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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2011-0002096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07.3.1~

2012.2.29

단 계

구 분
2/2

연구사업 명
사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고유강 기술육성

연구과제 명
과제 명 방사선 융합 유기 신재료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연구책임 자 노 창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39명

내부:13명

외부:26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4,869,000천원

기업 : 천원

계 :4,869,00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63명

내부:16명

외부:47명

총연구비

정부 :12,369,000천원

기업 : 천원

계 :12,369,000천원

연구기 명

소속부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공업환경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 :충남 학교,한국과학기

술원,조선 학교, 북 학교,성균

학교,(주)데크,서강 학교,한창엔

라(주)

연구책임자 :김창덕,박정기,홍진

후,박종 ,백상호,권 기,윤기 ,

김정일,이 석,이재욱,박상 ,신

우,오병근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114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고분가가치의 고성능 산업 신소재 의공학 신소재를 개
발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한 과제임.제1세부과제는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을 (주)아가방앤컴퍼니에 이 하여 상
업화에 성공아 으며,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여 기술이 추진 . 한
열 안정성이 월등히 우수한 리튬 이차 지용 고분자 겔 해질 막을 제조하여 이차
지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 으며 방사선을 이용하여 우수한 물성을 지닌 연료 지
용 수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을 개발하 음.제2세부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에폭시,탄소
섬유강화,탄소/탄화규소·탄소 복합체의 제조기술개발,친환경 천연섬유제조기술개발을
통하여 하이 리드 압력용기,고내구성 자동차후드제조 엔지부품 소재를 개발하여 품
질 인증 획득함.제3세부과제에서 바이오소자, 자소자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 필요
한 기능성 표면처리 핵심기술을 개발하 음.기존 기술 비 극미량 검출,공정 단순화를
통한 생산원가 감 등이 가능한 독창 기술을 개발하 으며,향후 고감도 바이오센
서 제작 차세 자소자 제작 분야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방사선,하이드로겔,아토피 피부염,궤양,이차 지막,연료 지막,
탄소섬유강화 라스틱,에폭시 복합재,표면처리,바이오센서,
자소자

어

Radiation, Hydrogel, Atopic dermatitis, Lithium secondary
batterymembrane,fuelcellmembrane,Carbonfiberreinforced
plastic, Epoxy composite, Surface treatment, Biosensors,
ElectronicDevices

보고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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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제 목

방사선 융합 유기 신재료 기술 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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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을 갖는 유기 재료에 한 요구가 증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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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개발의 필요성이 차 증가하고 있음.

○ 방사선 기술은 의료,바이오,항공우주, 기 자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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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활성화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

○ 방사선을 이용하면 고체 에서나 온에서 용이하게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고, 한 일반 인 화학반응으로는 가공할 수 없는 고기능성 고분자 재료나 새

로운 첨단 소재 개발에 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따라서 기존 화학 방법에 한

계가 있는 첨단 신소재의 개발에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획기 인 발 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산업의 55%를 유하는 추 인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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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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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부품소재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경제 ,산업 측면에서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유기신소재 기술 개발은 궁극 으로는 고품질의 의공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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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문화 측면에 발 향을 미칠 수 있음.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고성능 산업 신소재 의공학 신소재

를 개발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 산업의 선진화를 이룸

1)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방사선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궤양치료용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리튬 이차 지용 분리막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연료 지용 수소이온 도성막 제조기술 개발

2)방사선 이용 복합 신소재 개발



- 6 -

-방사선 이용 고온내열성 탄화규소섬유 제조 기술개발

-방사선 경화형 복합재료 제조 기술개발

-방사선 경화 기술이용 반도체 층간유 재료 제조 기술개발

-방사선 이용 탄소/탄소 복합체 제조 기술개발

-방사선 이용 천연섬유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방사선 이용 자동차용 경량·고내열성 복합재 제조기술개발

3)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생체 합성 박막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방사선 그라 트 기술 이용 탄소나노튜 표면 개질 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자회로 패턴 형성 자소자 응용 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임 린트 리소그래피 소재 개발,패턴 형성 나노바이오센서

활용 기술 개발

Ⅳ.연구개발결과

○ 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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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리튬 이차 지용 고분자 겔 해질 제조 고분자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에 한 연구를 진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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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세계 최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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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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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기술이 하여 2009년 9월 상품명 PUTTO로 제품을 출시/ 매를 시작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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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성 궤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을 선별하고,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

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나노섬유/나노겔을 합성하 으며,궤양치료에 합한

물리 특성을 나타내어 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임을 확인하 음.제조

된 하이드로겔은 겔강도가 1.5kgf/cm2이상이며,겔화율이 50% 이상으로 궤양

치료용으로 사용이 합하며,수분 증발 억제율도 20% 이상 향상되었음. 한,

장균,황색포도상구균 모두 10mm 이상의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었고,당

뇨성 궤양 치료효능이 조군 비 육아조직학 평가에서 60%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보임으로써 매우 우수한 궤양 치료 효과를 확인하 음.

-본 연구개발 은 기존의 상용 분리막을 개질하여 지용 격막의 기화학 특

성과 내열성을 획기 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함. 한 세계 최 로 폴리에

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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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기계 강도

30% 향상,열수축율 20%감소 특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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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개발 은 방사선 그라 트 가교 기술을 이용하여 탄화수소계 수소이

온 도성막 유/무기 복합 연료 지막을 제조하 음.가교제 함량을 30wt%

를 첨가한 후 자선을 200kGy로 조사한 후 제조한 가교된 SPEEK 해질막

이 연료 지막으로서 최 화된 기본 물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음.(IEC:

1.248meq/g,상온이온 도도:0.083S/cm,고온 이온 도도 (80 oC):0.1234

S/cm,치수안정성:28% 이하,0.6V 기 류 도:490mA/cm
2
,최 력

도:472mW/cm
2
)유무기 복합 연료 지막의 성능평가 연료 지 성능에 미

치는 방사선의 향을 규명하 으며 이를 통하여 최 의 성능을 보이는 연료

지막을 얻었음.(St/TMSPM 5/5,IEC:2.17meq/g,기계 강도:50MPa,치

수안정성:38%,함수율:49%,수소이온 도도 (R.T.),0.16S/cm,고온이온 도

도 (80
o
C):0.27S/cm)

○ 방사선 이용 복합 신소재 개발

-본 과제에서는 친환경 인 공정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복합신소재 개발에 하여 연구를 진행하 음.

-군사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되는 략품목으로 내열성 탄화규소섬유 제조 기

술 에폭시 복합재 제조기술,디스 이 소재 합기술,층간유 재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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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분야 등에 용 될 수 있는 소재 개발에 한 연구를 진행하 음.

-특히,탄화규소섬유 국산화 기반확보,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하이 리드 가

스 압력용기 제조 자동차 이크에 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실

제 산업화 용 가능성을 확인하 음.

-폴리카보실란(Polycarbonsilane,PCS)섬유에 조사량과 조사 분 기를 달리하

여 자선을 조사한 후 GPC분석,EDX와 EA를 이용한 화학 조성비 분석,경

화율 분석, 외선 분 분석,결정 구조 분석,열특성 분석 등을 통하여 섬유

안정화에 한 연구를 수행함.

- 자선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섬유의 분자량이 증가하 고 경화율이 선형 으

로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한 아르곤 가스 분 기에서 조사를 수행한 섬유의

산소 함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XRD 분석 결과 자선 경화된 섬유가 SiC

로 성공 으로 제조됨이 확인되었음.

-환경 문제가 두 되면서 기존의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분해법 신에

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기방사법과 자선 경화를 이

용하여 매 섬유를 제조함.

- 제조된 매 섬유는 지름은 2㎛이고 표면 체가 100㎚의 이산화티탄

(anatase)으로 덮여 있었고 고온특성이 매우 우수함.

- 매섬유의 성능은 메틸 블루 10ppm 수용액 300ml에 매 섬유 0.5g을

침지시킨 후 50W자외선램 를 2시간 조사하면 메틸 블루 90%이상이 분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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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매 특성을 보임.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섬유의 국내생산을 한 제조 기술 개발에 한 것으

로 용융방사,습식방사, 기방사,원심방사 공정 등을 이용하여 그린 섬유를

제조한 후 방사선 경화과정 후 열분해를 통하여 고강도,고내열성의 탄화규소

섬유를 제조함.

-용융 방사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탄화규소 섬유는 최 2.7GPa의 높은 인장강

도와 최 259GPa의 높은 탄성률을 나타내었으며 우수한 열안정성과 내산화

성을 보임.

-장섬유의 탄화규소 섬유는 수입 체용으로 사용가능하며,3차원 매트 형상의

탄화규소 섬유는 복합체 제조에 응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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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DF-170을 사용하 고, 경화제로는 Triar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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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여 자선을 이용하여 경화함.

-각각의 수지 모두 약 250kGy의 선량에서 모두 완 경화가 이루어짐을 확인

하 다.YD-128은 YDF-170에 비해서 경화속도는 느리나 완 경화 시 기계

물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경화제 함량은 1wt%일 때 가장 높은 강

도를 나타내었으며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계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경화제는 TASHFA가 TASHFP에 비해서 더 빠른 경화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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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uum Bag,Molding,Lay-up,FilamentWinding그리고 Pultrusion등의 방

법으로 복합재를 성형하고 자선 경화하여 제품을 제조하 다.제조된 제품의

시험 검사를 통해서 FilamentWinding이 최 의 공정임을 확인하 고,RTM,

Vacuum Bag도 당한 결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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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amentWinding성형법으로 제조하여 200kGy 자선 조사를 180°회 하

면서 2회,90°회 하면 4회로 실시하면서 경화시켰다.각각의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유사한 괴 특성을 보임.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형화 제품을 제조하고 물성을 평가

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 다. 용 로는 LNG압력용기에 용하

다.기존의 산소압력통 제작방식을 그 로 용하 고,YD-128의 에폭시 수

지와 TASHFA의 경화제를 사용하여 복합재를 성형하여 400kGy의 자선

조사를 실시하여 경화함.

- 자선 경화된 압력용기의 시험 결과 기존의 열경화로 제작된 압력용기의 90

% 이상의 물성치를 나타내었으며 열시험에서도 합격 인 104MPa의 20%

이상인 127MPa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그 가능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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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KDU651TP75)에 0∼10wt% 탄화규소섬유를 첨가하여 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 다.첨가제로 사용된 탄화규소섬유는 폴리카보실란 용액을 기방사

후 아르곤 분 기에서 10000kGy 자선 조사를 실시하여 가교하 고,가교된

폴리카보실란을 아르곤 분 기에서 1300℃에서 1시간 동안 열분해 과정을 통

해서 제작하 다.탄소 복합재료는 에폭시 가교를 해서 200kGy 자선 조사

를 실시한 후 아르곤 분 기에서 1000℃로 1시간동안 열분해 과정을 통해서

SiC/C복합재료를 제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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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SiC의 함량이 0wt%에서 10wt%로 증가할수록

약 12배 이상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복합재료의 공극률을 수은

기공도 측정기와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SiC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약 3

배 이상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결과를 토 로 탄화규소섬유가 함유된

복합재가 극한 환경의 구조체로서 가능성이 높음.

-CF탄소직물에 폴리카보실란을 헥산용액에 30∼50wt%로 농도로 음 발생

기에서 완 히 녹인 후 CF탄소직물을 24시간동안 담가 두었다.충분히 담가

진 CF직물을 건조 공정을 통해서 헥산용액을 완 히 제거하 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4회의 함칩 공정을 거쳤다.이 게 비된 시료를 5,000kGy 자

선 조사를 두 번에 걸쳐 양면 조사하여 가교 시킨 후 1,300℃에서 1시간 동안

열분해 과정을 거쳐 C/SiC복합재료를 제조함.

-CF탄소직물에 폴리카보실란 용액의 함침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헥산용액의 농

도가 30wt%일 때 탄소직물 내에 탄화규소의 비율이 가장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공극률이 가장 고,탄소직물 내의 탄화규소 비율이 가장 높은 30

wt% 폴리카보실란에 함침시킨 복합재료 (SiC/C)는 함침 열분해 후 3.2%

잔류량에 비해서 95.2%의 잔류량을 가지는 우수한 고온 내산화 특성을 확인

하 고,1,500℃에서 5시간 동안의 환경에서도 95.2%의 잔류량의 변화가 없

는 우수한 내산화특성을 보임.

-탄소복합재료의 내산화성을 강화하기 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액상 고분자 화

합물을 CVD(ChemicalVaporDeposition)방식을 이용하여 SiC코 막을 증착시

켜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주)데크에서 제작한 perform형태의 carbonfiber

matrix과 C/Ccomposites를 1000∼1100℃의 공정 조건에서 탄화규소를 1시간동

안 증착시켰다.증착된 SiC 증착막의 형태와 조성,미세구조의 변화를 SEM과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C/C composite의 경우 perform형태의

carbonfibermatirx보다 높은 도를 가지고 있어 시료의 최외각 표면만이 SiC

증착이 된것이 확인되었다.그리고 1000℃에서 증착된 시료는 Si:C의 비율이

50:50의 일정한 조성비로 250nm의 균일한 증착막을 형성하고 있으나 1100℃에

서 증착된 시료의 경우 100∼200nm의 불균일한 증착막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

함.

-기존에 사용 되던 에폭시,아크릴 수지의 열 경화 방식의 단 을 보완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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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닐 에스터 수지의 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하여 LCD용 도 성 착제에

합한 착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비닐에스터 수지는 기존에 사용되던

에폭시(YD-128),아크릴(KDU651TP75)수지에 비해서 자선으로 경화 시 겔

화율 면에서는 낮은 선량에서도 높은 경화도를 나타냈으나 완 경화가 이루

어진 시 에서는 굴곡강도, 착강도,열 안정성 모두 비닐에스터 수지의 특

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비닐에스터 수지에 경화제, 진제를 첨가

하여 상온경화한 시료와 경화제만 첨가하여 열경화시킨 시료,첨가제를 넣지

않고 자선을 이용하여 경화시킨 시료의 특성을 분석하 을때 겔화율,굴곡강

도, 착강도,열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자선 경화가 우수한 특성을 보임

을 확인하 다.특히 도 성 착제에 가장 요한 착강도 면에서 기 치인

800gf/cm를 넘는 1,000gf/cm의 착강도를 나타내어 도 성 착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함.

-상업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PIfilm에 100keV로 질소 이온 주입을 실시하

여 PI표면의 착력을 높이고자,PI표면의 이온주입으로 인하여 표면의 조도

가 증가하 으며.이는 질소 이온 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결정의 불균일에 따른

것으로 단할 수 있었고 PI표면의 각을 측정함으로써,이온 주입에 의하

여 PI표면의 화학구조가 변하여 친수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되었으며,

친수성 치환기가 증가할수록 물질의 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PI의 착성도

증가할 것으로 상됨.

-Spincoating방식을 이용하여 Siwafer에 HSQ와 PTFE를 코 하고 자선을

이용하여 경화를 수행하 다.유 재료의 두께는 alpha-step을 이용하여 측정

하고 화학 구조변화는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magnetron

sputtering방식을 이용하여 극을 제조한 후 impedanceanalyzer를 이용하여

기 특성을 분석하 다.질산,황산, 상액 등에 한 내 에칭성 평가를 수

행하고 NanoIndenter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함.

-HSQ재료는 자선 조사에 의하여 반경화 상태가 되었으며 열을 인가한 상태에

서의 자선 조사를 통하여 완 network이 형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자선 조사를 통하여 제조된 HSQ 재료는 3.1∼3.2정도의 유

상수값을 나타내었으며 우수한 내에칭 특성과 경도 값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됨.

- 자선 조사에 한 PTFE재료의 미세구조변화를 분석하 으며,350oC에서

자선을 조사하여 제조된 박막형 PTFE재료는 2.5정도의 값을 나타내며 1MHz

역까지 안정된 값이 유지되었고, 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가교된 PTFE재료는

열처리 재료에 비하여 우수한 경도값을 나타내었고,우수한 내에칭성을 갖는 것

이 상됨.

- 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도 탄소/탄소 복합재를 1차 고 도화 공

정을 통해서 1.5g/cc정도의 복합재를 제작하고,이를 LSI법을 이용하여 C/SiC

로 제작하고,제작된 복합재의 도는 1.98 g/cc이며,SEM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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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SiC가 표면에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

-자동차 이크 디스크 용 탄소섬유강화 탄화규소 복합재를 제조하 으며,제

조된 제품은 기존방식의 재료와 비교하여 동일한 도와 와이블 계수를 가지

면서도 굽힘 강도가 향상되고 연신율이 증가되는 특성을 보임.

-방사선 조사 후 물찜 로세스에 의한 나 장섬유 제조기술 개발(섬유의 미

세구조 열 ,기계 특성 평가)을 통하여 셀룰로오스 93%이상 함유,리그

닌 15%에서 0.7%까지 제거,헤미셀룰로오스 19%에서 2%까지 제거하 으며,

나 섬유강화 폴리 로필 복합재료를 제조하 고 우수한 기계 특성(굴

곡강도:50MPa,탄성률:1,980MPa)을 보임.

-RTM 공정법과 자선 경화 공정을 이용하여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 시편 제작

하여 경화 조건(상온 경화, 자선 경화)에 따른 기계 물성을 만능재료시험

기를 이용하여 ASTM C 1341-06규격에 따라 비교 평가하 고,굴곡강도

25% 향상됨(방사선경화:372MPa,상온경화:296MPa)0

-개발된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를 자선을 이용하여 상기 성형체를 경화시키고

탈형하여 자동차 후드 제작하 고, 자선 경화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상온 경

화 공정 비 제조 시간을 1/10로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제조한자동차후드

(8.5kg)는상용 자동차 후드(18kg) 비 50%이상 무게를 감소시킴.

-액상 블 딩과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한 HDPE/Al2O3복합소재 제조기술개

발을 통하여,나노 복합소재의 분산성 향상을 통하여 기계 특성의 향상시키고

방사선을 이용하여 고분자 소재를 가교 시킴으로써 내열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을 향상 시킴.

-자동차용 내열 라스틱 엔진 부품 소재 개발을 해서 선정된 열가소성 라

스틱을 가교제를 첨가하여 블 딩한 후 자선 처리함으로서 내열성 내마

모성을 향상시켜서 실제 엔진 부품 용 가능성을 확인함.

○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 개발

-방사선을 이용한 고감도 형 바이오센서/칩용 고분자 기 제조 고분산성

탄소나노튜 제조 기술을 확보하 음.

.고감도 형 바이오센서/칩 제작을 한 생체분자 고정화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등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 으며,성능

평가 결과 간암,탄 균 등 고민감도 형 바이오센서/칩 제작 가능성을 확

인함.

.고분산성 탄소나노튜 제조를 한 탄소나노튜 길이 조 탄소나노튜

표면 기능화 기술 등의 표면 개질 기술을 확보하 음.

-유기 자소자,바이오센서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능성 표면 처리

미세패턴 형성과 련된 방사선 기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 음.

. 자소자용 자회로 미세패턴 형성을 한 잉크젯 린 용 도성 잉크 제

조 기술(고농도(2wt%) 도성 CNT잉크 제조)을 확보하 으며 이를 이용한

유기발 소자,미세유체칩 등 자소자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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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CB등 유연 자소자 제작을 한 고분자 기 과 속과의 착력 향상을

한 표면 처리 기술( 속과의 착력 2N/cm 이상)을 확보하 음.

. 자빔 기반 Si나노와이어 제작 이를 이용한 기 측정 기반의 나노바

이오센서 제작 핵심기술을 확보하 음.

Ⅳ.연구개발활용계획

○ 기술 측면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 를 치료하거나 체하는 목 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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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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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는 RT산업의

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방사선이외의 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고기능

성 제품 생산이 가능함.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당뇨성 궤양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생체용 착제,젤폼,피부확장물질,

생리 등 다양한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

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됨.

-리튬이차 지용 분리막 연료 지막 등을 개발하기 하여 연구되어진 방사

선 가교 그라 트 기술은 물질의 분리,유해 물질의 흡착,화학반응의 매

개발 다루기 힘든 속 동 원소 분리등 여러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탄화규소 재료는 우수한 고온강도,치수안정성 성자 조사에 한 낮은

유도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로와 우주항공 분야의 구조용 재료

로서 기 되고 있음.

-탄화규소,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탄소복합재를 이용하는 항공기,우주선,

자동차등의 부품 제조업에서 주로 이용되는 열경화 공정을 체할 신개념의

자선 경화 공정을 개발하여 첨단 복합재료 산업에 있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국내에서의 탄소 복합재 탄소섬유 강화 복합소재 연구개발은 통 인 열

경화형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형시설(오토클 이 )이 필요하고 에 지

비용이 높고,휘발성 유해성분 배출등 난 을 갖고 있음.

-복합재료 제조 련하여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 열경화법으로는 리 그의

제법상,용제를 이용하는 것이 많고 주 환경 오염과 작업자의 건강에 향

을 수 있음. 자선 경화법의 이 은 실온에서 단시간에 반응하고,고속처

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휘발성 유해성분 배출 험이 고,열에 약한 소재

는 열용량이 큰 소재에의 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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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한 자회로 패턴 형성 자소자 응용 기술을 이용하여 유기

발 소자 미세유체칩 등의 자소자 구 실험을 통하여 상업 용 가능

성을 평가해본 결과,본 기술은 기존 방식과는 달리 유해폐기물 감,공정단

순화 등을 통한 생산원가 감이 가능하여 향후 차세 자소자(태양 지,

유기발 소자,메모리,트랜지스터,FPCB,RFID 등)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기술로 단됨.

-방사선을 이용한 형 바이오센서/칩용 랫폼 제작 기술은 Capillaryforce형

미세유체칩에 용 평가해본 결과 기존 방식의 검출 한계를 극복하여 극미량

검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고 험군 질병 진단,생물학 작용제 검출,

환경 유해물질 검출 등 의료,국방,식품,환경 등 다양한 용도의 바이오센서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방사선을 이용한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련 기술을 이용하여 기 측정 기

반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에 용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 으며 이를 이용

한 성능평가 결과 사회 심 질병(우울증, 킨슨씨병,암 등)들에 한

고민감도 비표지방식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 음.향후 의료,

국방,식품,환경 등 실시간 검출 가능한 고감도 바이오센서의 상업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경제 측면

-방사선 이용한 렴한 범용 고분자 재료를 기능성 표면처리기술을 개발함으로

써 고부부가가치 창출 가능하며 새로운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서 련 산업계 기술 수 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일본에서는 에 지/환경,철강/비철 속,기계,자동차/항공기·우주, 기 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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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술을 산업 으로 활용하기 한 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임.

따라서 본 기술의 시장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엄청날 것으로 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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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으며,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은 국내외 으로 무하므로 그 경제 이득은 막 할 것으로 기 됨.

-국내의 당뇨성 족부 궤양 환자는 160만 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재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연간 1500여명이 궤양으로 인해 하지를

단하는데,이 반은 당뇨병에 의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이들은

치료비용으로 매월 20만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재까지 체 궤양 치료

용 제품의 생산 매와 련한 자료를 보면,그 시장 규모는 1천억 원 이

상에 달하고 있어,이에 따른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상 됨.

- 재 상용화된 연료 지막인 나피온은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험하며 이로 인

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가격이 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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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지막에 한 연구가 세계 으로 진행되고 있음.따라서 본 과제에서

방사선 기술로 개발된 연료 지용 수소이온 도성막은 재 량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연료 지막 부분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나피온의 체 연

료 지막으로 성장 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 됨.

-탄화규소섬유,탄소섬유강화 라스틱,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은 고온,

경량,고강도 복합재료 개발을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기술로,국내외의 모

든 항공우주 산업,자동차 산업 방 산업체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련

업체라 할 수 있음.고성능 복합재료 시장은 머지않아 세계 으로 연 1,000

억달러 이상의 시장 형성이 기 되는 분야이며 국내에서도 3000억원 이상의

시장창출이 상됨.

-다양한 기능의 내열소재를 화학 처리 열경화 방법 신 친환경 이며

에 지 약 공정인 방사선 경화공정을 이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소재,첨단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정보 자,자동차,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 산업 분야들에 핵심 으로 용

될 수 있는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들을 련분야의 산업체들

과 연구 력을 통해 개발할 것이며,우수한 연구 성과가 도출될 경우 기술 이

을 통해서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됨.

-세계 인 바이오센서의 총 시장규모는 2002년에 65.7억 달러 규모 으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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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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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될 것으로 상됨.일부 바이오센서가 국산화되어 있으나 아직 외국제

품 의존성이 높은 실정임.따라서 본 과제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은 고감도 바

이오센서/칩 제조에 용 가능하여 련 기술 선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방사선 기반 표면처리 기술은 경량이며 충격에 강하고 다양한 디자인에 장

이 있는 모바일 단말기,노트북,유연 자소자(센서, 지,메모리,RFID 등),

바이오 자소자(바이오센서/칩 등)등의 개발에 활용 가능하며,국내 자소자

업계의 제품 개발 가속화 국가 경쟁력 기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본 과제에서 개발된 고분산성 탄소나노튜 는 자정보통신(트랜지스터,디스

이 등),에 지(연료 극,수소 장 등),복합재료,나노 로 센서(인

공근육,바이오센서),템 이트 등 그 응용 분야가 매우 크며 따라서 그 시

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지난 2002년 탄소나노튜 세계시장은 1천2백만달러 규모이지만 매년 최소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망됨.구체 으로 활용이 상되는 디스 이

시장의 경우 2005년 10억 달러로 상하 는데 여기에 탄소나노튜 를 채용할

경우 노트북,PC등을 감안하면 4백억 달러,오는 2010년에는 15조원 이상의 시

장을 형성할 것으로 상됨. 한 자동차 계기 ,휴 용 지,섬유와 일반 소

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제품이 출시될 경우 그 시장성은 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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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 것으로 망됨.

○ 사회 측면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당뇨성 궤양 치료용으로

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생체용 착제,젤폼,피부확장물

질,생리 등을 제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문인력 양성 고용 창출에 기여하

고자 함.

-방사선 가공 기술을 이용한 내열성이 향상된 리튬이차 지용 분리막 제조 기

술 개발 연료 지용 수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 개발은 인류가 가장 큰 해

결과제 하나인 에 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의 사회 친 성을 향상시키고 원자력의 평화 으로 활용할 수

있음.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제품, 자정보통신,환경,에 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 되어 사회 친 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방사선에

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도기여할 수 있음.

-차세 나노기술,바이오기술,정보통신기술,환경기술,에 지기술 등과 련

된 재료,제품 개발 국산화 련된 Infra구축이 가능함.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 새로운 방사선 응용분야 개척에 기여 가능함



- 16 -

SUMMARY

Ⅰ.Title

Developmentofnew organicmaterialsbyradiation

Ⅱ.Thepurposeandnecessityoftheresearchanddevelopment

Theaimsofthisprojectistodevelopthehigh-performanceindustrialand

biomedical new materialsand finally contributeto theadvancementofthe

nationalradiationtechnologyindustry.

In thisproject,wecarriedouttheradiation-based new research toapply

long-term moisturizingeffectsandeffectivenaturalherbalextractsontheatopic

woundsusinggamma-rayirradiationandnatural/syntheticpolymerhydrogel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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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ion is recognized as a very suitable toolfortheformation ofthose

hydrogels.Theradiationprocesshasvariousadvantagessuchaseasyprocess

control,possibility ofcombining the hydrogelformation and sterilization in

onetechnologicalstep,nonecessitytoaddanyinitiatorsandcrosslinkerspossibly

harmfulanddifficulttoremove.

Diabeticfootulcersaremajorcauseofmorbidity and disability in diabetic

patients.Theyfrequentlyleadtolowerextremityamputationsespeciallywhen

associatedwithneuropathyand/orischemia.Onthenationallevel,footulceration

is common;itaffects 6.9% ofdiabetics during their life time.Moreover,

ulceration isthemostcommon causeofhospitalization andprecedes80% of

lowerlimbamputations.Despiterecentadvancesinantimicrobialtherapy,diabetic

footinfectionsarestillaseriousproblem.Althoughtopical,as wellassystemic,

antibioticsandagentshavebeenused,solelyandincombination,toeradicate

thisresistantinfection,itpersisted.Moreover,theseagentshad lead to the

emergence,andsubsequentrapidovergrowth,ofresistantbacterialstrains,drug

side-effectsandorganspecifictoxicity

Also,Lithium secondary batterieshavebeen used in avariety ofportable

electronicdevices.Recently,thedemandforpowersourceswithhigherenergy

densityandenhancedperformanceiscontinuouslyincreasing.Theseparatoras

oneofthekeycomponentmaterialsplaysanimportantroleinlithium batteries

sinceitcan eparatethepositiveandnegativeelectrodestopreventelectrical

shortcircuits,andcanalsotransportionicchargecarriersthatareneeded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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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thecurrentcircuitinanelectrochemicalcell.Polyolefinseparators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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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arybatteriesowingtotheirhighmechanicalstrengthandproperthermal

shut down property. However, these polyolefin membranes have some

disadvantagessuchasapoorcompatibilitywithliquidelectrolytesduetotheir

hydrophobicproperty,andalargethermalshrinkage.Inthisresearch,wehave

developed themembrane,which hasa good mechanicalproperty and a low

thermalshrinkagewhilemaintainingahighporosity.

A Nafionmembraneisapolymerelectrolytethathastypicallybeenusedinthe

fuelcellsbecauseitshowsgoodchemicalandmechanicalpropertiesaswellas

highproton conductivity.However,thedisadvantagesoftheNafionmembranes

such as high production costand complex manufacturing process in proton

exchangemembranefuelcell(PEMFC)havelimitedtheirpracticalapplications.

Alternative membranes using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can overcome the

problemsassociatedwiththeNafionmembranes.

Recently,thedevelopmentofthematerialstousein thehigh temperature

conditions with the high strength havebeen attracted to be applied in the

aerospace.Thesiliconcarbidefiberswereexpectedtobereinforcingfibersof

reinforced materials with high strength and low weightdue to theirgood

resistantfrom heat,shockandchemicalagents.Traditionally,thesefiberswere

fabricatedbyheattreatmentinthe1,000∼ 3,000℃ aftertheoxidationin200

℃.However,thefiberswhichwerefabricatedasfollowedabovemethodswere

losttheirmechanicalpropertiesbythermaldegradationduetotheoxygena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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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inthefibers.Eventhoughtheelectronbeam techniquesisan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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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industry.Itisneededtodevelopthedomesticallytechniquesbecauseit

isimpossibletoincomesofthesiliconcarbidefibersindeed.

Asthedimensionsofultralarge-scale-intergration devicesscaletosmaller

featuresizes,theresistance-capacitance(RC)delayofthemetalinterconnectwill

increasinglylimittheperformanceofhigh-speedlogicchips.Intergrationoflow

dielectricconstant(k)materialscanpartiallymitigatethisproblem.Ft(kexample,it

hasbeenpointedoutthatreplacementofSiO2(k=4)withair(k=1)willreducethe

RC delay by about75%.Thereisa limitin thetraditionalthermalcuring

techniquetocontrolthehardnessandthedielectricproperties.Theseproblems

canbesolvedbycontrollingthedoserates.

Thefunctionalsurfacemodificationisasuccessiveprocessingtechniquewhich

canmodifythesurfaceofthemetallicandnonmetallicmaterialsbythephysical



- 18 -

andchemicaltreatmenttorenderthefunctionson thesurfacesuitablefora

variety ofapplications.Thistechniquehasbeen consideredasoneofcrucial

techniquesusedinvariousindustrialfieldsrangingfrom out-of-stateinformation

electronicstothepersonalandhouseholdcareproducts.Thus,numerousresearch

activit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functionalsurface modification have

energeticallybeenconductedintheworld.

Withthetrendofthecurrenttechnicaldevelopmentinthefunctionalsurface

modification,thenecessity ofthenew functionalsurfacewhich couldnotbe

obtainedbytheprevioussurfacetechniqueshasbeengraduallyincreasedandthe

applicablefieldsofthissurfacemodificationtechniqueshasbeenbroadenedto

variousfieldssuchassemiconductor,display,biosensor,biomaterial,etc.Thus,

thenecessityoffunctionalsurfacemodificationtechniquebyradiationhasbeen

increa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urface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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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ation-basedtechniquesforthesurfacemodificationofpolymersandceramics,

biomolecule immobilization and patterning, prevention of biomolecule's

non-specificadhesion,surfacemodificationofcarbonnanotubes,etc.

Ⅲ.Thecontentandscopeoftheresearchanddevelopment

Developmentofnew organicmaterialsbyradiation

1)Developmentoffunctioalpolymerbyradiation

-Developmentofhydrogelforatopicdermatitisbyradiation

-Developmentofhydrogelfordiabeticulcerbyradiation

-Developmentofseparatorandpolymergelelectrolyteforlithium secondary

batterybyradiation

-Developmentofprotonconductivemembrane forfuelcellbyradiation

2)Developmentofadvancedcompositematerialsbyradiation

-Developmentofsiliconcarbidefiberhavingheatresistancebyradiation

-Developmentofradiation-curablecompositematerials

-Developmentofinterlayerlow dielectricmaterialsbyradiationcuring

-Developmentofpolymer-basedautomotivepartshavingheatresistanceby

radiationcrosslinking

-Developmentofnanoparticle/polymerbasedautomotivematerials

-Thedevelopmentofcarbon/carboncompositefabricationtechnique

-Fabricationofnaturalfibercompositeusingaradiationtechnology

-Developmentofcompositefabricationtechniquesbyradiationan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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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tolightweight& highstrengthCFRPforautomobile

3)Developmentoffunctionalsurfacetreatmenttechnologybyradiation

-Thedevelopmentofthesurfacemodificationtechniquefortheimprovement

ofbiocompatibilityandtheformationofbiomoleculepatterns

-Thedevelopmentofthesurfacemodificationofcarbonnanotubesbyusing

radiationgrafting

-Thedevelopmentofelectroniccircuitspatterningtechnologyusingradiation

anditsapplicationtoelectronicdevices

- The developmentofmaterials fornanoimprintand softlithography by

radiationandpatternformation,anditsapplicationtonanobiosensors

Ⅳ.Theresultoftheresearchanddevelopment

○ Developmentoffunctionalpolyemrsbyradiation

▪Developmentofhydrogel/nanofiber/nanogelfordiabeticulcerbyradiation

-Inthisproject,new functionalpolymerichydrogelswerepreraredforthe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gel polymer electrolyte and separator

modificationforlithium secondarybattery.

-Thefunctionalhydrogelswerefirstlypreparedbyradiationtechniquewith

naturalherbalextracts(NHEB-05)and ithad morethan 70% ofatopic

therapeutic efficacies. This techniques were transferred to

Agabang&CompanyCo.Ltd.andthecompanyhadcontractedtopay550

million won offixed royalty and 2% ofannualturnover.Thecompany

launchedthePUTTOforbrandnameinAugust2009andbeganselling.

- Themoistretention ability ofthehydrogelcontaining naturalmedicinal

plantsincreasesasmorenaturalmedicinalplantsisadded.Thewater

weightwasreducedfasterwhentherewasalowerconcentrationofhoney

in the hydrogels.The hydrogeldressings can supply a more moist

environmentforwound healing thatlastsforatleast2daysatbody

temperature.Suchdressingsarepappyandnon-adherent,thatcanreacha

narrow deep opening,and also do not harm viable tissue or skin

surroundingthewound.Inaddition,itcanhelpabsorbdebrisandexcreta

from inflamedwoundsandcanbeclearedawayeasily.

-Thehydrogelshaveaneffectoninhibitingandkillingthetwobacteria.In

particular,obviousinhibitionzonesappearintheagainstingS.aureusandE.

coli.SomeresearchhavereportedthattheacidicpH ofhoneymayaidits

antibacterialactionsbutwill haveastingingeffectduringthetherapeutic

process.Inourcase,thehydrogelmaydilutethepH ofhoneyandgiv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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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antcoolingsensation,andtheresultingmaterialswillhaveanadequate

effectoninhibitingbacteriaandwoundinflammation.

-Thehydrogeldressingscontaininghoneysignificantlystimulatedtherateof

healingforasurgicalwound,onthecontrary,theuntreatedcontrolwound

becameinfectedandinflamedatdays2to5(woundcontraction:128.57%

to 108.49 %),accompanied with excreta and bad odor.The hydrogel

dressings hastened the healing rate by accelerating wound contraction

comparedwithwoundstreatedonlywithhydrogels.Theywerebothcuried

anddebridedinmoistenvironmentswithlessscabformation,andhydrogels

withhoneyshowedasignificantaccelerationofdermalrepairthanother

trials.

-Inthisresearch,wehavedevelopedthemicro-porouspolyethylenemembrane,

whichwasmodifiedbyradiationgraftingofmethylmethacrylateinorderto

improveitsaffinitywithaliquidelectrolyteandthermalproperty.Also,we

havedevelopedthealuminafilledpolyethylenemembranepreparedby wet

process,whichhasahighporositymorethan60%.Themechanicalstrength

ofthemembraneimprovedmorethan30%,thethermalshrinkagedecreasedby

20%,ascomparedtothecommercialmembrane.

▪Developmentofseparatorandpolymergelelectrolyteforlithium secondary

batterybyradiation

-Inthisresearch,wehavedevelopedthemicro-porouspolyethylenemembrane,

whichwasmodifiedbyradiationgraftingofmethylmethacrylateinorderto

improveitsaffinitywithaliquidelectrolyteandthermalproperty.Also,we

havedevelopedthealuminafilledpolyethylenemembranepreparedbywet

process,whichhasahighporositymorethan60%.Themechanicalstrength

ofthemembraneimprovedmorethan30%,thethermalshrinkagedecreased

by20%,ascomparedtothecommercialmembrane.

▪Developmentofprotonconductivemembraneforfuelcellbyradiation

-Also,wehavedevelopedthehydrocarbon-basedprotonexchangemembranesand

organic/inorganic composite fuelcellmembranes by radiation.A CSPEEK

membranepreparedbytheadditionof30wt% crosslinkerandirradiatedbyEB

withadoseof200kGyshowedtheoptimizedproperties.(IEC :1.248meq/g,

protonconductivityatroom temperature: 0.083S/cm,protonconductivityat80

oC:0.1234S/cm,anddimensionstability: 28%,Currentdensityat0.6V:490

mA/cm2, maximum power density: 472 mW/cm2).The silane-crosslinked

ETFE-g-PSSA/PTMSPM membraneswiththecompositionofSt/TMSPM (5/5,

v/v)werefoundtoshow theoptimizedpropertiesasafuelcellmembrane

(IEC: 2.17 meq/g, tensile strength: 50 MPa, dimension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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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wateruptake:49%,proton conductivity (R.T.):0.16 S/cm,proton

conductivity (80
o
C):0.27S/cm,Currentdensity:629mA/cm

2
at0.6V,

Maximum powerdensity:523mW/cm
2
)

○ Developmentofadvancedcompositematerialsbyradiation

-Inthisproject,wedeveloptheadvancedcompositematerials suchassilicon

carbidefibers,carbonfiberreinforcedplastics,low dielectricmaterialsfor

semiconductorandadhesivetechnologyforTFT-LCDpanelbyradiation.

-Thedevelopedfibersshowednotonlygoodperformancewithhightensile

strength(2.7 GPa)and high elastic modulus(259 GPa)butalso excellent

thermalstabilityandresistantfrom oxygen.

- Wedeveloped an easy approach tofabricatethecarbon fiberreinforced

filament-woundpressurevesselandtheautomobilebreakdiskbyelectron

beam curingprocessing.

-Thenoveltechniquesweredevelopedtocureasadhesivematerialsbetween

the LCD paneland polyimide film by radiation.Itshows 1,000 gf/cm

adhesivestrengthwithinthe5minscuringtime.

-Westudiednovelmethodstocurethelow dielectricpolymericmaterials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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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nbeam techniques,respectively.Thesematerialsshowedlow dielectric

constantwithgoodsurfacehardness.

-Inthisproject,wefabricatedlow density(1.5g/cc)carbon/carboncomposites

withanelectronbeam curingtechniqueatfirst.Andhighdensity(1.98g/cc)

carbon/carboncompositeswerefabricatedbyliquidsiliconimpregnation(LSI)

technique.Ontheotherhandwedevelopedthreekindofpreformssuchas

needlepunched,rodandweavingtypetouseasacarbonfiberreinforced

materials.

-Naturalfiberfabricationtechnologyusingaradiationwasdeveloped.As

increasingtheradiationdose,concentrationofcellulosewasincreasedupto

93%.Thistechnologysuggestedthenovelprocesswithoutthechemical

process.And naturalfiberreinforced plasticswhich polypropyleneasa

matrixmaterialwasfabricated.Thiscompositeshowedthehighmechanical

propertieswithflexturalstrength50MPaandelasticmodulus1,980MPa.

-Novelkindofcuringtechniquewitharadiationwasdevelopedtofabricatea

carbon fiberreinforced plastic.This materialshowed highermechanical

propertiesthantheothercuringsystem.Theautomobilehoodwasfabricated

byresintransfermoldingprocessandradiationtechnique.Thisnew curing

system leadtoreducetheprocessingtimeabout10times.Theauto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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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d(8.5kg)wasverylightbetterthanconventionalhood(18kg).

-Inthisstudy,weinvestigatedtheheatresistanceofthermoplasticssuchas

PE,PP,EVA,Nylon 6,Nylon 6/6,Nylon 12,PBT and POM.Thegel

contentsofmaterialscan beincreasedasmuch as20~30% with curing

agentsby electron beam irradiation,and also thewaterabsorption was

increased.Specially,theheatresistanceofNylon12wasincreasedabout

30%.The durability ofabrasion ofnlyon and PBT was enhanced by

radiation irradiation lessthan 1mg/104 cycle.Finally,theapplication to

enginepartoffacearm andbodyarm wassuccessfullyfabricatedandthe

qualityapprovalwasobtainedoftheseparts.

- Developmentofheat-resistantand durable thermoplastic elastomers and

elastomers was studied such as FR, NBR, EPDM, EPDM/HDPE,

EPDM/PTFE.Thevolumechangeoftheelastomerscanbeenhancedby

electron beam irradiation.Andcompression setofFR wasreducedfrom

5.2% to 2.5%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The hardness of FR,

EPDM/HDPE,EPDM/PTFEwasincreasedoverthan70(shoreA).

○ Developmentoffunctionalsurfacetreatmenttechnologybyradiation

- The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the surface modification ofpolymer

substrates for the fabrication of high performance fluorescence-based

biosensors/chipsandthepreparationofhighly-dispersiblecarbonnanotubes

weresuccessfullydevelopedinthisproject.

.Thecrucialtechniquessuchasimmobilizationofbiomolecules,prevention

ofbiomolecules'non-specificadhesion,andtheformationofbiomolecule

patterns were developed.On the basis of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thepossibilityinthefabricationofultra-highsensitivebiosensor

wassuccessfullyascertained.

.The radiation based cutting and surface functionalization of carbon

nanotubesweredevelopedtopreparehighly-dispersiblecarbonnanotubes.

-Theradiation-inducedcoretechniquesfortheout-of-statefieldssuchas

organicelectronics,biosensors,andsoonweredevelopedinthisproject.

.Thefabricationtechniquesofink-jetprintingconductivecarbonnanotubes

withadispersiblityof2wt% weredeveloped.Usinganinkjetprinting

system,thepossibilityintheapplicationofthepreparedinkwasestimated

throughthefabricationofOLEDdevicesandmcirofluidicchips.

.Thesurfacemodificationtechniquesweredevelopedtoimprovetheadhesion

strengthbetweenpolymerandmetaluptomorethan2N/cm,whichwillbe

usefulinthefabricationofflexibleelectrodessuchasF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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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retechniquesforthefabricationoflabelfreesiliconnanowire-based

nanobiosensorswithaultrahighsensitivityweredeveloped.

Ⅴ.Theutilizationplanforthedevelopedtechniques

○ Technicalaspects

- Theutilization ofthedevelopedtechniquesin thevariousout-of-state

technologiesandindustrialfields

-Totreatorreplacementofthedamagedbodyduetoillnessoraccidentthe

new developedpolymermaterialscanbeusedasanexcellenttool.

- Radiation-basedpreparationoffunctionalpolymermaterialscan playa

crucialroleinthedevelopmentofvariousmaterialsrequiredforthevarious

industrialfieldssuchasbiomedical,electricalandelectronic,nano,display,

etc.In addition,theradiation techniqueswillconsiderably contributeto

raisingthedomesticradiationtechnology.

-Theradiationcrosslinkingandgraftingtechniquesforthepreparationofthe

separatorforlithium-ionsecondarybatteryandprotonexchangemembrane

forfuelcellscan beused in thevariousindustrialareassuch asthe

separationandabsorptionofhazardousmaterial,thedevelopmentofcatalyst

forchemicalreaction,andtheseparationofmetalisotopethatisdifficultto

behandled.

- We developed high strength materials with high efficiency and high

performanceforenergyandaerospaceindustriessystem.Inparticular,the

ultrahighstrengthstructuralmaterialswhichcanbeusedinmorethan

1,000℃ arerequiredinthefieldoffusionenergyforthedevelopmentof

cleanenergy.SiC materialhasmanyadvantagessuchasexcellenthigh

strength in high temperature, dimensional stability and low-induced

radioactivity of neutron irradiation. Therefore, we expect developed

materialsin thisstudy tobeusedin aerospaceapplicationsandfusion

reactor.However,the SiC fiberhas notbeen localized in the domestic

industry.Inthisresearch,wesuccessfullycontributedtothelocalizationof

thefiberstabilizationtechnologyandspinningforuseinhightemperature.

Technically,manufacturerscanreplacethethermalcuringprocessbyan

electronbeam curingprocess.Itwillcontributetoimprovinginternational

competitiveness.Alsothelow-kmaterialsandtheLCD paneladhensive

technologywillbegoodcandidatestechniqueinmanyindustry.

-Thepossibilityoftheindustrialapplicationofthedevelopedconductiveinks

byusingradiationtechnologywillberaisedtroughtheconductive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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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onflexiblesubstratesviaink-jetprintingwiththedevelopedinks

andtheirutilizationinvariousadvancedflexibleelectronicdevicessuchas

solarcell,touchscreen,RFID,LED,andsoon.

- The developed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 the improvement of

biocompatibility,biomolecularimmobilization,andpatterningofbiomolecules

will be practically employed in the fabrication of fluorescence

detection-based biosensors to broaden industrial applications of the

developedtechniques.

-Thepossibilityintheindustrialapplicationsofdevelopedelectroniccircuits

patterning technology using 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to electronic

devices willbe estimated trough its utilization in the fabrication of

advancedflexibleorganicelectronicdevices.

○ Economicalaspects

- Thedevelopmentofradiation-based techniqueforthefunctionalsurface

modificationofcheapconventionalpolymerscanbepossibletocreatea

highvalueindustryandimprovetheleveloftherelatedindustrialskills.

- Itcancontributetorevitalizingtheradiationindustrybyopeninganew

applicationoftheradiationtechnologyandprovingtheeconomicalefficiency

oftheradiation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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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icationbyionimplantationhavebeenenergeticallyexecutedforthe

industrial applications such as energy/environment,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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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ability ofthedeveloped techniquescan beexpected to become

biggeraroundtheworld.

-Theradiationinducedfunctionalpolymersdevelopedinthisprojectcanbe

used in the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health care (e.g.cosmetics,

pharmaceutics,biomedical,etc.),energy (e.g.fuelcell,hydrogen storage,

etc.),electrics and electronic engineering (e.g.transistor,display,etc.),

composites,etc.andthusitsmarketabilitycanbeveryhuge.

-A commercialmembranes,Nafionhasseveraldisadvantagesassociatedwith

thecomplexanddangerousprocessesthatcauseexpensiveproductioncost.

Therefore,many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low cost fule cell

membranesareunderinvestigationovertheworld.Theprotonconducting

membranesforfuelcellsdevelopedbyradiationtechnologyinthisproject

isexpectedtobeusedasasubstituentforamostfamouscommercial

membrane,Nafionimportedfrom foreigncountry.

- Themanufacturing technology ofthesilicon carbidefiber,carbon fiber

reinforcedplasticsandcarbonfibercompositesarenecessaryfordomestic



- 25 -

aerospace,automobilesanddefenseindustry.Accordingtoarecentsurvey,

thedomesticdevelopmentofhightemperaturecompositeswereconducted

inaverylimited.Therefore,theraw materiallikeasasiliconcarbidefiber

manufacturing technology has a great importance. The worldwide

high-performancecompositematerialsmarketsgrowth isexpectedupto

annualvalueof100billionU.S.dollarsinnearfuture.

-Theglobalmarketforbiosensorsreachedtoin2002andthemarketsize

grew to$82billionbiosensors.Thedomesticmarketsizewasaround100

billionwonin2003,hasgrowntoaround700billionwonin2007andiobal

marketforeachtfo700billionwonin2010.However,mostoftheforeign

biosensorshasbeewoselyusedinthedomesticalt003gha02w biosensors

canbedomesticallyachtfed.Thus,theessentialtechniquesdevelopedin

thiobachj2ancan beapplicabletothefabrication ofthehighthr03ghput

biosensors/chipin20therefowncontributingtmostoftheforeignbiosensors

hasbeewoselyusedinthedomesnologies.

