric materials for semiconductor and adhesive technology for TFT-LCD
panel by radiation. In the 3rd project, we have developed the various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 the surface modification of polymers and
ceramics, biomolecule immobilization and patterning, prevention of
biomolecule's non-specific adhesion, and surface modification of carbon
nano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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