- Thedevelopmentofradiation-basedtechniqueforthefunctionalpolymer

preparationofcheapconventionalpolymerscanbepossibletocreateahigh

valueindustryandimprovetheleveloftherelatedindustrialskills.

- Itcancontributetorevitalizingtheradiationindustrybyopeninganew

applicationoftheradiationtechnologyandprovingtheeconomicalefficiency

oftheradiationutilization.

-Thedevelopmentofout-of-statetechniquerelatedtothebiocompatiblepolymer

preparationbyradiationhavebeenenergeticallyexecutedfortheindustrial

applicationssuchasbiomedical,pharmaceutics,chemistry/polymer/battery,etc.

Thus,themarketability ofthedevelopedtechniquescan beexpectedto

becomebiggeraroundtheworld.

- Themanufacturing technology ofthesilicon carbidefiber,carbon fiber

reinforcedplasticsandcarbonfibercompositesarenecessaryfordomestic

aerospace,automobilesanddefenseindustry.Accordingtoarecentsurvey,

thedomesticdevelopmentofhightemperaturecompositeswereconducted

inaverylimited.Therefore,theraw materiallikeasasiliconcarbidefiber

manufacturing technology has a great importance. The worldwide

high-performancecompositematerialsmarketsgrowth isexpectedupto

annualvalueof100billionU.S.dollarsinnearfuture.

-Theradiation-basedsurfacetreatmenttechniquesforIT,BT,andET will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the infrastructure ofthe out-of-state

techniquesandindustryrelatedtothedevelopmentofnew materialsan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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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ed radiation techniques willbe applicable to the various

applicationssuch aselectricaland electronicengineering (e.g.transistor,

display,etc.),energy (e.g.fuelcell,hydrogen storage,etc.),composites,

nanoprobeandsensors,etcandthusitsmarketabilitycanbeveryhuge.

○ Socialaspects

- Radiation fusion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ofthe

relationshipbetweentheradiationtechnologyandthesocietyandcreating

thebetterunderstanding opportunityofthepublicabouttheradiation.

- Itcanenabletodevelopthematerialsandproductsrelatedtothe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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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environment,etcandconstructtheinfrastructureforthedomestic

production.

-Itcanrevitalizetheradiationindustryandcontributetoopeningthenew

fieldsoftheradiationtechnology.

-Sincetheradiationprocessingtechniqueforthedevelopmentofseparator

forlithium-ionsecondarybatterywiththeimprovedthermalstabilityand

proton exchange membrane forfuelcells can contribute to solve the

importantglobalissuessuchasenergyandenvironment,itcanalsobe

usedtoimprovethesocialfriendshipofthenucleartechnologyandtheuse

ofnuclearpowerfor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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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 측면

-최근 의료,바이오,정보통신,나노,항공우주,국방,자동차,환경,에 지 등의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을 갖는 유기 재료에 한 요구가 증 하고

있으며,따라서 기존의 화학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제

조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차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집약 산업으로 환함에 따라 BT,NT,

IT,ST등의 기술이 각 을 받고 있으며,방사선 기술을 목하여 시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 한 연구를 집 할 필요가 있음.

-방사선 기술은 의료,바이오,항공우주, 기 자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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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활성화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

-방사선을 이용하면 고체 에서나 온에서 용이하게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고, 한 일반 인 화학반응으로는 가공할 수 없는 고기능성 고분자 재료나 새

로운 첨단 소재 개발에 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따라서 기존 화학 방법에 한

계가 있는 첨단 신소재의 개발에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획기 인 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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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특징이 있음. 한 가교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되고,냉각상태에서도

가교가 가능한 특징이 있음.그리고 방사선 조사량만 조 하면 조성물을 변화시

킬 필요 없이 물리 특성을 자유롭게 조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고분자의 생체 합성 향상과 궤양치료를 돕는 천연물

세포성장인자의 고정화,세포 배양 기술의 향상으로 더 나은 생물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술의 한계 을 극복할 수 있으며 본 기술이 성공 으로 정착

한다면 외국 선진국과의 기술 우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한 본 연구

를 통해 기 의과학 분야,즉 약리학,생리학,생화학,병리학 의공학분야 간의

긴 한 공동연구체계 구축과 산학연의 연구 활성화에 시 지 효과가 기 되며 체

계 인 연구수행으로 세계 정상수 의 기술력 확보는 물론 연구결과물의 개방으

로 국내 과학기술 진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기, 자,통신 컴퓨터 산업이 속히 발 함에 따라 고성능,고안 성 이차

지에 한 수요는 차 증가되어 왔고,특히 정 기, 자 제품의 경박,휴 화

추세에 따라 이 분야의 핵심 부품인 이차 지도 박막화 소형화가 요구되고 있음.

리튬이온 지는 액체 해질을 사용하는 계로 해액의 액 가능성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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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험성 문제를 안고 있음.

- 재 무분별한 화석에 지 사용으로 인하여 속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인류는 환경 문제와 에 지 자원 고갈에 따른 험에 직면하고

있음.화석에 지 사용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에

지 경제 구도가 화석에 지로부터 친환경 수소에 지 심으로 환되어야 함.

따라서 화석에 지 소모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를 비롯하여 가정과 형건물

산업 장에서 화석에 지 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력 동력을 공 할

수 있는 연료 지의 개발 상용화가 시 함.

-국내에서의 탄소 복합재 탄소섬유 강화 복합소재 연구개발은 통 인 열경화

형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형시설(오토클 이 )이 필요하고 에 지 비용이

높고,휘발성 유해성분 배출 등 난 을 갖고 있음.

-최근에는 항공기 구조체 제작비용을 감하는 략으로 자선 경화 합공

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첨단섬유 이용, 자선 경화형 리 그,수지

이송성형법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성형품마다 최 의

제조과정을 채택하고,사용되는 매트릭스 수지도 각각 다른 도의 수지를 비

하고 넓은 도 범 에 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자선 조사에 의한 경화

법이 필요함.

-반도체 디바이스를 층하는 데 있어서 유 재료막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공

정임. 유 고분자 재료가 경화가 덜되면 그 막의 경도(hardness)가 낮게되고,

과도하게 경화되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층시 문제가 됨.따라서 유 재료

의 경화기술은 유 막의 유 율과 경도를 조 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기

술임.기존의 열경화 기술은 유 막의 경도를 조 하는 데 한계성이 있음.한

편 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면 유 막의 경화정도를 자선량을 조 하여

층조건에 알맞은 유 율 경도를 갖도록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술임.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은 속이나 비 속 표면에 물리 ,화학 처리를 통하

여 목 하는 바의 기능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공정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첨단

정보 자 산업,자동차,항공우주 등의 정 기계 산업 건축재,포장재 등의

생활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핵심 으로 용되고 있는 기술 분야

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재 기술 발 의 추세상,기존의 표면 처리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

능을 가지는 표면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 이러한 표면 처리 기술

의 용 분야도 반도체,디스 이,바이오센서,생체 재료,자동차 등 매우 다

양해지고 있음.따라서 기존 표면 처리 기술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사선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산업 측면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 산업의 55%를 유하는 추 인 역할을 하

고 있으며,의료,바이오,정보통신,나노,항공우주,국방,자동차,환경,에 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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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재 제조를 한 핵심 기술로서,이들 분야에 필요한

각종 부품소재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경제 ,산업 측면에서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음.

-탄화규소 섬유의 경우,일본,미국 독일 등에서 일롯 규모로만 생산이 가능

하기 때문에 고가로 생산되고 있으며, 략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내 수입이

불가한 상황임.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경제효과는 막 함.

-다양한 기능의 내열소재를 화학 처리 열경화 방법 신 친환경 이며 에

지 약 공정인 방사선 경화공정을 이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

소재,첨단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항공기 고온내열소재,차세 선체 구조물,무인 항공기 등에서는 가벼운 구조

물,방탄성, 이더 은폐성 등이나 감지 장치에 잡히지 않는 등의 특성이 필요하

며 복합재료는 하나의 재료시스템에서 이러한 기능을 통합시킬 수 있으므로 기

능성 복합재료의 발달과 응용이 실히 필요하게 될 것임.기능성 복합재료는

국방 무기체계 비무기 체계에 용 될 수 있어 략 산업 민수산업으로

육성 가능함.

- 체 궤양 치료용 제품의 생산 매와 련한 자료를 보면 그 시장 규모는 1

천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어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분

야는 매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이에 따른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 함.

-방사선의 장 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연료 지용 수소이온교환막의 첨단 기술인

연료 지 시스템 개발 연료 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우주 항공 자산업 등

련 산업에 발 에 기여하고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산업 고분자 산업에 차지하는 비 은 막 하며,기존의

열 ,화학 방법보다 친환경 ,효과 ,경제 , 에 지소비 인 공정으로 제

품의 품질 생산성 등의 획기 인 발 을 이룰 수 있음.방사선을 이용하여 타

기술보다 효과 으로 의료,바이오, 기 자,항공우주 등의 분야에 필요한 생체

합성재료, 자재료,나노재료 등의 핵심 소재의 생산이 가능하여 기술 자립화,

선진화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

○ 사회·문화 측면

-방사선을 이용한 유기신소재 기술 개발은 궁극 으로는 고품질의 의공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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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문화 측면에 발 향을 미칠 수 있음.

-최근 당뇨성 궤양 정맥성 궤양의 임상 용에서 상당히 우수한 상처 치유 효

과를 얻어 차세 제품들(듀오덤,테가솝,하이드로솝,더마 라스트,알 빈 등)

들이 등장하고는 있으나, 련 기술을 외국의 다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수입 가격이 매우 고가여서 실제 환자에게 용하기에 비용 부담이 지 않음.

따라서 국내에서 본 기술이 성공 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난 들을 해결하여

환자의 육체 /정신 /경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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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2012년부터 연 6만 이상의 자동차 생산업체의 경우

반드시 2%이상의 ZERO-EMISSION CAR를 매해야하는 의무 매규정이 제

정되었는데 이는 연료 지 차의 도입을 이끄는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망임.

-특히,원자력 기술(RT)과 생명공학기술(BT)을 연계하여 기술성 경제성이 우

수한 인체 용 안 소재(궤양 상처치료용 드 싱제,약물 달체,인공장기,피부

염 치료제 등의 의료품)를 홍보함으로써 원자력 기술에 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함.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바이오, 자정보통신,환경,에 지,항공우주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 되어 사회 친 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차세 바이오 기술,나노기술,정보통신기술,환경기술,에 지기술,항공우주기

술 등과 련된 재료,제품 개발 국산화 련된 Infra구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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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상 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따라서 새로운 방사

선 응용 기술의 개발은 국가 원자력과학기술 상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제2 연구개발의 목 범

1.연구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고성능 산업 신소재 의공학 신소재

를 개발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 산업의 선진화를 이룸

1)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방사선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리튬 이차 지용 분리막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연료 지용 수소이온 도성막 제조기술 개발

2)방사선 이용 복합 신소재 개발

-방사선 이용 고온내열성 탄화규소섬유 제조 기술개발

-방사선 경화형 복합재료 제조 기술개발

-방사선 경화 기술이용 반도체 층간유 재료 제조 기술개발

-방사선 이용 탄소/탄소 복합체 제조 기술개발

-방사선 이용 천연섬유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방사선 이용 자동차용 경량·고내열성 복합재 제조기술개발

3)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생체 합성 박막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방사선 그라 트 기술 이용 탄소나노튜 표면 개질 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자회로 패턴 형성 자소자 응용 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임 린트 리소그래피 소재 개발,패턴 형성 나노바이오센서

활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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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

1차

년도
2007

-방사선 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 기술 개

발

(7종이상의 천연물 선정)

-방사선 이용 리튬 이

차 지용 분리막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아토피 발 억제 천연소재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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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용

고분자 겔 해질 제조 기술 개발

-유효천연물선별/추출/화학분석

-천연 추출물 효능검증

-천연추출물 안 성검증

-PVA정제기술

- 추출물함유 하이드로겔제조

물성측정

-막 성형기술개발 투과도 측정

-겔 해질형성단량체배합 합

-겔의가교제 방사선조사량효과

-겔의 기계 , 기 물성 측정

-경화된 리세라믹 고

분자 탄화규소섬유화

기술개발

-방사선 경화형 에폭시

복합재 제조

- 방사선 경화형 리세라믹 고분자

섬유 제조기술 개발

- 리세라믹 고분자 섬유의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고온 내열성 탄화규

소섬유 제조기술개발

-방사선 경화형 에폭시 복합재 제조

기술개발

-방사선 경화형 복합재료 물성 평가

- 리세라믹 고분자선정

-방사선 조사량 향

-섬유경화 특성분석

-섬유의 기계 물성 측정

-보강재 (탄소나노튜 ,탄소섬

유,천연섬유) 향평가

-탄소섬유 강화 에폭시복합재 제조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의

기계 ,열 물성 측정

-방사선 이용 생체

합성 고분자 세라믹

재료 제조 기술 개발

.2종이상생체 합성 재료

.이온 주입에 따른

각 :10-80도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cutting

기술 개발

.길이 50micron이하

-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고분자 재

료 (PS,PE,PMMA 등)생체 합성

향상 기술 개발

-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세라믹 재

료 표면에 생체 합성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Cutting기술 개발

-재료 표면 개질 효과 분석

-표면 화학구조 물성 평가

-생체 합성 평가

-탄소나노튜 단 물성 측정

-나노 filler의 국부 물리화학

반응 평가

2.연구개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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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년도
2008

-방사선 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 기술 개발

(치료효과 75%이상,

착력 0.02kN,수분증발율

40%미만)

-방사선 이용 리튬 이

차 지용 분리막 고

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고온수축율 상온 분리

막 비 50%이상 향

상,분리막 2종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약물 함유된

수화겔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효과

( 액학,조직학 검사)

-방사선을 이용한 수화겔 제조 수

화겔과 수분 방지막의 착기술 개발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 지용 다공성

고분자 막의 개발 기술 개발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 지용 다공성

고분자막의 단량체의 그라 트

가교화 반응 연구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나노 복합

분리막 제조

-동물실험에 의한 효능검증

-인체 용 합성 시험

-수화겔과 막의 착력 시험

- 막의 산소/수분 투과도 측정

(최 물성선정)

-방사선이용 막 제조 해질

기화학 성능 시험

-cell 장,bending성능시험

- 해액 출시험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경

화섬유 특성 분석 (조사

량,소성온도에 따른 섬

유의 화학조성비 조 )

-항공기 부품용 고열부

분 용 탄화규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제조 기

술개발 (내열온도 130

0℃(상용) C/SiC,

SiC/SiC복합재

- 리세라믹 고분자 섬유의 방사선

조사,소성 조건 향 평가

-방사선 이용 고온 내열성 탄화규

소 섬유의 물리화학 특성 평가

-방사선 이용 탄화규소섬유 강화 복

합재료 제조기술 개발

-탄화규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원

/항공/우주 용 기술 개발

- 경화조건에 따른 리세라믹

섬유 화학 조성비 측정

-경화섬유 겔화율 측정

-열 안정성,내산화성 평가

-탄화규소섬유 강화 폴리카르보

실란 기지 복합재료 제조

-복합재의 고온특성실험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체분자 고정화 비

특이성 흡착방지 기술개

발 (세포,단백질,DNA

각 1종,50㎛이하 생체분

자 패턴형성)

- 방사선 이용 고분자

그라 트된 탄소나노튜

제조기술 개발

(그라 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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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나노튜 표면 처

리 고분자 그라 트 기술 개발

-매트릭스 내에서의 분산성 평가

-재료 표면 능기 도입 분석

-생체 분자 등의 흡착 성능 평가

-생체분자 고정화 비특이성

흡착방지 평가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고분자 그라

트율 측정 화학구조 분석

-용매 매트릭스 내에서의 분

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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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년도
2009

-방사선 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 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리튬 이

차 지용 분리막 고

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이론용량 비 90%,

100cycle이상)

-방사선을 이용하여 합성한 수화겔의

아토피 피부염에 한 동물실험

-방사선을 이용하여 합성한 수화겔의

아토피 피부염에 한 임상실험

-제조한 이차 지 분리막 성능 평가

- 제조한 이 지 분리막을 지에

조립하여 성능 평가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 알 르기성 동물모델을 이용한

수화겔 효능검증(Nc/Nga,Hairless

마우스 이용)

-임상시험에의한수화겔의효능검증(탁)

-KFDA인허가 자료작성

-국내외 지 재산권 획득

-cell조립후 성능평가

-Proto-typecell조립후 성능평가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LCD 액정 패 합기

술 개발

- 유 재료 제조기술개발

-항공기, 로켓추진기 ,

자동차 이크 소재용

탄소섬유강화 탄소 복합

재 제조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소재 합기술 개발

-방사선 경화기술이용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 방사선 경화기술 이용 디스 이

소재 합 기술개발

-방사선 경화기술 이용 탄소섬유강화

탄소복합재료 제조기술 개발

-방사선 경화기술 이용 층간 유 재

료 제조기술개발

- 층간유 재료의 유 율,내에칭성

등 물성 평가

- 자선을 이용하여 투과 깊이

에 따른 디스 이 합시험

-방사선 경화형 유 재료 선정

유 율/내에칭성 측정

-보강섬유 리폼 제조

-탄소/탄소 복합재료가공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50micron이하 크기

패턴 구

.특정생체분자표 들에

한 50 μg/ml이하의

민감도를 가진 기 제작

-생체분자로개질된탄소나노튜

.단백질,DNA 등 2종

이상 도입

-생체 분자의 고정화를 한 방사선

이용 반응기 패턴형성 기술 개발

-특정생체분자표 검출을 한 포

획분자의 선택 고정화 기술 개발

-바이오센서 용 가능성 평가

-탄소나노튜 표면 개질에 의한 생

체분자 도입 기술 개발

-생체 분자 도입된 탄소나노튜 특

성 분석

-재료 표면 반응기 패턴 형성

-형성된 패턴 의 특정 생체표

지자(항원/항체,DNA 등)의 검

출을 한 포획 분자들의 고정화

-포획 분자들이 고정화된 패턴

의 특정생체표 등에 한 검

출평가

-표면 처리된 탄소나노튜 화

학 구조 표면 특성 분석

-생체분자 도입 후 탄소나노튜

의 화학구조 표면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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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년도
2010

-방사선 이용 궤양 치

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3종 이상의

천연 추출물 발굴,겔

화율 50% 이상,동물실

험 치료 효능 조군

비 육아조직학 효

능평가 60%이상)

-유효물질 함유한 궤양 치료용 하이

드로겔 제조

-유효물질 함유한 궤양 치료용 겔 페

이스트제 제조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기반 유효

물질 달체 제조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동물실험

에 의한 효능평가

-자료 수집 모델 정립

-하이드로겔의 제형개발 물

성측정

-유효물질 선별 분석

- 천연물 약물(나노은,효소

등)함유 하이드로겔 제조

-동물 실험 모델 정립

-동물실험에 의한 효능평가(조

직분석, 액분석,생분해성 평가

- 탄화수소계 연료

지용 이온 도성 막

제조 기술 개발

-내구성 향상된 수소이온교환막 제조

를 한 방사선 그라 트 가교 조

건 확립

-선량,선량률,모노머 가교제 농

도,필름의 종류,필름 두께 등에

한 향 평가

- 다양한 수소이온 도성 고분자

가교제 활용으로 고분자 구조

와 내구성과의 상 계 확립

- 방사선 가교 그라

자료 수집

-그라 트 필름 수소이온

도성 고분자 선정

-방사선가교 그라 트 조

사조건 확립

-방사선 향평가

- 방사선을 이용한 유/

무기복합 연료 지막

제조

-방사선과 무기물을 이용하여 연

료 지막 제조

-무기물 종류,크기 함량에 따

른 막 특성 평가

- 유무기복합 연료 지막 제조를

한 방사선 조사 조건 확립

- 연료 지용 유/무기복합막

자료 수집

-무기물 선정

-방사선 조사조건 확립

-무기물에 의한 향평가

-방사선 이용 자동차용

복합재료 제조 기술 개

발

량:기존재료 비

50%수

-방사선 이용 자동차용

내열 라스틱 부품 소

재 개발

.내열성(열변형온도,

HDT):160℃ 이상

(PA6-HDT:120℃,

33%향상)

.내마모성 : 5

mg/104cycle이하(ISO기 )

-방사선 이용 자동차용 복합
재료 제조 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천연섬유 복합
재료 제조 기술 개발

-자동차 후드/ 임용 탄소 섬유강
화 라스틱(CFRP)복합 재료 개발
-방사선 이용 자동차용 내열 라스
틱 부품 소재 개발
-열가소성 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상 기술 개발
-열가소성 라스틱 엔진부품 용
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비화학 증해
나 펄 제조 기술 개발
∙셀룰로오스 함량 :60%
이상
- 나 섬유 강화 복합재료
제조 물성 평가
∙굴곡강도:30MPa,탄성률:500
MPa이상
- 자선 경화기술이용
탄소섬유 강화 에폭시
복합재료 제조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물성평가
∙굴곡강도 :40MPa이상
-자동차 후드용 CFRP
복합재료 제조 특성비교
( 량:50%감량)
-열가소성 라스틱 선정
-방사선 조사에 따른
열가소성

라스틱의 열 /기계 특성
평가
∙내열성(HDT:160℃이상(PA6,P
A12)),
내마모성(5mg/104cycle이하,
ISO기 ),가교율:85%이상,
흡습도:10%향상
-첨가제(TAC,TMPTMA)에
따른 내열성 향상기술 개발
-열가소성 라스틱 이용
사출을 통한 엔진부품(facearm,
bodyarm) 제조기술개발
-엔진부품의 방사선 향평가
-엔진부품의 기계 물성평가
-엔진부품의 열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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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한 자

회로 패턴형성

자소자 응용 기술 개

발

. 착성:2.0N/cm 이상

.패턴 크기:100μm 이

하

-분산도:2% 이상

-방사선 이용 임 린트

리소그래피 소재 개

발,패턴 형성 기술

개발 나노바이오

센서 활용 기술 개발

.방사선 가교도:80%

이상

.나노와이어 패턴크기:

100nm 이하 (오차범

10% 이하)

-방사선 이용 고분자 기 표면

특성 ( 착성 등)향상 기술 개

발

- 미세 자회로 패턴 형성 재료

제조 표면 개질 기술 개발

-임 린트 리소그래피용 소재 개

발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

바이오센서 제작 나노바이오

센서의 신호 증폭기술 개발

-자료 수집

-모델 정립

-방사선 조사 실험 고분자

표면 물성 평가

- 자회로 패턴 형성 재료

합성,표면 개질 물성 평가

-자료 수집

-모델 정립

-방사선 조사 실험 표면

물성 평가

-나노바이오센서 신호 증폭

연구

5차

년도
2011

-방사선 이용 궤양 치

료용 나노섬유 하이드로

겔,마이크로캡슐 나노겔

제조 기술 개발(천연고

분자 이용,동물실험 치

료 효능 조군 비 육

아조직학 효능평가

60%이상 달성)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천연고분

자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제조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마이크로

캡슐 겔 제조

-궤양 치료용 나노섬유 하이드로겔과

마이크로캡슐 나노겔의 동물실험에 의

한 효능평가

-천연고분자 섬유 제조 조건

확립 물성 평가

-나노섬유 보강 하이드로겔의

물성 평가

-천연고분자 나노섬유

하이드로겔의 항균성 평가

-마이크로캡슐 나노겔 제조

조건 확립 물성 평가

-마이크로캡슐 나노겔의 항균성

평가

-동물 실험 모델 정립

-동물실험에 의한 효능평가

(조직분석, 액분석,생분해성

평가)

-RT-PCR을 이용한 단백질

분석

-시작품 제작완료

-국내외 지 재산권 획득

- 연료 지막 최 화

막/ 극 합체

(MEA) 성능 평가

(MEA 3 cm x 3

cm 이상,MEA 성

능 300mW/cm2 이

상)

-연료 지막 특성 평가

-연료 지막 최 화

-막/ 극 합체(MEA)제조

-MEA기 성능 평가

-수소이온 도도,

이온교환용량,

화학 /열 안정성 평가

등을 통한 연료 지막 성능

열화평가

-MEA조립 조건 확립

-MEA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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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 자동차

용 복합재료 제조 기

술 개발

. 량:기존재료 비

50%수

.굴곡강도 :40MPa

이상

-방사선 이용 자동차

용 내열 라스틱 부

품소재 개발

.내열성(압축 구변

형):20%이하/150℃

.경도(Durometer):50

이상

-방사선 이용 자동차용 내열 라스

틱 부품 소재 개발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thermal

plastic elastomer), 엘라스토머

(elastomer)부품소재 내열성/내구성

향상기술개발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thermal

plastic elastomer), 엘라스토머

(elastomer)부품 용기술개발

-방사선 이용 자동차용 내열 라스

틱 부품 소재 개발

-내열성 라스틱에 한 물성 비교

성능평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엘라스토머

선정 (TPO,NBR,EPDM)

-방사선 향 평가

-방사선 가교형 엘라스토머

제조

-엘라스토머 소재 특성 평가

∙내열성(압축 구변형):20%이하

/150℃

∙내구성(용제(벤젠)내 체 증가율

:5%미만)

∙경도(Durometer):50이상

-엘라스토머 소재를 통한

자동차용부품(실링,오링 등)

제조기술개발

-부품소재의 방사선 향평가

-부품소재의 내열 특성평가

-부품 용을 한 시험 평가

-내열성 라스틱의 물성

평가

∙내열성(HDT:160℃이상

(PA6,PA12))

∙내마모성(5mg/104cycle이하,

ISO기 )

∙가교율:85%이상,

흡습도:10%향상

-시험평가 후 인증 획득

-방사선을 이용한 자

회로 패턴 형성

자소자 응용 기술

개발

.패턴 크기:50 μm 이

하

.패턴 도도 1x10
-5

S/cm 이상

- 미세 자회로 패턴 형성 기술

자소자 응용 기술 개발

-미세 자회로 패턴 형성 실험

-패턴 특성 평가 패턴

형성후 후처리 기술 연구

-방사선 이용 임 린트

리소그래피 소재 개

발,패턴 형성 기술

개발 나노바이오

센서 활용 기술 개발

.표면 처리 후 표면

각:80도 이하

.특정 생체 물질 검출

감도:100pg/ml이하

-방사선 이용 임 린트 소재 표

면 처리 기술 패턴 형성 기

술 개발

- 고감도 실시간 비표지 방식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

이오센서 제작 기술 개발

-방사선 가교/경화 조건 확립

-물성 평가

-패턴 형성 실험

-나노바이오센서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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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1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

방사선 화학반응을 공업 으로 이용한 분야는 고분자 재료가 많은데,그 이유는

고분자재료의 조사나 합성공정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경제 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실용화되어 있는 조사공정 로세스는 고분자 화합물의 가

교반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세계 으로 가교 선,자동차 타이어, 라

스틱 단열재,열수축성 튜 ,고분자 휴즈, 내열성 섬유,코 경화 등에 범

하게 활용된다.

방사선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고분자 재료를 가교시킴으로서 이들 고분자의 내열

성,내약품성,내마모성,기억효과 등을 부여하게 된다. 한 타이어제조시 고

무시이트를 방사선으로 가교시킴으로서 greenstrength를 향상시켜 성형시 형상

이나 칫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 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이온주입기술은 기존의 반도체공정에서 주요한 doping공정으로 범 하게 활용

되고 있으며,여기에 요구되는 고진공기술,고 압(고주 )기술,이온가속-수송-

조사 기술들은 산업 으로도 필수 인 요소기술들이다.방사선을 이용한 리소그

라피 LIGA기술은 해상도 50nm 이하의 차세 고집 반도체 리소그라

피 기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기술에 있어,미국의 경우는 Sandia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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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개발 상용화를 해 선 에 있고,일본의 경우는 일본원자력연구소 (다카

사기 방사선화학연구소)와 민간 회사가 연구/개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일본

다카사기 방사선화학연구소는 약 200명의 연구인력을 주축으로 세계 방사선 연

구의 추기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다.

o기능성 재료 분야

-방사선을 이용한 알칼리 지 격막제조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용화되 었

고,최근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연료 지의 력 도를 향상시키기

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지격막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리튬 이차 지는 력 도가 높고 충 용량이 커서 노트북,휴 폰 등에 범

하게 사용되고 있지만,발화 험성이 크고 유독한 리튬 해질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발열에 의해서 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리튬

지의 안정성을 증 시키기 해 고체형,겔형 해질을 개발하기 한 노력이

선진국에서 진행 이며 방사선 경화기술을 활용하면 효과 으로 겔형 해질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방사선을 이용한 연료 지막 제조 련 연구는 방사선조사시설과 연료 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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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련 문 인력을 보유한 일본의 JAEA 산하 TARRI연구소와 스 스

PSI연구소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스 스 PSI연구소 G.Scherer그룹에서는 FEP,ETFE등의 불소고분자 필름

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폴리(스티 -4-술폰산)고분자가 그라 트된 연료 지

막을 제조하 음(100 mS/cm 이온 도도).하지만 제조된 막이 연료 지

(PEMFC)작동 조건하에서 낮은 화학 안정성을 보여 이후 가교구조를 도입

시켜 화학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킴.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한 상처/화상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완 히 성

장기에 어들었고,궤양치료제,약물 달체,조직배양용 스카폴드,인공피부확

장제,인공장기 등의 합성기술은 개발과정에 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해 서양의약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항히스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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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모든 아토피에 용하기는 불가능하다.아토피 환자의 피부염 치료에서

요한 것 하나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것인데, 재까지 각종 보습제가 나

와 있으나 보습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보습제로 바세린,

beeswax,glycerine,propyleneglycol,지방산,lacticacid가 이용되고 있지만

수분 증발을 효과 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분

의 공 과 약물의 효과 인 투여를 통해 아토피 피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 개념의 하이드로겔의 개발을 완료하여 국내 기업체에 기술이 을 마치고

재 시 에 있다.

-궤양치료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분야에 있어 주타켓이 되고 있는 당뇨병성 궤

양은 심각한 만성 질병으로 재 세계 으로 속도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어,미국, 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기능성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궤

양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최근 당뇨성 궤양에 꿀을 바르면 감

염된 발을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뉴질랜드에서는 이미 꿀이

욕창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유럽 등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꿀이

체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폐 라스틱을 방사선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은 최근 환경보존 문제가 부

상함에 따라 선진국을 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고,방사선을 이용한 폐불소수지

의 재활용기술이 미국,일본,이태리 등에서 상업화되었으며,폐 라스틱을 개

질하여 첨가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으며,폐 라스틱의

방사선 가교에 의한 강도 향상기술도 많은 발 을 이루고 있다.

o고성능 복합재료제조 기술개발

-고온내열성 섬유 탄화규소섬유는 일본 Takasaki연구소에서 방사선 경화시

켜 섬유를 안정화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고,이 섬유는 고온,고강도 섬유로서

복합소재의 강화섬유로 리 이용되고 있다.국내에서는 100% 수입에 의존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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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한 국방소재,항공우주 산업용 섬유강화고분자 복합재료 섬유

강화세라믹 복합재료 제조기술은 미국,일본 등이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술이

며,항공기 날개,자동차 산업용 고분자 복합재 제조,유도무기 추진기 재료

제조,구조재 기 의 손상부분의 수리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우수한 방

사선 경화형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해서 아크릴,메타크릴계 방사선 경화형

수지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며,특히 미국의 OakRidge연구소는 고인성을 갖는

방사선 경화형 에폭시 수지를 개발 에 있다.

-고분자 복합재료는 우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가정용품에서부터 자제품,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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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더불어 모든 제품이 경량화,소형화,고기능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새로운 고분자의 합성 이를 이용한 복합재료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분자 복합재료의 물성은 고분자 보강재의 물성뿐

만 아니라 고분자와 보강재간의 계면 착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보강재

의 표면개질을 통한 고분자 메트릭스와 보강재의 계면 착력 향상을 한 연

구가 진행 이다.

o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

-표면처리 기술 분야는 첨단 정보 자 산업,자동차,항공 등의 정 기계산업

건축재,포장재에 이르는 생활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핵심 으로

용되고 있으며,응용 분야는 IT(반도체,디스 이 등)분야의 기능성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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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나노 임 린트를 한 표면처리 기술,기능성 나노입자의 표면처리 기

술,고분자를 이용한 소재 표면처리 기술 등 매우 다양하다.

-생체 합 재료 패턴 형성 기술의 경우 유럽의 IMEL,미국 CornellUniv.,

Univ.ofNorthCarolinaatCharlotte등의 학 연구소,Affymetrix등의

업체 등에서 자외선을 이용한 포토리소그래피 혹은 2 photon lithography,

AFM이나 STM 등의 Scanningprobelithography,Softlithography,Inkjet

printing등을 이용하여 셀 단백질 등의 패턴을 형성하여 바이오센서,바이

오칩,microfludics등과 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60년 후반부터 이온주입이 bipolarIC제작에 응용되기 시작한 이래 선진

국에서는 에 지 이온주입기술 (수십-200keV)이 거의 정착단계에 도달해 있

다.1980년 부터는 MeV implantation을 이용한 반도체 분야 등의 deeplevel

implantation기술이 속속 개발되었으며,그 활용분야도 합 ,폴리머 등의 기

계 강도 향상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고, 도성폴리머제조,이종 합기술

등이 속속 개발되었다.이온주입공정은 국의 Harwell연구소와 TecvacCo.

미국의 SpireCo.가 산업 으로 가장 활발히 응용하고 있으며,러시아의

Kurchatov연구소에서는 1960년 부터 연구를 시작하여,그 동안 항공기용 Ti

합 compressorblade 각종 형다이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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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 연구소 등에서는 이온주입공정개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여러 주요 회사들이 이온주입공정에 한 수많은 특허를 이미 등록하

다. 재,에 지/환경 분야,철강/비철/ 속 분야,기계 분야,자동차/항공/우

주 분야, 기· 자부품/반도체 분야,화학/고분자/세라믹스 분야,의료/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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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내마찰성,내고온성 내식성의 향상을 하여 이온주입기술이 용되

고 있다.

- 국 Surrey이온빔센터 (IonBeam Centre)는 이온빔을 이용하여 고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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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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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물질 (SuperconductingMaterials),이온빔해석 (IonBeam Analysis),이

온빔의 생물의학 응용 (Bio-MedicalApplicationsofIonBeams),마이크로

자공학 (microelectronics),생물학 세포 (biologicalcell)와 나노공학에 한

응용이 진행되고 있다.

o탄소나노튜 표면 개질에 의한 분산기술

-탄소나노튜 는 1991년 일본 NEC의 수미오 이지마 (S.Iijima)에 의해 처음 발

견되었고,이는 나노기술을 비약 으로 발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1985년

Kroto,Curl,Smalley등이 탄소나노튜 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축구공 모양의

풀러 (Fullerene:C60)을 발견하 으며 1996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바 있

다.

-열화학 기상증착법이나 아크방 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 합성과정에서 개개

의 탄소나노튜 입자간의 응집 상이 발생하며,물리 응집은 나노튜 가 수

μm 수 에서 서로 얽 있으며,화학 응집은 nm 수 에서 vanderWaals

힘과 같은 표면인력에 의하여 응집되어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탄소나노튜

의 응집 상은 기계 강도와 도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3차원 네트워크

구조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탄소나노튜 분산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가 아니다.

- 도성 고분자 응용분야가 향후 나노튜 의 시장규모나 산업 활용 측면에서

가장 클 것으로 상되지만 고분자 매트릭스에 탄소나노튜 가 완벽히 분산되

지 않아서 충진재 (filler)로서의 탄소나노튜 의 장 이 실 되지 않고 있는 실

정이며,고분자 매트릭스와 나노튜 계면사이의 부착력이 부족하여 매트릭스

에 발생한 외부 부하를 나노튜 에 충분히 달하지 못하여 성능 발 이 충분

하지 않다.

-최근 탄소나노튜 분산방법이 학계를 심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표

인 카본나노튜 단 분산 기술로는 기계 분산 ( 음 처리,볼 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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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를 이용한 분산,강산에서의 분산,표면 기능화를 통한 정 기 분산,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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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물질을 이용한 분산 등이 있으나,이들 기계 ·화학 방법들은 단 수율이

매우 낮고,제한된 분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 구조 손상을 일으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고분자 개질을 통한 기존 탄소나노튜 분산성 향상 방법은 산처리,기능기 도

입,개시제 사용에 의한 단량체의 합 등 여러 복잡한 단계로 제조되고 있으

나,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단순히 단량체만으로 매우 효과 으로 그라 트

시킴으로써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o미세 자회로 패턴 형성 자소자 응용 기술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 분야는 재료 과학 분야에서 핵심 기술 분야 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일반 생활용품뿐만 아니라,의료용 임 란트,약물 달

체 등에서부터 자 소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범 한 분야에 필요한 핵심

인 분야임.

-일본의 JAEA,RIKEN 등의 연구소에서는 에 지/환경 분야,철강/비철/ 속 분

야,기계 분야,자동차/항공/우주 분야, 기· 자부품/반도체 분야,화학/고분자/

세라믹스 분야,의료/바이오 분야 등에서 재료나 장치의 내마모성,내마찰성,내

고온성 내식성의 향상을 하여 이온주입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이 활용되

고 있음.

- 국 Surrey이온빔센터(IonBeam Centre)는 이온빔을 이용하여 고체에서의 원

자의 충돌,반도체, 자공학, 도물질,이온빔 분석,이온빔의 생물의학 응

용, 자공학,생명공학,나노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산학연 콘소시엄(SEMATECH 등)에서는 자빔,

X-선,이온빔 등을 이용한 차세 반도체용 나노리소그래피 장비 지스트,

유 재료 등 련 재료의 개발이 진행 임.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차세 리소그래피 기술 의 하나인 나노임 린트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디스 이,나노기술 등에 한 연구가 진행

임.이때 사용되는 PDMS등의 몰드용 재료는 유기 물질 는 유기 용매와

하 을 때 팽윤되어 그 표면이 변형되고,백화 상이 일어나 을 투과시

키지 못하여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없어 그 사용이 일회 이라는 문제 이 있

음.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신규 몰드용 재료 합성, 라즈마 등

에 의한 PDMS표면 처리 등에 한 연구도 진행 임.

-FPCB기 용 재료의 경우 폴리이미드 등의 고분자 재료와 구리 등의 속과의

착이 핵심 인 부분이며, 착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라즈마,코로나, 착

제 사용,이온빔, 이 처리 등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 처리 기술 개발

에 한 연구가 일본 등에서 진행 임.

-디스 이,RFID,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잉크젯 린 기술(Printed

Electronics)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며,이에 필요한 장비 자 잉크,

고분자 기 등의 소재에 한 많은 연구가 세계 으로 진행 이나 방사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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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소재 개발과 련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음.

-탄소나노튜 의 우수한 기계 , 기 특성을 이용한 유기투명 극이 상업화되

면,ITO 필름 시장을 격하게 체할 수 있으며, 서블 디스 이를 이용

하는 새로운 응용분야를 창출하고,기존 평 디스 이 시장까지 역을 확

할 수 있는 것으로 기 되며, 재 우리나라는 ITO 필름 생산의 약 4.2%만을

차지하며, 부분의 상업화된 기술은 일본에 집 되어 있음(주간 자정보,

서블 디스 이용 유기투명 극 산업동향,www.eic.re.kr).

o나노바이오센서 기술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이 결합된 나노바이오센서에 한 연구는 미국,유럽,일

본 등 기술 선진국의 학계와 산업계에서 의학 진단,환경 분야에 기존 바이오센

서의 민감도의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활발히 연구가 되어지고 있으나

방사선을 이용한 소재 소자의 개발에 한 연구는 여 히 미비한 상태임.

-미국 하버드 학의 CharlesM.Lieber그룹에서는 Nanogap상에 구성된 나노와

이어를 통해 기 인 방법으로 singlevirus를 탐지해내는 기술이 보고된 바 있

으며, 한 네덜란드의 CeesDekker그룹에서는 Nanogap상의 탄소 나노 튜

를 통해 도도의 변화로 pH를 감지해내는 연구가 수행되는 등,세계 으로 나

노와이어와 나노갭을 이용하는 기술의 연구는 활발한 편이나 방사선을 이용한

선택 표면처리 바이오센서의 신호증폭을 통한 고감도 센서의 개발을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편임.

-나노와이어 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 기술과 련된 특허 연구 기술은 재 미

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발표된 바 있으나 자빔 기반의 나노임 린 기법을

이용하여 다량의 나노와이어를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질병을 측정하는 기

측정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에 한 기술은 여 히 보고된 바 없음.

-기능성 나노 재료 제조,나노 재료 고정화 기술,나노 재료의 선택 배열 기술

등은 엄청난 시장 잠재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으로 국가 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각종 기능성 나노 재료의

제조 구조 제어를 한 여러 가지 물리 ,화학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음.

한 제조된 각종 기능성 나노 재료들을 요구되는 목 에 맞게 고분자,유리,실

리콘 웨이퍼 등의 기 에 선택 으로 배열하는 기술은 미국, 국, 국 등

많은 국가에서 학교 연구소를 심으로 기 인 연구들이 매우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면 화,생산속도,여러 형태의 패턴 형성 어려움 등의 문제 이

있음.

-국내 보유기술 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술인 반도체 제조 기술과 방사선

기술을 바탕으로 NT,IT,BT 등의 기술이 융합된 신개념의 나노바이오센서 시

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술력 선도에 많은 순기능을 할 것이며, 재 국내 나노

바이오센서 기술이 미국에 비해 변이 넓지 못하고,기술 으로도 후발주자에

해당되나,선택과 집 투자에 따라 향후 시장상황의 역 기회가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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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내 연구개발 동향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재료의 가공기술은 화학 인 방법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

는 기술 분야, 를 들면,차량용 내열 가교 선,가교 고분자 발포폼,열수축성

튜 , 디얼 타이어 제조 등을 제조하는데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이들 기

술은 국내 방사선 재료개발기술이 무한 상태에서 주로 선진국으로 부터 기술

도입하여 제품화한 것이 많다.다행히 정부가 주도하는 1,2,3단계 원자력 장기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기반연구가 수행되어 재는 진국 수 이상으로 발 되

었으며,최근에는 통 인 휴즈를 용할 수 있는 고분자 스 치가 상용화되었

고,화상/상처 치료용 드 싱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식품 의약청에 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최근에는 세계 인 연구동향에 따라,EGF를 이용한 국소 도포용 상처치유 진

제들이 개발 에 있고,동물 실험을 통해 효과를 증명하고 있으며,만성 궤양을

가진 환자에게 EGF를 국소 도포하 을 때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나,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이 개발된 EGF외용액의 유효성,유효한 정 용량 안 성의 평가

가 요구된다.

• 반도체 청정실용 흡착제 제조기술이 개발되었으며, 한 방사선 멸균이 가능한

일회용 주사기 재료인 폴리 로필 의 내방사선 향상기술,항균섬유 등에 한

기술이 개발되었지만,최근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연료 지막,나노약

물 달체,폐고분자의 재활용기술,인공장기 등의 개발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미

진하다.

• 국내에도 자선 조사시설이나 감마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새로운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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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발 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 제조 기술에 한 수요는 증가할 것

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향후 시장규모도 확 될 것으로 측된다.

• 리튬 지 해액의 출을 원천 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로서 국내외 으로 자

외선,화학개시제를 이용한 고분자 겔형 해질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한국에 지기술연구원과 동연구로 직 메탄올 연료

지(DMFC)개발에 필요한 메탄올 연료 투과성 수소이온교환막을 개발한 바

있음.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DMFC의 경우 메탄올 연료의 투과도를 여

연료 손실을 이는 것이 연료 지 성능에 크게 향을 주기 때문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치 한 내부 구조를 갖는 불소계 고분자막을 제조하여 사용하 음.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막을 수소를 연료로 하는 PEMFC용 연료 지에 용할

경우 낮은 온도에서는 나피온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막을 제조할 수 있으나 100
o
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연료 지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연료 지막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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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근본 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악됨.높은 온도에서 용 가능한 연료

지막을 개발하기 해서는 나노 무기 충진제 도입,pore-filledmembrane,새로

운 구조의 단량체 소재를 활용한 방사선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 국내에서는 통 인 열경화형 고분자수지를 이용하여 국방과학연구원,한국기

계연구원,포항산업과학 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산업체, 학 등에서 탄소섬유

강화 복합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주)데크에서 항공우주산업용 탄소 복합재

를 생산하고 있으나 모두 열경화 공정기술이다. 자선 경화 공정기술의 필요성

우수성,경제성 등이 충분하게 소개가 안 된 실정이며 용되지 못하고 있

다.방사선에 의한 복합재료 제조기술은 제조 공정이 빠르고,친환경 이어서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산업 으로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 탄화규소섬유는 규소계 고분자인 폴리카르보실란을 구체로하여 용융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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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상품명으로 제조, 매되고 있고, 자선으로 경화시킨 섬유는 Hi-Nicalon

이라는 상품명으로 매되고 있다.10년 국내연구진이 탄화규소섬유제조를 시

도하 으나,아직 국산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요업기술원 등에서 탄화규소섬유를 제조하려하고 있으나 연속 섬유공

정 안정화 공정 기술 부족으로 실 되지 못하 다.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방

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섬유 강화복합재를 시험제작한 사례가 있지만,방사

선 경화기술에 한 체계 인 연구 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 KAIST,한양 학교,충북 학교 등은 포토리소그래피,microcontactprinting등

을 이용하여 세포 단백질 등의 패턴 형성과 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이온빔 자빔을 이용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 재 반도체 제조 분야의 이온주입 기술은 세계 최고 수 에 있지만,이온빔 이

용 첨단 신소재 분야 (NT-BT-IT-ST등)에서의 연구는 미진하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HighCurrentGaseous

IonImplanter(20~150keV/10mA),CurrentIonImplanterforSemiconductor

(20~170keV/10mA),IonBeam Irradiator(20~50keV/최 50mA),Dua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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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라스틱 제품 (투명 라스틱 즈,방탄유리용 다층 PET막 등)을 상으

로 하여,scratchresistance향상,색채조 ,UV protection,Anti-reflection,내

구성 내부식성 향상,표면경화 등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 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연구원에 N,O,Ar,Ne등의 이온을 가속하여 고분자,

속,세라믹 재료 등의 표면을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형 이온빔 가속기

(300keV,10mA)가 설치되었다.

• 국내에서는 부분 기계 방법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 의 단 분산을 하

고 있으나 수율,구조 손상 등의 문제 이 있으며, 한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

나노튜 의 단,분산 등의 핵심기술 개발과 련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

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는 이온주입 등 방사선을 이용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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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표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고분자,세라믹 재료의 생체 합성 향상,바이오

칩/센서용 고분자 기 제조,고분자 표면의 기계 열 특성 향상,연료 지

이차 지용 분리막 표면 처리,고분산성 나노재료 등에 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음.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여러 종류의 이온주입 장치를 이용하여 고

분자, 속,세라믹 등 재료 표면의 내마모성 향상,자외선 차단,내구성 내

부식성 향상 등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서강 학교에서는 고분자 다양한 기능성 유기 소재의 복합재로 사용되는 탄

소나노튜 등의 소재의 우수한 기 ,구조 ,물리 특성들을 활용하기 하

여, 자빔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 합 분산 기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와 최근 그라핀 제조 기술을 포함한 탄소나노물질

제어 기술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자빔을 이용한 고분자 형 체,2차원 3차원 나노구

조 제어,나노소재 제조 특성 향상 등에 한 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KIST,KRICT,고려 학교 등에서는 이온주입을 이용하여 고분자 재료 표면을

개질한 후 속(구리, 등)증착,포토리소그래피,에칭 공정을 거쳐 속 패턴

이 형성된 고분자 기 제조 등에 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공정 단순화

패턴 해상도 향상을 한 신기술 개발이 필요.

• 국내의 바이오센서/칩 연구는 성균 학교에서 표면 라즈몬 바이오센서,포항

학교에서 환경병원균 측정용 DNA센서 등이 연구되었으며,KRIBB,삼성종합

기술원,LG 화학,KIST,서울 학교 등에서도 바이오센서에 한 연구를 하고

있으나 방사선 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 개발에 한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 없

음..

• 국내 보유기술 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술인 반도체 제조기술과 방사선 기

술을 바탕으로 NT,IT,BT 등의 기술이 융합된 신개념의 나노바이오센서 시스

템을 구축할 경우 기술 선 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

국내 나노바이오센서 기술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변이 넓지 못하고,기술

으로도 후발주자에 해당되나,선택과 집 투자에 따라 향후 시장 상황을

역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음.

• 상향식 리소그래피 의 하나인 소 트 리소그래피에 사용되는 PDMS등의 몰

드용 재료는 유기 물질 는 유기 용매와 하 을 때 팽윤되어 그 표면이 변

형되고,백화 상이 일어나 을 투과시키지 못하여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없

어 그 사용이 일회 이라는 문제 이 있음.따라서 PDMS재료의 표면 특성 제

어 혹은 체 신소재 개발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

• 한국과학기술원,한국기계연구원 등에서 photolithography,softlithography,50

keV 에 지 자빔 가속기 등을 이용하여 속나노입자,탄소나노튜 ,양자

등의 나노 재료의 패터닝을 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아직 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따라서 실제 인 응용에 이르기 해서는 면 화,생산속도 개

선,여러 형태의 패턴 형성 등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향상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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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1 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1.아토피 치료효과 우수 천연소재 선별 효능평가

-본 연구는 세계 최 로 시도되는 분야로서,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약용식

물 추출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에 의한 피부 약물 달 효과와 피부 보습이 아토

피 피부염의 치료나 발 억제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실용화 가능

성이 매우 클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은 invivo와 invitro에서 신 인 알

르기성 염증반응과 국소 인 염증반응,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염증성 cytokine발 등의 증상을 반 이고 효과 으로 개선하여 비

만세포 매개 염증반응을 효과 으로 억제하 다.

-특히 약용식물 추출물 단독으로 사용하 을 때보다 약용식물 추출 혼합액을 정

비율로 혼합하 을 때 그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으며,고농도를 용하 을 때에

도 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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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염의 방 치료에 있어 매우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정비율의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은 새로운 약품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약용식물 추출물과 하이드로겔의 효능 검증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에 따른 유효 약용식물 추출물의 효능 안 성 검증을 수

행한 결과,MTT assay결과에서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에서 세포독성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농도 의존 으로 NF-kB의 활성을 억

제하 으며,5가지 약용식물 추출물 상엽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천연 추출물이 염증 매개 cytokine의 유 자 발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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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4,COX2,iNOS등의 유 자 발 을 억제시켰고,모든 약용식물 추출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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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VA 정제 가교기술 개발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를 한 PVA 고분자 정제기술 개발 결과,불순물

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PVA 정제를 해 함유된 NaOAc의 제거에 있어 순수한 메탄올을 사용하 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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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OAc의 감소되는 속도가 증가됨을 확인하 다.결과 으로,물로 세척하는 것

이 PVA에 존재하는 NaOAc의 제거에 훨씬 더 효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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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가교기술 이용 수분 방지기능을 가진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 수화겔과 수분증발 방지막을 용이하게 부착시키고, 장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분리

되지 않도록 하는 수화겔과 수분방지막 간의 착기술의 개발하기 해, 폴리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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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교 시킨 후, 건조하여 필름을 제조하 으며, 우 탄 필름에 폴리아크릴산과 착

제 혼합액을 캐스 하여 수화겔을 부착할 수 있는 착 필름을 제조하 다.

- 그 결과, 수화겔과의 착력이 가장 우수하고 장시간 착능을 유지해야 하는 특

성을 고려하여 폴리아크릴산과 아크릴계 착제의 비율을 6:4로 혼합하 을 때, 가

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수화겔 착용 필름이 제조되었다.

5.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소재 약물 함유 된 하이드로겔의  성  피부 염  아 토피 

   피부 염의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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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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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추출물의 경우 각질형성세포 분화를 진하는 효과가 찰되었다. 이상의 결과

를 토 로 atogel은 향후 아토피성 피부염 등과 같은 알러지성 피부염 증상 개선을 

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DNCB로 유도된 알 르기성 동물모델(hairless  Nc/Nga mouse)을 이용한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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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동물모델에 atogel 처리 후, 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히 개선

됨을 확인하 다. 한 추출 혼합물을 함유한 여러 다른 제형들과 비교시, atogel 처

리군은 물론, atolotion, 추가 으로 연구된 EU(두충) lotion, atocream 처리군에서도 

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히 완화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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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ion와 atocream 처리군의 피부손상이 더욱 감소된 것을 확인하 다. 한, 

atolotion와 control lotion군을 비교했을 때, atolotion군이 진피부분에서 부종 감소

를 확인하 다.

 - 하이드로겔에 함유된 천연 추출혼합물의 염증반응 억제효과를 규명하기 해,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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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을 포함하여 추가 으로 세포독성과 cytokine을 측정해 본 결과, L929, HaCaT, 

HMC-1 세포에서 80%이상의 세포 생존율과 cytokine 감효과를 나타내는 유의한 

값의 추출혼합농도를 찾아냈다.

 - 한, 선행 연구를 확보한 5종의 천연 추출물(어성 , 느릅나무, 차 ,   

상엽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atogel)  수종의 화장품 grade를 제조하 으

며, 이들의 안 성을 평가해 본 결과, 특이할 만한 피부 자극 반응  안자극은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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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 완화 효과]

6.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당뇨성 궤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을 선별하고,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물

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을 합성하 으며,궤양치료에 합한 물리 특성을 나타내

어 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임을 확인하 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겔강도가 1.5kgf/cm
2이상이며,겔화율

이 50% 이상으로 궤양 치료용으로 사용이 합하며,가소제로 꿀을 첨가함으로

써 효과 으로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꿀을 첨가하지 않을 때 보다 수분 증발 억

제율 20% 이상 향상되었다.

-CMC하이드로겔에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꿀이 함유된 겔 페이스트

에서는 함량이 증가 할수록 항균성도 증가하 으며, 장균,황색포도상구균 모두

10mm 이상의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냈다.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항균효과(좌)와 궤양치료결과(우)]

7.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동물 실험 효능평가

-db/dbmice에 당뇨성 궤양을 유발하기 하여 특수 제작한 피부 압착기를 사용하

여 궤양을 유발시키고,당뇨성 궤양 치료효능이 조군 비 육아조직학 평가에

서 60% 이상의 치료효과를 보임으로써 매우 우수한 궤양 치료 효과를 확인하

다.

-겔 페이스트로 치료하지 않은 쥐는 궤양 유발 2일 후, 기 궤양면 과 비교하여

증가된 경향을 나타났으나,밤꽃 꿀이 함유 된 겔 겔 페이스트로 치료한 쥐는 약

60%정도의 우수한 궤양 치료율을 나타냈다. 한,첨가되지 않는 순수 천연고분자



- 54 -

(CMC)겔 페이스트보다 우수한 궤양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8.궤양 치료용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나노섬유 담지 하이드로겔은 500% 이상의 흡수율을 나타냈으며,기계 강도는

기존 비 약 8배 이상 증가하 고,약 120% 이상의 신장율로 탄력 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당뇨성 궤양 치료용 동물 모델인 db/db마우스를 이용한 나노섬유 보강 하이드

로겔의 궤양 치료 결과를 확인하 다.실험 시작 후 3일째까지 다른 실험군에서

는 상처에서 삼출물이 많이 던 반명,chestnut군의 경우 상처유발 직후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21일까지 고름이 찰되지 않았다.이는 chestnut군의 항균작

용으로 외부 박테리아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었기 때문이다. 한 단핵구의 빠른

등장으로 재상피화가 많이 진행되어 다른 실험군에 비해 상처크기가 빨리 어

든 것을 볼 수 있었다.14일째에는 모든 실험군에서 모두 재상피화가 거의 완료

된 것으로 찰되었으며,특히 chestnut군의 표피가 정상피부조직의 색과 더 유

사하게 보 다.chestnut군의 치료 효과는 다른 실험군에 비해 57% 정도의 우수

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궤양 치료용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9.궤양 치료용 나노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UV-vis스펙트럼에서 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350∼400nm와 450∼500

nm에서의 흡 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것은 폴리아크릴산 나노입자와

AgNPs가 생성이 되면서 특정 장의 UV를 흡수하여 흡 도 값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흡 도 값이 증가 하고 오른쪽으로 이

동됨으로서 입자가 더 많아지고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나노겔은 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작아지고 균일한 분포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FE-SEM 이미지를 통하여 완 구형의 20nm 의 입자크기를 가지는 나노겔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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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한 항균성 실험에서,control로 사용한 고분자 나노

겔에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은나노 입자가 함유된 나노겔은 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균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궤양 치료용 은나노 하이드로겔의 표면 이미지(좌)와 항균성(우)]

10.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 지용 고분자 겔 해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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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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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방사선 합에 의해 기계 으로 우수한 고분자 겔 해질을 성공 으로

제조하 다.단량체인 MMA의 함량이 을수록,가교제 PEGDMA의 함량이 클

수록,모노머/ 해액 비율이 클수록 압축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이온

도도의 경우,MMA 함량이 증가할수록,가교제 함량이 을수록,이온 도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 [조사후]

[감마선을 이용한 고분자 겔 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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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MMA의 첨가는 고분자겔의 결정화도가 감소로

인해 이온 도도가 1mS/cm에서 10mS/cm로 이온 도도가 격히 증가하

다.Linearsweepvoltammetry측정을 통해 일반 상용 PE분리막보다 높은 리튬

비 압(4.5V)까지 기화학 산화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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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방사선을 이용한 이차 지용 다공성 그라 트 고분자 분리막 개발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방법에 의해 제조하 다.PE분리막에 폴리메

틸메타크릴 이트의 그라 트로 인해 해액에 한 분리막의 친화성을 개선되었

으며, 한 기존의 PE분리막에 비해 더 높은 해액 담지능 이온 도도가 향

상되었다. PE분리 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 이트의 그라 트로 인해 열에 의한

수축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이는 내외부의 부작용에 의한 이차 지 내

부의 과열과 그에 따른 분리 막의 수축에 의해 양극이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험성을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그리고 PMMA가 사용 PE분리막에

그라 트됨으로써 기화학 안 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극과의 친화도가 향상됨으로써 이차 지의 용량을 장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고,표면 항 한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

제조된 PE-g-PMMA 분리 막은 우수한 기화학 인 성질과 열에 한 안 성

을 가지고 있어 이차 지 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방법과 상 이법에 의해 제조하 다.

한 친수성 단량체의 그라 트로 인해 해액에 한 분리막의 친화성이 개선되

었으며, 한 상 이법에 의한 표면의 다공성 구조가 형성된으로 인해 해액 담

지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 이러한 결과에 비례하여 기존의 PE분리

막에 비해 더 높은 이온 도도를 확인하 으며.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그라 트율이 262wt%일 때 1.3mS/cm에 달하는 가장 높은 이온 도도를 보

다.그리고 PMMA가 사용 PE분리막에 그라 트됨으로써 기화학 안 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우수한 기화학 인 성질과 열에 한 안 성을 가지고

있어 이차 지 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 자선을 이용하여 비닐실록산 그라 트된 분리막 음이온 고정화물질

(PEGBA)이 그라 트된 분리막을 성공 으로 제조하 다.비닐실록산의 Si-O

unit에 의해 리튬이온의 이동을 방해하는 음이온 물질이 해리되는 것을 막음으로

서 높은 이온 도도 기화학 안정성을 확보하 다. 한 고 압(4.4V)까지

충 함으로써 방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반복충방 시험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한 음이온 고정화물질을 그라 트한 분리막의 경우 리튬이온을 방

해하는 음이온을 고정시킴으로써 리튬이온의 이동도를 향상시켜 높은 이온 도도

를 얻을 수 있었고 높은 C-rate으로 방 시 우수한 방 용량을 가진다는 것을 확

인하 다.개발된 두 종류의 분리막은 의 결과를 토 로 휴 용 기기를 타겟으로 하는

지는 물론 HEV에 용가능한 높은 에 지 도를 가진 고용량,고출력 지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12.방사선을 이용한 이차 지용 다공성 폴리에틸 고분자 분리막 개발

-HDPE와 soybeanoil,alumina를 혼합/압출,추출을 통하여 분리막의 기공도 내

열성을 향상 시키고,방사선 조사를 통한 가교효과로 더욱 향상된 기계 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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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성을 가지는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개발 하 다.

-기존 상용 제품인 SK-Libs와 비교하여,기계 강도는 약 30% 향상 되었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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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 기화학 안정성면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다.

- 자선 조사된 PE분리막의 열수축률을 가교도 증가로 인한 내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열수축률이 감소함을 확인 하 다. 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분리막의 경

우 MD방향으로 69%,TD방향으로 56% 수축하는 반면 200kGy로 자선 조사

된 분리막은 MD방향으로42%,TD방향으로 31% 수축하 다.

- 자선 조사시 같은 조사선량율에서 beam current조 하여 높은 가교도 내

열성이 향상된 분리막을 개질할 수 있었다.특히 같은 조사선량에서 beam

current를 낮게 조사하여 가교시킨 분리막일수록 가교도가 증가하고 내열성이 향

상되었다.

13.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 지용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 제조 기술 개발

- PVDF-HFP/커 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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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 조사하여 우수한 기화학

특성을 가지는 유/무기복합막 제조함.

-Cycletest시 상용 분리막 비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

-커 링제로 표면처리된 무기물(Al2O3)/고분자바인더(PVDF-HFP)를 혼합하여 고

형분이 30wt%가 되도록 아세톤을 첨가하고 여기에 가교제(TTT)를 첨가하여

유/무기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딥코 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킨 후

자선 조사한 다공성 유/무기복합막으로써 내열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기화학 특성도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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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의 열수축율은 5% 이하로 매우 우수한 내열성을 보임.

- 자선 조사를 통한 기계 물성 열 물성 향상됨.

-복합 분리막의 단 인 낮은 기계 물성을 자선 처리로 크게 향상됨.

- 자선 비처리 분리막 비 기계 물성 향상:20% 이상 tensilestrength향상됨.

14.방사선 이용 탄화수소계 연료 지용 이온 도성막 유/무기 복합 연료 지막 제

조 기술 개발

○ 탄화수소계 연료 지용 이온 도성 막 제조 기술 개발

-기계 물성 내열성이 우수한 PEEK 고분자를 황산과 반응시켜 술폰산기를

함유한 SPEEK고분자를 제조한 후,가교제와 혼합하고 자선으로 조사하여 가

교 구조를 가지는 SPEEK고분자 해질막을 제조하 다.

-높은 온도와 높은 가습 조건에서 높은 용해도를 가지는 SPEEK 해질 막에 가

교제 자선을 용하여 가교 구조의 SPEEK 해질막을 제조하 고,이를

높은 온도 높은 가습 조건에서 내구성을 실험할 결과,형성된 가교 구조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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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녹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여 방사선 가교구조로 인한 SPEEK 해질막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

○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복합 연료 지막 제조기술 개발

-감마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성비의 St/TMSPM 단량체 혼합물을 ETFE필름

에 그라 트시킨 후,Sol-gel방법으로 가교구조를 형성시키고 술폰화하여

Si-O결합으로 가교된 유/무기 복합막을 제조하 다.

-다양한 함량의 TMSPM으로 가교된 ETFE-g-PSSA/TMSPM 해질막의 화

학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TMSPM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Si-O가교 결합의

증가로 인하여 해질막의 화학 안정성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15.연료 지막 최 화 막/ 극 합체(MEA)성능평가

○ 탄화수소계 연료 지용 이온 도성 막 제조 기술 개발

-가교제 함량을 30wt%를 첨가한 후 자선을 200kGy로 조사한 후 제조한

가교된 SPEEK 해질막이 연료 지막으로서 최 화된 기본 물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IEC:1.248meq/g,상온이온 도도:0.083S/cm,고온 이온

도도 (80°C):0.1234S/cm,치수안정성:28% 이하)

-최 화된 조건에서 제조된 가교 구조의 SPEEK 해질 막을 이용하여 3cm x

3cm MEA를 제조하고 singlecell성능 찰한 결과 고온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 다.(0.6V 기 류 도:490mA/cm
2
,최 력

도:472mW/cm
2
)

○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복합 연료 지막 제조기술 개발

-St/TMSPM 5/5조성비로 제조한 ETFE-g-PSSA/TMSPM 해질막은 기계

강도가 50MPa,치수안정성이 38%이며 함수율이 49%이하로 낮은 반면에

상온에서 수소이온 도도가 0.16S/cm이고 80
o
C고온에서 수소이온 도도가

0.27S/cm로 높은 수소이온 도도를 가짐을 확인하 다.따라서 St/TMSPM

5/5단량체 조성이 최 의 성능을 내는 조성임을 확인하 다.

-St/TMSPM 5/5조성비로 제조한 가교된ETFE-g-PSSA/TMSPM 해질막을

이용하여 3cm x3cm MEA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singlecell성능평가

를 실시한 결과,0.6V에서 류 도가 629mA/cm
2
,최 력 도가 523

mW/cm
2
로 연료 지막으로써의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제2 방사선 이용 복합 신소재 개발

1.방사선 경화조건에 따른 섬유 안정화

-폴리카보실란(Polycarbonsilane,PCS)섬유에 조사량과 조사 분 기를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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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외선 분 분석,결정 구조 분석,열특성 분석 등을 통하여 섬유 안정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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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섬유의 분자량이 증가하 고 경화율이 선형 으로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한 아르곤 가스 분 기에서 조사를 수행한 섬유의 산소

함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XRD분석 결과 자선 경화된 섬유가 SiC로 성공

으로 제조됨이 확인되었다.

2.방사선 조사에 의한 TiO2계 매 기술 개발

-환경 문제가 두 되면서 기존의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분해법 신에

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기방사법과 자선 경화를 이용하여

매 섬유를 제조 하 다.

-제조된 매 섬유는 지름은 2㎛이고 표면 체가 100㎚의 이산화티탄(anatase)

으로 덮여 있었고 고온특성이 매우 우수하 다.

- 매섬유의 성능은 메틸 블루 10ppm 수용액 300ml에 매 섬유 0.5g을 침지

시킨 후 50W자외선램 를 2시간 조사하면 메틸 블루 90%이상이 분해되는 우수

한 매 특성을 보 다.

매 효과

3.여러 가지 방식을 통한 탄화 규소 섬유의 제조 기술 확보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섬유의 국내생산을 한 제조 기술 개발에 한 것으로 용

융방사,습식방사, 기방사,원심방사 공정 등을 이용하여 그린 섬유를 제조한 후

방사선 경화과정 후 열분해를 통하여 고강도,고내열성의 탄화규소섬유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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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GPa의 높은 탄성률을 나타내었으며 우수한 열안정성과 내산화성을 나타내었

다.

-장섬유의 탄화규소 섬유는 수입 체용으로 사용가능하며,3차원 매트 형상의 탄화

규소 섬유는 복합체 제조에 응용이 가능하다.

용융 방사된 SiC섬유 번들 기 방사로 재조된 SiC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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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제조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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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DF-170을 사용하 고, 경화제로는 Triar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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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자선을 이용하여 경화시켰다.

-각각의 수지 모두 약 250kGy의 선량에서 모두 완 경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하

다.YD-128은 YDF-170에 비해서 경화속도는 느리나 완 경화 시 기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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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내었으며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계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경화

제는 TASHFA가 TASHFP에 비해서 더 빠른 경화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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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uum Bag,Molding,Lay-up,FilamentWinding그리고 Pultrusion등의 방법

으로 복합재를 성형하고 자선 경화하여 제품을 제조하 다.제조된 제품의 시험

검사를 통해서 FilamentWinding이 최 의 공정임을 확인하 고,RTM,Vacuum

Bag도 당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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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amentWinding성형법으로 제조하여 200kGy 자선 조사를 180°회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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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괴 특성을 나타내었다.

자선 경화 기술을 이용한 하이 리드 압력용기

5. 형화 제품에 용 시험 특성 평가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형화 제품을 제조하고 물성을 평가하

여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 다. 용 로는 LNG 압력용기에 용하 다.

기존의 산소압력통 제작방식을 그 로 용하 고,YD-128의 에폭시 수지와

TASHFA의 경화제를 사용하여 복합재를 성형하여 400kGy의 자선 조사를

실시하여 경화시켰다.

- 자선 경화된 압력용기의 시험 결과 기존의 열경화로 제작된 압력용기의 90%

이상의 물성치를 나타내었으며 열시험에서도 합격 인 104MPa의 20% 이상

인 127MPa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그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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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압력용기의 성형모습 완성품

6.탄화규소섬유 강화 탄소(SiC/C)복합재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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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재에는 엔진용 터빈재료로써 세라믹 재료가 범 하게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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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으로 엔진의 경량화 등의 장 이 있으나 깨기지 쉬운 단 으로 인하여 범

한 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그래서 탄화규소섬유 강화 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

여 이를 체하기 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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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하 다.첨가제로 사용된 탄화규소섬유는 폴리카보실란 용액을 기방사 후

아르곤 분 기에서 10000kGy 자선 조사를 실시하여 가교하 고,가교된 폴리

카보실란을 아르곤 분 기에서 1300℃에서 1시간 동안 열분해 과정을 통해서 제

작하 다.탄소 복합재료는 에폭시 가교를 해서 200kGy 자선 조사를 실시한

후 아르곤 분 기에서 1000℃로 1시간동안 열분해 과정을 통해서 SiC/C복합재

료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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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SiC의 함량이 0wt%에서 10wt%로 증가할수록 약 12

배 이상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복합재료의 공극률을 수은 기공도 측

정기와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SiC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약 3배 이상 감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결과를 토 로 탄화규소섬유가 함유된 복합재가 극한

환경의 구조체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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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법과 PIP 법으로 제조된 C/SiC 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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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복합재료는 가볍고,낮은 열팽창 계수,높은 열 도도,강한 내충격성,우수한

기계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400℃ 부근에서 산화되는 단 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그래서 산화를 억제시키기 해서 Si가

첨가된 SiC/C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여 내산화성을 높이기 한 연구를 진행하

다.

-CF탄소직물에 폴리카보실란을 헥산용액에 30∼50wt%로 농도로 음 발생기

에서 완 히 녹인 후 CF탄소직물을 24시간동안 담가 두었다.충분히 담가진 CF

직물을 건조 공정을 통해서 헥산용액을 완 히 제거하 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4회의 함칩 공정을 거쳤다.이 게 비된 시료를 5,000kGy 자선 조사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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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C/SiC복합재료를 제조하 다.

-CF탄소직물에 폴리카보실란 용액의 함침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헥산용액의 농도

가 30wt%일 때 탄소직물 내에 탄화규소의 비율이 가장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

었다.공극률이 가장 고,탄소직물 내의 탄화규소 비율이 가장 높은 30wt% 폴

리카보실란에 함침시킨 복합재료 (SiC/C)는 함침 열분해 후 3.2% 잔류량에 비

해서 95.2%의 잔류량을 가지는 우수한 고온 내산화 특성을 확인하 고,1,500℃

에서 5시간 동안의 환경에서도 95.2%의 잔류량의 변화가 없는 우수한 내산화특

성을 확인하 다.

8.유기 실리콘 단량체 이용 화학 증기 침투 실험

-탄소복합재료의 내산화성을 강화하기 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액상 고분자 화

합물을 CVD(ChemicalVaporDeposition)방식을 이용하여 SiC코 막을 증착시켜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 다.

- (주)데크에서 제작한 perform형태의 carbon fibermatrix과 C/C composites를

1000∼1100℃의 공정 조건에서 탄화규소를 1시간동안 증착시켰다.증착된 SiC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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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막의 형태와 조성,미세구조의 변화를 SEM과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C/Ccomposite의 경우 perform형태의 carbonfibermatirx보다 높은 도를 가지

고 있어 시료의 최외각 표면만이 SiC증착이 된것이 확인되었다.그리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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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착막을 형성하고 있으나 1100℃에서 증착된 시료의 경우 100∼200nm의 불균

일한 증착막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9. 자선 경화이용 도 성 착제 경화기술 개발

-기존에 사용 되던 에폭시,아크릴 수지의 열 경화 방식의 단 을 보완하기 해서

비닐 에스터 수지의 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하여 LCD용 도 성 착제에 합

한 착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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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비해서 자선으로 경화 시 겔화율 면에서는 낮은 선량에서도 높은 경화도를

나타냈으나 완 경화가 이루어진 시 에서늬 굴곡강도, 착강도,열 안정성 모

두 비닐에스터 수지의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닐에스터 수지에 경화제, 진제를 첨가하여 상온경화한 시료와 경화제만 첨가

하여 열경화시킨 시료,첨가제를 넣지 않고 자선을 이용하여 경화시킨 시료의

특성을 분석하 을때 겔화율,굴곡강도, 착강도,열 안정성 모든 면에서 자선

경화가 우수한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 다.특히 도 성 착제에 가장 요한

착 강도 면에서 기 치인 800gf/cm를 넘는 1,000gf/cm의 착강도를 나타내어

도 성 착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상업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TFT-LCD 패 용 PI(polyimide)Flexible-PCB

착력 향상 기술 개발 하여 PIfilm에 100keV로 질소 이온 주입을 실시하여

PI표면의 착력을 높이고자 하 다.

자선 경화를 이용한 이방성 도 필름(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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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이온 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결정의 불균일에 따른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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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PI표면의 각을 측정하 다.이온 주입에 의하여 PI표면의 화학구조가

변하여 친수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친수성 치환기가 증가할수

록 물질의 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PI의 착성도 증가할 것으로 상할 수 있

었다.

-Spincoating방식을 이용하여 Siwafer에 HSQ와 PTFE를 코 하고 자선을 이

용하여 경화를 수행하 다.유 재료의 두께는 alpha-step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화학 구조변화는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magnetronsputtering방식을

이용하여 극을 제조한 후 impedanceanalyzer를 이용하여 기 특성을 분석

하 다.질산,황산, 상액 등에 한 내 에칭성 평가를 수행하고 NanoIndenter

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 다.

-HSQ (HydrogenSilsesquioxance)재료는 자선 조사에 의하여 반경화 상태가

되었으며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의 자선 조사를 통하여 완 network이 형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자선 조사를 통하여 제조된 HSQ재료는 3.1∼3.2정도의

유 상수값을 나타내었으며 우수한 내에칭 특성과 경도 값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 자선 조사에 한 PTFE재료의 미세구조변화를 분석하 으며,350
o
C에서 자

선을 조사하여 제조된 박막형 PTFE재료는 2.5정도의 값을 나타내며 1MHz

역까지 안정된 값이 유지됨이 확인되었다.

- 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가교된 PTFE재료는 열처리 재료에 비하여 우수한 경도

값을 나타내었고,우수한 내에칭성을 갖는 것으로 단되었다.

-RFmagnetron방식으로 Siwafer에 SiO2layer를 증착하고 질소 이온 주입에 따

른 물성을 평가하 다.

-AES분석 결과 Siwafer와 SiO2layer계면에 질소 이온이 집 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질소 이온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 유 상수값이 감소하고 높은

주 수 역까지 안정된 특성이 보여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10.방사선 이용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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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으며 250kGy이상에서 완 경화가 이루어짐이 확인되었다.

- 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도 탄소/탄소 복합재를 1차 고 도화 공

정을 통해서 1.5g/cc정도의 복합재를 제작하고,이를 LSI법을 이용하여 C/SiC로

제작하 다.

-제작된 복합재의 도는 1.98g/cc이며,SEM 분석 결과 체 으로 SiC가 표면에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로서 Needlepunched,Rod,Weaving형태의 리폼을 개발

하 다.

-NeedlePunched 리폼은 Oxi-PAN 리폼이며 합한 형상으로 제작,가공할 수

있었다.Rod 리폼은 hexagonaltype의 4D 리폼으로 제작하 으며,Weaving

리폼은 orthogonaltype의 3D 리폼으로 제작하 다.

-자동차 이크 디스크 용 탄소섬유강화 탄화규소 복합재를 제조하 으며,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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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기존방식의 재료와 비교하여 동일한 도와 와이블 계수를 가지면서도 굽

힘 강도가 향상되고 연신율이 증가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3Dorthogonalweaving 리폼 제작

11.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개발

-자동차용 탄소섬유강화 탄화규소 복합재 ( 이크 디스크)의 제작공정을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 다.기존 방식은 열경화방식을 이용하 고,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제조된 제품은 기존방식의 재료와 비교하여 동

일한 도와 와이블 계수를 가지면서도 굽힘 강도가 향상되고 연신율이 증가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이러한 고온용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는 항공기 이크디스

크,자동차용 이크디스크,항공기나 우주선의 추진기 우주내열 구조재로

용되고 있다.

탄소섬유강화 탄화규소 복합체로 제조된 완성된 자동차 이크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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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방사선 이용 나 장섬유 제조 기술

-방사선 조사 후 물찜 로세스에 의한 나 장섬유 제조기술 개발하여 섬유의

미세구조 열 ,기계 특성 평가하 다.

-셀룰로오스 93%이상 함유,리그닌 15%에서 0.7%까지 제거,헤미셀룰로오스 19%

에서 2%까지 제거되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 나 섬유강화 폴리 로필 복합재료를 제조 기계 특성 평가하 을 때 우

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굴곡강도:50MPa,탄성률:1,980MPa)

방사선을 이용한 증해에 의한 펄 천연섬유 이용 복합재료

13.방사선 이용 자동차 후드/ 임용 탄소섬유상강화 라스틱(CFRP)복합 재

료 개발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의 경화 조건(상온 경화, 자선 경화)에 따른 기계 물성을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ASTM C1341-06규격에 따라 비교 평가하 다.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 제조에 자선 경화를 이용함으로써 굴곡강도 25% 향상 되

었다.(방사선경화:372MPa,상온경화:296MPa)

-이형처리한 형(몰드)에 카본 리 그,유리섬유,Core재를 층하고 RTM 공

정을 이용하여 수지를 주입, 자선을 이용하여 상기 성형체를 경화시키고 탈형하

여 자동차 후드 제작하 으며, 자선 경화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상온 경화 공정

비 제조 시간을 1/10로 단축시켰으며,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로제조한자동차후

드(8.5kg)는상용 자동차 후드(18kg) 비 50%이상 무게를 감소되었다.

-나노 복합소재의 분산성 향상을 통하여 기계 특성의 향상시키고 방사선을 이용

하여 고분자 소재를 가교 시킴으로써 내열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이 향상되었다.

완성된 자동차 후드 하 완성된 자동차 후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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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상 기술 개발

-자동차용 내열 라스틱 엔진 부품 소재 개발을 해서 선정된 열가소성 라스틱

을 가교제를 첨가하여 블 딩한 후 자선 처리함으로서 내열성 내마모성을 향

상시켜서 실제 엔진 부품 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열가소성 라스틱 8종류 선정 (PE,PP,EVA,나일론 6,6/6,12,PBT,POM)

- 자선 가교에 따른 겔화율 70~90% 이상 확보하 으며 수분흡습율 약 30~50% 이

상 향상 효과 확인하 다.

- 자선 가교에 따른 열변형온도 160℃ 이상의 내열 특성 5mg/104cycle이내의

마모량 확보 마모표면의 안정성 구 하 으며,열 ,기계 특성 향상하 다.

- 자선 가교형 수지를 이용하여 엔진 부품 Facearm과 Bodyarm을 시사출하

여 양산품과 개발품의 물성 비교 평가 수행한 결과,사출 성형성 평가:양산품

비 유의차 없으며,개발품의 Facearm과 Bodyarm의 조립성을 확인하 고,개

발품의 괴 특성 평가 피로 괴 특성 평가시 양산품 비 유의차 없고,이상

의 결과로 한창 엔 라(주)의 품질 리부로부터 품질 평가 인증 획득하 음.

조립
조립 후

arm ass'yt/chainbodyarm
(개발품)_KN133G45

facearm
(개발품)_KN111

자동차 엔진 부품 Facearm Bodyarm 시사출

15.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내열성/내구성 향상 엔진 부품 용기술개발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5종을선정하여 (FR,NBR,EPDM,EPDM/HDPE,

EPDM/PTFE)가교제(TMPTMA)첨가에 따른 겔화율 30% 향상 확인하 으며,

FR소재의 자선 가교에 따른 용매(벤젠)내의 체 증가율 향상 압축 구변형

율 20% 미만 확보하 다.

- 자선 가교에 따른 경도 50(shoreA)이상 확보하 다.(FR:77,EPDM/HDPE:

87,EPDM/PTFE:71)

-개발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FR)소재 이용 O-ring제조 물성 평가 수행시,

FRO-ring의 체 증가율(3.9%),압축 구변형율(11%),경도(73)으로 측정 되었

으며 시사출에 따른 물성 하가 없음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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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 개발

1.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생체 합성 향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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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될 수 있으며,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물리 처리에 의

한 방법들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특성에는 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면 성질만

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 을 가진 이온주입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분자 재료

(PS,PE,PTFE,PDMS등)들의 표면을 개질하여 생체 합성을 향상시켰음.

-사용된 이온주입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keV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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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형태학 등은 외선 분 기(FT-IRspectrophotometer),X-ray 자 분

분석기(X-rayphotoelectronspectrometer), 각 측정기(contactanglemeter),

주사 자 미경(Scanningelectronmicroscope)등을 이용하여 찰하 음.

-최종 으로 표면 개질된 재료에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하여 생체 합성을 평가하

음.

2.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세라믹 재료 (wafer,glass등)의 생체 합성 향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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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V 이온주입장치를 이용하여 단순 이온주입 이온보조반응을 이용하여 재료

표면을 개질하 고 변화된 재료 표면의 분자구조 표면물성을 각 측정기와

X-ray 자 분 분석기(XPS)을 이용하여 찰하 음.

-표면 개질된 재료에 생체 세포를 배양하는 celladhesiontest를 통해 표면 개질된

재료의 생체 합성을 확인하 음.

3.재료 표면에 생체 분자 고정화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본 과제에서는 이온주입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 트

합에 의하여 다양한 고분자 재료(PC,PVC,PCL,PET,PVDF,PTFE,PE등)들

의 표면에 기능성 능기들을 도입하여 개질하 음.

.이온주입을 통하여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카르복시산 등의

기능성 능기들을 발생시키거나,다른 고분자 재료 표면에는 이온주입 후 기능

성 단량체(아크릴 산)를 그라 트 합하여 기능성 능기를 도입하 음.기능

성 능기가 도입된 표면에 생체분자(세포,단백질,DNA 등)를 선택 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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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그라 트
합에 의한 재료 표면에 기능성
능기 도입 생체 분자 고정화>

-이온주입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keV 이온주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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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등은 외선 분 분석(FT-IR),X-ray 자 분 분석(XPS), 각 측정,주

사 자 미경(SEM)등을 이용하여 찰하 음.

-최종 으로 선택 으로 개질된 재료 에 세포,DNA,단백질 등과 같은 생체분

자를 고정화한 후,생체분자패턴의 형성 여부를 형 미경,공 이 미

경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 음.

<고분자 재료 에 형성된 생체분자 패턴에 한 형 미경 사진>

4.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개발

-세포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재료 쓰이는 루로닉(pluronic)와 폴리하이드록시

스티 (Poly(p-hydroxystyrene)등의 재료를 실리콘 웨이퍼(Si-wafer)나 고분자

재료 에 박막을 형성시킨 후에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주입하여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을 형성하고 형성된 패턴의 표면 분자 구조,표면 물성, 표면 형태학

등은 외선 분 분석기(FT-IR),X-ray 자 분 분석기(XPS), 각 측정

기(contactanglemeter),주사 자 미경(scanningelectronmicroscope)등을 이

용하여 찰하 다.

.고분자,세라믹 재료 에 PEG,PHS등 생체 분자에 한 비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이 있는 재료를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선택 으로 고정화시켜 100μ

m 이하의 흡착 방지 패턴 형성.

.세포 등 생체분자에 한 흡착 평가 결과 이온주입 부분에 세포가 부착되지 않

았으며,비이온주입 부분에만 세포가 선잭 으로 부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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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으로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방지용 패턴를 이용하여 세포의 비특이성 흡

착을 유도하여 형성된 비특이 세포 패턴은 학 미경 형 미경을 이용

해 찰하 다.

<이온주입에 의한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 형성>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 형성 세포 배양 결과>

5.방사선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 cutting기술 개발 물성 평가

-탄소나노튜 를 30 량%를 수용성 과산화수소(H2O2)혹은 증류수에 sonication

에 의하여 분산시켰다.증류수에 분산된 탄소나노튜 의 경우 산소 혹은 오존을

포화시켰다.이들 혼합액을 2.5kGy/h선량율로 30~120kGy까지 감마선을 조사하

다.조사된 혼합액을 여과하고,증류수로 여러번 씻어 다음,진공오 에서 건

조하 다.

-투과 자 미경(TEM)를 통해 탄소나노튜 가 단되었음을 확인하 으며, 단

된 탄소나노튜 의 물성을 라만분 분석기와 X선 회 분석기(XRD)를 통하여 분

석하 다.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나노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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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하여 단된 탄소나노튜 의 TEM 사진>

6.고분자 그라 트된 탄소나노튜

- 단일벽(SWCNT) 혹은 다 벽 탄소나노튜 (MWCNT)혹은 톨루엔(toluene)을

용매로 하여 제조한 다양한 조성비의 스티 (Styrene)단량체 용액 혹은 디메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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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1~2.5kGy/h선량율로 6~120 kGy

까지 방사선을 조사하여,유기용매에 분산이 잘 될 수 있는 폴리스티 이 그라

트 된 단일벽 혹은 다 벽 탄소나노튜 (SWCNT-orMWCNT-g-PS)와 수용성

용매에 잘 분산이 잘 수 있는 폴리아크릴산이 그라 트된 단일벽 혹은 다 벽 탄

소나노튜 (SWCNT-orMWCNT-g-PAAc)를 제조하 음.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 합법에 의하여 폴리스티 폴리아크릴산이 그라

트된 탄소나노튜 를 제조하 음.실험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건에서

5%이상의 그라 트율을 보임.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고분자가 그라 트된 탄소

나노튜 의 표면에 약간의 결 들이 발생되지만,방사선 조사 본래 탄소나노

튜 의 구조 특성들은 유지됨을 확인하 음. 분산성 평가 결과,그라 트되는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 유기용매 혹은 수용액 상에서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

을 확인하 음.

-제조된 SWCNT orMWCNT-g-PS와 SWCNT orMWCNT-g-PAAc들은 열

량분석기(TGA),
1
수소 핵자기공명 분 분석기(

1
H NMR),투과 자 미경(TEM)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방사선 그라 트 합에 의한 고분자 그라 트된 탄소나노튜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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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그라 트된 탄소나노튜 의 TEM 사진 분산성 평가 결과>

7.생체 분자로 개질된 그라 트된 탄소나노튜

- 다 벽 탄소나노튜 (SWCNT)를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를 용매로 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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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y/hr선량율로 10kGy까지 방사선을 조사하여,생체분자를 고정화 할 수 있

는 탄소나노튜 의 표면을 개질한 후 탄소나노튜 표면에 형성된 능그룹

(COOH)에 단백질과 DNA를 도입하여 생체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 를 제조

함.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 합법에 의하여 폴리아크릴산이 그라 트된 탄소나노

튜 (MWCNT-g-PAA)를 제조하 음.제조된 MWCNT-g-PAA의 18wt%의 그

라 율 보 고 그라 트 합으로 인하여 표면에 약간의 결 들이 생성되지만 방

사선 조사 본래 탄소나노튜 의 구조 특성들은 유지됨을 확인하 음.

.생체분자들이 도입된 탄소나노튜 들의 XPS분석 결과,일반 탄소나노튜 에

비해 MWCNT-g-PAAc산소 (O)의 함량이 크게 증가함을 보 고 단백질 도입

했을 경우 O의 함량이 면서 단백질의 구성원소인 질소 (N)와 황(S)원소가 새

롭게 확인 되었고 DNA의 경우도 DNA의 구성원소인 N이 존재함을 확인하 음.

형 미경 분석 결과,일반 탄소나노튜 는 형 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형 이

도입된 단백질과 DNA가 도입된 탄소나노튜 는 형 이 명백히 나타남을 확인하

음.

-제조된 MWCNT-g-PAA들은 열 량분석기(TGA)와 라만 분 기를 이용하여 분

석 하 고 생체분자가 도입된 탄소나노튜 는 형 미경과 X-ray 자 분

분석 (XPS)를 통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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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그라 트 합에 의한 생체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 제조 방법>

<생체분자들로 개질된 탄소나노튜 의 형 미경 사진>

8.생체 분자 패턴 형성기술 개발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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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될 수 있으며,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혹은 물리 인 방법들

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특성에는 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면 성질만을 개선시

킬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이온주입에 의한 폴리에스테르계 고분자

기 에 기능성 반응기 형성 생체

분자 고정화>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그라 트

합에 의한 기 에 기능성 반응기

도입 생체 분자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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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 을 선택 으로 이온주입 이온 주입 후 기능성 단

량체(아크릴산)의 그라 트 합을 통해 고분자 재료(PET,PTFE,FEP등)들의

표면에 생체분자의 고정화를 한 방사선 이용 반응기(COOH 등)에 한 패턴을

형성하 음.

.이온주입을 통하여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카르복시산 등의

기능성 능기들을 발생시키거나,다른 고분자 재료 표면에는 이온주입 후 기능

성 단량체(아크릴 산)를 그라 트 합하여 기능성 능기를 도입하 음.기능성

능기가 도입된 표면에 생체분자(세포,단백질,DNA등)를 선택 으로 도입하여

50μm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 형성시킴.

-사용된 이온주입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keV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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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형태학 등은 외선 분 분석(FT-IR), 각 측정,주사 자 미경(SEM)등

을 이용하여 찰하 음.

-최종 으로 선택 으로 개질된 재료 에 세포,DNA,단백질 등과 같은 생체분

자를 고정화한 후,생체분자패턴의 형성 여부를 형 미경,공 이 미

경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 음.

<고분자 기 을 이용한 바이오센서의 형 검출감도와 형성된 생체분자패턴에 한

형 미경 이미지의 3차원 사진>

9.미세 자회로 패턴 형성 기술

-방사선 기반 기술은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산 발생제 가교제와 같은 화학

물질들이 필요 없이 고분자를 가교할 수 있고 속 나노입자들의 구체들을 환원

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 조사량과 에 지를 손쉽게 조 할 있기 때문에 공정의 재

성이 뛰어나다는 장 이 있음. 한 기존 방법에서 사용되는 속 증착,lift-off

등의 공정이 필요없어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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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빔을 이용한 속 나노입자(AgNPs)를

함유한 PVP박막 패턴 형성 열처리를 통한

속 나노입자 패턴 형성>

<직 자빔주사를 이용한 속나노입자(Ag

NPs)를 함유한 PVP박막 패턴 형성

열처리를 통한 속나노입자 패턴 형성>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 을 가진 방사선(이온빔과 자빔)을 이용하여 자회로

용 속나노입자 패턴 고분자 기반 도성 패턴을 형성하 음.

. 속 나노입자 는 속나노입자의 구체를 함유한 고분자 박막(PVP,

Pluronic)과 단일고분자 박막(PAN)에 마스크를 통한 선택 이온빔 조사 는

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속나노입자를 함유한 고분자 패턴들을 형성 시

킨 후 고분자는 열처리를 통해 제거하여 자회로 패턴형성을 한 50μm 이하

의 속 나노입자 패턴(최소 해상도 500nm)을 형성하 고,이와 더불어 형성된

PAN 패턴을 탄화를 통해서 1x10
-3
S/cm 이상의 도도를 갖는 50μm 이하

(최소 해상도 500nm)의 도성 패턴을 성공 으로 형성하 음.

-사용된 이온빔와 자빔 리소그래피 장치는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

학연구소의 300-keV 이온주입 장치와 30keV 자빔 리소그래피(directelectron

beam lithography)용 장치임. 속 나노입자의 형성 여부는 자외선-가시 선 분

기(UV-Vis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고분자 박막의 두께는 표

면단차측정기를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속 나노입자들을 함유한 고분자 패턴

고분자 패턴 형성 여부,열처리에 의한 패턴의 형태학 변화, 속 나노입자패

턴의 형성 여부 패턴의 성분 등을 에 지 분산형 X-선 분 기(EDX)가 장착된

계방출형 주사 자 미경(FE-SEM)등을 이용하여 찰하 고 도도는 류

압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음.

10.미세 자회로용 패턴 형성 재료 제조 기술

-방사선 기반 기술은 고분자,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들에 하여 용될 수 있

으며,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물리 처리에 의한 방법들과 비

교하여 재료의 bulk특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방사선 조사량과 에 지를 손쉽

게 조 할 있기 때문에 공정의 재 성이 뛰어나다는 장 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 을 가진 방사선( 자빔,이온빔)을 이용한 MWCNT의

표면개질을 통해 고농도 잉크젯 도성 잉크를 개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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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를 통해 MWCNT를 표면개질 방사선 처리한 MWCNT와 첨가

제들(분산제,보습제,등)과의 혼합 최 화를 통해 2wt% 분산도를 갖는

MWCNT 도성 잉크를 성공 으로 제조하 음.

<고분산성 CNT 도성 잉크 제조>

-제조된 잉크를 실제 잉크젯 린 하 을 때 잉크의 도도를 면 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제조된 잉크를 잉크젯 린 후의 MWCNT의 구조

MWCNT network구조 분석을 주사 자 미경(SEM)과 투과 자 미경(TEM)를

이용하여 분석하 음.

-제조된 MWCNT 도성 잉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 들에 (glossypaper,인화지,

A4용지,OHPfilm,종이 등)에 잉크젯 린 을 통해서 도성 패턴 형성 조건을

최 화 하고 형성된 도성 패턴의 도도를 측정하 음:

.최 의 기 :인화지

.20회 반복출력 후:168ohm/sq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도성 CNT잉크의 출력에 따른 도도 변화와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발 소자 미세유체칩>

11.고분자 기 표면특성 향상 기술

-본 과제에서는 이온빔을 이용하여 자소자용 고분자 기 (PI,PEN,PFA 등)의

표면을 개질하여 착성을 향상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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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빔 조사를 통해 고분자 기 (PI,PEN,PFA,등)의 표면

을 효과 으로 개질하여 고분자 기 들의 착성을 2.0N/cm 이상으로 향상시

켰음.

-사용된 이온빔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keV 이온주

입 장치임.이온주입에 의하여 개질된 고분자 기 표면의 분자 구조,표면 물성

표면 형태학 등은 외선 분 분석(FT-IR),X-ray 자 분 분석(XPS),

각 측정,주사 자 미경(SEM),원자간력 미경(AFM),등을 이용하여 찰하

음.

-최종 으로 표면 개질된 고분자 기 을 속 박막 는 속 과 착시킨 후,표

면 개질 정도에 따른 착성 향상 여부를 나노인덴터(nanoindenter)를 이용한 스크

래치 시험(scratchtesting) 만능시험분석기(UTM)를 이용한 90도 박리 시험

(Peeltest)을 통해 확인하 음.

<만능시험분석기(UTM)를 이용한 90
o
C박리시험에 한 사진(a)구리시트와

고분자 필름간의 착력 변화 (b)>

12.임 린트 리소그래피용 소재 개발 방사선 가교 기술

-본 연구에서는 나노임 린트 리소그래피용 신규 나노복합소재를 제조하 고 방사

선 조사에 따른 제조된 나노복합소재의 특성변화를 분석함.

.우 탄 아크릴 이트 올리고머,아크릴 이트 단량체,POSS나노충진제,그리고

개시제 한 배합비로 혼합하여 나노복합소재를 제조하 음:

물리 특성 POSS1 POSS2

외형 무색,투명 무색,투명

굴 률 1.460 1.460

도(g/cm
3
at25

o
C) 1.022 1.020

도(cpsat25
o
C) 10.5 10.5

.제조된 나노복합소재에 자빔을 조사하여 성공 으로 80% 이상의 가교도를 얻

는데 성공하 음.

-제조된 나노복합임 린트 소재의 특성은 굴 률 측정기(Refractometer), 도 측정

기(Viscometer), 도 측정기(Specificgravitycup)들을 이용하여 분석하 음.

-방사선 조사를 통해 가교된 나노복합임 린트 소재의 특성들을 팽윤도 각

측정,만능시험분석기(UTM),열 량분석기(TGA), 외선분 기(FT-IR)들을 이용

하여 분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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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빔 조사량에 따른 제조된 나노복합소재들(POSS1과 POSS2)과 상업화된

임 린트 수지(제조사:Q-sysCo.Ltd.)의 팽윤도(SwellingDegree),

압축강도(CompressiveStrength),열분해온도(Td) 각(ContactAngle)변화>

13.리소그래피용 소재 표면 처리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PDMS리소그래피 소재의 물성을 개질하고 그

특성 변화를 분석하 음.

.기존의 열경화법을 통해 제조된 PDMS시트를 20~200kGy의 흡수선량 조건에

서 자빔 조사를 통해 개질하 음.

. 자빔 조사를 통해 개질된 PDMS시트는 80o이하의 각을 나타냄을 확인하

음.

-개질된 PDMS시트의 특성을 팽윤도 각 측정,만능시험분석기(UTM),열

량분석기(TGA),X선 자 분 기(XPS)들을 이용하여 분석하 음.

<방사선 조사에 따른 PDMS임 린트 소재의 팽윤도,압축강도 각의 변화>

15.방사선이용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기반의 나노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제

작한 후 이를 토 로 고감도 비표지 방식의 나노바이오센서를 제작하 음.

-나노 임 린트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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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나노와이어 크기(LxW XH)는 30nm x100nm x100nm이며,우울증의

근원으로 생각되어지는 Dopamine 표 물질로 하여 감도평가결과 10 pM(2

pg/ml)에서 100nM(20ng/ml)의 범 에서 검출 가능함을 확인하 음.

-감지 부분의 비표면 증가를 통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의 감

도 향상

. 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 크기 (LxW X H)40μm x100

nm x100nm의 꺾인 형태의 다선으로 구성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

오센서를 제작한 후, 킨슨 병의 유발물질인 Gamma-Amino Butyric Acid

(GABA)를 표 물질로하여 감도평가결과 970 fM(100 pg/ml)에서 9.7 μM(1

ng/ml)의 범 에서 검출 가능함을 확인하 음.

- 자빔 리소그래피 이용한 다선구조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

를 이용한 립암의 표지자인 MMP-2측정함.

. 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 크기 (LxW X H)40μm x100

nm x100nm의 꺾인 형태의 다선으로 구성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

오센서를 제작하 음.

. 립암의 표지자인 MMP-2에 특이 인 반응 생체분자 설계(KKGGGGGG-IPVS

LRSG-EEEEEE) 고정화 최 화함.

.감도평가결과:1pM(42pg/ml)에서 100nM(4.2μg/ml)의 범 에서 검출 가능함

을 확인하 음.

- 나노입자-DNA 복합체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

의 MMP-2에 한 감도향상 기술 개발하 음.

. 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 크기 (LxW X H)40μm x100

nm x100nm의 꺾인 형태의 다선으로 구성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

오센서를 제작하 음.

.실리콘 나노와이어 감지 표면을 MMP-2특이 생체분자, 나노입자-DNA 복합

체로 구성하고 이를 최 화함.

.감도평가결과:100fM(4.2pg/ml)에서 100nM(4.2μg/ml)의 범 에서 검출 가능

함을 확인하 음.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나노바이오센서의 원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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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복합체로 구성된 나노바이오센서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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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1) 아토피 피부염 치료

유효 천연물 선별

2)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합성

3)하이드로겔용 막 합성

4)고분자 해질 겔 합성

1)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7종 추

출물 선별

2)천연/합성고분자와 천연 추출물을 함유 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0.015kgf/mm
2, 합)

3)하이드로겔의수분증발방지막제조(4시간,40%이하증

발)

4) ◦ AN/MMA/가교제(PEGDMA)/ 해액으

로 구성된 혼합 용액을 mold에 부은 후

sheet로 제작,방사선 조사하여 겔형 고분

자 해질을 개발함.

-AN/MMA 조성에서 AN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겔 압축강도는 향상되었고,MMA

함량이 증가할수록 이온 도도가 향상되

었음.

- 합성된 고분자 겔 해질의 압축 강도는

AN/MMA/PEGDMA(100/0/2)조성에서 최 675

kPa,이온 도도는 AN/MMA/PEGDMA(85/15/2)

에서최 2.99mS/cm를얻었음

◦ HDPE 분리막에 PVDF-HFP/PEGDMA

를 혼합한 용액을 dip-coating하고 일정 습

도 분 기하에 건조시켜 phaseinversion

방법으로 제조 후 자선처리하여 내열성

이 강화된 겔형 지막을 개발함.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HDPE분리막과 코

층이 분리되지 않는 우수한 성능의 겔형

고분자 를 개발함

- 기존 분리막의 열수축률이 75%인데 반해

제조된 분리막의 열수축율은 30%로 매우 우

수한 내열성을 가짐

45 100

1)천연 약용식물 12

종 선별

2) 천연고분자 2종,

합성고분자 2종

3)수분증발율 40%이

하

4)모노머 6종, 도도

2×10-3 S/cm이상,

current onset;

4.5VLi/Li+

1)섬유방사 기술개발

2)폴리카보실란 종류에

따른 방사선 경화기술

개발

3)경화된 리세라믹 고

분자 탄화규소 섬유화

기술개발

4)방사선 경화형 에폭시

복합재 제조

5)복합재료 열 ,기계

특성 분석

1) 기방사(4종),용융방사(3종),습식방사(4

종),원심방사(1종)에 의한 폴리카보실란

방사기술 개발

2)폴리카보실란 섬유의 방사선조사,경화분

기 향 섬유경화 특성 분석

3)경화된 리세라믹의 소성온도,시간 향

평가,기계 물성 측정,탄화규소섬유의

열 물성 측정

4)경화형 에폭시 4종 선정 방사선 경화

특성,불소화된 CNT 복합재 제조,5종의

보강재/에폭시 복합재 제조

5)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카본나노튜 /

에폭시 복합재의 기계 동력학 특성평

가,카본나노튜 보강 에폭시 복합재 물성

평가,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의 물성 평

가

30 100

1) 4가지 섬유방사

기술 확보

2) 자선을 이용한

폴리카보실란 경화

기술 확보

3)탄화규소 섬유화

기술개발 확보

4)방사선경화형 에

폭시 복합재 5종 제

조

5)복합재 5종의 물

성평가 수행

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 목표달성도

1.1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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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체 합성 고분자 재

료

2)생체 합성 세라믹 재

료

3)탄소나노튜 단

1)이온주입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의

그라 트 합에 의한 PS,PE,PTFE,

PDMS 등 총 4종의 고분자 재료에 한

생체 합성 향상 기술 개발,XPS,SEM,

TEM,FTIR을 통한 표면분석,이온주입

후 각:59-70도,각질세포주의 배양에

의한 생체 합성 향상 확인,350μm의 세

포 패턴 40μm의 단백질/DNA 패턴 형

성

2)유리와 실리콘 웨이퍼 등의 세라믹 재료에

이온 주입 이온보조반응을 통한 생체

합성 향상 기술 개발,XPS를 이용한 표면

분석,이온주입 후 각:23-57도,각질

세포주의 배양에 의한 생체 합성 향상

확인,350μm의 세포 패턴 형성

3)방사선 조사에 의한 CNT cutting기술 개

발,길이 10micron이하,TEM,Raman,

XRD 분석결과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 효

과 분석

25 100

1)총 4종의 고분자

재료에 한 생체

합성 향상 확인

2)총 2종의 세라믹

재료에 한 생체

합성 향상 확인

3) 방사선에 의한

탄소나노튜 단

길이:5 micron 이

하 확인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1)약물함유 하이드로겔

제조 치료효과 검증

-치료효과 75% 이상

2)하이드로겔과 수분증

발방지막의 착기술

개발 - 착력 0.02kN

이상,수분증발율 40%

미만(4시간 사용시)

3) 이차 지용 막 개질

고분자 겔 해질

제조기술 개발

-상용분리막 비 내수

축율 50%이상 향상,유/

무기 나노 복합 분리막 2

종이상 개발

1)세계 최 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을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Nc/Nga 마우스에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여 NHEB-05의 치

료 효능을 검증.치료효과는 80%이상,치

료과정 안와정맥 액 추출을 통해 면

역학 기 과 액분석을 실시하고,피부

염색을 실시하여 조직학 인 찰을 함.

한 인체에 용하기 한 하이드로겔의

세포독성 토끼를 이용한 안 독성 평가.

토끼의 에 추출물을 삽입하고 독성여부

를 평가 함.세포독성은 인간의 각질세포

주와 섬유아세포주를 이용하여 독성을 평

가함.

-동물실험 결과 80%이상의 치료효과를 보

임

-하이드로겔과 수분증발방지막을 착시키

기 한 기술 개발 수분증발방지막 3종,

착제 2종 선정

2) 착력 0.025kN으로 기존 착제로는 부착

이 안되는 하이드로겔과 막 착

3)기존 HDPE 분리막에 MMA를 방사선 그

라 트하여 분리막의 기화학 성질을

향상시키고 내열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

함.

MMA가 HDPE분리막에 그라 트함으로서

산화 안정성이 향상되고 계면 항이 감소

하여 극친화도가 향상됨

-기존 분리막의 열수축률이 75%인데 반해

45 100

1)약물 함유 하이

드로겔 제조,

NHEB-05치료효과

80%이상

2)하이드로겔과 수

분증발방지막 착

력 0.025kN달성

3)열수축율 40%미

만,복합 분리막 3종

개발

2.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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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 트도 분리막의 열수축율은 20%로 매

우 우수한 내열성을 보임.

-그라 트막 기존 HDPE분리막을 이용

하여 coin cell을 제작 충방 기를 통해

cycle비교성능평가 결과 기존 HDPE분리

막으로 제조된 코인셀은 300cycle충방

후 방 용량이 기 방 용량의 75%만 유

지하는 반면에 그라 트막으로 제조된 코

인셀은 기방 용량의 90%까지 유지하는

우수한 지내구성을 가짐

- PVDF-HFP/커 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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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 조

사하여 유/무기복합막을 제조함

-제조된 유/무기 복합분리막에서 무기물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기공도가 커지고 이온

도도가 증가하여 cycle비교성능평가시 유/

무기복합막으로 제조된 코인셀의 100cycle

충방 후 방 용량이 기존분리막의 코인셀

의 100cycle충방 후 방 용량보다 우수

함.

-100cycle충방 후 코인 외 검사시

해액 출 유무 코인셀 외 검사 결과 상

용 분리막을 이용한 이차 지에서 해액

이 출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조된

분리막을 사용한 리튬 이차 지에서는

해액의 출이 없음을 확인

-기핵제 첨가를 통한 결정성 증가로 기공도

가 우수한 폴리에틸 분리막 제조함.

1)방사선조사에 따른 경

화섬유 특성 분석

- 조사량, 소성온도에

따른 섬유의 화학조성

(Si/C/O)비 조

2)탄화규소섬유 물성 평

가

3)항공기 부품용 고열부

분(hot section) 용

탄화규소섬유 강화 복

합재료 제조 기술개발

- 내열온도 1300℃(상

용)C/SiC,SiC/SiC복합

재

1)방사선 경화조건에 따른 섬유특성의 화학

조성비 측정연구 (경화조건-분 기(Ar,
He,N2,Air),조사량(2~10MGy))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소성조건에 따른 화

학조성비 측정연구 (소성조건-분 기(Ar,
He,N2r),시간(1~3MGy),온도1300~1500℃)

2)방사선 조사조건에 따른 섬유내 산소함량
분석 산소함량 조 방법 개발 (산소함

량 2.6%까지 감소)
-섬유내 산소함량에 따른 폴리카보실란 섬

유의 경화율 측정 (겔화율 98% 이상 확
보)

- 섬유내 산소함량에 따른 탄화규소섬유의

기계 강도 측정 (최고인장강도 2.5GPa,
최고 탄성률259GPa구 -국내최고수 )

-고온에서의 탄화규소섬유가 갖는 열 안정
성 평가 (1500℃까지 열 안정성 확보)

-열처리에 따른 탄화규소섬유 형태 분석-탄
화규소섬유 강화 탄소복합재료 제조 (3종)

특성평가
3)탄소섬유 강화 탄화규소 복합재료 제조 (3

종) 분석

-탄소섬유강화 탄소복합재료 제조 (1종)
특성평가

-화학증기침투 실험에 의한 SiC 복합재료
제조 (2종) 분석

-복합재 고온특성 평가 (6종)
-복합재 내열온도 1300℃(상용)구

30 100

1)조사량,소성온도

에 따른 섬유 경화

특성 분석 화학

조성비 조

2)탄화규소섬유 물

성 평가

-인장강도:2.55GPa

-내열성:1500℃

-세계최고수 비

90% 달성

3)내열온도 1300℃

이상의 탄화규소섬

유 강화 복합재 제

조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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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료 표면에 생체 분

자 고정화 기술 개발

-세포 1종,단백질 1종,

DNA1종 이상 고정화

-50micron이하 생체

분자 패턴 형성

2)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

술 개발

-세포 등 생체 분자 비

특이성 흡착 방지

-350micron이하의 비

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

형성

3)고분자 그라 트된 탄

소나노튜

-방사선 조사 효과

-Monomer2종 이상

-그라 트율 5%이상

1)이온주입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그라 트 합에 의하여 재료 표면에 기능

성 능기를 도입한 후 생체 분자를 고정

화시킴

-이온주입을 통하여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고

분자 재료 표면에 카르복시산 등의 기능성

능기들을 발생시킴.

-PVDF,PTFE등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이

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아크릴 산)그라

트 합하여 기능성 능기를 도입하 음

-기능성 능기가 도입된 표면에 생체 분자

(세포 3종,단백질 1종,DNA 1종)를 고정화

하 음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선택 으로 재

료 표면을 활성화시킴.이온주입에 의하여

활성화된 부분에만 기능성 단량체를 그라

트 합한 후 생체 분자를 도입하여 50μm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 형성시킴.

2)이온빔 조사에 의하여 비특이성 흡착 방지

를 한 패턴을 형성한 후 생체분자를 도입

하여 흡착 방지 특성을 평가함

-고분자,세라믹 재료 에 Pluronic,PHS

등 비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이 있는 재료

를 고정화한 후 생체 분자를 도입하여 비

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을 평가함.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선택 으로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Pluronic,PHS등을

고정화시킨 후 세포 등 생체 분자를 도입

하여 100μm의 생체 분자 패턴 형성시킴.

3)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 합법에 의하여

고분자가 그라 트된 탄소나노튜 를 제조

함.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고분자가 그라 트

된 탄소나노튜 의 표면에 약간의 결 들

이 발생되지만,방사선 조사 본래 탄소

나노튜 의 구조 특성들은 유지됨을 확

인함.

-탄소나노튜 에 스티 과 아크릴산 등 2종

의 단량체를 이용하여 그라 트 합시킴.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건

에서 5%이상의 그라 트율을 보임.

-분산성 평가 결과,그라 트되는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 유기용매 혹은 수용액 상에서

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함.

25 100

1)세포 3종,단백질

1종,DNA 1종 을

고분자 재료 표면에

고정화 확인

- 세포,단백질

DNA 50 μm 이하

패턴 형성 확인

2)Pluronic패턴 형

성을 통한 세포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 확인

- 100 μm 이하의

세포 패턴 형성

이종 세포 패턴 형

성 확인

3)스티 아크

릴산 2종의 단량체

를 이용한 그라 트

합

- 그라 트율 측정

결과 모든 조건에서

5%이상 확인

-수용액 유기용

매 상에서의 탄소나

노튜 분산성 향상

확인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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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1)방사선 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 기술 개

발 (1,000 이스의

마우스를 이용한 검

증,50 이스의 임상

을 통한 검증))

2)방사선 이용 리튬 이

차 지용 분리막 고

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이론용량 비 90%,

100cycle이상)

1)동물실험 임상 시험을 통한 아토피 피

부염 치료용 하이들겔의 효능 검증

-알 르기성 피부질환 동물 모델을 이용한

하이드로겔의 효능 검증을 하여 재

1,100건의 동물 (Nc/Nga mice 600건,

Hairlessmice500건)을 사용하여 효능을

검증함 (치료효능 85%)

- 치료 과 치료 ,치료후 동물의 액을

채취하여 액 염증 유발인자의 감소를

확인함.

-치료가 완료된 후,마우스의 조직을 출

하여 조직학 인 분석을 수행함.수행결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이 각질

세포의 침윤이 어 치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함.

-의과 학 피부과학교실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상으로 임상 시험을 실시함.

재 52명의 환자에 해 실험이 완료 는

진행 이 있음.시험 결과 90%이상의 치

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이는 하이드

로겔의 보습유지 효과와 더불어 추출물인

NHEB-05가 피부에 침투함으로써 상승효

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임.

- 재 KFDA 승인을 비하기 한 자료

작성완료

2)방사선 이용 리튬 이차 지용 고분자 분리막

제조

-HDPE와 soybeanoil,alumina를 혼합/압

출,추출을 통하여 분리막의 기공도 내

열성을 향상시키고,방사선 조사를 통한 가

교효과로 더욱 향상된 기계 물성과 내열

성을 가지는 세계 최 의 분리막 제조 기

술을 개발.

- .기존 상용 제품인 SK-Libs와 비교하여,

기계 강도는 약 30% 향상되었고,120

oC에서의 열수축성은 10%미만이며,4 x

10-3S/cm이상의 이온 도도 LSV 시

험결과 기화하 안정성면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냄.

- HDPE에 alumina를 혼합하여 내열성

기계 물성이 우수한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50nm입자의 alumina

를 첨가한 HDPE분리막이 400nm 입자의

alumina를 첨가한 HDPE 분리막 보다 내

열성 기계 물성이 우수한 특성을 나

타냄.

-커 링제로 표면처리된 무기물(Al2O3)/고분

자바인더(PVDF-HFP)를 혼합하여 고형분

이 30wt%가 되도록 아세톤을 첨가하고 여

기에 가교제(TTT)를 첨가하여 유/무기슬

45 100

1)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의 동물실험

- 1,100건 (Nc/Nga

mice600건,Hairless

mice500건);치료효능

85%

- 학병원 임상

52건 실시

2)Cycletest시 상

용 분리막 비 우

수, 4.2V cutoff시

200cycle후 기용

량의 98% 유지,

4.4V cutoff시 200

cycle후 기용량의

90% 유지

3.3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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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딥코 하

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킨 후 자선 조사

한 다공성 유/무기복합막으로써 내열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기화학 특성

도 우수함.

- 무기물함량이 증가할수록 무기물 사이의

기공이 많아져 이온의 이동도가 증가하여

기화학 특성이 우수함

-가교제 첨가로 인해 기존 분리막과 무기코

층을 화학 으로 결합하게 하여 내박리

성이 우수하고 제조된 막의 내열성에 막

한 향을 .

-기존 분리막의 열수축율이 70%이상인데 반

해 가교제의 첨가한 유/무기복합분리막의

열수축율은 5%이하로 매우 우수한 내열성

을 보임.

-크기가 다른(400nm 와 50nm)무기물을 기

로 하여 유/무기 복합분리막을 제조한 후

열 안정성 기계 물성을 측정한 결과

50nm의 무기물을 첨가한 유/무기 복합분리

막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 ( 자선 비처리

분리막 비 기계 물성 20%이상 향상.

(tensilestrength).

-상용 분리막에 자빔을 이용하여 siloxane

borate를 그라 트한 고분자 해질 막

기술 개발 (Cycletest시 상용 분리막 비

우수,4.2Vcutoff시 200cycle후 기용량의

98% 유지,4.4V cutoff시 200cycle후 기

용량의 90% 유지)

1)방사선 경화기술이용

LCD액정 패 합기

술 개발

- 자선 경화형 합기

술 개발

- 자선이용 투과깊이

에 따른 디스 이

합시험

2) 유 재료 제조기술개

발

-유 율 k=4.0이하 유

막 제조

-내에칭성 경도측정

3)항공기,로켓추진기 ,

자동차 이크 소재

용 탄소섬유강화 탄소

복합재 제조

- 고온 탄소복합재

weaving형 리폼 제

조

-탄소/탄소 복합재료 가공

1)방사선 경화기술이용 소재 합기술 개발

- 자선 경화기술 이용 ①높은 착강도

(1,050gf/cm)를 갖는 LCD용 도 성 착

제,②coppercladlaminate 합기술,③이

온주입에 따른 폴리이미드/구리 착력 향

상기술 개발

- 자선 에 지(1.0~2.5MeV)변화에 따른

laminate두께변화 연구 수행

2) 유 재료 제조기술개발

- Spin-on법 RF-magnetron sputtering

방식을 이용하여 유 막을 제조하 으

며,제조된 유 막의 유 상수값이 2.1~3.3

정도의 우수한 물성의 유 막을 개발

-제조된 유 막은 속배선 에칭액인 질산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에 사용되는 상

액인 tetra- methylammonium hydroxide

등과 반응하지 않는 우수한 내에칭성을 보

으며 경도값은 열경화 비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10GPa의 높은 경도값을 나

타냄

3)항공기,자동차 이크 소재용 탄소섬유

강화 탄소복합재 제조

- 고온 탄소복합재용 3D orthogonal

weaving 리폼을 비롯해서 4D

hexagonal Rod 리폼, 탄서섬유와

Oxi-PAN섬유를 이용한 NP(needle

30 100

1) 자선 경화기술

이용 디스 이

소재 합 기술 개

발

2) 유 막 제조기

술 확보

- 유 율:최 2.1

까지 확보

- 내에칭성 경

도측정을 통해 유

막재료 물성 평

가

3)탄소복합재 리

폼 4종 제조 탄

소/탄소 복합재를

이용한 이크

소재 2종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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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ched) 리폼(2종)등 총 4종의 리폼

을 제조

-고 도화를 통한 도 1.96g/cc의 탄소/탄

소 복합재 제조

- 자선 경화기술 이용 항공기 자동차

이크용 디스크 시제품(2종,탄소/탄소

복합재,탄소/탄화규소 복합재)을 제작하여

특성분석

1)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50micron이하 크기

패턴 구

-특정생체분자 표 들에

한 50 μg/ml이하의

민감도를 가진 기 제

작

2) 생체 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

-단백질,DNA 등 2종

이상 도입

1)생체 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마스크를 통한 1)이온주입 2)이온주

입 유도 그라 트 합,3)이온빔

리소그래피에 의한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재료 표면에

친수성 능기(OH,COOH 등)의 도입

패턴화,이를 이용한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

(아크릴산)를 그라 트 합하여 재료 표

면에 COOH 도입 패턴화,이를 이용한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이온빔 리소그래피를 통한 고분자 패

턴 형성을 통한 세포 패턴 형성 기술 개

발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결과

.세포,단백질 DNA 등:50μm 이하 패

턴 형성

2)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형 측정 기반 바이오센서/칩용 고분자 기

제작 성능 평가

-PTFE,PET 등의 고분자 기 에 생체

분자 고정화 패턴 형성

-특정 표 생체 분자(탄 균,간암 표지자

등)검출을 한 포획 분자의 선택 고정

화 검출 성능 평가

.탄 균:최 1pg/ml까지 검출 가능 확

인

.간 암:최 10pg/ml까지 검출 가능 확

인

3) 방사선을 이용한 Capillary force형

Microfluidic칩용 고분자 기 표면 처리

흡착 성능 평가 (ETRI공동 연구)

-Microfluidic칩용 고분자 기 에 특정

표 생체 분자(탄 균,간암표지자)검출

을 한 포획 분자의 고정화 형 스캐

(ArrayWorks)장비를 이용한 성능 평가

.탄 균:최 1fg/ml까지 검출 가능 확

인

.간 암:최 10pg/ml까지 검출 가능 확

인

4) 기 측정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성능 평가

-나노임 린트 기술을 이용한 실리콘 나노

와이어 제작

25 100

1)단백질 DNA:

50μm 이하 패턴 형

성

- 탄 균:최 1

fg/ml;간 암:최

10pg/ml까지 검출

가능 확인

2) 단백질 1종,

DNA 1종 도입된

탄소나노튜 제조

형 미경 등을

통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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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에 특정생체

분자표 (알츠하이머)고정화 검출 성

능 평가

.알츠하이머:최 1pM 까지 검출 가능 확

인

5)생체 분자로 개질된 그라 트된 탄소나노튜

-생체분자를 고정화를 하여 방사선 동시

합법을 통해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을

그라 트하여 표면 개질된 탄소나노튜

를 제조함.

- 폴리(아크릴산)이 그라 트된 탄소나노튜

에 단백질,DNA 등 2종 이상 도입하

고,XPS분석과 형 미경을 통하여 단

백질 DNA가 탄소나노튜 에 성공 으

로 고정화되었음을 확인함.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1)방사선 이용 궤양 치

료용 하이드로겔

겔 페이스트 제조 기

술 개발(3종 이상의

천연 추출물 발굴,겔

화율 50% 이상,동물

실험 치료 효능( 조

군 비 육아조직학

효능평가 60%이

상))

2)탄화수소계 연료 지

용 이온 도성 막 제

조 기술 개발

-방사선 가교 그라

자료 수집

-그라 트 필름 수

소이온 도성 고분자

선정

3)방사선을 이용한 유/

무기복합 연료 지막

제조

- 연료 지용 유/무기

복합막 자료 수집

1)세계 최 방사선을 이용한 유효물질 함

유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궤양 치료 효능을 가진 유효물질(효소,

꿀,나노은, 로폴리스)함유 하이드로겔

3종 이상 개발

-겔강도가 1.5kgf/cm2이상이며,겔화율이

50% 이상으로 궤양 치료용으로 사용 합

성 확인

-효소 함유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여 기존의

화학 인 방법으로 제조된 하이드로겔

비 효소 활성 2배 증가하 음

2)세계 최 방사선을 이용한 유효물질 함

유 당뇨성 궤양 치료용 겔 페이스트제 제

조 기술 개발

-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하이드로

겔을 제조하고,이것을 분쇄하여 당뇨성

궤양 치료 효능이 있는 천연물을 혼합하

여 겔 페이스트제 3종 이상((밤꽃꿀,마

카,나노은, 로폴리스 등)을 개발하

음

- 겔강도는 90kPa이상(압축강도)이었으

며,가소제로 꿀을 첨가하여 효과 으로

겔의 수분증발을 억제하 음(꿀을 첨가하

지 않을 때 보다 수분증발억제울 20% 이

상 향상)

3)동물실험에 의한 당뇨성 궤양 치료효능

평가

45 100

1)세계 최 로 방사

선 이용 궤양치료제

개발

- 1.5kgf/cm
2
이상

의 겔강도

-50% 이상의 겔화

율

-60% 이상의 궤양

치료 효능 달성

4.4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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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물 선정

-방사선 조사조건 확립

-무기물에 의한 향평

가

-동물실험 결과 조군 비 육아조직학

효능평가에서 60%이상의 치료효능을 보임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한 하이드로겔과

겔 페이스트제는 모두 당뇨성 궤양에 치

료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4)PEEK 탄화수소계 고분자를 술폰화시킨

후 4종류의 가교제(IRR 608, TMPTA,

HDDA,EOEOA)와 방사선을 도입하여 높

은 온도 높은 습도 조건하에서 내구성이 향

상된 가교 구조의 탄화수소계 연료 지막 5

종을 성공 으로 제조하 음.

5)제조된 연료 지막의 내부 구조,수소이

온 도성 고분자의 이온 채 ,열 내구

성 등을 SAXS,DMA,TGA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가교제 방사선에

의한 향 평가 상 계에 한 연구

를 수행하 음.

6)제조된 연료 지막의 수소 이온 도도는

상온에서 0.1S/cm 이상이며 치수안정성은

50%이하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

음.

7)방사선을 이용하여 3종류의 무기물(SiO2

Al2O3.,TMSPM)이 도입된 유/무기 복합

연료 지막을 성공 으로 제조하 음.

8)TMSPM으로 제조된 복합연료 지막의 경

우,방사선 조사선량,조사량,용매의 종류,

농도 등 조사 조건에 따른 막의 특성 등을

측정하여 유/무기 복합 연료 지막 제조를

한 최 의 조사 조건을 확립하 음(스타

이 /TMSPM 5/5 조성비, 그라 트율:

50% 이상,조사선량:2 kGy/h,조사량:

10~40 kGy, 용매: 아세톤, 단량체농도:

40%).

9)스타이 /TMSPM 5/5조성비로 제조된 연

료 지막의 경우,치수안정성이 45% 이하

이며 함수율 한 45% 이하로 낮은 반면에

수소이온 도도는 0.08~0.15S/cm으로 나피

온(Nafion212:0.08S/cm)보다 높은 수소

이온 도도를 가짐을 확인하 음.

10)실리카와 알루미나가 함유된 유무기 복합

막을 제조하기 해서는 부직포에 무기물

첨가 방사선 처리로 소수성 고분자를

친수성으로 변환시킨 후 나피온과 혼합하

음.

1)방사선 이용 천연섬

유 복합재료 제조 기

술 개발

- 방사선이용 천연섬유

제조기술 개발

- 자선 경화기술이용

천연섬유강화 복합재

1)방사선이용 천연섬유 제조기술 개발

-방사선 조사 후 물찜 로세스에 의한

나 장섬유 제조기술 개발(섬유의 미세구

조 열 ,기계 특성 평가)

-셀룰로오스 93%이상 함유,리그닌 15%

에서 0.7%까지 제거,헤미셀룰로오스 19%

에서 2%까지 제거

2) 나 장섬유 이용 복합소재 제조 기술

개발

- 나 섬유와 폴리 로필 을 이용한 복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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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제조

2)방사선 이용 자동차

후드/ 임용 탄소

섬유강화 라스틱

(CFRP) 복합 재료

개발

- 자선 경화기술이용

CFRP제조기술

-자동차 후드용 CFRP

복합재료 제조

3)방사선 이용 열가소

성 라스틱 부품소

재 내열성 향상 기술

개발

4) 열가소성 라스틱

엔진부품 용기술

개발

합재료를 제조하 으며,굴곡강도 50MPa

(목표:30MPa),굴곡탄성율 1,980MPa(목

표:500MPa)로 연구 목표를 100% 이상

과 달성함.

3) 자선 이용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 제조

물성 평가

-수지 이송 성형법으로 탄소섬유강화 복합

소재 제조

- 자선 경화를 이용함으로써 굴곡강도

25% 향상(방사선경화:372MPa,상온경

화:296MPa)

- 자선 경화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상온

경화 공정 비 제조 시간을 1/10로 단축

시킴

(상온경화와 자선 경화공정 비교 결과)

4)자동차 후드용 CFRP복합재료 제조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로제조한자동차후

드(8.5kg)는상용자동차후드(18kg) 비

50%이상무게를감소시킴.

5)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상 기술 개발

-열가소성 라스틱 8종류 선정 (PE,PP,

EVA,나일론 6,6/6,12,PBT,POM)

- 자선 가교에 따른 겔화율 70~90% 이상

확보(가교제 TAC,TAIC,TMPTMA첨가

에의한겔화율20~30% 향상)

- 자선 가교에 따른 수분흡습율 분석(약

30~50% 이상 의 수분흡습율 감소)

- 자선 가교에 따른 내열 특성 분석(열변

형온도 160℃ 이상의 내열 특성 확보)

- 자선 가교에 따른 내마모 특성 분석(5

mg/10
4
cycle이내의 마모량 확보 마모

표면의 안정성 구 )

- 자선 가교에 따른 열 ,기계 특성 향

상(1차 분해온도 10℃ 상승,인장강도 :

5~10MPa상승,탄성률 2~3MPa상승

6)열가소성 라스틱 엔진부품 용기술 개

발

-선정된 열가소성 라스틱 사출 성형 조

건 확립(사출압력,사출속도,형온도,실린

더온도,보압 등)

-실제 성형 사출품 4종 생산(나일론6,6/6,

PBT,POM)

-사출 성형품의 자선 가교에 따른 열

특성 평가(열분해온도 5℃이상 상승 :열

안정성 확보,열변형온도 160℃ 이상의 내

열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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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성형품의 자선 가교에 따른 기계

특성 평가(굴곡강도 :20MPa상승,굴

곡탄성률 :1~2GPa상승, 장탄성률 600

MPa상승,유리 이온도 7~10℃ 상승 연

화 4~6℃ 상승)→ 열 ,기계 물성

향상 확보

1)방사선을 이용한

자회로 패턴형성

자소자 응용 기술

개발

- 착성:2.0N/cm 이

상

- 패턴 크기:100 μm

이하

-분산도:2% 이상

2)방사선 이용 임 린

트 리소그래피 소재

개발,패턴 형성 기술

개발 나노바이오

센서 활용 기술 개발

- 방사선 가교도:80%

이상

-나노와이어 패턴크기:

100nm 이하 (오차범

10% 이하)

1)이온주입을 통해 3종 이상의 고분자 기

들(PI,PEN,PFA 등)의 표면을 개질하여

속과의 착성을 향상 시켰음:

-이온주입을 통한 3종의 고분자 기 들의

표면 개질 속과의 착성 평가(90o

박리시험)를 하 음:

.이온 주입에 의한 젖음성(wettability,

hydrophilicity)향상 표면 거칠기 증가

에 의한 표면 증가 확인.

. 착력:2N/cm이상 확인(표면처리 후

44%이상 향상).

2)이온빔 리소그래피 자빔 리소

그래피를 이용한 속 나노입자 혹은 속

나노입자 구체를 함유하는 고분자 패턴형

성 후 열처리를 통해 속나노입자 패턴을

형성하 음:

- 속나노입자(Ag) 는 속나노입자

(AgNO3)를 함유한 2종 이상 고분자(PVP,

Pluronic)용액 제조 이를 이용한 속

나노입자를 함유한 고분자 속 나노

입자 패턴을 형성하 음:

.이온빔 리소그래피:최소 50μm의

패턴 형성.

3)방사선을 이용한 MWCNT의 표면개질을

통해 고농도 잉크젯 도성 잉크를 제조하

음:

- 자빔 조사를 통한 MWCNT 표면을 개

질한 후 개질된 MWCNT를 다양한 첨가

제들(분산제,보습제,등)과 혼합하여 2

wt% 분산도를 갖는 CNT 도성 잉크를

제조 형성된 패턴의 도도 평가(면

항 측정)를 하 음:

.20회 반복출력 후:1kΩ/sq확인.

.50회 반복출력 후:300Ω/sq확인.

4)임 린트 리소그래피용 소재 제조 방

사선에 의한 가교를 하 음:

- 나노충진제로 POSS로 이용하여 2종의

신규 임 린트 리소그래피용 나노복합재

료를 제조 방사선 가교를 하 음:

.물리 특성:외형:무색,투명;굴 률:

1.460; 도:1.020~1.022g/cm
3
; 도:

1.022cps.

.방사선 가교도:80%이상(100% @ 5

kGy).

-100nm의 패턴을 갖는 임 린트 리소그

래피용 몰드를 제조하 음.

20 100

1)50μm 이하의

속 나노입자를 함

유한 고분자

속 나노입자 패

턴 형성 확인

2)총 3종의 고분

자 기 들에 한

속과의 착성

향상 확인: 2

N/cm 이상의

착력 확인.

3)2wt%의 분산도

를 갖는 도성

CNT잉크 제조:

도도:1 kΩ/sq

(20회 반복 출력

시),300Ω/sq(50

회 반복 출력시)

4) 2종의 임 린트

리소그래피용 나

노복합소재 재 제

조

5)가교도 측정 결

과 5kGy의 조사

량 이상에서 80%

이상 확인.

6)100nm 이하 (오

차범 10% 이하)

의 나노실리콘와

이어 패턴 형성

확인.

7)신호증폭을 한

다선 형태의 표면

을 넓힌 바이오

센서 제작완료.

8)우울증:최소 10

pM; 킨슨병:최

소 970fM/ml까

지 검출 가능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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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방사선 기반의 나노리소그라피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제작한 후 이를 토

로 고감도 비표지 방식의 나노바이오센서

를 제작하 음:

- 자빔 리소그래피 기반 나노 임 린트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단일선 신호증

폭을 한 다선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하 음:

.단일선 (LxW xH):30nm x100nm

x100nm

.다 선 (LxW xH):40μm x100nm

x100nm

-단일선 다선 실리콘 나노와이어 1기

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검출감도를

평가하 음:

. 우울증(Dopamine): 최소 10 pM(2

pg/ml)검출 가능 확인 (단일선 실리콘나

노와이어 기반 바이오센서).

. 킨슨병(GABA):최소 970fM/ml(100

fg/ml)까지 검출 가능 확인(다선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바이오센서).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1)방사선 이용 궤양 치

료용 나노섬유 하이

드로겔,마이크로캡슐

겔 제조 기술 개발

(천연고분자 이용,동

물실험 치료 효능

조군 비 육아조직

학 효능평가 60%

이상 달성)

2)연료 지막 성능평가

최 화

- 탄화수소계 수소이온

도성막

수소 이온 교환 용량

:1.2meq/g이상

상온 수소이온 도도

:0.08S/cm 이상

고온 수소이온 도도

:0.1S/cm 이상

치수 안정성 :50% 이

하

-유/무기 복합막

수소이온교환용량

:1.2meq/g이상

상온 수소이온 도도

1)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천연고분자 나
노섬유 제조 기술 개발
-천연고분자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제조 조
건 확립 물성 평가
-나노섬유 보강 하이드로겔 합성 조건 확립

제조

2)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마이크로캡슐
나노겔 제조 기술 개발
-마이크로캡슐 겔 제조 조건 확립 물성
평가
-마이크로캡슐 겔 내 유효성분 로딩조건 확
립

3)궤양 치료용 나노섬유 하이드로겔,마이크
로캡슐 나노겔의 동물실험에 의한 효능평
가
-동물실험 치료 효능 조군 비 육아조직
학 효능평가 60%이상 달성

4)기계 물성 내열성이 우수한 PEEK
고분자를 황산과 반응시켜 술폰산기를 함
유한 SPEEK 고분자를 제조한 후,가교제
와 혼합하고 자선으로 조사하여 가교 구
조를 가지는 SPEEK 고분자 해질막을
제조하 음.

5)다양한 조사 조건에서 제조된 가교 구조의
SPEEK 해질막의 기계 특성을 인장강
도 측정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방사선 조
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계 성질이 증
가하 고,DMA를 통해 열 성질을 찰
한 결과,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매우 우수한 열 특성을 보여주고 있

45 100

1)당뇨성 궤양 치

료용 나노섬유/나

노겔 제조 기술

개발

-500% 이상의 흡

수율

- 기존 비 기계

강도 8배 이상

증가

-120% 이상의 탄

력도를 가지는 나

노섬유 담지 하이

드로겔을 제조

-은나노입자 함유

나노겔은 60%이상

의 궤양 치료효능

달성

- 련 기술은

재 삼양바이오팜

과 기술이 을

한 검증을 실시하

고 있음.

5.5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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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S/cm

고온 수소이온 도도

:0.1S/cm 이상

치수 안정성 :50% 이

하

3)연료 지막 최 화

막/ 극 합체(MEA)

성능 평가

-MEA크기:

3cm x3cm 이상

-MEA성능:

300mW/cm2이상

어 높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됨.

6) 가교제 함량을 30wt%를 첨가한 후 자
선을 200kGy로 조사하여 제조한 가교 구
조의 SPEEK 해질막이 연료 지막으로
서 최 화된 기본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singlecell성능에서 고온에서도 우

수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 음.
(IEC:1.248meq/g,상온이온 도도:0.083
S/cm,고온 이온 도도 (80 oC):0.1234
S/cm ,치수안정성 :28%)

7)다양한 조성비의 St/TMSPM 단량체 혼합
물을 ETFE 필름에 그라 트시킨 후,
Sol-gel방법으로 가교구조를 형성시키고
술폰화하여 다양한
ETFE-g-PSSA/PTMSPM 연료 지막을
제조하 음.제조된 막의 성능평가 연
료 지 성능에 미치는 방사선의 향을 규
명하 으며 이를 통하여 최 의 성능을 보
이는 연료 지막을 얻었음.(St/TMSPM
5/5,기계 강도:50 MPa,치수안정성:
38%,함수율:49%,수소이온 도도가 0.16
S/cm,고온이온 도도 (80

o
C):0.27S/cm

)
8) ETFE-g-PS/PTMSPM의 가교 후의
TGA 분석 결과,가교된 ETFE-g-PS/
PTMSPM막의 열 안정성이 가교 보다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TMSPM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가교 후의 열 안정성 변화
가 큼을 확인하 음

9)가교제 함량을 30wt%를 첨가한 후 자
선을 200kGy로 조사한 후 제조한 가교된
SPEEK 해질막을 3cm x3cm MEA
를 제조하여 singlecell성능 찰한 결과
고온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 음.(0.6V 기 류 도 :490
mA/cm2,최 력 도 :472mW/cm2)

10)St/TMSPM 5/5조성비로 제조한 가교된
ETFE-g-PSSA/TMSPM 해질막을 이용
하여 3cm x3cm MEA를 제조하고 이
를 이용하여 singlecell성능평가를 실시
한 결과, 0.6 V에서 류 도가 629
mA/cm2,최 력 도가 523mW/cm2로
우수한 성능을 보임

1)자동차용 경량·고강도

CFRP개발

2)자동차 부품용

나노입자/고분자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3)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엘라스토머 부품소재

내열성/내구성

향상기술개발

4)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부품 용기술개발

5)내열성 라스틱에

한 물성비교

성능평가

1)자동차용 경량·고강도 CFRP개발
-수지이송 성형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후드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제조

- 자선 이용 자동차 후드 경화 수행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로 제조한자동차후드
(8.5kg)는 상용 자동차 후드(18kg) 비
50%이상무게를감소시킴

2)자동차 부품용 나노입자/고분자 복합재료
제조기술 개발

- 음 를 이용한 EVA/clay,PA/clay나노
복합체의 제조 방사선 가교기술개발

- 음 를 이용한 PP/EPDM의 제조 방
사선 가교기술개발

-액상 블 딩과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한
HDPE/Al2O3복합소재 제조기술개발

-나노 복합소재의 분산성 향상을 통하여 기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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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특성의 향상시키고 방사선을 이용하
여 고분자 소재를 가교 시킴으로써 내열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을 향상 시킴

3)방사선을 이용하여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
재의 내열성과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선정 (5종)
: FR, NBR, EPDM, EPDM/HDPE,

EPDM/PTFE
- 상기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에 가교제
(TMPTMA)첨가에 따른 겔화율 향상
확인 (겔화율 30% 이상 향상 효과)

-FR소재의 자선 가교에 따른 용매(벤젠)
내의 체 증가 특성 향상
:자선 조사 5.2%→ 조사 후 2.5%

- 자선 가교에 따른 압축 구변형율 20%
미만 확보(FR:11%,NBR:12%)

- 자선 가교에 따른 경도 50(shoreA)이상
확보(FR: 77, EPDM/HDPE: 87,
EPDM/PTFE:71)

4)개발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이용
O-ring제조 물성 평가 수행

-FR소재 이용 O-ring제품 시사출 시사
출에 따른 물성 평가

-FRO-ring의 체 증가율(3.9%),압축 구
변형율(11%),경도(73)
:시사출에 따른 물성 하 없음이 확인

됨
5)내열 라스틱 사출 성형성 평가
-사출 성형품 주요 치수 평가: 자선 조사

·후 제품 설계 PMI스펙 만족
-사출 성형품 조립성 평가: 자선 조사 ·
후 Facearm,bodyarm 체결에 따른 조립
성 평가

- 자선 조사 사출 성형품의 피로 특성 양산
품 비교 평가:공인 인증 기 (한국화학융
합시험연구소)에서 테스트 수행

- 괴 특성 평가:양산품 비 유의차 없음
-피로 괴 테스트 1,000,000cycle수행:양
산품 비 유의차 없음

-한창 엔 라,품질 리부 인증

1)방사선을 이용한

자회로 패턴 형성

자소자 응용 기술

개발

-패턴 크기:50μm 이

하

-패턴 도도 1x10-5

S/cm 이상

2)방사선 이용 임 린

트 리소그래피 소재

1)이온빔 리소그래피 자빔 리소그

래피를 이용한 속 나노입자 혹은 속

나노입자 구체를 함유하는 고분자 패턴

형성 후 열처리를 통해 속나노입자 패턴

을 형성하 음:

- 속나노입자(Ag,Au) 는 속나노입

자(AgNO3, HAuCl4)를 함유한 2종 이

상 고분자(PVP,Pluronic)용액 제조

이를 이용한 속나노입자를 함유한 고분

자 속 나노입자 패턴을 형성하 음:

.이온빔 리소그래피:최소 50μm의

패턴 형성.

20 100

1)50μm 이하(최소

해상도 500 nm)의

속 나노입자를 함

유한 고분자

속 나노입자 패턴

형성 확인

2)50μm 이하의

도성 패턴 형성 확

인: 도도: 1 x

10-3S/cm

3)2wt%의 분산도

를 갖는 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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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패턴 형성 기술

개발 나노바이오

센서 활용 기술 개발

-표면 처리 후 표면

각:80도 이하

-특정 생체 물질 검출

감도:100pg/ml이

하

. 자빔 리소그래피:최소 500nm의 패턴

형성.

2)이온빔 리소그래피 자빔 리소그

래피를 이용한 고분자 패턴 형성 후 탄화

를 통해 도성 패턴을 하 음:

-50μm(최소 해상도:500nm)의 PAN 기

반 도성 패턴 형성 도도 평가

(I-V측정)를 하 음:

. 도도:1x10
-3
S/cm 이상 확인

3)방사선을 이용한 MWCNT의 표면개질을

통해 고농도 잉크젯 도성 잉크를 제조하

음:

- 자빔 조사를 통한 MWCNT 표면을 개

질한 후 개질된 MWCNT를 다양한 첨가

제들(분산제,보습제,등)과 혼합하여 2

wt% 분산도를 갖는 CNT 도성 잉크를

제조 잉크제 린 의 최 화를 통한

도성 패턴 형성 후 형성된 패턴의

도도 평가(면 항 측정)를 하 음:

.최 의 기 :인화지.

.20회 반복출력 후:168Ω/sq확인.

4) 자빔을 이용한 리소그래피용 소재의 물

성을 개질하 음:

- 열경화법을 통해 제조된 PDMS 시트를

자빔 조사를 통해 개질 물성평가:

. 각:최소 75o(처리 :101o)

.팽윤도:최소 66% (처리 :90%)

.압축강도:최 5.5 MPa (처리 :2.9

MPa)

. 열분해온도: 최 398.7
o
C(처리 :

388.5oC)

5)방사선 기반의 나노리소그라피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제작한 후 이를 토

로 고감도 비표지 방식의 나노바이오센

서를 제작하 음:

- 자빔 리소그래피 기반 나노 임 린트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단일선 신호증

폭을 한 다선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하 음:

.다 선 (LxW xH):40μm x100nm

x100nm

-다선 실리콘 나노와이어 1기반 나노바

이오센서 제작 검출감도를 평가하

음:

. 립선암(MMP-2): 최소 100 fM(4.2

pg/ml)검출 가능 확인(신호증폭을 한

나노입자-DNA복합체 도입).

CNT잉크 제조:

도도: 168 Ω/sq

(20회 반복 출력후),

4)표면 처리 된 리

소그래피 소재의 표

면 각 80도 이

하 확인

5)제조된 임 린트

소재를 이용한 100

nm 이하의 패턴을

갖는 몰드제작완료

6) 고감도 실시간

비표지 나노방이오

센서 제작

7) 립선암: 최

100 fM까지 검출

가능 확인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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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산업의 55%를 유하는 RT산업의 추 역

할을 하고 있으며, 통 인 방법보다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고품질의 제품 생

산이 가능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련 산업이 RT산업의 주요 기술로 자

리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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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으며,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기술이 개발되면 국내

외 으로 이러한 제품이 개발된 이 없기 때문에 경제 이득은 막 할 것으

로 기 함.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생체용 착제,젤폼,피부확장물질,생리 등을 제조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생체 재료는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 를 치료하거나 체하는 목 으

로 사용되는 재료임.의료용 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

며,이것을 화학 ,물리 으로 개질하여 여러 가지 화학 기능을 도입할 수

있으며, ,필름,섬유,겔 등으로 가공하기 쉬운 특징이 있음.이러한 생체 재

료는 신체와 하므로 독성이 없고,신체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성질을 갖

추는 것이 필수 인데,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할 수 있어

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만성 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궤양(당뇨성)등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한

부정 인 향과 질환으로 인한 감염 단 수술 험성을 최 한 감소시켜

환자들의 정신 /육체 /경제 /사회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재 이차 지 세계시장은 일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응용기술면에서 세

계 최고 수 에 있는 일본의 기술력과 신규시장 발굴에 탁월한 일본 특유의

상업성이 목되면서 이차 지 분야의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음.이처럼

일본이 주도하던 이차 지 시장에 국내 업체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이차

지를 생산하기 시작하 으나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

이었으나,본 과제에서는 내열성이 우수한 이차 지용 분리막 제조 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기술 개발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친환경 무공해 에 지 발생 장치로 화석연료를 체할 수단으로 각 을 받고

있으나 핵심소재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연료 지용 수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은 연료 지 소재 핵심이며 량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나피온을

체할 수소이온 교환막 제조에 한 방사선 기술을 확보하여 가격이 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연료 지 제조에 핵심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음.이를 통

하여 친환경 녹색산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

제2 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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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세계 최 로 기방사,원심식 방사법을 이용하여 탄화규소 섬유를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함.새로운 섬유방사법에 의하면 탄화규소를 섬유 뿐아니라

mat형태로도 제조가 가능하여 항공,우주,국방 소재로서의 그 활용도가 더욱

확 될 것으로 기 됨. 련 연구결과를 토 로 국내특허 1건 등록,국내특허

5건을 출원,SCI논문 게재 2편,국내논문 2편을 게재함.본 기술은 항공우주

부품소재 업체에서 기술이 검토,국방품질기술원 등에서는 국방기술 용에

심을 보여 의 임.

-방사선 경화 기술을 이용하여 에폭시 복합재,탄소섬유강화 라스틱(CFRP)복

합재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함.특히 국내 최 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로

하이 리드 압력용기,LNG 압력용기 등을 제작함. 련 연구결과를 토 로

SCI논문 6편,국내논문 8편,국내특허 2건을 출원함.국내 CFRP제조업체,상

업용 실린더,특수고압용기,의료용 기기,에폭시 가공업체등에 기술이 비

.

- 디스 이 소재 합시 기존 열경화 공정에 비해 경화속도가 10배이상 빠르

고 착강도가 우수한 자선 경화이용 도 성 착기술을 개발함.본 기술은

LCD를 포함하는 디스 이 제품에 용 가능할 것으로 기 하며 LG,삼성

자등과 력하여 산업화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고자 함. 한 TFT-LCD

각종 자기기의 자 를 차폐하는 기술, 자선 조사에 의한 연자성 재료

등을 개발하여 인덕터,변압기 등에 용 가능한 핵심기술을 개발함. 련 연구

결과를 토 로 SCI논문 6편,국내논문 1편,국내특허 3건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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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규소,탄소/탄소 복합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을 성공 으로 개발함. 리세

라믹 소재를 탄소 리폼에 침투시켜 자선으로 세라믹 소재를 경화 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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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마모성 소재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 됨. 련 연구결과를 토

로 SCI논문 1편,국내논문 1편을 게재하 으며 련 복합재료 업체등과의 기술

력을 통한 소재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함.

-본 연구개발 은 상기와 같이 탄화규소섬유,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경량화 재

료, 자부품 소재를 용이하게 제조하고 공정기술 물성을 획기 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사선 이용 복합신소재 기술을 개발하 기에 연구목표

비 100% 달성한 것으로 사료됨.

-방사선 경화기술은 열경화 공정에 비해 에 지 소비,친환경 인 기술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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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자동차,국방, 자부품 소재산업 등의 발 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됨.

-방사선을 이용하여 각종 재료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의료,바이오,

기 자 등의 산업에 필요한 생체 합성재료, 자재료,나노재료 등의 개발에

핵심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연구수 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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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의 용 분야는 일반 생활용품뿐만 아

니라 자동차,의료,바이오,환경 등 첨단 산업분야로의 그 기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상되며,기술 수입 체뿐만 아니라 기술 선 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됨.

-방사선 표면처리 기술 기반 고분산성 도성 CNT 잉크 제조 기술은 터치스크

린,디스 이,RFID등의 다양한 자소자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됨.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 합성 향상 기술,생체분자 고정화 비특이성 흡착 방

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은 기존 낮은 검출 감도 문제를 극복하여

극미량 검출이 가능한 고감도 형 검출 기반 바이오센서/칩 제작에 활용될 것

으로 기 되며,향후 질병 조기진단,생물학 작용제 검출,환경 유해물질 검

출,식품 오염원 검출 등 의료,국방,환경,농축산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필요

한 바이오센서/칩 제작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살아있는 세포를 생체 감지물질로 이용한 다양한 표 물질을 검출하는 신개

념의 고효율 마이크로 세포칩의 제조 련 연구들의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됨.

-방사선을 이용한 자회로 패턴 형성 자소자 응용 기술은 기존 방식과는

달리 유해폐기물 감,공정단순화 등을 통한 생산원가 감이 가능하여 OLED,

유기태앙 지 등과 같은 차세 유기 자소자의 제작 FPCB등의 유연 극

제조 분야 등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방사선을 이용한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기술 련 기술들은 차세 고감도

비표지 기 측정 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를 개발을 한 핵심기술들로 활용

될 수 있으며,칩상에 모듈화가 가능하여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므로 각종 질병

을 조기진단 치료할 수 있는 소형된 휴 용 센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새로

운 의학 시스템 구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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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측면

▪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 를 치료하거나 체하는 목 으로 사

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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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는 RT

산업의 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방사선이외의 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고기능성 제품 생산이 가능함.

▪ 탄화규소 재료는 우수한 고온강도,치수안정성 성자 조사에 한

낮은 유도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로와 우주항공 분야의

구조용 재료로서 기 되고 있음.

▪ 탄화규소,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탄소복합재를 이용하는 항공기,우주

선,자동차등의 부품 제조업에서 주로 이용되는 열경화 공정을 체할 신

개념의 자선 경화 공정을 개발하여 첨단 복합재료 산업에 있어 국내산

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항공기,로켓추진기 ,자동차 이크 소재 등은 탄소/탄화규소,탄소/

탄소 복합재등이 이용되며,탄화규소의 구체인 폴리카보실란 등을 탄

소 리폼에 침투시켜 자선으로 세라믹 소재를 코 하는 기술은 고성

능 내열,내마모성 소재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 됨. 련 복

합재료 업체등과의 기술 력을 통한 소재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함.

▪ 방사선 표면처리 기술 기반으로 제조된 도성 CNT 잉크를 이용한 제

조된 고분산성 도성 잉크를 이용한 잉크젯 린 을 통해 유연기

에 다양한 도성 패턴을 형성하여 유기 자소자,터치스크린,디스

이,RFID 등의 다양한 자소자들을 구 하는 연구에 용함으로써

본 기술의 산업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 합성 향상 기술,생체분자 고정화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들을 이용하여 고 험군 질

병 조기 진단,생물학 작용제 검출,환경 유해물질 검출 등 의료,국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바이오센서 제작에 활용할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자회로 패턴 형성 자소자 응용 기술들은

OLED,유기태양 지 등과 같은 차세 유기 자소자의 제작 FPCB

등의 유연 극 제조 분야들에 용하여 산업 응용의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임.

○ 경제 측면

▪ 방사선 이용한 렴한 범용 고분자 재료를 기능성 표면처리기술을 개발함

으로써 고부부가가치 창출 가능하며 새로운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서 련 산업계 기술 수 을 향상시킬 수 있음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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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에 지/환경,철강/비철 속,기계,자동차/항공기·우주, 기

자부품/반도체,화학/고분자/세라믹스,의료/바이오 분야에 이온주입을 이

용한 표면처리 기술을 산업 으로 활용하기 한 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

히 진행 임.따라서 본 기술의 시장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엄

청날 것으로 상됨.

▪ 세계 인 바이오센서의 총 시장규모는 2002년에 65.7억 달러 규모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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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센서의 시장규모는 2003년 약 100억원,2007년 약 500억원,2010년

약 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상됨.일부 바이오센서가 국산화되어 있으

나 아직 외국제품 의존성이 높은 실정임.따라서 본 과제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은 고감도 바이오센서/칩 제조에 용 가능하여 련 기술 선 국

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의료계 추산에 따르면 연 5천억원 이상이 ‘아토피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

으로 보고 있으며,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하

이드로겔 은 국내외 으로 무하므로 그 경제 이득은 막 할 것으로

기 됨.

▪ 체 궤양 치료용 제품의 생산 매와 련한 자료를 보면 그 시장 규

모는 1천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음.본 연구과제인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

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이 성립된다면 이 기술이 얼마나 큰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이에 따른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 함.

▪ 우리나라는 세계 2차 지 분리막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규모 시장으

로,이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실정에서,방사선을 이용하여 내열

성이 향상된 2차 지용 분리막 제조 기술의 기술 이 을 통한 상용화 이

루어지면,연간 3,000억 규모의 수입 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재 상용화된 연료 지막인 나피온은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험하며 이

로 인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가격이 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체 연료 지막에 한 연구가 세계 으로 진행되고 있음.따라서 본 과

제에서 방사선 기술로 개발된 연료 지용 수소이온 도성막은 재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료 지막 부분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나

피온의 체 연료 지막으로 성장 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 됨.

▪ 탄화규소섬유,탄소섬유강화 라스틱,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은 고

온,경량,고강도 복합재료 개발을 해 필수 으로 요구되는 기술로,국내

외의 모든 항공우주 산업,자동차 산업 방 산업체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련 업체라 할 수 있음.고성능 복합재료 시장은 머지않아 세계

으로 연 1,000억달러 이상의 시장 형성이 기 되는 분야이며 국내에서

도 3000억원 이상의 시장창출이 상됨.

▪ 정보 자,자동차,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 산업 분야들에 핵심 으로

용 될 수 있는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들을 련분야의 산업

체들과 연구 력을 통해 개발할 것이며,우수한 연구 성과가 도출될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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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이 을 통해서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경량이며 충격에 강하고 다양한 디자인에 장 이 있는 모바일 단말기,노

트북,유연성 자소자(센서, 지,메모리,RFID등),바이오 자소자(바이

오센서/칩 등)등의 개발에 활용 가능하며,국내 유연성 자소자 업계의

제품 개발 가속화 국가 경쟁력 기반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기 됨.

○ 사회 측면

▪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제품, 자정보통신,환경,에 지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 되어 사회 친 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방

사선에 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도기여할 수 있음.

▪ 차세 나노기술,바이오기술,정보통신기술,환경기술,에 지기술 등과

련된 재료,제품 개발 국산화 련된 Infra구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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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수행을 하여 수집한 연구 논문 특허 다수

○ 외국 문가 국내 방문시 지참한 연구 논문 발표 자료 다수

○ 국제학회에서 참가하여 수집한 록집 다수

∙제9회 PolymersforAdvancedTechnologies국제심포지움(신 화,2007년 10월,

국 상해)

.ConjugatePolymer에 한 응용으로 OLED와 백색 물질 개발 그리고 고분자

태양연료 지에 한 연구정보 수집

∙IAEACRP1차회의 참석 (노 창,2007년 11월,오스트리아 비엔나)

:방사선그라 트기술을 이용한 흡착제 선택 분리막 개발(Developmentof

Novel Adsorbents and Membraned by Radiation-Induced Grafting for

SelectiveSeparationPurpose)에 한 기술 황 토의 정보수집

∙2007PolymerProcessingSocietyConference참석(임윤묵,2007년 8월,스웨덴

괴텐버그)

:이차 지 막 련 논문 생분해성 고분자 나노섬유 논문발표

"Biodegradation properties ofpolycaprolactone nanofibers by gamma-ray

irradiation"각국의 고분자 가공 련 자료 수집 연구동향 악

∙15thInternationalMeetingonRadiationProcessing(IMRP)2008학회 참석,

논문 발표 자료 수집 (노 창,2008년 9월, 국 런던)

:다양한 국가에서의 방사선 조사 장치 개발 동향 방사선을 이용한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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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

∙ICOM 2008(InternationalCongressonMembranesandMembraneProcess)

(신 화,2008년 7월,미국 하와이)

:최근 연료 지막 개발 동향 자료수집 연료 지막 국외 문가와 의견

교환 정보공유

∙114th Symposium of Young Asian Biochemical Engineers' Community

(YABEC)2008학회참석 (권희정,2008년 11월,일본 동경)

:한국,일본, 만, 국 4개국 생물공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에 맞춘 바이오

매스,바이오 연료,폐기물 처리 등을 주 내용으로 발표되었고,생체재료와 련

한 생명공학,의학 등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개발 동향 악 자료수집

∙ IAEACRP1차회의 참석 (노 창,2009년 6월,스 스 바덴)

:방사선그라 트기술을 이용한 흡착제 선택 분리막 개발(Developmentof

Novel Adsorbents and Membraned by Radiation-Induced Grafting for

SelectiveSeparationPurpose)에 한 정보 공유 자료수집

∙ 2009EuropeanPolymerCongress(EPF'09) 학회 참석(박종석,2009년 7월,

오스트리아 그라츠)

:기능성 고분자에 련된 논문 발표,나노재료,생체재료를 이용한 생체공학

응용,다기능성 나노입자에 한 연구동향 악 자료 수집

∙ 2009AmericanChemicalSociety(ACS)FallMeeting학회 참석 (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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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미국 워싱턴DC)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연료 지막 제조 련 논문 발표,고분자 해질의 화학

합성 방법 향후 방사선 활용을 한 연료 지 련 연구동향 악

자료 수집

∙ 200922ndEuropeanconferenceofbiomaterials참석(임윤묵,2009년 9월,스 스

로잔)

:생체 합성 고분자를 응용한 기능성 생체재료 등과 련된 논문 발표,다기능

성 생체재료에 한 연구동향 악 자료 수집

∙ Asianconferenceonnanoscienceandnanotechnology2010(AsianNANO 2010)

학회 참석(박종석,2010년 10월,일본 동경)

:기능성 나노입자에 련된 논문 발표,나노재료,생체재료를 이용한 생체공학

응용,다기능성 나노입자에 한 연구동향 악 자료 수집

∙ 2010년 한 일 RI 력회의 참석 발표(손 용,2010년 10월)

:한, ,일 방사선 방사선동 원소 련 최신동향 정보수집,국내의 방사

선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공업 용에 한 발표, 국,일본의 방사선 공

업 이용에 한 최신 연구동향 자료수집 정보교류

∙ 20106thAseanianMembraneSociety(AMS6)Conference참석 발표(손 용,

2010년 11월)

: 국,일본,호주 등 아세안 국가들의 분리막 련 최신동향 정보수집,방사

선을 이용 리튬이차 지용 고내열성 분리막 발표,수처리 분리막,기체투과 분

리막에 한 최신 연구동향 자료수집 정보교류

∙ 16차 IMRP(InternationalMeetingofRadiationProcessing)참석 논문 발표

(손 용,2011년 6월,캐나다 몬트리올)

:방사선을 이용하여 두 개의 단량체를 그라 한 연료 지막의 특성평가에

련된 논문 발표,방사선그라 ,방사선 가교 기술,Healthcare분야 련 동

향 악 자료 수집,해외국가의 방사선이용 기술의 산업 활용,동향

정보 수집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polymers via macromolecular

engineering(APME2011)학회 참석(노 창,2011년 9월,터키)

:기능성 고분자 개발 련 동향 방사선을 이용한 신소재,생명공학,의학,환

경,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개발 동향 악 정보수집

∙ 2011Internationalconferenceofbiotechnologyandbioengineering학회 참석

(권희정,2011년 12월,태국 푸켓)

:기능성 물질 바이오테크놀로지 련 해외 연구동향 악 자료 수집

∙ Nanocomposites2007(강필 ,2007년 9월,미국 라스베가스)

:최근 나노소재에 한 복합재,조직공학 자기기 등으로의 활용 연구개발

동향 나노소재 제조에 한 다양한 방법,특히 방사선을 활용한 나노소재 제

조에 한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악

∙ InternationalSymposium onNanocompositesandNanoporousMaterials(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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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부산)

:최근 나노소재와 기공성을 갖는 나노소재의 연구 동향과 응용방안 나노소재

기공성을 갖기 한 제조기술 처리기술 방법수집 특히 나노 기공성을 이

용하여 비표면 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의 동향 응용 황 악

∙ InternationalMeetingonRadiationProcessing2008( 표,2008년 9월, 국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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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등에 한 자료 수집.특히 자선 경화공정을 이용한 에폭시 복합재 제조에

한 최근 연구소에서의 연구개발 동향 회사에서의 복합재 활용 황 악

∙ Korea-GermanPolymerSymposium (서동권,2008년 9월,부산)

:최근 감마선을 이용한 고분자의 경화기술 물성 향상을 한 연구동향 악,

특히 형 부품의 감마선 경화공정을 이용한 제조 기술 응용 황 악.

∙ Carbon2009(강필 ,2009년 6월, 랑스 비아리츠)

:탄소소재(탄소섬유,탄소나노튜 ,그라핀,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제조 기술에

한 최신 개발동향 다양한 산업으로의 용사례에 한 정보 습득 방사

선을 활용한 탄소 복합재의 제조에 한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연구동향

악

∙ EuropeanPolymerCongress2009( 표,2009년 7월,오스트리아 빈)

:고분자 분야에 한 유럽 선진진국들의 연구개발 동향 방사선을 이용한 세

라믹계 매 제조기술 개발동향 악

∙ InternationalConferenceonAccelerator& Beam Utilization(신범식,2009년 10월,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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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동향에 한 자료 수집 방사선에 의한 고분자,세라믹, 속의 결정구

조와 화학구조의 분석 연구 동향 악

-IAEA/RCA교육 로그램에 참가하여 얻은 문헌 다수

∙ IAEA/RCAregionaltrainingcourse( 표,2009년 10월,태국 방콕)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변성에 한 다양한 연구개발 동향 이를 활용한 흡

착제 필터 용 사례에 한 기술개발 동향,각국의 방사선 활용 연구개발

동향 자료 수집

-외국/국내 문가 활용을 통해 획득한 연구 문헌 다수

∙ 일본 JAEA소속의 문가 (2007년-TadaoSEGUCHI,2008년-MasahitoYOSIKAWA)

청을 통한 방사선 경화 리세라믹 경화기술에 한 연구자료 다수 수집

∙ 국내 문가 활용을 통한 첨단 기능성 재료 복합재료의 국외 연구개발 동향

연구논문 다수 수집

-복합재료 탄화규소섬유 기술동향 보고서 다수

∙ 과제수행과 련된 기술동향 보고서 구매 련 서 다수 수집

:자동차용 라스틱부품 국내외 시장동향 망(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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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PolymersforAdvancedTechnologies국제심포지움(최재학,2007년 10월,

국 상해)

:고분자 재료의 나노구조 형성과 나노복합재료에 한 연구동향 악,

고분자의 학 응용분야에 한 정보 수집 고분자 기반의 나노 패터닝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디스 이,바이오센서 등의 응용에 한 연구정보

수집

∙ 2007MRSfallmeeting참석 (정찬희,2007년 11월,미국 보스턴)

:재료의 면 가공과 학 , 기 활성 디바이스,탄소나노튜 와

나노구조,생물학 계면제어,나노입자의 생명공학 분야의 이용에 한 정보

습득

∙ 15thInternationalMeetingonRadiationProcessing(IMRP)2008학회 참석,

논문 발표 자료 수집 (최재학,2008년 9월, 국 런던)

:다양한 국가에서의 방사선 조사 장치 개발 동향 방사선을 이용한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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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

∙ 20thInternationalConferenceontheApplicationofAcceleratorsinResearch

andIndustry(정찬희,2008년 8월,미국 텍사스)

:생체 합성 향상을 한 이온빔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개질에 한

강연 참석 연구동향 악,표면개질에 한 반 정보습득

∙ 16thInternationalConferenceonIonBeam ModificationofMaterials

(IBMM)(황인태,2008년 9월,독일 드 스덴)

:이온빔을 이용한 속,기능성 고분자의 표면 처리 응용에 련된 논문

발표,나노재료,생체재료의 다양한 응용과 바이오 의료분야 융합기술 련

동향 악 자료 수집

∙ TheInternationalConferenceonsurfaceModificationofMaterialsbyIon

beams(SMMIB2009)학회 (권호제,2009년 9월,일본)

:이온빔을 이용한 다양한 재료의 표면처리와 나노입자,생체분자등의 도입을

통한 나노,생명공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개발 동향 악 정보 습득

∙ 2009AmericanChemicalSociety(ACS)학회(황인태,2009년 8월,미국

워싱턴D.C)

:기능성 고분자/표면 처리 응용에 련된 논문 발표,나노재료,생체재료를

이용한 생체공학 응용,다기능성 나노입자에 한 다양한 생물학 ,의학

시도에 한 연구동향 악 자료 수집

∙ 2010InternationalChemicalCongressofPacificBasinSocieties(최재학,

2010년 12월,하와이)

:고분자 재료의 가공,나노소재,기능성 바이오 라스틱 재료와 그 방사선

이용 기술의 응용분야에 한 정보 자료 수집.
∙ The2ndFAPSPolymerCongress(FAPS-PC2011)(최재학,2011년 5월,

베이징 국)
:바이오 라스틱 그린 복합재료 제조,나노소재/유기 자소자 분야의 첨단

기능성 소재에 한 세계 연구 동향 악 자료수집

∙ 국제 방사선 가공학술 회 (IMRP2011)(정찬희,2011년 6월,몬트리올,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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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료,바이오센서,표면처리,리소그래피 련 분야 연구동향 악

련분야 자료 수집

∙ 2010the2ndInternationalConferenceonCellular& MolecularBioengineering

(ICCMB2)(황인태,2010년 8월,싱가포르)

:고분자 재료의 Biomaterials,Biosensor,Bioimaging등 생물학 응용에 한

동향 악 자료수집,기능성 고분자 재료 표면처리가 응용될 수 있는

바이오칩,센서,생체고분자에 한 해외 기술과 최신 동향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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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연구시설 장비 황
NTIS장비

고유번호
장비명 제작국가 장비 설명

NFEC-2008-

07-074922

주사선 미경

용 미세도안

제작 시스템

(E-Beam

Lithography

System)

미국

1.특징:주사 자 미경(SEM)의 자총에
서 발생하는 자빈을 이용하여 시편의 표
면 헤 nm 정도 크기의 미세한 선으로
원하는 도안을 그려주는 장치임.

2.구성:미세도안시스템(NPGS),CAD,시스
템 PC,Beam Blanker,Faraday Cup,
Picoampermeter.

3.활용분야:반도체,유기 자소자,바이오
자소자 등의 제작에 필요한 자회로
패턴 형성에 활용

NFEC-2009-
02-070116

열화학증착기 한민국

1.특징:유기물질을 기화시켜 기상반응을 유
도하여 기 에 화학 결합에 의한 박막을
유도하는 장비

2.구성:히 챔버,진공펌
3.활용분야:반도체, 유 막,유기 자소
자 등 박막 제작에 활용

NFEC-2008-

07-074922

주사선 미경

용 미세도안

제작 시스템

(E-Beam

Lithography

System)

미국

1.특징:주사 자 미경(SEM)의 자총에
서 발생하는 자빈을 이용하여 시편의 표
면 헤 nm 정도 크기의 미세한 선으로
원하는 도안을 그려주는 장치임.

2.구성:미세도안시스템(NPGS),CAD,시스
템 PC,Beam Blanker,Faraday Cup,
Picoampermeter.

3.활용분야:반도체,유기 자소자,바이오
자소자 등의 제작에 필요한 자회로
패턴 형성에 활용

NFEC-2008-
07-074911

고분자만능재
료시험기

미국

1.특징:신율에 따른 신장에 필요한 에 지
값을 산출할 수 있는 장비로 고분자 재료
의 물리 특성을 평가하는 장비임.

2.구성:시편 그림,로드셀,지지
3.활용분야:고분자 물성 평가용

NFEC-2008-

07-074915

기공율

측정기

(Automatic

Porosimeter)

미국

1.특징:압력 다공도계(多孔度計).흡착제나
고체 매 등의 다공성 고체의 동공부피,
동공분포를 측정하는 장치임.

2.구성:Highpressureunit,low pressure
unit,penetrometer

3.활용분야:신소재,이차 지 분리막 등의
제작을 한 공극율 비표면 측정에
활용

NFEC-2008-

07-074921

마이크로스코

(High

Resolution

Digital

Microscope)

독일

1.특징:고분해능 분석을 한 미세조직
찰 장치임.

2. 구성: Supply unit, condenser, light
guide,halogenlamp,digitalcamera,시
스템 PC

3.활용분야:신소재,이차 지 분리막 등 미
세소재의 내부구조,표면분석 결정연구
등에 활용

NFEC-2011-

02-141245

배터리

테스트

시스템

(Battery

Testing

System)

일본

1.특징:2차 지 충방 cyclelife시험하는
장치임

2.구성:Channel,보조 측정 장치,UPS,
chamber

3.활용분야:이차 지 충방 시험,EDLC
Pack충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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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환경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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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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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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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가방앤컴퍼니에 기술이전하여 상

업화에 성공함.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방사선 이용 천연 꿀을 함유한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

이드로겔을 개발하여 기존 상업용 제품 대비 월등히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시제품

을 제조함. 현재 기술이전을 위한 기업체 검증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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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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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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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기술을 개발 함.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복합막 제조 기술 개발하여 Cycle

test시 상용 분리막 대비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

○방사선을 이용해 제조된 고분자 전해질 막의 single cell 성능 평가 결과 최고 전압 밀도가

500 mW/cm
2
이상으로 나타나 기존의 상용 전해질 막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방사선 그라프트, 아토피, 궤양, 하이드로겔, 나노겔, 나노섬유, 리

튬 이차전지, 전해질, 분리막, 연료전지, 수소이온전도성막,

영 어

Radiation graft, Atopic dermatitis, Hydrogel, lithium secondary

battery, Electrolyte, Membrane , Fuel cell, Protone conductive

membrane

보고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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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한 상처/화상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완전히 성장

기에 접어들었고, 궤양치료제, 약물전달체, 조직배양용 스카폴드, 인공피부확장제,

인공장기 등의 합성기술은 개발과정에 있다.

아토피 피부염 및 당뇨성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서양의약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

항히스타민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작용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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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세린, bees

wax, glycerine, propylene glycol, 지방산, lactic acid가 이용되고 있지만 수분 증발

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당뇨병성 궤양은 심각한 만성 질병으로 현재 급속도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궤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다중약제 내성 슈퍼세균을 막기 위하여 오랫동안 항생

제가 전신에 투여되어야 하므로, 세계보건기구와 질병통제관리센터(CDC)에서는 세

균의 항생제 내성을 현 시점의 중요한 의료 문제점으로 가리키고 있어, 항생제 내

성에 따른 치료 어려움에 대항하여 천연물 제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계속적인 수분 공급과 천연약용식물 등의 추출물의 효과적

인 투여를 통해 아토피성 피부질환 및 당뇨성 궤양을 치료하고 가려움까지 완화시

킬 수 있는 신개념의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해, 치료에 유효한 천연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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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수분방지막 제조 및 접착기술 개발 등과 같은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고분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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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 연료의 사용과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심각한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연료전지가 각광받고 있다. Nafion은 우수한 화학적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소이온전도도를 가지고 있어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고분자

전해질이다. 그러나 높은 가격과 복잡한 제조공정으로 실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조공정을 개발하여 가격을 낮추는 연구가 필요

한데, 방사선 그라프트기술을 이용하면 연료전지막의 성능과 가격 저렴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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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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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아토피 치료 효과 우수 천연소재 선별 및 효능평가

○ 아토피 피부염 치료 유효 천연약용식물 추출물 선별과 추출 및 화학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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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은 비만세포 매개성 알레르기 모델에서의 약용식물 추출물 혼합액의 효과와

유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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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포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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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하였고, 또한 염증 매개 cytokine의 유전자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RT-PCR로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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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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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용액비율에 따른 NaOAc의 감소되는 속도를 측정하여

효과적인 PVA 정제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 방사선 가교기술 이용 수분 방지기능을 가진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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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증발하는데, 이처럼 수분이 증발되어 건조된 수화겔은 더 이상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화겔의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키

기 위해 고분자막을 적층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여 수분방지기능을 가진 하이드

로겔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 폴리아크릴산수용액과 아크릴 에스테르계 접착제의 혼합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접착 조성물을 폴리우레탄막에 코팅하고 건조한 다음 폴리우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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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위에 PVA와 물의 비율이 1:9로 제조한 수화겔을 적층한 뒤 감마선 25

kGy를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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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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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하이드로겔 및 약용식물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

이드로겔을 도포하여 약 7시간 경과 후 새로운 하이드로겔로 교체하였으며,

24 시간부터 시간별로 피부염의 상태를 육안 관찰 또는 조직검사로 확인하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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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되었으며, 또한 상전이법에 의한 표면의 다공성 구조가 형성된으로 인해

전해액 담지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 추출물이 함유된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당뇨성 궤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을 선별하고, 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을 합성하였으며, 궤양치료에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어 상

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기존방법은 겔을 제조하기 위하여 화학 가교제나 가소제 등을 사용하기 때문

에 이들의 독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본 과제에서 수행한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합성 기술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겔을 합성할 수 있어 효능

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우위에 있다.

- 생체 적합성 고분자로 소듐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CMC)를 사용하였고, 꿀

을 첨가하였다. CMC를 전체 중량의 20 wt%를 꿀과 정제수를 함량비에 따라

서 용해하였다. 상기 수용액을 centrifugal mixer를 2,000 rpm으로 15분간 교

반하여 완전히 용해 한 후, 상온에서 트레이 부어 겔 상태의 시트 형태로 만

들고, 10 kGy 선량율로 감마선을 조사하여 궤양 치료용 천연물 함유 하이드

로겔을 제조하였다.

-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겔화율 및 수분증발율, 압축강도와 같은 기계적인 특성

을 평가하였다.

- Escherichia coli와 Staphylococcus aureus 균주를 사용하여 하이드로겔의 항

균활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균주를 Nutrient broth(Difco Co., USA)에 접종하

여 37 ℃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각 균주를 O.D.600 0.1로 조정하여

Nutrient agar(Difco Co., USA)에 100 ul 도말하고 고체배지를 punch

(diameter 8mm) 로 well을 만든 후에 샘플들을 well 속에 담은 후에 37 ℃에

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항균 활성은 생육저지환의 크기를 측정하여 평가

하였다.

-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동물 실험 효능평가

○ 방사선 이용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및 겔 페이스트 제재의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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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효능평가

- db/db mouse: 생후 8주령의 C57BL/6J-Leprdb/Leprdb (db/db) 마우스를

control nondiabetic 마우스인 wild-type(C57BL/6J)를 SLC JAPAN에서 구입

후 대학 실험동물시설에서 일주일간 유지 관리하여, db/db 마우스의 당뇨병

모델로서 적정평가, 동물의 무게, 혈액 글루코스, 혈장 인슐린을 대조군과 비

교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털을 모두 제거한 후 biopsy기구를 이용하여 약 8

mm 정도의 피부를 절개해 창상을 만들고, 창상의 회복속도 여부를 1일, 3일,

6일, 9일, 12일, 15일 후에 기록하였다.

- 궤양 치료용 나노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나노 겔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가교 기술을 적용하여 나노은 등 치료용 약물을 함유 할 수 있는 궤양

치료용 나노겔을 제조하였다.

- 은나노입자(Ag NPs)를 만들기 위해 AgNO3를 사용하였고, 생체적합성 고분자

로 폴리 아크릴산, non solvent로 Hexane을 사용하였다. 먼저 0.05 M AgNO3
solution을 만든 후, Hexane과 AgNO3의 함량비에 따라 용해하였다. 상기 수

용액을 mechanical stirrer를 사용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후, 상온에서 square

dish에 부은 후 전자선을 조사시켜 은나노입자 함유 나노겔을 제조하였다.

- 제조한 은나노입자 함유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분산 시킨

후 200∼900 nm의 흡광도(Observance Density)를 측정하였으며, 입도분석기

를 이용하여 입자크기 및 분산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FE-SEM을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 및 모폴로지를 관찰하였다.

- db/db mouse 수컷으로 궤양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동물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동물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우리 안에서 1마리씩 사육

하였으며 사육실 내부의 온도는 24 ± 1°C, 습도는 50 ± 5%를 유지하였고, 12

시간 간격으로 명암을 유지하도록 조명을 유지하였다. 사육기간 동안의 식이

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험 동물용 고형사료를 사용하였고 식이와 수분의

섭취는 제한하지 않았다.

- 궤양 치료용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천연 추출물 함유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나노섬유가 포함된 하이드로겔 패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고분자 용액을 다양한

농도로 녹여서 1:1로 혼합하여 전기방사를 실시하여 나노섬유형태의 시트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트는 145℃에서 30분 동안 열처리를 이용하여 가교를

실시하였으며, 제작된 나노섬유를 이용하여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패치를 제작하였다. 먼저, 밤꿀 농축액 20 wt%를 녹인 정제수에

carboxymethyl cellulose (CMC)를 혼합하여 centrifugal mixer를 2,000 rpm으

로 15분간 교반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후 섬유시트가 포함된 트레이에 부어 겔

상태의 시트 형태를 제조하였고, 50 kGy 의 선량율로 감마선을 조사하여 궤

양 치료용 고분자 나노섬유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겔화율 및 수분증발율, 신장율과 같은 기계적인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db/db mouse를 이용하여 당뇨성 궤양 치료 동물 실험을 수행

하였다.

-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폴리에틸렌 고분자 분리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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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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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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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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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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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분리막을 제조한 후 열적 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 방사선 이용 탄화수소계 연료전지용 이온전도성막 및 유/무기 복합 연료전

지막 제조 기술 개발

○ 탄화수소계 연료전지용 이온전도성 막 제조 기술 개발

- 기계적 물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PEEK 고분자를 황산과 반응시켜 술폰산기

를 함유한 SPEEK 고분자를 제조한 후, 가교제와 혼합하고 전자선으로 조사

하여 가교 구조를 가지는 SPEEK 고분자전해질막을 제조하였다.

○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복합 연료전지막 제조기술 개발

- 감마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성비의 St/TMSPM 단량체 혼합물을 ETFE 필

름에 그라프트시킨 후, Sol-gel 방법으로 가교구조를 형성시키고 술폰화하여

Si-O 결합으로 가교된 유/무기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 연료전지막 최적화 및 막/전극 접합체(MEA) 성능평가

○ 탄화수소계 연료전지용 이온전도성 막 제조 기술 개발

- 최적화된 수소이온교환용량 및 가교제 배합비 및 조사조건으로 제조된 가교

구조의 SPEEK 막을 이용하여 3 cm x 3 cm의 막/전극 접합체(MEA)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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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여 single cell 성능을 평가하였다.

○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복합 연료전지막 제조기술 개발

- 실란가교된 ETFE-g-PSSA/PTMSPM 막을 이용하여 3 cm x 3 cm의 막/전

극 접합체(MEA)를 제조하여 single cell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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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용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에 의한 피부 약물전달 효과와 피부 보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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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하여 비만세포 매개 염증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 특히 약용식물 추출물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약용식물 추출 혼합액을

적정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그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으며, 고농도를 적용하

였을 때에도 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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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피 피부염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

내었으며, 적정비율의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은 새로운 약품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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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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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저

히 억제되었다.

-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합성기술

○ PVA 정제/가교기술 개발 및 정량분석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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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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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할수록 NaOAc의 감소되는 속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물로 세

척하는 것이 PVA에 존재하는 NaOAc의 제거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 방사선 가교기술 이용 수분 방지기능을 가진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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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겔과 수분증발 방지막을 용이하게 부착시키고, 장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수화겔과 수분방지막 간의 접착기술의 개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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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의해 가교 시킨 후, 건조하여 필름을 제조하였으며, 우레탄 필름에 폴

리아크릴산과 접착제 혼합액을 캐스팅하여 수화겔을 부착할 수 있는 접착 필

름을 제조하였다.

- 수화겔과의 접착력이 가장 우수하고 장시간 접착능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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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수화겔 접착용 필름이 제조되었다.

-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동물/임상 실험

○ 방사선을 이용한 약용식물 추출물 함유된 하이드로겔의 접촉성 피부염 및 아

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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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되었

다. 이상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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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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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 피부염이 유도된 동물모델에 atogel 처리 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

부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 혼합물을 함유한 여러

다른 제형들과 비교시, atogel 처리군은 물론, atolotion, 추가적으로 연구된

EU(두충) lotion, atocream 처리군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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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

었고, 두충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세포독성과 cytokine을 측정해 본 결과,

L929, HaCaT, HMC-1 세포에서 80%이상의 세포 생존율과 cytokine 저감효

과를 나타내는 유의한 값의 추출혼합농도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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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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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안전성을 평가해 본 결과, 특이할 만한 피부 자극 반응

및 안자극은 관찰되지 않았다.

-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 추출물이 함유된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당뇨성 궤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을 선별하고, 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물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을 합성하였으며, 궤양치료에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어 상

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임을 확인하였다.

-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겔강도가 1.5 kgf/cm
2 이상이며, 겔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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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0% 이상으로 궤양 치료용으로 사용이 적합하며, 가소제로 꿀을 첨가함으로

써 효과적으로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꿀을 첨가하지 않을 때 보다 수분 증발 억제율

20% 이상 향상되었다.

- CMC 하이드로겔에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꿀이 함유된 겔 페이스

트에서는 함량이 증가 할수록 항균성도 증가하였으며,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모두 10 mm 이상의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냈다.

-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동물 실험 효능평가

○ 방사선 이용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및 겔 페이스트 제재의 동물실험

에 의한 효능평가

- db/db mice에 당뇨성 궤양을 유발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한 피부 압착기를 사용

하여 궤양을 유발시키고, 당뇨성 궤양 치료효능이 대조군 대비 육아조직학적

평가에서 60% 이상의 치료효과를 보임으로써 매우 우수한 궤양 치료 효과를

확인하였다.

- 겔 페이스트로 치료하지 않은 쥐는 궤양 유발 2일 후, 초기 궤양면적과 비교

하여 증가된 경향을 나타났으나, 밤꽃 꿀이 함유 된 겔 겔 페이스트로 치료한

쥐는 약 60%정도의 우수한 궤양 치료율을 나타냈다. 또한, 첨가되지 않는 순

수 천연고분자(CMC) 겔 페이스트보다 우수한 궤양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 궤양 치료용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나노 섬유 하이드로겔, 나노 겔 제조 기술 개발

- 나노섬유 담지 하이드로겔은 500% 이상의 흡수율을 나타냈으며, 기계적 강도

는 기존 대비 약 8배 이상 증가하였고, 약 120% 이상의 신장율로 탄략적인 특

성을 보여주고 있어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 다.

- 방사선을 이용하여 보다 신속해진 공정으로 나노은(Ag NPs)을 만들고 우수한

생체 적합성과 항균특성을 갖는 은나노입자 함유 고분자 나노겔을 제조하였다.

-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서 나노 입자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며, 약 100nm 이하

의 은나노입자 함유 고분자 나노겔을 제조 하였다.

- 궤양 치료용 나노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나노 겔 제조 기술 개발

- UV-vis 스펙트럼에서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350∼400 nm와 450

∼500 nm에서의 흡광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폴리아크릴산

나노입자와 Ag NPs가 생성이 되면서 특정 파장의 UV를 흡수하여 흡광도 값

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흡광도 값이 증가

하고 오른쪽으로 이동됨으로서 입자가 더 많아지고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나노겔은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작아지고 균일한 분포도를 가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FE-SEM 이미지를 통하여 완전 구형의 20 nm 의 입자크기를 가지는 나노겔

을 확인하였다.

-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실험에서, control로 사용한 고분자

나노겔에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은나노 입자가 함유된 나노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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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균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

다.

- 궤양 치료용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천연 추출물 함유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이 완만하게 감소하였

다. 37 ℃로 조절된 항온조에서 20시간이 지난 후, 순수 CMC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은 80% 정도였으나, 꿀이 20%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60% 정도 수

준으로 수분 증발율이 현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꿀이

첨가됨으로써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을 감소시켜, 상처에 장기간 최적의

습윤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겔화율은 감소하였으나, 인장강도 측정시, 꿀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노섬유 보강 하이드로겔의 신장율은 증가하였다.3

- db/db 마우스를 이용한 나노섬유 보강 하이드로겔의 궤양 치료 결과를 확인

하였다. 모든 실험군의 경우 3일째까지 상처에서 삼출물이 많이 보였다. 고름

의 경우 Control 군, CMC 군에서 3일째까지 보였으나 그 후로는 육안으로 관

찰되지 않았다. 반면 Chestnut 군의 경우 상처유발 직후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21일까지 상처에서까지 고름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Chestnut 군의 항균작

용으로 외부 박테리아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단핵구의 빠른 등장으로 재상피화가 많이 진행되어 다른 실험군에 비해 상처

크기가 빨리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었다. 14일째에는 모든 실험군에서 모두

재상피화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Chestnutl 군의 표피가

정상피부조직의 색과 더 유사하게 보였다. Chestnut 군의 치료 효과는 다른

실험군에 비해 57% 정도의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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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마선을 이용하여 방사선 중합에 의해 기계적으로 우수한 겔 고분자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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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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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전도도가 향상되었다. PE 분리 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열에 의한 수축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내외부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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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이차전지 내부의 과열과 그에 따른 분리막의 수축에 의해 양극이 접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PMMA가 사용 PE 분리막에 그라프트됨으로써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

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극과의 친화도가 향상됨으로써 이차전

지의 용량을 장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고, 표면 저항 또한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PE-g-PMMA 분리 막은 우수

한 전기화학적인 성질과 열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이차 전지 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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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선되었으며, 또한 상전이법에 의한 표면의 다공성 구조가 형성됨으로 인해 전

해액 담지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비례하여 기존

의 PE 분리막에 비해 더 높은 이온전도도를 확인하였으며.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그라프트율이 262 wt%일 때 1.3 mS/cm에 달하는 가

장 높은 이온전도도를 보였다. 그리고 PMMA가 사용 PE 분리막에 그라프트

됨으로써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다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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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음

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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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이온을 방해하는 음이온을 고정시킴으로써 리튬이온의 이동도를 향

상시켜 높은 이온전도도를 얻을 수 있었고 높은 C-rate으로 방전시 우수한 방

전용량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두 종류의 분리막은 위의 결과를 토

대로 휴대용 기기를 타겟으로 하는 전지는 물론 HEV에 적용 가능한 높은 에너지 밀

도를 가진 고용량, 고출력 전지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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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키고, 방사선 조사를 통한 가교효과로 더욱 향상된 기계적 물성과 내열성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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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적 물성과 내열성을 가지는 분리막 제조 기술을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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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고, 120℃에서의 열수축성은 10% 미만이며, 4 × 10-3 S/cm 이상의 이온전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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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를 하지 않은 분리막보다 우수한 shutdown 특성를 갖는 것으로 확인 하였

다. 또한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분리막의 모듈러스는 향상되는 반면

인장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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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

였다. 낮은 빔 전류에서 조사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은 상용 분리막 보다 우수

한 열수축율(51%) 및 기계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가교된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는 1.01 ´ 10-3 S/cm와 전해액 함침율(275%)은 조사되지 않은 분리막과 거

의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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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공성 유/무기 코팅 복합막 제조 및 물리적 특성

- PVDF-HFP 와 커플링제 처리된 Al2O3를 10:0 ∼ 5:5의 조성으로 하고 고형분

이 5 wt%가 되도록 아세톤을 첨가하여 유/무기물 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

리막에 dip-coating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시킨 후 전자선 조사하여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유/무기복합막 제조하였고 특히 Cycle test시 상용

분리막 대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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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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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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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유/무기슬러리를 만든 후 기존 분리막에 딥코팅하여 항습조건에서 건조

시킨 후 전자선으로 조사하여 제조된 다공성 유/무기복합막으로써 내열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특성도 우수하였고 기존 분리막의 열수

축율이 70%이상인데 반해, 가교제의 첨가한 유/무기복합분리막의 열수축율은

5%이하로 매우 우수한 내열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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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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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하여 전자선 조사를 통한 기계적 물성 및 열적 물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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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막을 제조한 후 열적 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여 50 nm의 무기물을

참가한 유/무기 복합막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방사선 이용 탄화수소계 연료전지용 이온전도성막 및 유/무기 복합 연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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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제조 기술 개발

○ 탄화수소계 연료전지용 이온전도성 막 제조 기술 개발

- 기계적 물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PEEK 고분자를 황산과 반응시켜 술폰산기

를 함유한 SPEEK 고분자를 제조한 후, 가교제와 혼합하고 전자선으로 조사

하여 가교 구조를 가지는 SPEEK 고분자전해질막을 제조하였다.

- 높은 온도와 높은 가습 조건에서 높은 용해도를 가지는 SPEEK 전해질 막에

가교제 및 전자선을 적용하여 가교 구조의 SPEEK 전해질막을 제조하였고,

이를 높은 온도 높은 가습 조건에서 내구성을 실험할 결과, 형성된 가교 구조

로 인하여 녹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여 방사선 가교구조로 인한 SPEEK 전해

질막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복합 연료전지막 제조기술 개발

- 감마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성비의 St/TMSPM 단량체 혼합물을 ETFE 필

름에 그라프트시킨 후, Sol-gel 방법으로 가교구조를 형성시키고 술폰화하여

Si-O 결합으로 가교된 유/무기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 다양한 함량의 TMSPM으로 가교된 ETFE-g-PSSA/TMSPM 전해질막의 화

학적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TMSPM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Si-O 가교 결합

의 증가로 인하여 전해질막의 화학적 안정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 연료전지막 최적화 및 막/전극 접합체(MEA) 성능평가

○ 탄화수소계 연료전지용 이온전도성 막 제조 기술 개발

- 가교제 함량을 30 wt%를 첨가한 후 전자선을 200 kGy로 조사한 후 제조한

가교된 SPEEK 전해질막이 연료전지막으로서 최적화된 기본 물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EC: 1.248 meq/g, 상온이온전도도: 0.083 S/cm, 고온 이

온전도도 (80 oC): 0.1234 S/cm, 치수안정성: 28% 이하)

- 최적화된 조건에서 제조된 가교 구조의 SPEEK 전해질 막을 이용하여 3 cm

x 3 cm MEA를 제조하고 single cell 성능 관찰한 결과 고온에서 우수한 성

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0.6 V 기준 전류밀도: 490 mA/cm2, 최대

전력밀도: 472 mW/cm2)

○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복합 연료전지막 제조기술 개발

- St/TMSPM 5/5 조성비로 제조한 ETFE-g-PSSA/TMSPM 전해질막은 기계

적 강도가 50 MPa, 치수안정성이 38%이며 함수율이 49%이하로 낮은 반면에

상온에서 수소이온전도도가 0.16 S/cm이고 80 oC 고온에서 수소이온전도도가

0.27 S/cm로 높은 수소이온전도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t/TMSPM

5/5 단량체 조성이 최적의 성능을 내는 조성임을 확인하였다.

- St/TMSPM 5/5 조성비로 제조한 가교된 ETFE-g-PSSA/TMSPM 전해질막

을 이용하여 3 cm x 3 cm MEA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single cell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0.6 V에서 전류밀도가 629 mA/cm2, 최대 전력밀도가

523 mW/cm2로 연료전지막으로써의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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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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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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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능

성 제품 생산이 가능함.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및 당뇨성 궤양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

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 할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연료전지막 등 에너지소

재는 방사선의 강력한 에너지와 높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로 기타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제조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기술로 개발이 산업화에 적

용될 경우 방사선 기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연료전지막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되어진 방사

선 가교 및 그라프트 기술은 물질의 분리, 유해 물질의 흡착, 화학반응의 촉매

개발 및 다루기 힘든 금속 동위원소 분리등 여러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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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기술은 외국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기술로서 관

련 기술 선점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국내의 당뇨성 족부 궤양 환자는 160만 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연간 1500여명이 궤양으로 인해 하지를 절

단하는데, 이 중 절반은 당뇨병에 의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치료비용으로 매월 20만원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 궤양 치료

용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그 시장 규모는 1천억 원 이

상에 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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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이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실정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열

성이 향상된 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기술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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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상용화된 연료전지막인 나피온은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높은 가격을 형성

하고 있어,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대체 연료전지막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본 과제에서 방사선 기술로 개발된 연

료전지용 수소이온 전도성막은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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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중 대부분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나피온의 대체 연료전지막으로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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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시킬 수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및 당뇨성 궤양 치료용으로

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

질, 생리대 등을 제조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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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상업용 제품대비 점착력과 유연성이 우수하고, 최적의 습윤 환경을 제

공하며, 각종 세균에 대한 억제능력이 우수하여 상처 치료제로도 활용이 가능

함.

- 방사선 가공 기술을 이용한 내열성이 향상된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기

술 개발 및 연료전지용 수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 개발은 인류가 가장 큰 해

결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키고 원자력의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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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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betic foot ulcers are major cause of morbidity and disability in diabetic

patients. They frequently lead to lower extremity amputations especially when

associated with neuropathy and/or ischemia. On the national level, foot ulceration

is common; it affects 6.9% of diabetics during their life time. Moreover,

ulceration is the most common cause of hospitalization and precedes 80% of

lower limb amputations. Despite recent advances in antimicrobial therapy,

diabetic foot infections are still a serious problem. Although topical, as well as

systemic, antibiotics and agents have been used, solely and in combination, to

eradicate this resistant infection, it persisted. Moreover, these agents had lead to

the emergence, and subsequent rapid overgrowth, of resistant bacterial strains,

drug side-effects and organ specific toxicity.

Therefore, in this project, we carried out the new radiation-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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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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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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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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ng the many global efforts to slove serious energy and environmental

problems concering the consumption of fossil fuels and pollutant emissions, fuel

cells have been considered as a very attractive altermative for fossil fuel based

power generation systems. A Nafion membrane is a polymer electrolyte that has

typically been used in the fuel cells because it shows good chem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s well as high proton conductivity. However, the

disadvantages of the Nafion membranes such as high production cost and

complex manufacturing process in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have limited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Alternative membranes using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can overcom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Nafion

membranes

In this research, we have developed the separators, which have a good

mechanical property and a low thermal shrinkage while maintaining a high

porosity,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and the new proton exchange membrane

for fuel cell using radi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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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Co gamma rays (25 kGy)

irradiation.

- The extracts were used to det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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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hydrogels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cytotoxicity using the Raw 264.7 to evaluate an antioxidant activity

using DPPH (1,1-diphenyl-2-picryl-hyrazyl) method and also to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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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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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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polymer layers by

radiation technique.

- Polyacry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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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st cell mediated allergic inflammation by using rats. After skin

reation induced by compound 48/80, the rats were sacrificed. The rats ski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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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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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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nteer atopic patients. The

atogel was applied 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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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gel for the treatment of diabetic ulcer

○ The development of the hydrogel containing natural medicinal plants by

radiation

- The natural extracts were determined for the treatment of diabetic ulcer

and the hydrogels were synthesized by radiation. In this study, The

honey mixed with carboxymethyl cellulose (CMC) was crosslinked and

sterilized by using a γ-irradiation to make a new hydrogel wound

dressing.

- The honey and CMC powder (20 wt%) were mixed and dissolved in DI

water by using a planetary centrifugal mixer at room temperature. The

mixture was poured into a mould (40×20×2 mm) to form a dressing shape,

then packed and sealed in aluminum bag. Next, the samples were

irradiated by a gamma-ray with an absorbed dose of 50 kGy at a dose

rate 10 kGy/hr to make hydrogel dressings.

- The various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ney impregnated

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hydrogel paste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efficiency as a therapeutic dressing, such as gel content,

moist retention and compressive strength.

-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CH-CMC against Staphyloccocus aureus

(S.aureus, ATCC 6538P) and Escherichia coli (E.coli, ATCC 25922) were

studied by using a petri dish containing tryptic soy agar (TSA) seeded

freshly grown bacterial inoculums and pre-incubated in a 37 ℃ oven for 3

hrs. The plates were then supplemented with evenly smeared the hydrogel

containg the honey evenly smeared paper (Diameter: 8 mm) and incubated

at 37 ℃ for 24 hrs until growth inhibition zone could be seen.

- Animal study of the hydrogels for diabatic ulcer

○ The animal study of the hydrogels containing natural extracts prepared by

radiation technique

- The female db/db mice (weight between 18 and 24 g, aged 5 weeks) were

given in vivo wound healing assessment. Deep round skin ulcer was

inflicted on the dorsum of each subject’s body. The wound dressi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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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d every 2 days, and the rate of wound contraction and microscopic

observations were assessed for two weeks. The wound dressings were

changed every 2 days, real-time photograph observations were followed

and the healing rates of the wound area contractions were calculated.

- The hydrogel dressings containing honey significantly stimulated the rate

of healing for a surgical wound, on the contrary, the untreated control

wound became infected and inflamed at days 2 to 5 (wound contraction:

128.57 % to 108.49 %), accompanied with excreta and bad odor. The

hydrogel dressings hastened the healing rate by accelerating wound

contraction compared with wounds treated only with hydrogels. They were

both curied and debrided in moist environments with less scab formation,

and hydrogels with natural medicinal plants showed a significant

acceleration of dermal repair than other trials.

- The development of nanogel for the treatment of diabetic ulcer

○ The development of the nano hydrogel containing natural medicinal plants

by radiation

- The nano hydrogel containing the treatment drugs such as silver

nanoparticle for ulcer care were prepared by radiation.

- The unifromly formed biocompatible nano polymer fiber was prepared and

the hydrogel containing the nano fiber were prepapred by radiation

crosslinking.

- To prepare silver solution, silver nitrate (AgNO3) was dissolved in the

distilled water (DIW). PAA powder and hexane were stirred in the AgNO3
solution by using a mechanical stirrer and then irradiated by electron

beam. The properties of PAA-Ag nanogel with increasing irradiation dose

were characterized by several analysis equipments, such as UV-vis

absorption spectra,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and a particle size analyzer (PSA). Also, the zeta potential of PAA-Ag

nano gel as a function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and the

concentration of silvernitrate has been verified by PSA.

- The female db/db mice were given in vivo wound healing assessment.

Deep round skin ulcer was inflicted on the dorsum of each subject’s body.

The wound dressing was changed every 2 days, and the rate of wound

contraction and microscopic observations were assessed for two weeks.

The wound dressings were changed every 2 days, real-time photograph

observations were followed and the healing rates of the wound area

contractions were calculated.

- The development of nanogel for the treatment of diabetic ulcer

○ The development of the nano hydrogel by radiation

- The silver nanoparticle in nanogel were prepared by the simple and clean

method of gamma-ray irradiatio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ntibacterial characterization

of poly(acrylic acid) (PAA) containing silver nanoparticle (Ag NPs)

prepar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Silver nitrate (AgNO3)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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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lved in the distilled water (DIW) and PAA powder and hexane were

stirred in the AgNO3 solution by using a mechanical stirrer and then

irradiated by electron beam, to prepare silver nanoparticle in the PAA

nanogel. The nanoparticles were characteriz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The particle

size and zeta-potential were confirmed by particle size analyzer (PSA).

The antibacterial properties of the nanoparticles were evaluated by paper

diffusion test and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 against the

Grampositive (staphylococcusaureus) as well as the Gramnegative

(Escherichiacoli) bacteria.
- The female db/db mice were given in vivo wound healing assessment.

Deep round skin ulcer was inflicted on the dorsum of each subject’s body.

The wound dressing was changed every 2 days, and the rate of wound

contraction and microscopic observations were assessed for two weeks.

The wound dressings were changed every 2 days, real-time photograph

observations were followed and the healing rates of the wound area

contractions were calculated.

- The development of nanofiber for the treatment of diabetic ulcer

○ The development of the nanofbier containing natural medicinal plants by

radiation

- The natural extracts were determined for the treatment of diabetic ulcer

and the hydrogels were synthesized by radiation. In this study,

carboxymethyl cellulose (CMC) mixed with honey was crosslinked and

sterilized by using a γ-irradiation to make a new hydrogel wound

dressing.

- The high-voltage electric field used for the electrospinning process was

produced by a controllable high-voltage power supply.

- The polymer solution was placed in a 10 mL syringe involving a needle

and the syringe was fixed at the front face of the collector (aluminum

drum). The polymer solution formed a droplet at the tip of the syringe

due to its weight and surface tension. The anode of the high-voltage

power supply was connected to a copper wire, which was immersed in

the polymer solution.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various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nofbier containing honey as a therapeutic dressing, such as moist

retention, antibacterial activity for inhibiting the growth of Staphylococcus

aureus and Escherichia coli strains, and the rate of wound healing

process in db/db m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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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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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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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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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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orosity.

- Hence, we have investigated the role of a gamma-ray irradiation and the

add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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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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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ing

agen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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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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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sepa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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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development of hydrocarbon-based proton exchange membranes

and organic/inorganic composite membrane for fuel cell by radiation.

○ The development of hydrocarbon-based proton exchange membranes for

fuel cell

- The crosslinked SPEEK membranes have been prepared by the reaction of

PEEK having high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with sulfonic acid,

and a subsequent irradiation of the sulfonated PEEK polymer after mixing

with cross-linkers.

○ The preparation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fuel cell membranes by

radiation

- To fabricate silane-crosslinked oraganic/inorganic hybrid proton exchange

membranes (PEMs), poly(styrene sulfonic acid-co-(trimethoxysilyl)propyl

methacrylate (TMSPM))-grafted ethylene-alt-tetrafluoroethylene (ETFE)

membranes (ETFE-g-PSSA/PTMSPM) were prepared by a simultaneous

irradiation grafting of a binary monomer (a mixture of styrene and

TMSPM with various ratio) onto ETFE film and followed by sol-gel and

sulfonation to provide silane-crosslinked structure and proton conducting

ability, respectively.

- The optimization of the prepared proton exchange membranes and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MEA

○ The development of hydrocarbon-based proton exchange membranes for

fuel cell

- The crosslinked SPEEK membrane prepared under optimized conditions in

terms of proton exchange capacity, crosslinker consent, and irradiation

dose were applied for the fabrication of 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 3 cm x 3 cm) and the single cell performance of the MEA was

evaluated.

○ The development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fuel cell membranes by

radiation

- The optimized ETFE-g-PSSA/PTMSPM membranes with the optimized

silane-crosslinking structure were utilized for the preparation of 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 3 cm x 3 cm) and the single cell performance of

the MEA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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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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gel with natural herbal extracts were prepared by

radiation technique for the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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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hydrogels

- The medicinal plant extracts were tried to evaluate their therapeutic

efficacy and safety. The MTT assay results did not show cytotoxicity in

all combination of the extracts and inhibited an activity of NF-kB

concentration-dependently.

- The effect of extracts on the gene expression of inflammatory mediating

cytokine was determined by using RT-PCR. The results showd that the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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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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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acry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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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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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hydrogel containing natural extracts (atogel) were used to determine

the therapeutic efficac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atogel

significantly improved the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In addition, the

symptoms of atopic dermatitis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using cosmetic

formulations such as lotion and c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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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gel for the treatment of diabetic ulcer

○ The development of the hydrogel containing by radiation

- The moist retention ability of the hydrogel containing natural medicinal

plants increases as more natural medicinal plants is added. The water

weight was reduced faster when there was a lower concentration of honey

in the hydrogels. The hydrogel dressings can supply a more moist

environment for wound healing that lasts for at least 2 days at body

temperature. Such dressings are pappy and non-adherent, that can reach a

narrow deep opening, and also do not harm viable tissue or skin

surrounding the wound. In addition, it can help absorb debris and excreta

from inflamed wounds, and can be cleared away easily.

- The hydrogels have an effect on inhibiting and killing the bacteria. In

particular, obvious inhibition zones appear in the against S.aureus and E.

coli. Some research have reported that the acidic pH of honey may aid its

antibacterial actions, but will have a stinging effect during the therapeutic

process. In our case, the hydrogel may dilute the pH of honey and give a

pleasant cooling sensation, and the resulting materials have an adequate

effect on inhibiting bacteria and wound inflammation.

- Animal study of the hydrogels for diabatic ulcer

○ The animal study of the hydrogels containing natural extracts prepared by

radiation technique

- The hydrogel dressings containing the natural extracts significantly

stimulated the rate of healing for a surgical wound, on the contrary, the

untreated control wound became infected and inflamed at days 2 to 5

(wound contraction: 128.57 % to 108.49 %), accompanied with excreta and

bad odor. The hydrogel dressings containing the honey hastened the

healing rate by accelerating wound contraction compared with wounds

treated only with CMC hydrogels. They were both curied and debrided in

moist environments with less scab formation, and the hydrogel dressings

containing the honey showed a significant acceleration of dermal repair

than other trials.

- A microscopic evaluation demonstr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acceleration of dermal repairs in wound treated with the hydrogel

dressings containing the honey. Histologically, at day 18, necrotic cells

and inflammatory cells were still observed in the control w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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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the hydrogel dressings containing the honey treated wound,

significant epithelial cells had already regenerated. These macroscopic

and microscopic observations under in vivo assessment suggested that the

hydrogel dressings containing the honey might have a favorable influence

and application in accelerating the healing process for open wounds.

- The development of nanogel for the treatment of diabetic ulcer

○ The development of the nano hydrogel containing by radiation

- The UV-Vis absorption spectra of the prepared samples with different

absorbed doses shows that the Ag NPs were readily obtained through this

experiment, as evidenced through progressive evolution of the

characteristic Ag NPs band in the spectral region from 420 to 440 nm.

- The particle size was related to the amount of the polymer in the solvent

and radiation dose. At a higher absorbed dose, the size of nanoparticle

was reduced. However, the size increased with polymer content in the

solvent.

- The strong antibacterial function of silver against wide range of

microorganism is well known and Ag NPs have been recently shown to

be a promising antimicrobial material.

- Ag NPs inhibited the growth of the two bacteria in liquid as well as on

solid growth media. Among the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g NPs, the

concentration of 50 mg/L proved to be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for E. coli and S. aureus.

- The Ag NPs involved in hydrogels can be applicable to prevent bacterial

growth in drinking water, burn care, or wound dressing, etc.

- The female db/db mice (weight between 18 and 24 g, aged 5 weeks) were

given in vivo wound healing assessment. Deep round skin ulcer was

inflicted on the dorsum of each subject’s body. The wound dressing was

changed every 2 days, and the rate of wound contraction and microscopic

observations were assessed for two weeks. The wound dressings were

changed every 2 days, real-time photograph observations were followed

and the healing rates of the wound area contractions were calculated.

- The hydrogel dressings containing honey significantly enhanced the rate of

healing for a surgical wound, on the contrary, the untreated control wound

became infected and inflamed at days 2 to 5 (wound contraction: 128.57 %

to 108.49 %), accompanied with excreta and bad odor. The hydrogel

dressings accelerated wound contraction compared with wounds treated

only with hydrogels. They were both curied and debrided in moist

environments with less scab formation, and hydrogels with honey showed

a significant acceleration of dermal repair than other trials.

- The development of nanofiber for the treatment of diabetic ulcer

○ The development of the nanofiber containing natural medicinal plants by

radiation

- Gel fraction decreases with an increase in natural medicina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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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This could be explained as a consequence of the presence of

honey, in which honey remain between the poymer chains.

- The moist retention ability of the hydrogel increases as more honey is

added. The water weight was reduced faster when there was a lower

concentration of honey in the hydrogel.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hydrogel dressings can supply a more moist environment for wound

healing.

- In general, the tensile strength of hydrogels was proportional to the gel

fraction. Elongation increases with an increase in honey content. The

probable reason of this result is that the presence of honey normally

increases the elasticity of the gel due to the plasticizing effect.

- The hydrogel dressings containing honey significantly stimulated the rate

of healing for a surgical wound, on the contrary, the untreated control

wound became infected. The resulting effect of the sample on wound

healing by using a vivo experimental assessment was focused upon, and

showed good evidence for application.

- The development of the gel polymer electrolyte for lithium secondary

battery and the evaluation of cell performance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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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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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ation

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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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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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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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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radiation

- Stearyl alcohol were premixed as the co-diluents for the formation of 

the pores. The HDPE pellets and alumina with the co-diluents were 

mixed in the extruder and uni-axially drawn by a roller to obta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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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ursor films. The precursor films were uni-axially stretched by up 

to 600 % in a propylene glycol bath at 120℃, and then extracted by 

ethanol. The HDPE/co-diluents/alumina blends were irradiated by a 

gamma-r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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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PE pellets and alumina were mixed in the extruder  uni-axially 

drawn by a roller to obtain the precursor films. The temperatures of 

the three zones of the extruder were 190℃, 220℃ and 230℃ 

respectively and the temperature of the die was 160℃. The screw 

speed of the extruder was adjusted to 50 rpm.  The precursor films 

were uni-axially stretched by up to 600 % in a propylene glycol bath 

at 120℃, and then extracted by ethanol. The HDPE/alumina blends 

were irradiated by a gamma-ray.

- The porosity and the tensile strength of the extracted membranes after

gamma-rays radiation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gamma-ray radiation

dose due to the residual soybean oil in the HDPE membrane. However,

the porosity of the irradiated films after an extraction did not really

change with an increasing gamma-ray radiation dose because the pore had

already formed before gamm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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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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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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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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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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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ing.

- Th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an inorganic based separator,

which composed of Al2O3 submicrometer sized particles and a small

amou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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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Li-ion battery will be at issue grea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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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development of hydrocarbon-based proton exchange membranes

and organic/inorganic composite membrane for fuel cell by radiation.

○ The development of hydrocarbon-based proton exchange membranes for

fuel cell

- The crosslinked SPEEK membranes have been prepared by the reaction of

PEEK having high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with sulfonic acid,

and a subsequent irradiation of the sulfonated PEEK polymer after mixing

with cross-linkers.

- Crosslinked SPEEK (CSPEEK) with lower solubility parameter at 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condition were prepared by the addition of

crosslinker and the application of EB irradiation. The durability of the

prepared CSPEEK membranes were tested at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conditions and the results confirm the improved durability as a

result of the formation of crosslinked network since they mainta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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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without dissolving due to the crosslinked structure.

○ The preparation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fuel cell membranes by

radiation

- To fabricate silane-crosslinked oraganic/inorganic hybrid proton exchange

membranes (PEMs), poly(styrene sulfonic acid-co-(trimethoxysilyl)propyl

methacrylate (TMSPM))-grafted ethylene-alt-tetrafluoroethylene (ETFE)

membranes (ETFE-g-PSSA/PTMSPM) were prepared by a simultaneous

irradiation grafting of a binary monomer (a mixture of styrene and

TMSPM with various ratio) onto ETFE film and followed by sol-gel and

sulfonation to provide silane-crosslinked structure and proton conducting

ability, respectively.

- The chemical stability of the silane-crosslinked ETFE-g-PSSA/PTMSPM

membranes crosslinked with various TMSPM monomer contents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s that ETFE-g-PSSA/PTMSPM membranes

have the enhanced chemical stability as the TMSPM contents increase

because of the increased Si-O crosslinking in the membranes.

- The optimization of the prepared proton exchange membranes and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MEA

○ The development of hydrocarbon-based proton exchange membranes for

fuel cell

- It was found that a CSPEEK membrane prepared by the addition of 30

wt% crosslinker and irradiated by EB with a dose of 200 kGy showed the

optimized properties. (IEC : 1.248 meq/g, proton conductivity at room

temperature: 0.083 S/cm, proton conductivity at 80 oC: 0.1234 S/cm, and

dimension stability: 28%).

- The crosslinked SPEEK membrane prepared under optimized conditions

were applied for the fabrication of 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 3

cm x 3 cm) and the single cell performance of the MEA was evalua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epared CSPEEK membrane has a good cell

performance at high temperature (Current density at 0.6 V: 490 mA/cm2,

maximum power density: 472 mW/cm2).

○ The development of organic/inorganic composite fuel cell membranes by

radiation

- The silane-crosslinked ETFE-g-PSSA/PTMSPM membranes with the

composition of St/TMSPM (5/5, v/v) were found to show the optimized

properties as a fuel cell membrane (IEC: 2.17 meq/g, tensile strength: 50

MPa, dimensional stability: 38%, water uptake: 49%, proton conductivity

(R.T.): 0.16 S/cm, proton conductivity (80
o
C): 0.27 S/cm)

- The crosslinked ETFE-g-PSSA/PTMSPM membranes prepared with the

composition of St/TMSPM (5/5, v/v) were utilized for the preparation of

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 3 cm x 3 cm) and the single cell

performance of the MEA was evaluated. The result showed that MEA

fabricated with the optimized membrane showed good cell performance.

(Current density: 629 mA/cm
2
at 0.6 V, Maximum power density: 523

m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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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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adiation processing technique for the preparation of the separator for

lithium-ion secondary battery and proton exchange membrane for fuel cells

is a technique utilizing radiations with high energy and high penetration

depth.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vitalize the radiation technology when

it is applied to the industry where other chemical and physical techniques

cannot be applied or difficult to be applied.

- The radiation crosslinking and grafting techniques for the preparation of

the separator for lithium-ion secondary battery and proton exchange

membrane for fuel cells can be used in the various industrial areas such

as the separation and absorption of hazardous material, the development of

catalyst for chemical reaction, and the separation of metal isotope that is

difficult to be handled.

○ Economical aspects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technique for the preparation of functional

polymer from relatively cheap commercial polymers can create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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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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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application area in the radiation industry and improv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by the utilization of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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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compatible polymer by radiation have been applied for the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biomedical industry, pharmaceutics,

chemistry/polymer/battery, and etc. Thus, the overall world-markets of

the developed techniques are expected to be increased..

- The radiation-induced functional polymer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used for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health care (e.g. cosmetics,

pharmaceutics, biomedical, and etc.), energy (e.g. fuel cell, hydrogen

storage, and etc.), electrics and electronic engineering (e.g. transistor,

display, and etc.), composites, etc. and thus its market size i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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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huge.

- A commercial membranes, Nafion has several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the complex and dangerous processes that cause expensive

production cost. Therefore, many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low cost

fule cell membranes are under investigation over the world. The proton

conducting membranes for fuel cells developed by radiation technology in

this projec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substituent for a most famous

commercial membrane, Nafion imported from foreign country.

○ Social aspects

- Radiation fusion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the society and providing the better

understanding opportunity to the public about the radiation.

- The developed radiation technology and products related to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such as biomaterial, cosmetics, environment, and

etc can contribute to constructing the infra structure for the domestic

production.

- The developed technology can revitalize the radiation industry and

contribute to opening the new fields of the radiation technology.

- Since the radiation processing technique for the development of separator

for lithium-ion secondary battery with the improved thermal stability and

proton exchange membrane for fuel cells can contribute to solve the

important global issues such as energy and environment, it can also be

used to improve the social friendship of the nuclear technology and the use

of nuclear power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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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방사선이용 아토피용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가. 기술적 측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4세 이하 영·유아의 18%가 각종 아토피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엔 아동뿐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도

이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3%가량이 아토피성 질환자라고 하는데,

이 같은 통계는 병·의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아토피성 질환자들만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아토피 질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고려

됨.

- 아토피의 원인이 무엇인지 부분적인 원인을 추적할 뿐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

에서도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음. 서양의약에서는 부신피질호

르몬, 항히스타민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작용이 심하고, 한약 역시 체질과 처

방에 따라 효과가 달라 모든 아토피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함.

- 아토피 환자의 피부염 치료에서 중요한 것 중하나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것인

데, 현재까지 각종 보습제가 나와 있으나 보습효과가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음.

- 보습제로 바세린, bees wax, glycerine, propylene glycol, 지방산, lactic-acid가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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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인 수분 공급이 가능하고, 약물을 효과적으로 환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하이드

로겔의 표피층에 고분자 막을 부착하기 때문에 가려움의 예방과 긁은 후 2차적

인 상처를 예방할 수 있음.

- 이미 방사선을 이용하여 화상/상처 치료용으로 하이드로겔이 상용화되어 사용되

고 있음. 상처에 수분을 유지시키는 것이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보다

40% 치유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토피 피부염에 이러한 습윤 상태

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이드로겔을 적용하는 것이고, 환부에 약물

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이드로겔을 만드는 방법은 화학 가교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방사선을 이용하

는 방법으로 구분 됨. 방사선이용법은 유해한 화학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

문에 가교 후 잔류 가교제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가교와 동시에 멸균을 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또한 가교과정에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되고, 냉각상태에

서도 가교가 가능한 특징이 있음. 그리고 방사선 조사량만 조절하면 조성물을

변화시킬 필요 없이 물리적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고분자재료는 3차원 망상구조를 갖고 있으며, 주로 친



- 43 -

수성 관능기 및 모세관과 삼투압 현상에 의해 수분을 함유하게 됨. 하이드로겔

은 다량의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낮은 단점이 있음. 강도가 낮으

면 하이드로겔을 환부에 부착, 또는 제거시 겔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음. 하이드

로겔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뿐만 아니라 하이드로겔로부터 수분 증발을 억

제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함.

- 의약품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은 효과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

으나,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매

우 고가로 시판되어 사용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사용이 간편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새로운 면역조절 관련 제품 개발이 요구

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자가면역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 천연 추출물의 종류와 그 효능이 다양하여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에 적당한 추

출물을 선별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 세계적인 연구 추세는 항염증반응 및 알

레르기 유발 인자의 억제를 목표로 사람과 동물의 비만세포 등 다양한 세포주

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나. 경제·산업적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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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조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생체 재료는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

로 사용되는 재료임. 의료용 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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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혈관, 필름, 섬유, 겔 등으로 가공하기 쉬운 특징이 있음. 이러한 생체

재료는 신체와 접촉하므로 독성이 없고, 신체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성질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할 수 있

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다. 사회․문화적 측면

-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지구 환경이 급변하게 됨으로서

각종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의 몸을 둘러싸고 있

는 피부에도 여러 질환들이 유발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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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두드러기 등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의 성격이 짙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의 발생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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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격 장애를 유발하기도 함. 특히 색소 침착이 동반되는 습진성 피부 병변이 주요

증상인 아토피 피부염은 정상적인 대인 관계나 사회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 때문에 직업 선택에도 제한 요인이 됨.

- 따라서 이 질환들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지만 아

직 이 질환들에 대한 확실한 원인 규명이나 만족할만한 치료 방법이 나오고 있

지 않은 실정임. 지금까지 이들 피부 질환의 치료로서 아토피 피부염은 아주 다

양한 치료법이 사용되는데 대체적으로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방

법, 면역계의 염증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제의 사용, 면역조

절제 등이 사용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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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인 수분 공급이 가능하고, 약물을 효과적으로 환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하이드

로겔의 표피층에 고분자 막을 부착하기 때문에 가려움의 예방과 긁은 후 2차적

인 상처를 예방할 수 있음.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기술이 개

발되면 국민 보건 의료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

2.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가. 기술적 측면

- 당뇨병성 족부 궤양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거즈, 필름, 하이드로 콜로이드, 알지

네이트, 폼 등의 드레싱 방법이 소개되고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콜

라겐, 성장인자 등을 사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드레싱 방법이 새롭게 대

두되고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개발은 물론 효소를 이용한 고기능성

하이드로겔의 개발 및 연구는 국내외 전무하며, 개발된 하이드로겔의 효능 평가

를 위한 당뇨병성 족부 궤양 동물 모델은 스트렙토조토신을 이용한 당뇨병 모

델제작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본 연구개발 결과물 중 효소결합 고기능성 하이드로겔에 대한 기초지식은 글루

코스 산화환원효소 뿐 만 아니라 기타의 다른 산화환원효소의 적용에 매우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함. 또한 신규의 효소는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한 특허에 구애

없이 사용가능함으로 산업화에 매우 유리함.

- 본 연구팀에서 방사선 기술을 적용하여 상처/궤양 치료용 소재 개발을 위한 기

초 및 응용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기술 개발의 기술 이전에 의한 상업

화가 시도되고 있으며(하이드로겔 등) 이와 더불어 당뇨성 궤양 치료에 있어 세

계 최초의 도전적인 기술 개발이 시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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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산업적 측면

- 현재까지 전체 궤양 치료용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그 시

장 규모는 1천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과제인 방사선 이용 궤

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이 성공된다면 이 기술이 얼마나 큰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

으로 예상됨.

-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용 하이드로겔 등의 생체재료 개발에 있어 초창기에는 주

로 고흡수성 및 멸균을 기반으로 하는 위생용품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약

물전달, 조직공학용 지지체, 면역어세이, 화장품 등 의약학/산업 등 매우 광범위

한 분야로 확대되어 연구되고 있음.

- 당뇨병성 궤양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선 활용한 궤양 치료용 겔 제조기술이 확립

된다면 새로운 치료제제의 전임상 실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며, 이는 기초의학

발전 및 의료 산업적 활용성 증대를 촉진할 수 있음.

다. 사회․문화적 측면

- 만성적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궤양(당뇨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질환으로 인한 감염 및 절단 수술 위험성을 최대한 감소시켜

환자들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사회적 교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과

제인 ‘방사선을 이용한 궤양 치료용 기능성 고분지 소재 개발’ 연구는 반드시 필

요함.

3. 방사선 이용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가.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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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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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화 추세에 따라 이 분야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도 박막화 소형화가 요구되

고 있음. 리튬이온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관계로 전해액의 누액 가능

성과 폭발 위험성 문제를 안고 있음.

- 리튬-고분자 전지에 사용되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은 크게 두 종류로 대별될 수

있음. 첫째, O, N, S등의 헤테로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고분자에 전해염을 첨가

하여 해리된 염의 이온들이 고분자 내에서의 전기장의 영향으로 쉽게 이동하게

될 때 높은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 본질형 고체 고분자 전해질(Intrinsic Solid

Polymer Electrolyte), 둘째, 고분자 필름 내에 비점이 높은 액체 전해질을 함침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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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히 고용량의 리튬금속 전극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온에서의 이온

전도도가 매우 낮아 고온 작동형 또는 박형의 리튬 전지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 중임.

- 반면, 겔형 고분자 전해질은 기존의 리튬 전지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리튬이온 전도는 액체 전해질과 유사하여 전도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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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고 전기화학적 및 화학적 특성이 기존의 액체 전해질과 유사하므로 쉽게

전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매가 유출되는

단점이 있고, 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음. 겔을 제조하는데 방사선을 이용하면,

열을 가하거나 반응개시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 겔내에 불순물이 없

는 고분자전해질 겔을 제조할 수 있음. 단량체나 고분자 용액을 방사선 조사하

면 곧바로 화학적 가교 반응이 일어나 열적으로 안정하여 시간에 따른 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전해질 겔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해질 제조에 적합

할 것으로 기대함.

나. 경제·산업적 측면

- 현재 이차전지 세계시장은 일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응용기술면에서 세

계 최고 수준에 있는 일본의 기술력과 신규시장 발굴에 탁월한 일본 특유의 상

업성이 접목되면서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음. 이처럼 일본

이 주도하던 이차전지 시장에 국내 업체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이차전지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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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회․문화적 측면

- Ubiquituous 시대에 첨단 IT기기들의 구동전원으로 에너지밀도가 높은 리튬이

차전지를 대부분 사용함. 그러나 이런 첨단 IT 기기들이 소형화 복합화되고 있

어 고용량의 리튬이차전지를 원하고 있음. 한정된 부피내에서 고용량의 리튬이

차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양극 및 음극 활물질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반면에, 양

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격리막의 두께는 점점 얇아져 기계적 물성

및 내열성이 취약해져 전지의 폭발을 야기함. 따라서 한정된 부피 내에서 고용

량을 가지면서 고안전성을 갖는 리튬이차전지 개발이 필요함. 고용량 고안정성

의 리튬이차전지는 고속으로 대용량의 정보전송을 장시간 사용 가능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유기적인 교류를 실현 할 수 있으며, 사회활동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사회, 문화적 수준 향상이 기대됨. 따라서 고성능, 고안정성의 고분자 전해질의

혁신적인 개발기술은 국가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

고 기대됨.

4. 방사선 이용 연료전지용 수소이온 전도성막 제조기술

가. 기술적 측면

- 현재 무분별한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하여 급속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인류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자원 고갈에 따른 위험에 직면하

고 있음.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경제 구도가 화석에너지로부터 친환경 수소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따라서 화석에너지 소모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를 비롯하여 가정과 대형건물

및 산업현장에서 화석에너지 대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 및 동력을 공

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의 개발 및 상용화가 시급함.

- 연료전지는 두 전극(연료극, 공기극)과 이들 사이에 있는 전해질로 구성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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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극(Anode)에 유입된 수소는 전극촉매에 의해 산화되어 수소이온(H+)과 전

자(e-)로 분리되며, 분리된 수소이온은 전해질막을 통해, 전자는 외부회로를 통

해 공기극(Cathode)으로 이동한 후, 공기극으로 유입된 산소와의 환원반응에 의

해 물, 열과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구조임.

- 고분자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는 연료전지로서는

높은 전류밀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시동능력이 빠르고, 소형화할 수 있어서 이

동 전원으로 적합한 특징이 있음. 또한 단지 열과 물이 부산물로 생성되고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SOx와 NOx의 배출이 전혀 없고 이산화탄소 또한 매

우 적은 양이 배출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

시스템으로 기대를 받고 있음.

- PEMFC에서 전해질 막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나피온의 경우 제조공정의 복잡성

으로 인하여 생산 가격($ 600/m2, 100 μm thickness)이 높고 80℃ 이하의 낮은

온도와 높은 가습 조건이라는 제한된 활용범위가 있어서 연료전지의 활용도 및

효율에 제약을 주게 됨. 따라서 높은 온도와 낮은 가습 조건에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고 이러한 조건에서도 내구성이 높은 고분자 전해질막의 제조가 절실

히 필요한 시점임.

- 전자선 감마선등 높은 물질의 투과도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을 연료전지막 제조

에 활용할 경우 플라스마, UV, 화학처리 등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필름 내부에 수소이온 교환작용기를 용이하게 도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가교 구조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연료전지막의 내구성을 향

상시킬 수 있고 조사선량을 비롯한 제조조건의 조절이 용이하여 기계적 전기적

성능이 최적화된 연료전지막의 제조가 가능함.

나. 경제·산업적측면

- 에너지 고갈, 환경 문제 등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수소 에너지와 이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정부에서도

연료전지가 자동차 산업의 환경규제 극복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대체

에너지에 대한 미래 투자로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료전지를 차세

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는 국가기술지도(NTRM)에서 2012년 국가종합경쟁력 세계 10위 도약을 목

표로 설정한 환경/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부분에 연료전지기술을 핵심 기술로 설

정하고 개발을 진행하여 국가 경쟁력 증대와 관련 산업 부흥을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

- 연료전지 기술은 수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로 전환하므로 공해물질

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발전 효율이 높아(4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수소, 천연가스, 에탄올, 메탄올 등의 다양한 연료를 이용할

수 있어, 차세대 대체에너지 기술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연료전지는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

하는 발전장치임.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고, 물이

유일한 부산물로 공해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기존의 발전기술에 비해



- 48 -

발전효율이 높아, 고효율, 친환경적 기술이라 할 수 있음. 연료전지의 상업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비싼 백금 촉매와 격막이라 할 수 있으며, 방사선기술

을 이용하면 연료전지의 가격 저하와 스택의 경량화에 기여함으로써 연료전지

의 상업화를 앞당길 수 있음.

- 방사선의 장점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연료전지용 수소이온교환막의 첨단 기술인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및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우주 항공 전자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다. 사회·문화적 측면

- 석유 자원 고갈로 인한 유가 상승은 탈화석 연료사회로 이끌고 있으며, 온실가

스 규제 및 각종 배기가스 규제는 수소연료 전지 사회를 요구하고 있음. 화석연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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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발이 자동차 업계의 생존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

-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2012년부터 연 6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업체의 경우

반드시 2%이상의 ZERO-EMISSION CAR를 판매해야하는 의무 판매규정이 제

정되었는데 이는 연료전지 차의 도입을 이끄는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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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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성 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신개념의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1) 천연물 함유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겔페이스트 제조 기술 개발

2) 천연물 함유 당뇨성 궤양 치료용 나노섬유/나노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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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이용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이온전도성막 제조 기술 개발

1) 탄화수소계 연료전지용 이온전도성 막 제조 기술 개발

2) 유/무기 복합막을 이용한 연료전지용 이온전도성막 제조 기술 개발

3) 연료전지막 최적화 및 막/전극 접합체(MEA)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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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1) 천연물 함유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겔페이스트 제조 기술 개발

- 3종 이상의 천연 추출물 발굴

- 겔강도가 1.5 kgf/cm2 이상, 겔화율 50% 이상

- 동물실험 치료 효능 대조군 대비 육아조직학적 효능평가 60% 이상

(2) 천연물 함유 당뇨성 궤양 치료용 나노섬유/나노겔 제조 기술 개발

- 천연고분자 2종 이상

- 마이크로캡슐 하이드로겔 크기 : 100 마이크로 이하

- 동물실험 치료 효능 대조군 대비 육아조직학적 효능평가 60% 이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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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VL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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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cycle 이상

라. 방사선 이용 연료전지용 탄화수소계 연료전지용 수소이온전도성막 및 유/무

기 복합 연료전지막 제조 기술 개발

(1) 탄화수소계 연료전지용 수소이온전도성막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가교 및 그라프팅 자료 수집

- 그라프트 필름 및 수소이온전도성 고분자 선정

- 방사선가교 및 그라프트 조사조건 확립

- 방사선 영향평가

(2) 유/무기복합 연료전지막 제조 기술 개발

- 연료전지용 유/무기복합막 자료 수집

- 무기물 선정

- 방사선 조사조건 확립

- 무기물에 의한 영향평가

바. 연료전지막 최적화 및 막/전극 접합체(MEA) 성능평가

(1) 연료전지막 성능평가 및 최적화

- 탄화수소계 수소이온전도성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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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이온 교환 용량 : 1.2 meq/g 이상

상온 수소이온전도도 0.08 S/cm 이상

고온 수소이온전도도 0.1 S/cm 이상

치수 안정성 50% 이하

- 유/무기복합 연료전지막:

수소이온교환용량 : 1.2 meq/g 이상

상온 수소이온전도도: 0.08 S/cm

고온 수소이온전도도: 0.1 S/cm 이상

치수 안정성 50% 이하

(2) 막/전극 접합체(MEA) 제조 및 연료전지 성능 평가

- MEA 조립 여부

- MEA 기초 성능평가 여부

- MEA 크기 3 cm X 3 cm 이상

- MEA 성능 : 300 mW/c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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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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용화되어 있는 조사공정 프로세스는 고분자 화합물의 가

교반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가교 전선, 자동차 타이어, 플라

스틱 단열재, 열수축성 튜브, 고분자 휴즈, 초내열성 섬유, 코팅경화 등에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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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

사기 방사선화학연구소)와 민간 회사가 연구/개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일본

다카사기 방사선화학연구소는 약 200명의 연구인력을 주축으로 세계 방사선 연

구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한 상처/화상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완전히 성

장기에 접어들었고, 궤양치료제, 약물전달체, 조직배양용 스카폴드, 인공피부확장

제, 인공장기 등의 합성기술은 개발과정에 있음.

- 현재 선진국의 하이드로겔 개발현황 및 응용분야를 보면, 화상 상처 등의 치료

용, 기저귀 등의 위생용품, 의료용 전극, 세포 배양용, 유방성형재료, 소프트콘택

트렌즈 등에 사용되고 있고 점차 그 응용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우

수한 생체 적합성으로 인해 약물전달체(DDS; self-regulating, auto-feedback

등), 세포치료제, 유전자 전달체(gene therapy) 등의 의료분야에 있어 새로운 접

근 방법의 '스마트‘ 하이드로겔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니치반(Nichiban)사는 JAEA 다카사키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상처치료용 하이드로겔을 판매 중에 있음.

2. 궤양치료용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 당뇨병성 족부 궤양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거즈, 필름, 하이드로 콜로이드, 알지

네이트, 폼 등의 드레싱 방법이 소개되고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콜

라겐, 성장인자 등을 사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드레싱 방법이 새롭게 대

두되고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용 하이드로겔 등의 생체재료 개발에 있어 초창기에는 주

로 고흡수성 및 멸균을 기반으로 하는 위생용품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약

물전달, 조직공학용 지지체, 면역어세이, 화장품 등 의약학/산업 등 매우 광범위

한 분야로 확대되어 연구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Organogenesis사를 선두로 호주, 영국 등에서는 조직공학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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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궤양치료용 하이드로겔 및 인공장기/피부/혈관 등의 생체소재를 개발 중에

있으며,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천연물을 이용한 궤양치료용 기능성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개발은 물론 효소를 이용한 고기능성

하이드로겔의 개발 및 연구는 국내외 전무하며, 개발된 하이드로겔의 효능 평가

를 위한 당뇨병성 족부 궤양 동물 모델은 스트렙토조토신을 이용한 당뇨병 모

델제작이 주를 이루고 있음.

3.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알칼리 전지 격막제조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 실용화되었고,

최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연료전지의 전력밀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전지격막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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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발화 위험성이 크고 유독한 리튬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

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발열에 의해서 누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리튬전지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체형, 겔형 전해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선진국

에서 진행 중이며 방사선 경화기술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겔형 전해질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연료전지용 수소이온 전도성막 제조기술

- 방사선을 이용한 연료전지막 제조 관련 연구는 방사선조사시설과 연료전지막 제

조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한 일본의 JAEA 산하 TARRI연구소와 스위스 PSI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스위스 PSI 연구소 G. Scherer 그룹에서는 FEP, ETFE 등의 불소고분자 필름

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폴리(스티렌-4-술폰산)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연료전지막

을 제조하였음(100 mS/cm 이온전도도). 하지만 제조된 막이 연료전지(PEMFC)

작동 조건하에서 낮은 화학적 안정성을 보여 이후 가교구조를 도입시켜 화학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킴.

- 일본의 Waseda 대학에서는 방사선으로 가교된 PTFE에 스티렌을 그라프트하여

술폰화시켜 연료전지막을 제조하였음. 또한 JAEA 산하 TARRI에서는 PEEK막

에 열과 방사선을 사용하여 효율이 좋고 고온에서도 높은 출력을 보이고 내구

성을 겸비한 연료전지막을 제작하였음. 제조된 막의 경우 나피온과 비교하여

1.5배의 이온전도도(0.11 S/cm)와 2.3배의 막강도(80 MPa)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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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축

성 튜브, 레디얼 타이어 제조 등을 제조하는데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

들 기술은 국내 방사선 재료개발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로 선진국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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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기술 도입하여 제품화한 것이 많다. 다행히 정부가 주도하는 1, 2, 3단계 원

자력중장기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기반연구가 수행되어 현재는 중진국 수준이

상으로 발전되었으며, 최근에는 전통적인 휴즈를 대용할 수 있는 고분자 스위치

가 상용화되었고, 화상/상처 치료용 드레싱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식품 의약청에

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서양의약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 항히스타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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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서 모든 아토피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아토피 환자의 피부염 치료에서 중

요한 것 중 하나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것인데, 현재까지 각종 보습제가 나와

있으나 보습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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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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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역증강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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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시켜 이들에 대한 아토피 피부염 효과를 조사하였음(한국영양학회지, 37(8),

669-674).

- 경희대학교, 남봉수 등은 임상적중증도, 혈중호산구치, 단백면역검사(IgE)치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방 약물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대

한한의학회지, 21권 4호, 204-215).

2. 궤양치료용 수화겔 제조기술 개발

-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세계적인 연구동향에 따라, EGF를 이용한 국소 도포용 상

처치유 촉진제들이 개발 중에 있고, 동물 실험을 통해 효과를 증명하고 있으며,

만성 궤양을 가진 환자 에게 EGF를 국소 도포하였을 때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

나,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이 개발된 EGF 외용액의 유효성, 유효한 적정 용량

및 안전성의 평가가 요구됨.

- 궤양치료에 있어 항생제 내성에 따른 치료 어려움에 대항하여 천연물 기반의 새

로운 치료제 개발이 시급함. 따라서 본 연구팀은 1단계에서 천연물 소재 기반의

연구개발결과와 보유기술을 토대로 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

효소, 나노은, 기타 약물 등을 함유한 궤양치료용 수화겔을 개발하여 궤양치료

에 있어 환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자 함.

- 방사선을 이용한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개발은 물론 효소를 이용한 고기능성

하이드로겔의 개발 및 연구는 국내외 전무하며, 개발된 하이드로겔의 효능 평가

를 위한 당뇨병성 족부 궤양 동물 모델은 스트렙토조토신을 이용한 당뇨병 모

델제작이 주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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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팀에서 방사선 기술을 적용하여 상처/궤양 치료용 소재 개발을 위한 기

초 및 응용 연들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기술 개발의 기술 이전에 의한 상업화

가 시도되고 있으며(하이드로겔 등) 이와 더불어 당뇨성 궤양 치료에 있어 세계

최초의 도전적인 기술 개발이 시도되고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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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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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선, 화학개시제를 이용한 고분자 겔형 전해질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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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향후 시장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4. 연료전지용 수소이온 전도성막 제조기술

- 연료전지 개발 분야에서 국내 산업체의 경우 핵심 부품소재 보다는 자동차, 휴

대폰, 노트북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학

과 연구소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인 연료전지막과 촉매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국내 수송용 PEMFC 관련 사업으로 현대, 기아자동차에서는 연료전지 스택, 시

스템, 차량을 개발하였고, SK에서는 개질장치, 퓨얼셀파워에서는 막전극 접합체

(MEA)를 개발하였음. 국내 휴대용 DMFC 관련 사업으로는 삼성종기원/삼성

SDI와 LG화학/LG전자에서 연료전지 소재, MEA, 스텍 개발을 하였고 및 이를

이용한 휴대폰/노트북 시제품을 개발하였음.

- 국내 연료전지막 제조에 대한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

너지기술연구원, KIST 등의 국가출연 연구소와 한양대, KAIST, 광주과학기술

연구원, 성균관대, 연세대, 전북대 등의 대학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선진국

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PEMFC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100 oC 이상의 높

은 온도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면서 내구성이 확보된 연료전지막 개발을 위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이를 위해서 다공성 막에 나노 무기 충진제를 첨가하거

나 새로운 구조를 갖는 연료전지막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KAIST,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강대 등에서는 PEMFC 응용을 위한 고온에서

의 전해질 막 내 함수율의 감소로 인한 수소이온전도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겔법을 사용하여 다공성 실리카를 도입하거나 흡습성 Montmorillonite

와 같은 clay를 도입시켜 불소계 고분자의 고온 수분 담지능을 증가시키는 연구

를 진행 하였음.

- 술폰화 폴리아릴렌 에테르계, 술폰화 폴리이미드계, 술폰화 폴리비닐알콜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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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등과 같은 비불소계 고분자 전해질 막 또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염기성

고분자의 산 도핑을 통해 고온에서 높은 수소이온 전도성을 나타내는 산-염기

고분자 복합막을 제조하여 고온에서 구동 가능한 PEMFC용 연료전지막으로 사

용하려는 연구가 여러 대학에서 진행 중임.

- LG화학, 한양대, 한남대, 화학연구원 등에서는 무기물 필러가 첨가된 연료전지

고분자 전해질막을 가교 및 그래프트와 같은 화학적 방법으로 개질하거나 다공

성 실리카 친수성 및 소수성 발연실리카 clay 등을 포함하는 무기첨가제를 도입

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개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 KIST와 한양대에서는 고온 연료전지에 적용 가능한 연료전지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열적 안정성 및 기계적 안정성 문제와 높은 산 도핑율에 따른 수

소이온전도도의 의존성 등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삼성전자에서는 이온전도성 고분자 막과 나노 사이즈의 입자 크기를 갖는 다공

성 지지체와 이 다공성 지지체에 담지된 이온 전도성 물질을 포함하는 전도성

무기 나노 입자를 포함하는 고분자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협동연구로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DMFC) 개발에 필요한 메탄올 연료 저투과성 수소이온교환막을 개발한 바

있음.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DMFC의 경우 메탄올 연료의 투과도를 줄여

연료 손실을 줄이는 것이 연료 전지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치밀한 내부 구조를 갖는 불소계 고분자막을 제조하여 사용하였음.

-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막을 수소를 연료로 하는 PEMFC용 연료전지에 적

용할 경우 낮은 온도에서는 나피온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막을 제조할 수

있으나 100 oC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연료전지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연료전지

막 제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높은 온도에서 적용 가능

한 연료전지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노 무기 충진제 도입, pore-filled

membrane, 새로운 구조의 단량체 및 소재를 활용한 방사선 기술의 개발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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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선 이용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1. 아토피 치료 효과 우수 천연소재 선별 및 효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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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

병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천

연 성분들을 공급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증

대되고 있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는 거의 대부분 합성제품으로 근본적

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염증제거를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

를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약용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한 가지 시료에 대한 것이며 여러 시료를 혼합한 혼합추출물의 생리적

활성이나 기능을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염/면역 효과를 가지는 몇가지 약용식물 추출물을 선

별하여 각 추출물이 갖는 강력한 항염/면역 효과를 확인하고, 아토피성 피부염

과 같은 비만세포 매개성 알레르기 모델에서의 약용식물 추출물 혼합액의 효

과와 유용성을 in vivo, in vitro 실험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추출물(어성초, 차전초, 자초, 황금, 단삼,

오미자, 황기, 느릅나무, 상엽, 금전초, 선학초, 감잎)을 선정하고, 이중 7종(어성

초, 차전초, 느릅나무, 상엽, 금전초, 선학초, 감잎)을 선별하여 열수추출(75 ℃,

24시간)하여 여과한 후 60Co 감마선(25kGy)으로 조사 멸균하였다. 필요한 경우

에는 냉동 건조시킨 분말을 적정한 용매에 녹여 사용하였다. 또한 상기 약용식

물 추출물들과 동일한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두충을 추가하여 세포

독성을 평가해보았다.

- 상기 선별된 추출물들에 의한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CK-8

assay(Dojindo Lab., Japan)를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

은 냉동 건조시킨 후 Iscove‘s Modified Dulbecco‘s Media에 농도별로 용해시

켜 준비하였다. 반응이 끝난 plate는 450 nm파장에서 ELISA reader를 사용하

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가) 추출물의 HMC-1 cell에 대한 세포독성측성 결과

- 추출물 중 어성초(H)와 느릅나무(UD)의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HMC-1 cel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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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포독성 측정 결과, 세포 생존율은 각각 93~98%로 모든 비율에서 세포

독성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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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에서 조성비를 달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그룹 I의 추

출물 혼합조성비는 아래와 같고, 각각의 추출물 처리농도는 1.4 mg/ml, 2.8

mg/ml, 5.6 m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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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II의 추출물 혼합조성비는 아래와 같고, 각각의 추출물 처리농도는 0.3

mg/ml, 1.5 mg/ml, 3.0 m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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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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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추출 혼합물이 HMC-1 cell에 미치는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결과, 그룹 I의 추출물 혼합조성비에서 대체로 2.8 mg/ml 농도이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은 각각 83% 이상으로 나타났다(그림 2-5).

- 단, 고농도인 5.6 mg/ml로 처리하였을 때, 그룹 I의 모든 혼합조성비에서 세포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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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생존율

그림 3. 그룹 I-2인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2:3:2:1.5:1.5)에서의 세포생존율



- 60 -

그림 4. 그룹 I-3인 어성초:두충:차전초:상엽:느릅(=3:3:2:1:1)에서의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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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군

에 비해 세포 생존율이 96.7% 이상이었고, 그룹 I-4 추출 혼합물은 2.4

mg/ml의 농도 이하에서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이 115.7% 이상으로 세

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표 2의 그룹 II-1 추출 혼합물은 1.5

mg/ml의 농도이하에서 세포 생존율이 112.3% 이상이었고, 그룹 II의 2, 3,

4, 5 추출 혼합물은 0.3 mg/ml의 농도 이하에서 세포 생존율이 95.8% 이상

으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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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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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물은 2.7 mg/ml이상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 그룹 II-1의 추출 혼합물은 3 mg/ml이상의 농도로 처리

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고, 그룹 II의 2,

3, 4, 5의 추출 혼합물은 1.5 mg/ml이상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

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그림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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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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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그룹 II-2인 상엽:두충(8:2)에서의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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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그룹 II-3인 상엽:두충(5:5)에서의 세포생존율

그림 13. 그룹 II-4인 상엽:두충(2:8)에서의 세포생존율

그림 14. 그룹 II-5인 상엽:두충(0:10)에서의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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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출물의 HaCaT cell에 대한 세포독성측정 결과

- 어성초(H), 차전초(P), 금전초(C), 상엽(M), 느릅(UD) 추출물 각각의 세포독

성과 어성초(H)와 느릅나무(UD) 추출 혼합물(7:3)을 함유한 겔이 HaCaT

cell에 미치는 독성을 측정해 본 결과, 추출 혼합물 10 ㎍/ml의 농도일 때 대

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은 각각 93～98%로 모든 비율에서 세포독성은 나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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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비를 달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추출물 처리농도는 1.4

mg/ml, 2.8 mg/ml, 5.6 mg/ml으로 하여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 각 추출 혼합물이 HaCaT cell에 미치는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

한 실험결과, 그룹 I의 추출 혼합물은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은 83.4%

이상으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룹 II-1 추출 혼합물은 1.5 mg/ml

의 농도이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은 97.5% 이상으로 세포독성

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룹 II의 2, 3, 4, 5 추출 혼합물은 0.3 mg/ml의 농도

이하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은 88.2% 이상으로 세포독성은 나타

나지 않았다(그림 16-24).

- 단, 그룹 II-1의 추출 혼합물은 3 mg/ml 이상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

포 생존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고, 그룹 II의 2, 3, 4, 5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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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은 1.5 mg/ml이상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 80% 이하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그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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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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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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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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그룹 II-5인 상엽:두충(0:10)에서의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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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용식물 추출 혼합물의 HMC-1 cell에서 cytokine(TNF-α, IL-6, IL-8) 억

제효과

- 선행연구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증명된 다섯 가지 추출물(어성초,

느릅나무, 금전초, 차전초, 상엽) 및 두충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각 추출물

이 갖는 강력한 항염 효과와 면역 효과가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human mast cell line인 HMC-1을 이용하여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비만세

포 매개성 알레르기 모델에서의 cytokine(TNF-α, IL-6 및 IL-8) 억제 효과를

측정해 보았다.

- 선별된 약용식물 추출물 각각 2 g/100 ml의 농도로 증류수를 가하여 75 ℃

항온수조에서 24시간 동안 중탕 가열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여과액은 60Co

감마선(5 kGy/h, 25 kGy)으로 조사 멸균하여 다양한 비율로 혼합 사용하였

고, 필요한 경우에는 냉동 건조시킨 분말을 적정한 용매에 녹여 사용하였다.

그림 25. HMC-1에서 추출물 각각에 따른 cytokine 억제 효과

- 그림 25에서 선별된 각각의 추출물(어성초(H), 차전초(P), 금전초(C), 상엽

(M), 느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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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

으나, 추출물로 전처리 후 PMA plus A23187로 자극한 실험군에서는 PMA

plus A23187에 의한 HMC-1에서의 각 cytokine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단독보다 추출 혼합물을 처리한 그룹이 더 강하게 억제

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중 3:3:3:0.5:0.5의 비율일 때, TNF-a는 약 60%이

상, IL-6는 약 80%이상 그리고 IL-8약 35% 가량 감소됨을 보였다.

그림 26. HMC-1에서 추출 혼합물(어성초와 느릅)에 의한 TNF-α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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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에서 PMA plus A23187(PMACI)로 자극한 사람의 비만세포주에서 대

조군의 TNF-α 분비는 정상세포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보였다.

그러나 추출물로 전처리 후 PMA plus A23187로 자극한 실험군에서는 PMA

plus A23187에 의한 HMC-1에서의 TNF-α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어성초나 느릅나무 추출물만을 처리한 그룹보다 둘의 추출 혼

합물을 처리한 그룹이 더 강하게 억제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중 7:3의 비

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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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처리 후, PMA plus A23187로 자극한 실험군에서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IL-6의 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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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했으며, 7:3과 5:5의 비율에서 약 35%가량

감소됨을 보였다(그림 27(b)).

- 혼합 추출물과 어성초, 두충, 차전초, 상엽, 느릅의 혼합물 그룹 I, 상엽, 두충

의 혼합물 그룹 II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서 조성비를 달리하여 제조한 후,

각각의 세포를 24 well plate에 1×106/well 개수로 접종하여 배양하고, 독성테



- 71 -

스트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낸 2.8 mg/ml의 농도로 혼합 추출물을 처리한 후,

PMA(sigma) 0.05 mM과 A23187(sigma) 1 mM로 7 시간동안 세포를 자극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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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mg/ml, 2.8 mg/ml, 5.6 mg/ml 으로 하여 cytokine 억제 효과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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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mg/ml, 1.5 mg/ml, 3.0 m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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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세포주에

서 대조군의 TNF-α 분비는 정상세포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음을 보였

다. 그러나 추출물로 전처리 후 PMACI로 자극한 각각의 실험군 모두에서

cytokine(TNF-α, IL-8, IL-6) 분비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그룹 I의

모든 조성과 그룹 II의 2: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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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추출혼합물(상엽, 두충) 조성별 IL-6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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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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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액은 각각 여과시킨 후 회전감압농축기에서 잔존 수분을 제거

한 후 동결 건조하여 분말로 만들었다. 추출물에 미치는 감마선의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서 동결 건조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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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라보노이드를 사용하였으며, 플라보노이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체

내 산화작용을 억제시키고,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활

성을 지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물질로 quercitrin,

quercetin, rutin, kaempferol, apigenin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추출물 성분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표준물질은 메탄올에 녹여 여과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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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PLC 분석 결과, 상엽에서는 플라보노이드 중 quercitrin, rutin이 검출되었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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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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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어성초 열수 추출물의 방사선 조사 전후 비교 분석

그림 35. 차전초 열수 추출물의 방사선 조사 전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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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용식물 추출물과 하이드로겔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1) 천연 추출물과 이를 함유한 하이드로겔의 세포독성 평가

- 천연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의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를 12 well plate에 1 X 105 개가 되도록 seeding하여 하루 간

배양하고, 하이드로겔을 배양액에 첨가하였다(평균 0.28 g/ml). 이를 하루동

안 배양한 후, MTT 시약을 1 mg/ml로 처리하고 4시간 더 배양하였다. 배양

액을 제거한 후 DMSO를 처리하여 insoluble 상태의 MTT를 용출 시키고,

이를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 다음으로 천연 추출물이 세포에 독성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Raw264.7

세포를 24 well plate에 0.5 X 105 개가 되도록 seeding하여 하루 간 배양하

고, 천연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하루 동안 더 배양하였다.

그림 1. 천연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 및 천연추출물의 세포독성: (A) PVA 하이

드로겔, (B) PVP 하이드로겔, (C) 천연추출물 0.1%

- 세포의 생존율 평가를 위해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모든 하이드로겔에

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고(그림 1A, 1B), 모든 천연추출물이 처리 농도

가 0.1%까지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그림 1C).

(2) 항산화능 평가

- 천연추출물과 이를 함유한 하이드로겔의 항산화능 평가는

DPPH(1,1-diphenyl-2-picryl-hyrazyl)법을 이용해 평가하였다. 먼저 약용식

물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하이드로겔(평균 무게

0.28 g)을 1 ml의 인산완충용액(PBS)에 넣은 후, 하루 동안 겔 안의 천연추

출물 성분을 용출시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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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계산하였다;

RSA (%) = 100 - (ODexp - ODblank)/ODcontrol x 100.

- PVA-JE, PVP-H20, PVP-H30, PVP-JE의 경우 약 40%의 우수한 항산화능

을 나타내었다. 천연추출물의 경우 대부분의 시료에서 50~80% 정도의 항산

화능을 나타내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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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식세포를 이용한 항염증효과 평가

(가) LPS에 의한 NO 생성에 미치는 효과

- 대식세포(macrophage)인 Raw 264.7 세포를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에서 배양하였다. 대식세포 활성을 위해 lipopolysaccharide(LPS)를

처리하였다. 하이드로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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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었다(그림 3).

- 천연추출물이 NO 생성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Raw264.7 세포에 0.1% 농도로 천연추출물을 처리하고 하루 동안 배양 후,

세포배양액 내의 NO 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LPS에 의한 NO 생성을

약 20~40%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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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 생성에 미치는 효과: A) 하이드로겔, B)

천연추출물

(나) LPS에 의한 TNF-α 생성에 미치는 효과

- ELISA법을 이용한 결과, 모든 하이드로겔에서 TNF-α 생성이 억제되었다

(그림 4(a)). 천연추출물의 경우 약 20-50% 정도 억제되었다(그림 4(b)). 특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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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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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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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찰되었고, 천연추출물의 경우 H7, H30, JE, JE10, HJE10 등에서 TNF-α 유

전자 발현을 억제함이 관찰되었다(그림 5).

(a)

(b)

그림 5. LPS에 의해 유도되는 TNF-α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효과. (a) 하이드로겔,

(b) 천연추출물

(4) 비만세포를 이용한 항알러지 효능 평가

- 하이드로겔 및 천연추출물의 항알러지 효과를 in vitro에서 측정해보기 위해

서, 비만세포주인 HMC-1 cell을 이용하였다. HMC-1 cell을 활성화시키기 위

하여 0.25 μM A23187과 0.05 μM PMA를 이용하였다. 하이드로겔 및 천연추

출물을 처리한 후 30분간 배양하고, A23187 및 PMA를 첨가한 후 염증 매개

cytokine의 유전자발현이 영향을 받았는지 RT-PCR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VA-JE, PVA-HJE7, PVP-HJE10 및 PVP-H10, PVP-H20, PVP-H30 등에

서 TNF-α, IL-6, IL-8 유전자 발현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그림 6(a), 6(b)).



- 79 -

(a)

(b)

그림 6. 비만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a) 하이드로겔, (b) 천연추출물

(5) 비만세포 활성에 대한 약용식물 추출물의 효과

(가) 비만세포에서 NF-kB 활성에 미치는 효과

- 비만세포가 IgE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되면 세포내 신호전달계인 NF-kB가

활성화되어, 세포질에 존재하던 NF-kB는 핵으로 이동하게 되고 IL-4, 5 및

TNF-α 등과 같은 알러지성 염증을 매개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binding

하여 전사를 촉진함이 잘 알려져 있다.

- 약용식물 추출물이 이러한 비만세포내 NF-kB signal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자 NF-kB binding site를 luciferase에 결합한 repoter vector를 제조

하고 recombination 과정을 통해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제조 하였다.

- 비만세포를 아데노바이러스로 transduction시킨 후 약용식물 추출물을 전처

리하여 PMA와 A23187을 이용하여 비만세포 활성을 유도한 후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 한 결과,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NF-kB

의 활성을 억제하였으며, 5 가지 약용식물 추출물 중 상엽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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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만세포에서 약용식물 추출물의 NF-kB 활성 억제 효과

(나) 비만세포에서 NO 생성에 미치는 효과

- 비만세포는 알러지 반응을 매개하는 중추적 세포로 항원에 의한 자극 시 염

증반응을 유도하는 nitric oxide (NO)의 발생을 유도한다. 약용식물 추출물

이 비만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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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만세포에서 TNF-α 생성에 미치는 효과

- TNF-α는 cytokine-dependent inflammtory events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는 염증중개자로서, IgE에 의한 비만세포 활성시 비만세포로부터 생성 분

비되어 호중구에 대한 chemotaxis를 유발하거나 대식세포의 세포독성을 증

대시킴으로서 만성 염증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81 -

- 약용식물 추출물이 염증성 cytokine인 TNF-α의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모든 약용식물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TNF-α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관찰 되었다(그림 9).

그림 9. 비만세포 활성시 TNF-α 생성에 미치는 약용식물 추출물의 효과

(라) 비만세포에서 세포내 신호전달계에 미치는 효과

- 약용식물 추출물이 염증매개성 cytokine인 IL-4와 TNF-α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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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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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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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에 따른 대식세포 활성화 억제능 평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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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약용식물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표 7).

표 7. 어성초 및 느릅나무 추출물을 base로 한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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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출물이 세포독성을 나타내는지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천연물

조합에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1).

그림 11. (A) HJE, C, D, E 단독처리, (B) HJE7g 기준으로 C, D, E 배합, (C)

HJE10g 기준으로 C, D, E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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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성초와 느릅나무 추출액(HJE 10, HJE7)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차전초,

금전초 및 상엽(뽕잎)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천연물이 대

식세포 활성화 과정 중 nitric oxide (NO) 생성을 억제시키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차전초, 금전초 및 상엽(뽕잎) 추출물 단독처리군에서 NO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켰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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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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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식세포에서 LPS에 의한 TNF-α 생성에 미치는 효과

- 표 7의 1번 조합(HJE:차전초=5:1)에서 TNF-α 생성 억제 효과가 가장 우수

하였다(그림 13).

(a)

(b)

(c)

그림 13. 대식세포에서 천연물 조합에 따른 TNF-α 생성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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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에 따른 비만세포 활성화 억제능 평가

- 표 7의 1번 조합 (HJE:차전초=5:1)에서 TNF-α 생성 억제 효과가 가장 우수

하였다(그림 14(a)).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한 결과, NF-kB 활성 억제 효

과가 가장 우수하였다(그림 14(b)).

(a)

(b)

그림 14. 비만세포에서 천연물 조합에 따른 TNF-α 생성을 억제(a)와 NF-kB 활성

억제 효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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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용식물 추출물 조합에 의한 면역세포 활성화 억제능 평가

- 어성초, 느릅나무, 차전초, 금전초 및 상엽 추출물을 다양한 조합비로 혼합하

여 최적의 면역세포활성 억제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표 8).

표 8. 혼합 천연물 조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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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합성기술

가. PVA 정제/가교기술 개발 및 정량분석법 개발

(1) PVA에 함유된 NaOAc의 1H NMR 스펙트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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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산업으로의 응용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 관련된 산

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PVA가 낮은 불순물을 함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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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나와 있는

PVA 고분자가 함유한 NaOAc 함량은 몇 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많이 함유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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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 탄화수소 골격에 있는 수소에 해당된다 (-CH2-CH-(OH)-)n.

4.7 ppm 지역에 있는 peak는 HOD에 해당된다. NaOAc의 메틸 peak는 1.75

ppm에 나타난다. 1.95 ppm에 있는 작은 triplet-like peak는 가수분해가 되지

않은 아세테이트 peak를 나타낸다.

- NaOAc의 메틸 peak는 PVA peak들과 충분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PVA의 메틸렌 peak의 적분 량을 비교하여 NaOAc의 함량을 계산 할 수 있

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샘플당 3개의 NMR 데이터를 평균

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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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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류수에 녹인 PVA의 일반적인 1H NMR 스펙트럼

(2) PVA에 함유한 NaOAc의 제거

- 그림 3(a)은 PVA에 존재하는 NaOAc의 메틸 peak는 세척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보여준다. 95% 이상의 NaOAc는 증류수로 세척시 2시간 안에 제거

됨이 확인되었다. 순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을 경우 NaOAc는 제거되지 않았

고 메탄올-물 혼합용액에서 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NaOAc의 감소되는 속

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그림 3(b)).

(a) 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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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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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 수행하였다. 실온에서는 4일 동안 세척해도 NaOAc가 제거되지 않았으나,

60 oC 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NaOAc가 제거되었다(그림 4). 또한

용매의 극성이 낮은 에탄올의 경우 높은 온도에서도 NaOAc가 잘 제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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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수 peak를 1575 cm-1 에서 나타냄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척에 의한 NaOAc

의 감소를 IR 스펙트럼으로는 명확히 관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 재결정에 의한 PVA 정제가 수행되었고 잔류된 NaOAc의 함량은 NMR을 이

용하여 얻었다. 물/아세톤 조합을 이용한 첫 번째 재결정에서는 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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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Ac PVA에 함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두 번째 재결정에서는 0.05%의

NaOAc 함유됨을 보여준다. 이 실험 결과는 물로 세척하는 것이 PVA에 존

재하는 NaOAc를 제거할 시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다른 함량의 NaOAc를 가지고 있는 PVA 샘플의 IR 스펙트럼

(3) 방사선 조사에 의한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 제조 및 물성측정과 가소제 첨

가효과

(가) 추출물과 고분자 비율별 인장강도 측정

- 어성초와 느릅나무는 각각 10g/100 ml의 농도로 중탕 가열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후 여과한 용액은 60Co 감마선(5 kGy/h, 25 kGy)으로 조사 멸균하여

다양한 비율로 혼합(HUD)하여 사용하였다(표 1). 폴리비닐알콜, 글리세린을

표 2와 같은 비율로 혼합하여 상기 추출물에 용해시켜 캐스팅한 후, 60Co 감

마선 선원을 사용하여 각각 25, 35, 50, 및 75 kGy 선량으로 조사하여 가교

및 멸균을 실시하고, 수화겔을 제조하였다.

표 1.

어성초 90 80 70 60 50

느릅나무 10 20 30 40 50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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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되

지 않은 어성초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겔 강도가 높았으며, 느릅나무와

혼합된 혼합 용액들 중에는 어성초와 느릅나무의 비율이 7:1이며, 각각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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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 무게가 7g일 때의 용액으로 제조한 수화겔의 겔강도가 높았다.

(a)

(b)

그림 6. 인장강도: (a)추출액의 농도 및 혼합비율별, (b) 고분자 농도별

(나) 수화겔의 열적 성질 측정

- 그림 7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교된 PVA겔과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PVA겔의 TGA 결과를 보여준다. 가교되지 않은 PVA는 250℃가 될 때까지

서서히 무게가 감소하다가 그 이상의 온도에서 열분해가 급격히 일어나 무

게 감소가 심하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교된 PVA겔의 경우 350℃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급격한 무게 감소를 볼 수 있다. 이는 본래 존재하던

불안정한 미세결정들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사슬 절단으로 움직임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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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워져서 결정의 완전도가 증가하여 재결정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림 7. PVA 수화겔의 TGA 측정

나. 방사선 가교기술 이용 수분 방지기능을 가진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1) 기핵제가 첨가된 HDPE 필름 제조 및 연신공정에 의한 미세구조 변화

(가) Annealing 온도에 따른 열적 특성 변화

- 표 1에서 기핵제 첨가량에 관계없이 기핵제 첨가 전․후 시료에서 모두

annealing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화도가 증가했다.

표 1. Annealing 온도에 따른 결정화도

Type PE PE-Q PE-0.1 PE-0.5 PE-1.0
110 oC 64 58 68 65 65
120 oC 65 59 69 67 67
130 oC 67 62 73 6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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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핵체 첨가량과 annealing 시간에 따른 결정화도 비교

(나) 연신온도 및 기핵제 첨가량에 따름 표면 관찰

- 그림 2에서 동일조건에서 동시에 연신하였을 때, 비결정성 구조인 그림 2(a)

보다 결정성 구조를 가진 그림 2(b)가 균열 및 기공 생성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d)그림 2. 연신 후 기핵제 첨가량에 필름의 표면 관찰

(다) 연신온도에 따른 결정화도 비교

- 그림 3에서 60 oC에서 연신한 시료가 가장 높은 결정화도를 보였고, 연신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정화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연신 온도 및 기핵제 첨가량에 따른 결정화도 비교

(2) 수화겔과 수분 방지막의 접착 기술 개발

- 통상 수화겔은 80 % 이상의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37 ℃의 체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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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 노출되면 수화겔의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한다. 수화겔은 37 ℃의

온도 조건에서 12 시간 이상 경과하면 함유한 수분이 모두 증발하는데, 이처

럼 수분이 증발되어 건조된 수화겔은 더 이상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으로 사

용할 수 없게 된다.

- 그러므로, 수화겔은 기본적으로 수화겔이 갖고 있는 수분을 가능한 한 오랫

동안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 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고분자막을 적층시키는 방법이다.

- 제조된 필름은 최고 10시간, 40%이하의 수분 증발율을 보였다(그림 4).

(a) (b)

(c) (d)

그림 4. 필름의 시간에 따른 수분 증발율, (a) 멸균포장상태, (b) 포장개봉약물함유,

(c) 하이드로겔 표면, (d) 수분증발방지막 부착 하이드로겔 바깥면

- 수화겔은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점착제나

접착제로는 고분자막을 수화겔에 접착시킬 수 없다.

- 본 과제에서는 수화겔과 수분증발방지막을 용이하게 부착시키고, 장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수화겔과 수분증발방지막 간의 접착기

술을 개발하였다.

- 접착층의 접착제 조성비율(폴리아크릴산과 아크릴에스테르계 접착제)에 따른

수화겔과 폴리우레탄 막 사이의 접착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 5% 폴리아크릴산수용액과 아크릴 에스테르계 접착제(AT-87, 용매 40%함유)

의 혼합 비율을 1:9~9:1로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접착 조성물을 폴리우레탄막

에 코팅하고 건조한 다음 가로, 세로 크기가 2×6 cm 크기로 절단한 것을 25

kGy 감마선 조사하고, 이것에 대한 팽윤도 및 겔화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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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윤도(%)는 방사선 조사한 코팅 부분의 처음 무게에 대한 팽윤된 무게의

비를 측정하였고, 겔화율은 방사선 조사후 코팅 부분을 24 시간 동안 물에

넣고 꺼낸 후 녹지 않고 남아있는 무게를 측정하여 구했다.

- 또한 5% 폴리아크릴산수용액과 아크릴 에스테르계 접착제(AT-87, 용매

40%함유)의 혼합 비율을 1:9~9:1로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접착 조성물을 폴리

우레탄막에 코팅하고 건조한 다음 가로, 세로 크기가 2×6 cm 크기로 절단한

후, 상기 폴리우레탄막 위에 PVA와 물의 비율이 1:9로 제조한 수화겔을 부

착한 뒤 감마선 25 kGy를 조사하여 접착강도를 얻기 위한 시료를 제조하였

다. 인스트론(Instron5540)을 이용하여 접착 강도를 측정하였다. 아래쪽의 고

정된 그립에 폴리우레탄막을 고정하고 위쪽 그립에 수화겔을 고정한 다음 위

쪽 그립이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수화겔과 폴리우레탄막 사이의 접착 강도를

측정하였다.

- 폴리우레탄막에 폴리아크릴산수용액과 아크릴 에스테르계 접착제용액을 도포

하고, 이것을 PVA 수화겔에 접착시킨 시료의 그림을 그림 5에 표시하였다.

그림 5. 수화겔 접착용 필름을 PVA 수화겔에 접착시킨 시료의 그림

- 폴리아크릴산수용액과 아크릴 에스테르계 접착제(AT-87, 용매 40%함유)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접착 조성물을 폴리우레탄막에 코팅하고 건조

한 다음 감마선 조사하고, 이것에 대한 팽윤도 및 겔화율을 측정하였다.

- 그림 6에서와 같이 에스테르계 접착제(AT-87)에 대한 폴리아크릴산의 비율

이 높을수록 겔화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폴리아크릴산이 방사선에 의해서 가

교가 잘 진행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폴리아크릴산의 농도가 낮을수록 팽윤도가 낮음

을 볼 수 있다. 폴리아크릴산이 아크릴에스테르 접착제에 비하여 친수성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폴리아크릴산수용액과 아크릴 에스테르계 접착제(AT-87, 용매 40%함유)의

혼합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접착 조성물을 폴리폴리우레탄막에 코팅하

고 건조한 다음 폴리우레탄막 위에 PVA와 물의 비율이 1:9로 제조한 수화겔

을 부착한 뒤 감마선 25 kGy를 조사한 시료에 대해 접착 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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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림 6. 폴리아크릴산과 아크릴계 접착제의 혼합 비율에 따른 필름의 겔화율

그림 7. 폴리아크릴산과 아크릴계 접착제의 혼합 비율에 따른 필름의 팽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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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폴리아크릴산과 아크릴계 접착제의 혼합 비율에 따른 수화겔과 필름

사이의 접착강도

- 폴리아아크릴산과 아크릴계 접착제의 혼합비율이 6:4일 경우가 접착력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친수성과 친유성의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접착제를 제조

함으로서 수화겔과 폴리우레탄막간의 접착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접착층이 일정 부분 가교가 됨으로서 폴리우레탄에 코팅되어

있는 코팅 층이 수화겔과 접촉되었을 때 용해되지 않아서 장시간 접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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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동물/임상 실험

가.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소재 약물 함유된 하이드로겔의 접촉성 피부염 및 아

토피 피부염의 동물실험

(1)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억제 작용 검증

- 약용식물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의 피부염 억제효과를 실험동물 모델을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약용식물 추출물 및 하이드로겔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였다.

(가) 약용식물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겔의 피부염 억제 효과

① SDS에 의한 자극 피부염

- 토끼를 대상으로 자극 피부염을 유발하기 위하여 20% SDS를 이용하였다.

토끼의 옆구리 부위를 제모한 후, 20% SDS를 바르고 실험군의 경우 약용

식물 추출물이 포함되지 않은 하이드로겔 (control gel) 및 약용식물 추출

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이드로겔(atogel)을 도포하였다. 하이드로겔 도포 후

약 7시간 경과 후 새로운 하이드로겔로 교체하였으며, 24 시간부터 시간별

로 피부염의 상태를 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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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독 처리군에 비해 현저한 피부염 완화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atogel의 경우 control gel에 비해 24 시간 경과 후 피부염 완화 효과가 약

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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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DS에 의한 자극 피부염 완화효과

② DNCB에 의해 유도된 알러지 피부염에 미치는 효과

- 토끼를 대상으로 알러지 피부염을 유발하기 위하여 0.2% DNCB를 이용하

였다. 토끼의 옆구리 부위를 제모한 후 2% DNCB를 4일간 바르고 이후

0.2% DNCB를 일주일에 3회씩 4주간 도포하여 알러지 피부염을 유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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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후 알러지 피부염이 유발된 피부에 약용식물 추출물이 포함되지

않은 하이드로겔(control gel) 및 약용식물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이드

로겔(atogel)을 도포 하였다. 하이드로겔 도포 후 약 7시간 경과 후 새로운

하이드로겔로 교체하였으며, 일주일간 하이드로겔 도포 후 알러지 피부염

상태를 육안 관찰 및 조직검사로 확인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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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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용식물 추출물 및 하이드로겔의 안전성 평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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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군과 구별되는 특별한 피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4).

그림 4. 하이드로겔(atogel)의 피부자극성 평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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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스트 물질을 5 분간 적하 후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1, 24, 48, 72시간 후

안구 손상의 유무를 확인해본 결과, 약용식물 추출물에 의한 안자극은 관

찰되지 않았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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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약용식물 추출물의 안자극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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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하였다. 하이드로겔을 흰쥐의 등쪽 피부에 부착하고 tape으로 고정하여

하루 동안 놓아두었다. 이후 0.1% compound 48/80 용액을 등쪽 피부에

intradermal 주사하고 약 30분 후 1% Evans blue 용액을 꼬리 정맥에 주사

하였다. 1시간 후 흰쥐를 도살하고 피부를 적출하여 Evans blue 용액의 삼

출 정도를 확인하여, 추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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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를 관찰하지 못하였다(그림 7(a)). 천연추출물 중 H30

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 H30 solution을 sonde를 이용하여 흰쥐에 2일

간 경구투여(1 ml/회)하였다. 국소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기 30분전 0.1%

H30 solution을 주사하였다. 이후 0.1% compound 48/80 용액을 등쪽 피부에

intradermal 주사하고 약 30분 후 1% Evans blue 용액을 꼬리 정맥에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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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시간 후 흰쥐를 도살하여 피부를 적출하여 Evans blue 용액의 삼

출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추출물의 항알러지 효능을 육안으로 판정하였다. 그

결과 H30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유의할만한 국소 알레르기 억제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7(b)).

(a) (b)

그림 7. PVA-HJE10(a)와 H30(b)이 국소 알레르기 반응에 미치는 영향; H: 어성초,

JE(=UD): 느릅, HJE: 농도비 7:3의 혼합액

(3) 알레르기성 동물모델을 이용한 하이드로겔의 효능 검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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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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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시켰다. 이후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피부에 천연 추출물(NHEB-05)이 포함되지 않은 하이드로겔(control gel)

및 천연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이드로겔(atogel), 약용식물 추출물을 포

함하고 있는 로션(atolotion, EU lotion), 약용식물 추출물을 포함하지 않은

로션(control lotion), 약용식물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크림(atocream),

atopalm을 도포 하였다. 하이드로겔 도포 후 약 하루 경과 후 새로운 하이

드로겔로 교체하였으며, 10~15일간 하이드로겔 및 로션 등을 도포 후 아토

피성 피부염 상태를 육안 관찰 및 조직검사로 확인 하였다.

- 우선, 아토피 유발지표인 total immunoglobulin E(IgE)의 수치가 normal 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8). 또한, 육안 관찰결과

DNCB 도포 후 1시간부터 피부 발적이 일어났으며, 피부 발적은 48시간 이

후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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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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부염 증상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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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군이 보다 개선된 치료결과를 나타내었고, atolotion, EU(두충) lotion,

atocream 처리군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완

화됨을 확인하였다(그림 1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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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10. 추출혼합물을 함유한 여러 제형에서 Nc/Nga mouse에 유도된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 결과: (a) 1일째, (b) 5일째, (c) 9일째, (d) 15일째

(a) (b)

그림 11. Atogel이 처리된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Nc/Nga mouse 등피의

조직염색사진: (a) H&E staining, (b) Toluid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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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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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염색 결과를 보면, DNCB로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대조군(B)에서

normal에 비해 상피 두께가 증가하고 상피가 진피 쪽으로 두껍게 내려가 확

장된 피부손상을 보였다. 대조군(B)와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control

gel(C)에 비해, atogel은 물론 EU lotion(G)와 atocream(H)처리군에서 피부

손상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atolotion(E)와 control lotion(F)군을

비교했을 때, atolotion(E)군의 진피부분의 부종 감소를 확인하였다(그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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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NCB로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유도된 hairless mouse를 이용한 하이드로

겔의 효능 검증

- 우선 아토피 유발의 지표인 total IgE의 수치가 normal 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3).

그림 13. DNCB로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발된 hairless mouse의 IgE 수치

- 아토피성 피부염이 유도된 hairless mouse에 atogel 처리 2주 후 치료 결과

를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atogel 처리 전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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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군이 보다 개선된 치료결과를 나타내었고, atolotion, EU(두충) lotion,

atocream 처리군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현저히 완

화됨을 확인하였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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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5. Hairless mouse에 유도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결과: (a) 2일째, (b) 4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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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부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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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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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하

기 위해서 compound 48/80을 투여하기 30분 전에 다양한 비율의 혼합물을 처

리하였다. 수동 피부 아나필락시 유발 실험에 대한 추출 혼합물의 억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피부반응(파란색 반점)을 관찰하고 Evans Blue의 농도를 측

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17(a)).

-어성초와 느릅나무 추출 혼합액은 비만세포에서 compound 48/80에 의한 혈관

투과성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며 특히 어성초와 느릅나무의 비율이 7:3일 때

가장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시형 과민반응에 대한 추출 혼합물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면역학적 자

극물질인 compound 48/80을 사용하여 전신성 아나필락틱 쇼크 반응을 유도

하였다. 그림 17(b)와 같이 멸균수를 전 처리한 대조군은 100% 치사율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compound 48/80을 투여하기 전 5일 동안 추출 혼합물을 경구

투여한 후 치사율을 관찰한 결과 유의성 있게 치사율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7:3의 비율에서는 치사율이 30%로 효과적인 아나필락틱 쇼크 반응 억제를 보

였다.

-결과적으로 어성초와 느릅나무의 비율이 7:3일 때 가장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

를 나타내었고, 치사율이 30%로 효과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억제를 보

였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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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7. 추출 혼합물(HUD)의 compound 48/80에 미치는 억제효과: (a) 추출

혼합물의 수동 피부 아나필락시 억제 효과, (b) 추출 혼합물의 전신적 아나필락틱

쇼크 반응 억제 효과

(5) 하이드로겔에 함유된 천연 추출 혼합물의 수동 피부 아나필락시스(PCA) 억

제 효과

- 7～8주령의 수컷 SD 랫드를 에테르로 가볍게 마취 후, 등부분을 이발기로

제모하여 하루 동안 미세상처를 회복하게 하였다. 1일 후, 에테르로 마취 후

다양한 비율의 추출 혼합물 50 ㎕를 제모된 등 부분의 진피내로 주사하고,

30분 후 5 ㎍/site로 N-메틸-p-메톡시페네틸아민과 포름알데히드의 다중합

체(compound 48/80, Sigma, St. Louis, MO, USA, 이하 compound 48/80라

칭함)를 추출 혼합물을 주사한 부위에 진피내로 주사하였다. 10분 후 1 ml의

1% Evans Blue(Sigma, St. Louis, MO, USA)를 음경의 정맥에 주사하고,

30분 후에 치사하여 등 부분의 피부를 벗겨 억제정도를 육안으로 판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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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염증성물질이 유리된다. HMC-1에 미치는 추출 혼합물의 효과를 검토

하기 위해서 compound 48/80을 투여하기 30분 전에 다양한 비율의 혼합물

을 처리하였다. PCA 유발 실험에 대한 추출 혼합물의 억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피부반응(파란색 반점)을 관찰하고 Evans Blue의 농도를 측정한 결

과를 아래에 나타내었다(그림 18).

- 실험 결과, 추출 혼합액은 비만세포에서 compound 48/80에 의한 혈관투과성

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또한 각 추출물의 추출농도를 고려하여 혼합추출물

의 부피비에 따라 질량을 계산해서 한 chamber에서 추출한 추출액

(NHEB-M)이 PCA 억제효과가 더 좋았으며, 특히, NHEB-05(상기 5가지 추

출물 혼합액)와 추가적으로 연구한 두충/강황 혼합액의 비율이 10:0과 9:1 일

때 가장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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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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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천연물 함유 하이드로겔(atogel) 및 화장품 grade의 피부자극성 평가

- 연구대상으로 최소한 1주전까지 항히스타민 제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았거나,

건선, 습진, 여드름 등과 같이 첩포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부질환을 앓

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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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하게 시료 1-7번까지 도포하였다(표 2). 시험물질은 Haye's chamber에 적용

하여 등쪽 피부에 첩포하였으며, micropore tape으로 단단히 고정하여 시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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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한 후에 2차 판독을 시행하였다. 판독 기준은 아래 기술되어 있는 표

3과 표 4의 판정기준을 이용하여 피부 반응 결과를 판독하였다. 결과 판정

시 알레르기 반응과 자극성 반응을 분리하여 결과를 판정하였다. 48시간과

96시간째에 판독된 결과를 가지고 아래에 기술된 표 5의 공식을 이용하여 대

상군의 각 시료에 대한 평균 피부 반응도를 산출하였다. 표 5의 공식에 의해

서 산출된 피부반응도를 미리 정한 아래에 기술된 표 6의 판정기준에 준거하

여 각 시료의 반응도를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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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으로 나타났다.

- 연구 대상 20명의 배부에서 시행한 첩포 시험에서 총 7개의 시료 중 양성반

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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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cre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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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식염
수 0 0 0 0 0 0 0 0 0.00 0.00 0.00 무자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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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였다.

-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 등과 같은 세정제 제품은 계면활성

제 함량이 높고 제품 특성상 피부 또는 눈에 접촉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

문에(평균 1~3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자극성 평가 대신 동물모델을 이용

한 자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 피부자극성 평가를 위해, 실험동물(New Zealand white rabbit)의 등쪽 피부

를 clipper를 이용하여 제모 한 후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

10% 용액을 제모부위 전체에 도포하였다. 음성대조군으로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를 이용하였다. 도포 후 시간에 따른 피부발적 및 염증

반응을 관찰하였다.

-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10% 용액)의 안자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흰 토끼(New Zealand white rabbit)의 한 쪽 눈에 테스트 물질 0.1

ml을 적하하고 다른 쪽 눈은 비교를 위하여 PBS를 적하하였다. 테스트 물질

을 5 분간 적하 후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1, 24, 48, 72시간 후 안구 손상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가)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의 피부자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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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 도포 후 시간에 따른 피부발적 및

염증반응을 관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음성 대조군과 구별되는 특별한 피

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피부 자극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0).

그림 20.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의 피부자극성 테스트 결과

(나)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의 안자극성 평가

-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 테스트 물질을 5분간 적하 후 흐

르는 물로 씻어내고 1, 24, 48, 72시간 후 안구 손상의 유무를 확인 한 결과,

시료에 의한 안자극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21).

그림 21. 아토피클렌징폼 및 아토피샴푸&바디워시의 안자극성 평가

(8) 천연물 함유 하이드로겔(atogel)의 아토피 피부염 완화효과

- 충남대 병원에 내원한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설계는 atogel을 사용하는 단일 치료군으로 하였다. 치료 방법은 아침, 저녁

으로 2 번씩 atogel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시험은 2 주간의 기간 동안 실시

하였으며, 아토피피부염의 완화 효과는 전문의의 육안 평가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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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gel을 도포하지 않은 군(대조군)에 비해 도포한 군(시험군)의 경우 유의할

만한 아토피피부염 증상 완화 효과가 관찰되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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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아토피성 피부염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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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천연 추출혼합액이 피부세포에 미치는 영향

- 피부는 외부 환경에 대한 방어막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방어 기능은 각질형

성세포가 분화과정을 통해 만들어 내는 corinified envelope 구조물에 의해

제공된다.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각질형성세포는 분열 후 위쪽으로 이동

하면서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각질형성세포의 분화는 정교하

게 조절 받는 유전자 발현 변화의 결과로서, 각질형성세포 분화가 진행되면

세포막의 안쪽에 involucrin, cornifin, loricrin, SPR등의 구조단백질을

transgutamiase가 결합시키어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구조물인 각질세포막

(cornified cell envelope)을 형성하게 된다.

- 이러한 각질형성세포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피부장벽 기능에

결함이 생기게 되고 건조피부를 유발시키며, 결과적으로 아토피 등과 같은

만성피부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 천연 추출혼합액이 각질형성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

- 각질형성세포 분화에 대한 영향은 분화 초기 마커인 involucrin 및 후기 마

커인 loricrin의 발현을 평가함으로써 확인하였다. 먼저 천연 추출혼합액의

처리가 세포독성을 유발하는지 평가하였다.

- 천연 추출혼합액의 영향이 involucrin 유전자의 promoter 수준에서의 영향인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involucrin promoter에 luciferase를 fusion한 reporter

를 제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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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24).

- 천연 추출혼합액 처리에 의해 involucrin promoter activity가 농도 의존적으

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25). 이러한 결과로부터 천연 추출혼합액이

각질형성세포 분화 관련 피부질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

다.

그림 23. 천연 추출혼합액의 세포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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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천연 추출혼합액이 involucrin 발현에 미치는 영향

그림 25. 천연 추출혼합액이 involucrin promoter activity에 미치는 영향

(나) 천연 추출혼합액이 섬유아세포에서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영향

- 피부의 탄력은 주로 진피를 구성하는 섬유아세포로부터 생성 분비되는 세포

간물질(extracellular matrix)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이러한 세포간물질의 생산 및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어 결과적으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약용식물

추출물 complex가 피부 texture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

여 배양된 피부 섬유아세포를 대상으로 콜라겐 및 엘라스틴 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 천연 추출혼합액은 콜라겐 및 엘라스틴 합성에 유의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다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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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천연 추출혼합액이 콜라겐 및 엘라스틴 합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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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

발

1. 천연물 함유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가. 당뇨성 궤양치료용 유효물질 선정 및 성분 분석

-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느릅나무 및 꿀 등을 이용하여 염증 및 종창 환부에

도포하여 소염제로 이용되어 왔다.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
는 쌍떡잎식물 쐐기풀목 느릅나무과(Ulmaceae)의 낙엽활엽 교목으로, 한국ㆍ

일본ㆍ사할린ㆍ쿠릴 열도ㆍ중국 북부ㆍ동시베리아에 분포하며, 산속 물가나

계곡 근처에서 높이 20 m, 지름 60 cm의 크기로 자란다. 한자로는 느릅나무

유 (楡) 또는 느릅나무 분 (粉)으로 쓰며, 그 껍질을 유피 (楡皮) 뿌리껍질을

유근피 (楡根皮)라고 한다.

- 느릅나무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사포닌(용혈지수 1:1,900), 타닌질(3%), 많은

양의 점액질의 성분이 있으며, 이러한 느릅나무 뿌리껍질은 작은 창자와 방광

평활근의 운동을 강화시키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작용, 수렴작용, 항염증작용

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느릅나무 뿌리껍질은 위궤양ㆍ십이지장

궤양ㆍ소장궤양ㆍ대장궤양 등 갖가지 궤양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한편 느릅나무 잎은 부작용이 없는 천연수면제로 작용하며, 느릅나

무 열매는 구충작용, 항균작용을 한다.

- 또한, 꿀이 갖는 세균억제능력은 기원전부터 전하여 지는 것으로서 근래에 와

서 꿀의 외과적 상처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는 Bromfield(1973)와

Keast-Butler (1980)에 의하여 궤양 치료제로서 특히 난치성 궤양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와 외상에 대한 치료제로서 효과가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

다. 특히 최근에는 뉴질랜드 특산품인 마누카 꿀의 항염효과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누카 꿀 성분 중 강력한 항염작용을 나타내는 물질로써

methylglyoxal (MG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본 실험에서는 느릅나무 추출물, 꿀(밤꽃꿀, 마누카 꿀, 아카시아꿀, 잡화꿀, 유

채꽃꿀), 그리고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활성을 지니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플라보노이드(Quercitrin, Quercetin, Rutin, Kaempferol,

Apigenin, Catechin) 몇 가지와 꿀의 성분 분석을 위해 MGO를 표준물질로 선

정하여 상기 분석시료 내에 어떤 유효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비교분

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유효성분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 평가도 수행하

였다.

(1) 실험 방법

(가) 분석용 시료

- 분석용 시료로는 느릅나무 추출물, 꿀 (밤꽃꿀, 마누카 꿀, 아카시아꿀, 잡화

꿀, 유채꽃꿀), 효소 (Glucose oxidase; GOx, Horseradish peroxidase; POD,

Aldrich사), 플라보노이드 (Quercitrin, Quercetin, Rutin, Kaempferol,

Apigenin, Catechin, Aldrich사), methylglyoxal (Aldrich)를 사용하였다.

(나) 기기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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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분석을 위해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XTMLC, LC800, BM solution

Co.)를 사용하였다. 컬럼은 Inertsil ODS-3 (2.1 mm × 150 mm × 3 ㎛)를

사용하였고, 유속은 400 ㎕/min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는

HPLC용 메탄올(MeOH) 및 아세토나이트릴(ACN)과 3차 증류수를 사용하

였다. 검출기로는 UV-vis를 사용하였다.

(다) 유효성분 추출물의 조제

- 분석에 사용한 느릅나무(Ulmus davidana var. Japonica) 건초, 꿀 등은 시

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느릅나무 건초는 2 g/100 ml의 농도로 증류수

를 가하여 75 ℃ 항온수조에서 24 시간 동안 중탕 가열하여 추출하였다. 삼

베망을 이용하여 여과된 추출물을 에탄올에 2～3번 침전시킨 후 whatman

paper, No. 5로 여과시켜 고형분을 얻었다. 이후, 이 고형분을 다시 3차 증

류수에 용해시키고, 0.45 ㎛ 필터로 여과하여 점성이 있는 수용액을 얻은 후

에탄올에 재 침전시켜 동결 건조하여 파우더 상태의 고형분을 얻었다(그림

1). 추출된 후 여과한 여액은 60Co 감마선(5 kGy/h, 25 kGy)으로 조사 멸균

하여 다양한 비율로 혼합 사용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냉동 건조시킨 분말

을 적정한 용매에 녹여 사용하였다. 또한, 추출물에 미치는 감마선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출물 분말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조사 전후 추출물의 성

분변화를 비교하였다. 느릅 분말 0.02 g을 1 ml 3차 증류수에 녹여 감마선

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를 하였다. 이때, 방사선 선량은 15～100 kGy(10

kGy/h)로 하였다.

Whatman paper 
No.5 filter

UD bark
DW(distilled water)

Waterbath
(90  °C for 24h) 

EtOH DW

Powdery 
product

1st purification

Repeat 
purification

그림 1. 느릅나무 건초의 열수 추출 과정

(라) 시료 및 표준물질 준비

- XTMLC 분석을 위해 시료는 3차 멸균 증류수 또는 메탄올에 녹인 후 여과

시켰다. 표준물질로는 플라보노이드를 사용하였으며, 플라보노이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체 내 산화작용을 억제시키고, 항균, 항암, 항바이러

스, 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활성을 지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플

라보노이드 물질로 Quercitrin, Quercetin, Rutin, Kaempferol, Apigenin과



- 127 -

느릅나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Catechin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추출물 성분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꿀 및 꿀 내의 MGO함량의

분석도 수행하였다. 각 표준물질은 메탄올 또는 멸균수에 녹여 여과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림 2. 느릅나무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 구조;(1) catechin, (2)

(-)-catechin-7-O-β-D-apiofuranoside, (3) (-)-catechin-7-O-β-D-xylopyranoside

(a) (b) (c)

(d) (e)

그림 3. 플라보노이드의 구조; (a) Quercitrin, (b) Quercetin, (c) Rutin, (d)

Kaempferol, (e) Apige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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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꿀 성분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로써 Methylglyoxal (MGO)의 화학구조

(마) 방사선 조사 전․후 영향 평가

- 먼저 각 유효물질 및 플라보노이드의 UV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가장 높은 흡광도일 때 파장값을 LC 분석 조건에 적용하였다. 방사선 영향

평가를 위해 조사선량율은 10 kGy/h 로 고정하였다.

- 플라보노이드 분석을 위한 stock solution은 methanol에 표준물질을 녹여 제

조하였다.

- 각 분석샘플은 다음과 같이 전처리를 하여 분석하였다.

① Ependorf tube에 있는 각 sample에 용매를 가하여 1 시간 동안 voltex를

했다.

② 각 sample을 다시 1 시간동안 sonication을 가했다.

③ ②에서 얻어진 sample을 1 ml syringe를 이용하여 filter (ADVANTEC

PTFE 0.22 µm)로 여과시킨 후 이 중 5 µl를 LC에 주입하였다.

(바) 느릅나무 추출물의 세포독성평가

- 느릅 추출물 분말의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흰쥐섬유아세포 L929 를

96 well plate 에 1.2 × 106 개가 되도록 seeding하여 하루 간 배양하고, 느

릅 추출물 분말 1, 2, 3%를 DMEM 배지에 녹여 세포가 배양된 96 well

plate에 처리한다. 이를 하루 간 더 배양한 후, MTT 시약을 1 mg/ml 로

처리하고 4 시간 더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제거한 후 DMSO를 처리하여

insoluble 상태의 MTT를 용출 시키고, 이를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세포독성을 평가 하였다.

(2) 실험 결과

(가) 느릅나무 추출물의 성분 분석

① 카테킨 분석

- 느릅나무 추출물의 각 추출용매 (FDDW, Methanol, 70% Methanol,

Ethanol extract, 70% Ethanol)에 따른 카테킨 성분 분포도를 알아보기 위

해 표 1과 같은 분석 조건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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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느릅나무 추출물내의 카테킨 분석 조건

Mobile phase

(Gradient system)

Gradient Time (min) 0.9% Acetic acid (%) Acetonitrile (%)

0 95 0

3.5 65 100

Flow rate 1 ml/min

Detection UV 280 nm

Injection volume 5 ㎕

- XTMLC 분석 결과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카테킨의 경우 UV 검출기 파장

은 280 nm에서 분석하였고, 각 추출용매별로 각 문헌에 보고된 카테킨의

3가지 형태 구조(그림 2)로써 유의한 값의 피크분포를 나타내었고(그림 5),

각 추출용매별 성분 함유량은 FDDW보다는 유기용매에서 10배 이상의 함

유량을 나타내었다(표 2).

표 2. 느릅나무 추출물의 각 추출용매에 따른 카테킨 성분 함유량

Compound
Solvent extract

FDDW MeOH 70% MeOH EtOH 70% EtOH

1 14.6 161 151 141 131

2 120 2632 1610 2001 1860

3 46.1 1080 1110 880 770

* Catechin (1), (-)-catechin-7-O-β-D-apiofuranoside (2),

(-)-catechin-7-O-β-D-xylopyranosid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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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5. 느릅나무 추출물의 각 추출용매에 따른 카테킨 성분 분포도; (A) FDDW

extract, (B) MeOH extract, (C) 70% MeOH extract, (D) EtOH extract, (E) 70%

EtOH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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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느릅 추출물의 화학구조 분석

- 느릅 파우더의 구조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Bruker TENSOR 37 FT-IR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파장범위 4000-400 cm-1에서 주사회수 60로 하고

resolution은 4 cm-1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림 6에서 강한 O-H기가

3437 cm-1 부근에서 나타나고 1626, 1428 cm-1 부근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C=C 이중결합을 확인할 수 있고, 1044 cm-1에서 강한 C-O

결합이 나타났다.

그림 6. 느릅나무 추출물의 구조 확인을 위한 FT-IR 분석

(나) 꿀의 성분 분석

- 표 3과 같은 분석조건으로 표준물질인 MGO와 실험에 사용된 꿀(마누카, 밤

꽃꿀, 아카시아꿀, 잡꽃꿀, 유채꽃꿀)을 분석하였다.

표 3. 꿀의 분석 조건

Mobile phase

(Gradient system)

Gradient Time (min) FDDW (%) MeOH (%)

0 100 0

2 0 100

Flow rate 1 ml/min

Detection UV 425 nm

Injection volume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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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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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림 7. 꿀 내의 유효성분 분석; (a) MGO, (b) 마누카, (c) 밤꽃꿀, (d) 아카시아꿀,

(e) 잡꽃꿀, (f) 유채꽃꿀

- XTMLC 분석 결과, 표준물질인 MGO의 머무름 시간은 1.161 min로, 비교물

질로 분석한 5 종의 꿀에서 각각 마누카 1.151 min(325 mV, 100%), 밤꽃꿀

1.163 min(185 mV, 56%), 아카시아꿀 1.167 min(4 mV, 1%), 잡꽃꿀 1.151

min(24 mV, 7%), 유채꽃꿀 1.148 min(3 mV, 0.9%) 값을 나타내었다. 결과

적으로 각 꿀에서의 MGO 함유량은 마누카를 100%로 기준하였을 때, 밤꽃

꿀에서 가장 높은 함유량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LC 데이터는 그림 7에 나

타내었다.

(다) 플라보노이드 분석

- 표 4, 5와 같은 분석 조건으로 각 플라보노이드의 머무름 값(Rt)을 측정하였

다. 이 결과는 느릅나무 추출물내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유무와 함유량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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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에 사용된 플라보노이드의 UV 파장

Flavonoid UV Wavelength (nm)

Quercetin hydrate 375

Quercitrin hydrate 256

Rutin hydrate 257

Kaempferol 366

Apigenin 334

표 5. 각 플라보노이드의 분석 조건

Flavonoid Mobile phase Retention time (Rt)

Quercetin hydrate MeOH : FDDW = 50:50 3.74

Quercitrin hydrate MeOH : FDDW = 50:50 3.89

Rutin hydrate MeOH : FDDW = 50:50 3.24

Kaempferol MeOH : FDDW = 70:30 2.97

Apigenin MeOH : FDDW = 70:30 3.07

* MeOH : methanol, FDDW : 삼차증류수

(라) 방사선 조사 전․후 영향 평가

- 느릅나무 추출물 및 플라보노이드, 효소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방사선 조사

전후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조사 전후의 각 성분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주 유효성분의 감마선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일부 부피크가 생성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 우선, 느릅나무 열수추출물은 25, 50 kGy의 조사량으로 조사시킨 후, 표 6,

7과 같은 조건으로 LC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6. 방사선 영향 평가를 위한 느릅나무 열수추출물의 LC 분석조건 I

Mobile phase

(Gradient system)

Gradient Time (min) FDDW (%) Acetonitrile (%)

0 min 40 60

3 min 20 80

Flow rate 1 ml/min

Detection UV 425 nm

Injection volume 5 ㎕

- LC 분석 결과, 느릅나무 열수추출물은 0.637 min의 머무름 값을 나타내었

고,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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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8. 느릅나무 열수추출물의 방사선 조사 영향 평가; (a) 0 kGy, (b) 25 kGy, (c)

50 kGy

- 그러나, 느릅나무 추출물 내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평

가를 위해 25 kGy로 조사시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느릅나무 추출물에는

rutin과 kaempferol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각 플라보노이드 성

분은 방사선에 의해 일부 분해되어 피크값의 감소(rutin: 85.7%, kaempferol:

73.4%)를 나타내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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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phase

(Gradient system)

Gradient Time (min) 삼차증류수 (%) 1 N NaOH 0.25 %

0 min 100 0

5 min 0 100

Flow rate 400 μl/min

Detection 256 nm

Injection volume 5 μl

표 7. 방사선 영향 평가를 위한 느릅나무 열수추출물의 LC 분석 조건 II

- 또한, 플라보노이드 중 quercetin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수행해 본 결과, 다

수의 부피크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9).

그림 9. Quercetin의 방사선 조사 전․후 분석(280 nm); (a) quercetin, (b) 25 kGy

irradiated quercetin

표 8. 느릅나무 추출물의 방사선 조사 전․후 비교 분석

Sample Flavonoid 0 kGy 25 kGy

느릅나무 추출물

Quercetin hydrate N.D N.D

Quercitrin hydrate N.D N.D

Rutin hydrate 2,682,180 383,392

Kaempferol 957,503 254,706

Apigenin N.D N.D

- LC 분석 결과, 느릅나무 열수추출물은 0.382 min정도의 머무름 값을 나타내

었고,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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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10. 느릅나무 열수추출물의 방사선 조사 영향 평가; (a) 15 kGy, (b) 25 kGy,

(c) 35 kGy, (d) 50 kGy, (e) 70 kGy, (f)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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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양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효소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조건은 표 8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GOx의 머무름 값은 1.273

min이었고, 10 kGy, 15 kGy, 25 kGy의 조사선량으로 조사 전후의 피크를

비교해 본 결과, 별다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25 kGy 방사선 조사량까지

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1).

표 9. 방사선 영향 평가를 위한 효소의 분석조건

Mobile phase

(Gradient system)

Gradient Time (min) FDDW (%) MeOH (%)

0 min 60 40

4 min 100 0

Flow rate 1 ml/min

Detection UV 425 nm

Injection volume 5 ㎕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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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11. GOx의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영향 평가; (a) 0 kGy, (b) 10 kGy, (c) 15

kGy, (d) 25 kGy

(마) 느릅나무 추출물의 세포독성 평가

- 느릅 추출물 분말의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흰쥐섬유아세포 L929를

사용하여 측정해 본 결과, 느릅 분말 1%를 녹인 배지의 생존율은 약 120%

가 나타났고 2%를 녹인 배지의 생존율은 113% 정도로 나타났으며 3%는

약 80% 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에서 측정한 각 농도별

추출물에서 3% 까지는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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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L929 세포에 대한 느릅나무 추출물 분말의 세포 독성 평가

(3) 결론

- 최근 당뇨성 궤양 치료 등 질병 치료를 위해 천연물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천연 성분들을 공급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궤양 치료제는 거의 대부분 합성제품으로 독성 및 장기

간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독성이 적

은 천연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각종

천연물에 의한 궤양 치료 효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 이렇게 천연물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천연물 내

에 함유되어 있는 각 유효성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 및 보고에서 궤양 치료에 있어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증명된 느릅나무 추출물, 꿀(밤꽃꿀, 마누카 꿀, 아카시아

꿀, 잡화꿀, 유채꽃꿀), 그리고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활성을 지니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플라보노이드(Quercitrin, Quercetin,

Rutin, Kaempferol, Apigenin, Catechin)와 꿀의 성분 분석을 위해 MGO를

표준물질로 선정하여 상기 분석시료 내에 어떤 유효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고성능 XTMLC 장비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해보았다. 또한 각 유효성분

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 평가도 수행하였다.

- 그 결과, 느릅나무 추출물에는 항염증 활성을 지니는 플라보노이드 물질로

rutin과 kaempferol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꿀 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마누카를 비롯하여 밤꽃꿀 등에 강력한 항염작용을 나타내는 물질

인 MGO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방사선 조사 영향 평가를 수행해 본 결과, 각 유효물질의 주성분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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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연물 함유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방사선 기술을 활용하여 천연 약물 함유 궤양 치

료용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당뇨성 궤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을 문헌 조사와 자료검색을 통하여 선별하고, 추출

방법과 방사선 조사에 의한 영향 평가들을 실시하여 최적의 천연물을 선정하

였다.

- 대표적인 천연물은 식물 추출물인 느릅나무 추출물과 신선초 추출물을 선별

하였으나, 하이드로겔 제조 후 상처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하이드로겔이 건조

되면 겔이 딱딱해져 또 다른 상처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이유로 하이드로겔이 건조 후에도 유연성을 가지며, 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로 선별한 것이 최근 새로운 민간 치료제로 각광 받고 있는 다양

한 종류의 꿀이다.

- 꿀은 예부터 외상과 구내염등에 대한 민간요법제로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에는 벌꿀의 항생제로서의 작용에 대해서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항생제의

내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벌꿀이 갖는 세균 억제 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천연고분자 하이드로겔은 상처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특성, 수분 증

발량 감소, 체액 흡수, 박테리아로부터의 감염 예방, 상처나 피부에 부착성, 투

명성, 취급 용이성, 저장 성과 멸균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고분자를 꿀과 정제수를 혼합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으며, 꿀의 첨가로 인하여 종래 치료제 보다 우수한 습

윤 환경과 점착력, 유연성을 가지는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였다.

(1) 연구 수행 방법

(가) 하이드로겔 제조

- 생체 적합성 고분자로 소듐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MC, 분자량 (Mw)

250,000, 치환율 1.2%)를 사용하였고, 밤꽃꿀, 마누카 꿀, 아카시아꿀, 잡화꿀

을 첨가하였다. CMC를 전체 중량의 20 wt%를 꿀 (0~20 wt%) 과 정제수

(60~80 wt%) 의 함량비에 따라서 용해하였다. 상기 수용액을 centrifugal

mixer를 2,000 rpm으로 15 분간 교반하여 완전히 용해 한 후, 상온에서 트

레이 부어 겔 상태의 시트 형태로 만들고, 10 kGy 선량율로 감마선을 조사

하여 궤양 치료용 천연물 함유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나) 겔화율

- 하이드로겔을 약 1.3 × 1.3 cm 크기로 자르고, 진공 오븐에 넣어 일정한 무

게에 이를 때까지 건조시켰다. 각각 표본들을 100 ㎖병에 하나씩 넣고 정제

수로 채우고, 병들을 shaking water bath에 넣어 37 ℃, 60 rpm으로 48 시

간 작동시켰다. 그 후에 병에서 표본들을 꺼내어 다시 진공 오븐에 넣고 일

정한 무게에 이를 때까지 건조시켰다. 겔화율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겔화율 (%) = Wd/Wi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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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팽윤도 측정

-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37 ℃에서 48 시간동안 침지 시킨 후, 꺼내어 겔 표면

의 물기를 닦아준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팽윤되는 겔의 무게 (Ws)와 건조

된 겔의 무게(Wd) 차이를 건조된 겔의 무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냈다.

팽윤도 (%) = (Ws-Wd)/(Wi) × 100

(라) 수분 증발율

-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페트리 디쉬에 담아 인체에서 수분 증발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37 ℃로 조절된 항온조에 놓고 시간별 수분 증발율의 변화를

측정 하였다(Wi: 수분 증발 전 겔의 무게, Wd: 시간에 따른 수분 증발 후

겔의 무게).

수분증발율 (%) = Wd/Wi × 100

(마) 압축강도

- 하이드로겔을 가로 × 세로 × 높이를 10 × 10 × 15 mm의 크기로 자르고

Instron 4443으로 crosshead speed는 10 mm/min로 겔의 50% 수축시의 압

축강도를 측정하였다.

(바) 항균성 측정

- Escherichia coli와 Staphylococcus aureus 균주를 사용하여 하이드로겔의

항균활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균주를 Nutrient broth (Difco Co., USA)에 접

종하여 37 ℃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각 균주를 흡광도 0.1로 조정하

여 Nutrient agar (Difco Co., USA)에 100 ul 도말하고 고체배지를 punch

(diameter 8 mm) 로 well을 만든 후에 샘플들을 well 속에 담은 후에 37

℃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항균 활성은 생육저지환의 크기를 측정하

여 평가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 그림 1은 밤꽃꿀의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방사선 조

사량이 100 kGy 일 때, 밤꽃꿀이 들어가지 않은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약

58%이지만 밤꽃꿀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로 꿀의 함량이 너무 많게 되면 하이드로겔의 겔

형성에 저해가 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2는 꿀의 종류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꿀의 함량은 5

wt% 이며, 방사선 조사량은 100 kGy이다. 밤꽃꿀, 마누카 꿀, 잡화꿀은 약

40% 정도의 겔화율을 유지했지만, 프로필렌글리콜과 잡화꿀이 첨가된 하이

드로겔의 겔화율은 약 30%정도의 겔화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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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밤꽃꿀의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그림 2. 꿀의 종류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 그림 3, 4는 밤꽃꿀과 마누카꿀의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를 나타

냈다.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꿀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였다. 이의 결

과는 겔화율의 결과와 반비례하는데 이는 가교가 진행 할수록 3차원 망상구

조가 증가해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체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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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밤꽃꿀의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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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마누카꿀의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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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5. 밤꽃꿀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

- 그림 5는 밤꽃꿀의 함량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

정도를 나타냈다.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 정도는 방사선의 조사량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밤꽃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

의 수분 증발율이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37 ℃로 조절된 항온조에서 20 시간

이 지난 후, 밤꽃꿀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CMC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

은 80% 정도였으나, 밤꽃꿀이 5%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60%, 10%첨가된 하

이드로겔은 50%, 15%첨가된 하이드로겔은 30% 정도 수준으로 수분 증발율

이 현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꿀이 첨가됨으로써 하

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을 감소시켜, 상처에 장기간 최적의 습윤 환경을 제

공하고 유연성이 증가하여 상처용 드레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6은 꿀의 종류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을 나타냈다. 꿀의 함

량은 전체중량의 5%이며, 방사선의 조사량은 50 kGy이다. 밤꽃꿀이 5% 첨

가된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은 약 58% 정도이고, 잡화꿀과 아카시아꿀은

약 61% 정도이고, PPG를 사용한 하이드로겔은 약 70% 정도까지 수분이 증

발되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각종 화장품의 보습제로 사용되는 PPG 보다 꿀

의 보습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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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꿀의 종류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

- 그림 7은 밤꽃꿀의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를 나타냈다. 꿀이 첨

가되지 않은 순수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는 120 kPa 정도를 나타냈으며, 꿀

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겔의 압축강도는 감소하였다. 이의 결과는 그림 6

의 수분 증발율 결과에서와 같이, 하이드로겔에 꿀의 첨가로 인하여 수분의

증발 및 압축강도를 감소시키켜, 유연성이 증가하여 드레싱제로써 사용이 용

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꿀의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 (방사선 조사량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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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꿀의 종류 및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균 생성 측정 결과

(방사선 조사량 50 kGy); (-) without inhibition, (+) d = 8.0 mm, (+ +) d = 9.0

-9.5 mm, (+ + +) d = 9.5 - 10 mm, where d is the diamer of the inhibition

zone; M (manuka), C (chestnut), Pr (Propolis), H (hybrid), R (Rape)

- 표 1은 꿀의 종류 및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escherichia coli와

staphylococcus aureus 균의 배양 후 24 시간 후의 활성정도를 나타냈다. 순

수 CMC 하이드로겔과 아카시아꿀과 유채꽃꿀, 잡화꿀 함량이 20%에서는 항

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밤꽃꿀, 마누카꿀,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하

이드겔에서 꿀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항균성도 증가하였다. 마누카꿀과 프폴

로리스가 20% 함유된 하이드로겔에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모두 10 mm

이상의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냈다. 반면에, 밤꽃꿀이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5% 첨가시에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0% 이상 첨가시 9 mm 정도

의 항균성이 나타나 마누카,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하이드로겔과 비교하여 항

균성이 떨어졌다(그림 8-10).

(a) (b)

그림 8. 밤꽃꿀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항균이미지; (a) 황색포도상구균, (b)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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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마누카꿀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항균이미지; (a) 황색포도상구균, (b)

대장균

(a) (b)

그림 10. 프로폴리스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항균이미지; (a) 황색포도상구균, (b)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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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물 함유 궤양 치료용 겔 페이스트제 제조 기술 개발

- 꿀은 예부터 외상과 구내염등에 대한 민간요법제로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벌꿀의 항생제로서의 작용에 대해서 재조명 받고 있다.

- 특히 항생제의 내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벌꿀이 갖는 세균 억제 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천연고분자 하이드로겔은 상처 치료용으로 사용

하기 위한 기본 특성, 수분 증발량 감소, 체액 흡수, 박테리아로부터의 감염 예

방, 상처나 피부에 부착성, 투명성, 취급 용이성, 저장성과 멸균이 가능한 특성

을 가진다.

-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이 함유된 궤양 치료용 겔 페이스트 제조 관하여 연구하

였다.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고분자를 방사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

으며,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분쇄 후, 꿀과 정제수로 혼합하여 종래 치료제 보

다 수분 증발량을 감소시켜 장시간 최적의 습윤 환경을 조성하고 벌꿀의 첨가

로 기존 다가알코올이 첨가된 겔 페이스트 보다 점착력과 유연성을 향상 된 항

생제로 작용하여 궤양 치료의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가. 연구 수행 방법

(1) 천연물 함유 겔페이스트 제조

- 생체 적합성 고분자로 소듐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MC, 분자량 (Mw)

250,000, 치환율 1.2%)를 20 wt%를 정제수(80 wt%)에 녹여 CMC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상기 수용액을 centrifugal mixer를 2,000 rpm으로 15 분간 교반

하여 완전히 용해 한 후, 상온에서 트레이에 부어 겔 상태의 시트 형태로 만

들고, 10 kGy 선량율로 50 kGy 선량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

조하였다.

-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균질기로 이용하여 500 rpm으로 10 분간 교반하여 겔

을 분쇄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제조하였다. 상기 제조된 CMC 겔 페이스트

(50 wt%)를 꿀과 정제수의 함량비에 따라서 혼합하여 centrifugal mixer로

2,000 rpm, 15 분간 교반하여 궤양치료용 꿀이 함유된 겔 페이스트를 제조하

였다.

(2) 수분 증발율

-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petri dish에 담아 인체에서의 수분 증발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37 ℃로 조절된 항온조에 놓고 시간별 수분 증발율의 변화를 측

정 하였다(Wi: 수분 증발 전 겔의 무게, Wd: 시간에 따른 수분 증발 후 겔의

무게).

수분증발율 (%) = Wd/Wi × 100

(3) 압축강도

- 겔 페이스트를 petri dish에 담아 37 ℃로 조절된 항온조에 24 시간 동안 놓

은 후, 겔 페이스트를 가로 × 세로 × 높이를 10 × 10 × 15 mm의 크기로

자르고 Instron 4443으로 crosshead speed는 10 mm/min로 겔의 50% 수축시

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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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곰팡이성 측정

- 무균처리된 clean bench 내에서 petri dish (60 × 15)의 높이가 1 cm가 되도

록 펴서 도말한다. Potato Dextrose Agar (PDA)에서 일차적으로 10 일 정도

배양 시킨 Alternaria alternate(KACC 40020), Fusarium oxysporum f.sp.

lycopersici (KACC 40239)를 지름 1 cm, 두께 2 mm의 디스크 모양으로 잘

라낸 뒤, 잘라낸 곰팡이 균주를 각 petri dish의 가운데에 정렬을 시키고 곰

팡이 균주들의 성장력을 통해 배지로 사용한 겔 페이스트의 항균성을 관측

하였다.

(5) 항균성 실험

- Escherichia coli와 Staphylococcus aureus 균주를 사용하여 paste와 patch의

항균활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균주를 Nutrient broth (Difco Co., USA)에 접

종하여 37 ℃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각 균주를 흡광도 0.1로 조정하여

Nutrient agar (Difco Co., USA)에 100 ul 도말하고 paste 샘플들은 멸균

disc-paper (지름 8 mm, Advantec) 에 가하여, 37 ℃에서 24 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항균 활성은 생육저지환의 크기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 제조된 겔 페이스트를 petri dish에 담아 인체에서의 수분 증발율 측정하기

위하여 37 ℃로 조절된 항온조에 놓고 시간별 수분 증발율의 변화를 측정 하

였다.

- 그림 1, 2는 밤꽃꿀, 마누카꿀의 함량 및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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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밤꽃꿀의 함량에 따른 겔 페이스트의 수분 증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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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누카꿀의 함량에 따른 겔 페이스트의 수분 증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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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꿀의 종류에 따른 겔 페이스트의 수분 증발율 (꿀 함량 20 wt%)

- 그림 1,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

발율이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37 ℃로 조절된 항온조에서 20 시간이 지난 후,

밤꽃꿀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CMC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은 80% 정도였

으나, 밤꽃꿀이 20%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60% 정도 수준으로 수분 증발율이

현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꿀이 첨가됨으로써 하이드

로겔의 수분 증발율을 감소시켜, 상처에 장기간 최적의 습윤 환경을 제공 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은 꿀의 종류에 따른 겔 페이스트의 수분 증발율을

나타냈다. 꿀의 종류에 따라서 겔 페이스트 하이드로겔의 수분 증발율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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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는 밤꽃꿀이 함유된 겔 페이스트의 제조 방법에 따른 수분 증발율을 나

타냈다. 기존 하이드로겔을 분쇄하여 꿀과 혼합하여 겔 페이스트를 제조하는

방법과 하이드로겔을 동결 건조 후, 분쇄하여 고형 분말로 만들어 겔 페이스

트를 제조하는 방법을 비교하였다. 고형분말 제조법은 방사선 가교로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동결 건조 후, 믹서로 분쇄하여 가교 CMC 분말을 만들었다. 가

교 CMC 분말을 꿀과 정제수로 혼합 후 centrifugal mixer를 이용하여 2,000

rpm으로 15 분간 교반하여 궤양치료용 꿀이 함유된 겔 페이스트를 제조하였

다. 전체 겔 페이스트에서 수분 함량 72.5%, 꿀 함량 17.5%, 가교 CMC 함량

10%로 두 페이스트의 조성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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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겔페이스트의 제조 방법에 따른 수분 증발율

그림 5. 꿀의 종류에 따른 겔 페이스트의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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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그림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중량에서 꿀의 함량 및 수분의 함량이

동일한 경우 겔 페이스트의 수분 증발율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 그림 5는 꿀의 함량에 따른 압축강도를 나타냈다. 꿀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하이드로겔의 압축강도는 약 90 kPa 정도를 나타냈다. 꿀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겔의 압축강도는 감소하고 유연성이 증가하였다. 꿀의 함량이 20%일

때 겔 페이스트의 압축강도는 밤꽃꿀 20 kPa, 마누카꿀 23 kPa, 프로폴리스

32 kPa로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겔 페이스트의 압축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냈

다.

- 표 1은 KACC 40020, KACC 40239 곰팡이균 접종 후, 겔 페이스트의 항곰팡

이 활성 정도를 나타냈다. KACC 402389 곰팡이균에 대해서 밤꽃꿀, 마누카

꿀,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겔 페이스트 모두 항균성을 나타냈으나, KACC

40020 곰팡이균에 대해서는 마누카꿀과 밤꽃 꿀이 첨가된 겔 페이스트에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프로폴리스가 5% 첨가된 겔 페이스트에서 항균

성이 나타났다.

표 1. 꿀의 종류 및 함량에 따른 겔 페이스트의 항곰팡이성 평가

- 그림 6, 7은 꿀의 종류별 겔페이스트의 곰팡이균 접종 2 달 후 겔페이스트의

항곰팡이 이미지를 나타냈다. KACC 402389균에 대해서는 밤꽃꿀, 마누카꿀,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겔 페이스트에서 모두 항균성을 나타냈으나, KACC

40020 균에 대해서는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겔 페이스트의 항균성이 밤꽃꿀과

마누카꿀이 함유된 겔 페이스트보다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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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꿀의 종류별 겔페이스트의 KACC 40020균의 항곰팡이 이미지(꿀 함량 20

wt%)

그림 7. 꿀의 종류별 겔페이스트의 KACC 402389균의 항곰팡이 이미지(꿀 함량 2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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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는 꿀의 종류 및 함량에 따른 겔 페이스트의 Escherichia coli 와

Staphylococcus aureus 균의 배양 후 24 시간 후의 활성정도를 나타냈다. 순

수 CMC 하이드로겔에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밤꽃꿀, 마누카꿀, 프

로폴리스가 함유된 겔 페이스트에서는 꿀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항균성도 증

가하였다. 밤꽃꿀, 마누카꿀, 프로폴리스가 20% 함유된 겔 페이스트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모두 10 mm 이상의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냈다. 15%가 함유

된 겔 페이스트에서 밤꽃꿀은 9.5 mm 정도의 항균성을 나타냈으나, 마누카꿀

과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겔 페이스트는 10 mm 이상의 항균성을 나타냈다. 전

체적으로 프로폴리스와 마누카 꿀이 함유된 겔 페이스트의 항균성이 밤꽃꿀이

첨가된 겔 페이스트와 비교하여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냈다(그림 8-10).

표 2. 꿀의 종류 및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균 생성 측정 결과

(방사선 조사량 50 kGy) ; (-) without inhibition, (+) d = 8.0 mm, (+ +) d = 9.0

-9.5 mm, (+ + +) d = 9.5 - 10 mm, where d is the diamer of the inhibition

zone.

C5

C10C15

C20 C5

C10C15

C20

(a) (b)

그림 8. 밤꽃꿀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항균이미지; (a) 황색포도상구균, (b)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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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M10M15

M20 M5

M10M15

M20

(a) (b)

그림 9. 마누카꿀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항균이미지; (a) 황색포도상구균, (b)

대장균

(a) (b)

그림 10. 프로폴리스 함량에 따른 겔페이스트의 항균이미지; (a) 황색포도상구균, (b)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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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궤양 치료용 약물전달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가. 궤양치료용 효소 함유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당뇨성 궤양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종래의 하이드로겔은 치료부위의 저산소압

및 장기간 사용시 다항균제 저항성 미생물의 증식이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화겔을 자주 교체해줘야 하는 문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상처표면에 산소를 공급시키는 효과를 가지

는 효소를 하이드로겔에 포집시킴으로써 고기능성 상처치료용 수화겔을 제작

하고자 하였다.

- 효소를 포함한 당뇨성 궤양치료용 하이드로겔을 제작하기 위하여 폴리비닐알

코올(Polyvinylalcohol, PVA)과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pyrollidone, PVP)

과 같은 우수한 생체적합성 및 수용성을 가진 합성고분자 물질 및 천연고분자

인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cellulose, CMC)를 주성분으로 하고,

하이드로겔 외부의 산소를 기질로 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효소인 글루코

스산화환원효소(Glucose oxidase, GOx)와 생성된 과산화수소를 산화환원반응

의 최종산물인 물과 산소로 전환시키는 퍼옥시다아제(Horseradish peroxidase,

POD)를 함유하는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수행 방법

(가) 실험 재료

- Polyvinylalcohol(PVA, Mw 8.5×104-1.24×105)과 glycerin(Fw 92.10)은 동양제

철화학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olyvinylpyrrolidone(PVP, Mw

1.2×106-2.0×106)은 BASF사에서 구입하였고, 젤라틴은 Geltech, kappa-카라

기난(Mw 1.0×105-8.0×105)은 MSC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글루코스산

화환원효소(Glucose Oxidase, GOx), 퍼옥시다아제(Horseradish Peroxidase,

POD),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cellulose, CMC), alginic acid

sodium salt(Alginate)는 모두 시그마(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나) 합성고분자 기반 효소 및 기질 함유 겔 제조

- 효소 및 기질을 함유한 겔을 제조하기 위하여 PVP:κ-카라기난:글리세린

(6:12:6%, w/v)을 혼합하여 균질하게 교반한 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75 ℃ 항온수조에서 한 시간 동안 방치하고, 글루코스 1.9% (w/v) 및 GOx

22% (w/v)를 1 ml의 증류수에 녹여 겔과 함께 균일하게 혼합시켰다. 실리

콘 틀을 이용하여 겔 시트를 만든 후 15, 25, 35, 50, 70 kGy의 조사선량으

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글루코스 1.9% (w/v) 및 GOx를 포함한 하이드로겔

을 제조하였다.

표 1. 효소 함유 겔 제조시 사용된 효소의 양

Stock solution Enzyme concentration for hydrogel

GOx 24.8 U/mg
330 mg/15 g for PVP

330 mg/15 g for PVA

POD 188 U/mg
43 mg/15 g for PVP

43 mg/15 g for 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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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POD를 포함한 하이드로겔로는 PVA:κ-카라기난:글리세린:젤라틴

3:1.4:4:1.5% (w/v) 및 PVP:κ-카라기난:글리세린:젤라틴 12:1.44:4:1.5%

(w/v) 두 종류를 각각 혼합하여 균질하게 교반한 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

여 75 ℃ 항온수조에서 한 시간 동안 방치하고, 2.9% POD (w/v)를 1 ml의

증류수에 녹여 겔과 함께 균일하게 혼합시켰다. 실리콘 틀을 이용하여 고정

시키고 겔 시트를 만든 후 15, 25, 35, 50, 70 kGy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

하여 POD를 포함한 하이드로겔을 제작하였다. 표 1은 겔 제조시 사용된 효

소의 양을 나타내었다.

(다) 천연고분자 기반 효소 및 기질 함유 겔 제조

- 천연고분자인 CMC를 이용한 효소 및 기질을 함유한 겔을 제조하기 위하여

CMC 40 g, alginate 4 g, gelatin 4 g을 각각 증류수에 섞어 녹인 후,

CMC:A:G의 혼합비율을 총 6가지로 달리하여 제조하였다(표 2). 실리콘 틀

을 이용하여 고정시키고 겔 시트를 만든 후 15, 25, 35, 50, 70 kGy의 선량

으로 방사선 조사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작하였다.

표 2. CMC:Alginate:Gelatin의 혼합비율

혼합비율

(CMC:A:G)
혼합량 비율 혼합 최종량

① 2:2:2 17:17:17 51 ml

② 4:2:2 26:13:13 52 ml

③ 6:2:2 33:11:11 55 ml

④ 8:2:2 36:9:9 54 ml

⑤ 6:4:2 27:18:9 54 ml

⑥ 6:6:2 24:24:8 56 ml

(라) 단백질 측정법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내의 효소량 측정

① 로우리(Lowry) 단백질 측정법

- 각각의 하이드로겔의 단백질(효소)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로우리법을 이

용하였다. 표준용액은 Bovine serum albumin(BSA, Sigma)용액을 사용하

였으며, 2% (w/v) Na2CO3를 0.1 M NaOH에 녹인 용액을 1%

Na-K-Tartrate에 녹인 0.5% (w/v) CuSO4·5H2O 용액을 50:1의 비율로 섞

은 반응액을 10 분간 반응시킨 후, 1 N의 Folin-Ciocalteu 시약을 30 분간

반응시켜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② 분광학적 단백질 정량법

- 1 mg/ml BSA을 표준용액으로 280 nm에서의 흡광도로 구한 후 단백질(효

소)의 농도를 추정한다.

(마) 효소활성 측정

① GOx 활성

<Glucose Ox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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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D-Glucose + H2O + O2 → D-Glucuronic acid + H2O2

<Peroxidase>

2H2O2 + O-Dianisidine (reduced, Colorless)

→ 2H2O + O2 + O-Dianisidine (oxidized, Red)

- 0.17 mM O-dianisidine Sigma-Aldrich)과 1.72% (w/v) glucose가 함유된

2.9 ml의 반응혼합액에 0.1 ml의 purpurogallin (60 units/ml,

Sigma-Aldrich)이 함유되도록 녹인 POD와 0.4~0.8 units/ml의 GOx 또는

효소 하이드로겔로 제조된 효소용액을 0.1 ml를 첨가하여 잘 섞은 후 35

℃에서 660 nm 파장의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GOx의 활성은 다음과 같은

수학식으로 계산하였다.

* 3.1 : 효소활성 측정에 사용된 총 샘플의 양(ml)

* Dilution-factor : 희석배수

* 7.5 : O-Dianisidine의 500 nm에서의 몰흡광계수

* 0.1 : 사용된 효소액의 양(ml)

② POD 활성

H2O2 + Phyrogallol → 2H2O + Purpurogallin

- POD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1 ml의 증류수에 0.32 ml 인산버퍼(100

mM, pH 6.0), 0.16 ml의 0.5% (v/v) 과산화수소용액 및 0.32 ml의 5%

(w/v) 피로가롤(pyrogallol) 용액을 넣은 반응액에 POD 효소 용액 또는 하

이드로겔 포집 효소를 50 mM 소듐 아세테이트 용액(pH 5.1)으로 씻어낸

용액 0.1 ml를 첨가하여 잘 섞은 후 20 ℃에서 500 nm 파장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다음 수학식으로 계산하였다.

* 3 : 효소활성 측정에 사용된 총 시료의 양(ml)

* Dilution-factor : 희석배수

* 12 : Purpurogallin의 420 nm에서의 몰흡광계수

* 0.1 : 사용된 효소액의 양(ml)

③ 직접법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포집 GOx의 기질(Glucose)과의 반응성

- 2.9 ml의 효소첨가 하이드로겔 1×1 cm를 반응액(0.17 mM O-Dianisidine

과 1.72 % (w/v) glucose)에 첨가하여 shaker에서 10분 동안 효소 반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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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후, 2.9 ml의 상등액을 100 ml의 POD 효소액을 섞어 반응시켜 500 nm

에서 5 분 동안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④ 겔에 포집된 효소 활성

- 겔 0.2 g을 잘라 1.5 ml 튜브에 담고 0.5 g의 Bead와 1 ml의 완충용액을

넣고 비드 균질화기(Bead beater)에서 30 초 간격으로 겔을 부숴주고 2 분

동안 얼음에서 온도를 낮춰주는 단계를 3번 반복함으로써 얻어진 하이드로

겔 파쇄액을 15000 rpm에서 5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효소

활성에 사용하였다.

(바) 효소침지 하이드로겔의 제조

- 25 kGy로 조사한 하이드로겔과 겔화후 동결건조한 두 종류의 겔을 glucose

(1.9 mg/ml), GOx (22 mg/ml, pH 7.0 sodium phosphate buffer) 및 POD

(2.9 mg/ml, pH 7.0 sodium phosphate buffer)의 효소 및 기질 용액에 저

온에서 1 시간 동안 침지시켜 효소를 하이드로겔에 침지시켰다. 1 시간 후

효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하이드로겔을 동일 완충액으로 10

분 동안 천천히 교반하여 미포집 효소를 제거하였다. 미포집 효소가 제거

된 효소포집 하이드로겔 약 0.2 g을 0.5 g의 bead 및 동일 완충액 1 ml와

함께 튜브에 옮긴 후 bead homogenizer로 3 분씩 3회 반복하여 하이드로

겔을 파괴시킨 후 원심분리시켜 얻어진 상등액에 포함된 단백질의 함량과

활성을 측정하였다.

(사) 요오드 발생 테스트

- Glucose, GOx, POD가 포집되어 있는 세 가지 겔을 겹 층으로 적층하여 0.2

N KI 용액을 반응시켜 GOx의 산화반응으로 발생된 H2O2가 KI와 반응하여

최종적으로 요오드가 발생한 양을 spectrophotometer로 600 nm에서 흡광도

로 측정하였다 (R2=0.9996).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 KI + H2O2 → 2 KOH + I2
2 KOH + I2+ H2O2 → 2 KI + 2 H2O2 + O2

(아) 하이드로겔로부터의 산소발생

- 제조한 하이드로겔에서 효소에 의해 산소가 충분히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멸균한 0.1 M 소듐 포스페이트 용액

(pH 7.0)을 15 ml 팔콘(falcon)에서 질소가스로 퍼징(purging)하여 충분히

잔존 산소량을 제거한 후, 상기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 하이드로겔을 넣고

미디움병(medium bottle)에 겔을 넣지 않은 완충용액(control), GasPack

Pouch(BD GasPak EZ Anaerobe Gas Generating Pouch System with

indicator)와 CO2 인디케이터(indicator)를 함께 넣고 그 즉시 고무마개로 뚜

껑을 닫아 12시간을 방치하였다. CO2 인디케이터(indicator)가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함으로써 병의 내부가 혐기 상태임을 확인한 후 실린지로 겔

이 침지되어있던 완충용액과 대조군 완충용액(control)을 각각 뽑아 24시간

간격으로 IDEXX Vetstat blood gas analyzer로 발생된 산소분압(mmHg)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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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겔화율(Gelation)

- 하이드로겔을 65 ℃에서 48 시간 동안 건조 시킨 후의 무게를 정량한 후

(initial weight), shaking water bath에서 120 rpm으로 48 시간 동안 교반

시킨 후, 다시 65 ℃에서 48 시간 동안 건조시켜 두 번째 건조 후의 무게를

정량한 뒤(final weight) 겔화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겔화율 (%)=(Initial Weight/Final Weight)×100

(차) 흡수율(Absorption Ratio)

- 15, 25, 35, 50, 70 kGy로 조사한 PVA, PVP 하이드로겔의 초기 무게를 정

량한 후, horse serum과 PECF (Psudo-extracellular Fluid) 두 가지 용액에

서의 흡수율을 측정하였다. 10 분 간격으로 6번, 20 분 간격으로 3번, 30 분

간격으로 2번, 그 이후로는 한 시간 간격으로 무게를 측정하고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흡수율 (%)를 계산하였다.

흡수율 (%)={(Final Weight - Initial Weight)/Initial Weight} × 100 (%)

(2) 결과 및 고찰

(가) 겔화율(%)

- 그림 1은 효소 포집용 하이드로겔의 소재 선정을 위해 여러 고분자(CMC,

PVA, PVP)를 사용하여 겔 용액을 제조하여 방사선 조사 후, 각각의 겔화율

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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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선량별로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 실험 결과, 전반적으로 6 가지 조성의 CMC보다 PVA와 PVP 하이드로겔의

겔화율이 15 kGy에서는 약 25배, 70 kGy에서는 최소 2배 정도의 차이로 높

았고, PVA와 PVP 중에서는 PVA가 조금 더 높은 겔화율을 나타내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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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결과로 효소를 침지시킬 겔로써 CMC 하이드로겔보다는 PVA와

PVP 하이드로겔이 효소를 포집시키는데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의 실험은 PVA와 PVP를 중심으로 효소 함유 하이드로

겔 제조를 위한 최적조건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나) 흡수율 (%)

- PVA와 PVP 하이드로겔의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Horse serum이나 PECF를 흡수하는 정도는 PVP 겔이 10% 미만인데 비해

PVA 겔은 20% 가까운 수치를 보이므로 상처치료용 하이드로겔의 물성으로

는 PVA가 적당하다고 여겨지지만 포집되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 GOx는

PVP 하이드로겔에서 높은 포집량과 활성을 보이고, POD의 경우는 PVA

하이드로겔에서 더 높은 활성을 보여, 효소 포집량, 조사선량, 물성의 조건

을 만족시키는 겔을 고려한 결과 GOx는 PVP (35 kGy 조사량) 겔, POD는

PVA (35 kGy 조사량) 겔이 당뇨성 궤양 치료용 효소 함유 하이드로겔에

가장 적합한 제조 조건으로 선택되었다.

그림 2. PVA 및 PVP를 이용하여 제작된 하이드로겔의 흡수율; (A) 35 kGy

선량으로 제작된 PVA 하이드로겔의 horse serum에 대한 흡수율, (B) 35 kGy

선량으로 제작된 PVA 하이드로겔의 PECF에 대한 흡수율, (C) 35 kGy 선량으로

제작된 PVP 하이드로겔의 horse serum에 대한 흡수율, (D) 35 kGy 선량으로

제작된 PVP 하이드로겔의 PECF에 대한 흡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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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접법으로 제조된 PVA와 PVP겔에서의 GOx의 포집 단백질량

(다) GOx 포집량 측정

- 처음부터 효소를 녹여 제조한 겔용액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간단하게 제조된

하이드로겔(직접법)에서의 효소 포집량 및 효소 고정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제조된 효소하이드로겔을 완충액으로 10 분 동안 충분히 세척함으로써

겔에 포집되지 않고 용출되는 GOx의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3에

서 보여지는 것처럼 포집된 효소의 양은 PVA와 PVP 하이드로겔 모두

90% 이상의 효소 포집량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조사선량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직접법으로 효소를 첨가하여 효소첨가

하이드로겔을 제조시 90% 이상의 매우 높은 수율로 효소가 하이드로겔에

견고하게 고정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POD 포집량 측정

- GOx와는 달리 POD를 이용하여 제조한 효소 하이드로겔의 경우 조사선량

에 따른 효소 포집량 및 효소 고정화 정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낮은

조사선량에서는 PVA겔이, 높은 조사선량에서는 PVP겔에서 효소의 포집량

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POD가 GOx에 비하여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온도, 방사선량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결과,

POD의 경우 PVP를 사용하여 35 kGy의 조사선량으로 제조시 최대의 효소

포집량을 나타내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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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직접법으로 제조된 PVA와 PVP겔에서의 POD의 포집량

(마)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효소 하이드로겔에 포집된 GOx 활성

- 그림 5는 PVA 및 PVP를 이용하여 제작된 효소 하이드로겔의 각각의 효소

활성을 나타내고 있다. GOx는 PVP 및 PVA 효소하이드로겔에서 35 kGy의

선량으로 조사시켜 제조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나, PVA 하이드로겔

에서는 선량에 따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PVP 하이드로겔의 경우

는 35 kGy의 조사선량까지는 겔화율과 GOx 포집률이 높아지는 경향과 마

찬가지로 활성도 비례해서 증가됨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인 50 및 70

kGy의 선량에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겔화율과 포집률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5 kGy 이상의 선량

에서는 포집된 GOx가 불활성화 되어 효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에서는 최종적으로 효소 하이드로겔의 효소 포집능 및 효소활성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GOx의 경우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하이드로겔의 종류와

선량은 PVP, 35 kGy임을 알 수 있으나, 본 실험 결과 사용된 효소량에 비

해 효소 활성도가 매우 낮아 직접법을 이용한 효소 하이드로겔의 제조법은

효소 이용면에서 매우 낮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효소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효소활성

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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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사선량에 따른 PVA와 PVP을 이용하여 제조된 GOx의 활성

(바) 효소 하이드로겔에 포집된 POD 활성

- 그림 6은 효소 하이드로겔에 포집된 POD의 조사선량에 따른 활성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GOx가 35 kGy의 선량에서 PVP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

하이드로겔이 활성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낸 반면, POD는 전반적으로 조

사선량이 증가할수록 활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낮은 선량에서

비교적 높은 효소 포집량과 활성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낮은 선량 보다는 35 kGy를 조사한 하이드로겔에서 각각 18%, 12% 정도로

높은 흡수량을 보이기 때문에 상처치료용 하이드로겔로 사용 시 진물 등의

노폐물을 흡수할 수 있는 물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POD 겔의 조사선량

은 35 kGy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35 kGy에서의 POD

효소 활성이 PVP보다는 PVA를 사용한 하이드로겔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POD를 이용한 효소 하이드로겔의 경

우 PVA를 이용하여 35 kGy로 조사된 하이드로겔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표 4는 조사선량에 따른 POD 하이드로겔의 효소 포집능 및 효소

활성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GOx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POD의 경우에도 사

용된 효소량에 비해 활성도가 매우 낮아 향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효

소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효소활성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겔 제조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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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rradiatio

n dose

(kGy)

GOx

supplied

(mg/ml)

Washed

Gox

Protein

(mg/ml)

Total Gox

protein

in hydrogel

(mg/ml)

GOx

Supplied

(0.2g/Unit

)

GOx

Activit

y

(Unit)

Yield(%)

PVP 15 8 0.26 96.73 198.4 0.23 0.12

25 8 0.23 97.09 198.4 0.37 0.19

35 8 0.26 96.73 198.4 0.79 0.40

50 8 0.27 96.58 198.4 0.48 0.24

　 70 8 0.30 96.25 198.4 0.22 0.11

PVA 15 8 0.21 97.42 198.4 0.61 0.31

25 8 0.23 97.17 198.4 0.52 0.26

35 8 0.26 96.73 198.4 0.70 0.35

50 8 0.26 96.76 198.4 0.58 0.29

　 70 8 0.25 96.85 198.4 0.63 0.32

표 3. GOx를 이용한 효소 하이드로겔에서의 효소 포집량 및 활성

그림 6. 조사선량에 따른 PVA와 PVP을 이용하여 제조된 POD의 효소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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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OD를 이용한 효소 하이드로겔에서의 효소 포집량 및 활성

Sample

Irradiation

dose

(kGy)

PO

Protein

supplied

(mg/ml)

Washed

PO

Protein

(mg/ml)

Total PO

protein in

hydrogel

(mg/ml)

PO

Supplied

(0.1g/Unit)

PO

Activity
Yield(%)

PVP 15 0.29 0.10 66.51 54.50 0.25 0.46

25 0.29 0.25 11.13 54.50 0.11 0.19

35 0.29 0.04 87.28 54.50 0.12 0.22

50 0.29 0.06 79.61 54.50 0.16 0.29

PVA 15 0.29 0.08 73.65 54.50 0.23 0.42

25 0.29 0.13 54.33 54.50 0.16 0.29

35 0.29 0.12 58.73 54.50 0.13 0.23

　 50 0.29 0.29 0.47 54.50 0.13 0.24

(사) GOx 및 POD 효소 하이드로겔 제조를 위한 최적 효소 포집 방법의 비교

개발

- 직접법으로 효소 하이드로겔을 제조시 단점으로 대두된 효소량에 비한 효

소활성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방사선을 이용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여 동결건조 시킨 후, 건조된 겔을 효소용액에 침지시켜 효소 하이

드로겔을 제조하였다 (간접법). 즉, 직접법으로 제조시 조사선량 및 외부

온도에 의해서 유발되는 효소의 불활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이드로

겔을 먼저 제조한 후 효소액에 침지시키는 간접법의 방법을 검토하였다.

(아) 효소침지 하이드로겔과의 활성 비교

- 그림 7은 직접법에 의해 제조된 겔과 간접법에 의해 제조된 겔 및 동결건

조시킨 겔에서의 효소 활성을 비교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직접법으

로 효소를 첨가하여 방사선 가교시킨 겔보다는, 간접법에 의해 제조된 겔

의 경우 효소가 겔에 흡수되어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 (낮은 포집량), 주변

환경 (방사선 조사, 겔 용액 제조시 높은 온도 등) 에 의한 활성 저하의

단점이 극복되어, GOx의 경우 효소 활성은 직접법에 비해 간접법에 의해

제조된 겔 상태에서는 약 2배, 간접법에 의해 제조된 동결건조 상태의 겔

에서는 약 10배 정도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POD도 간접법에 의

해 제조된 겔상태에서 기존의 약 14배, 동결건조 상태의 겔이 약 38배 정

도의 높은 활성(그림 8)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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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용액상태의 GOx를 침지시킨 겔의 형태에 따른

효소 포집량과 활성; (A) 직접법으로 제조된 겔, (B)

간접법으로 제조된 겔상태, (C) 간접법으로 제조된

동결건조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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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용액상태의 POD를 침지시킨 겔의 형태에 따른

효소 포집량과 활성; (A) 직접법으로 제조된 겔, (B)

간접법으로 제조된 겔상태, (C) 간접법으로 제조된

동결건조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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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 당뇨성 궤양 치료용 GOx 및 POD 효소 하이드로겔 제조 및 효소활성 측

정

① GOx 및 POD의 3층 구조 하이드로겔의 제조

- 그림 9(a)는 산화환원효소의 연속 반응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며, 이것을

토대로 글루코스, GOx, POD 각각의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으며, 실제 당

뇨성 궤양 치료에 적용될 3층 구조형태의 모습은 그림 9(b)에 나타내었다.

   

(a)

그림 9.

그림 9. (a) 산화환원효소의 연속 반응 모식도, (b) 3층 구조의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모식도

② 하이드로겔로부터의 요오드 전환 실험

- GOx와 POD 효소를 이용한 연속 반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요오드 전환실험을 실시하였다. 효소 연속 반응 메커니즘을 살

펴보면, 대기 중의 O2가 기질인 glucose와 함께 GOx에 의해 H2O2와

glucuronic acid가 생성되어지고, 과산화수소가 POD에 의해 산소가 되거나

한 편으로는 KI와 결합하여 KOH와 I2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효소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I2의 생성 유무와 생성량을 확인함으로써, 본 실

험에서 제조한 효소 하이드로겔이 연속적으로 기질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

생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10에서 무색의 효소 하이드로겔에 기질을 첨가하여 줌으로써 살균효

과가 있는 갈색성분의 요오드가 발생되면서 용액이 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된 요오드를 정량하기 위하여 spectrophotometer(600 nm)를

측정한 결과, 약 0.0005 M의 요오드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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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조된 3층 구조의 효소 하이드로겔은 연속

적인 효소 반응에 의해, 최종적으로 궤양치료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3층 구조 효소 하이드로겔로부터의 요오드 발생 실험

③ 하이드로겔로부터의 산소 발생

- 본 연구의 최종목표인 당뇨성 궤양 치료시 하이드로겔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상처부위의 저산소압을 제거하고, 원활한 산소의 공급을 위해

효소 하이드로겔에서 산소분압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소

분압을 측정하여 제조된 3층 구조의 효소 하이드로겔이 O2와 glucose를 기

질로 하여 GOx와 POD의 산화환원반응의 최종산물인 산소를 발생시키는

지와 산소발생 지속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림 11에서 보이는 것처

럼 효소 하이드로겔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효소 하이드로겔 사

용시 약 10 mmHg 정도 높은 산소분압이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림 11. 3층 효소 하이드로겔의 산소발생 실험

(3)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당뇨성 궤양 치료를 위한 효소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여러 고분자 중 효소의 포집률, 조사선량, 물성의 조건을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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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최적의 조성을 고려한 결과, 글루코스산화환원효소(GOx)는 PVP 35

kGy, 퍼옥시다아제(POD)는 PVA 35 kGy의 조성이 가장 적합한 겔 조성으

로 선택되었다. 직접법으로 효소 하이드로겔의 제조시, 주변 환경에 의한 낮

은 효소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접법으로 효소 하이드로겔을 제작한 결

과, 글루코스산화환원효소(GOx)의 활성은 겔상태가 기존의 약 2배, 동결건조

상태의 겔이 약 10배 정도의 높은 활성을 보였고, POD의 경우 겔상태가 기

존의 약 14배, 동결건조 상태의 겔이 약 38배 정도의 높은 활성을 보였다.

- 제조된 3층 구조의 효소 하이드로겔의 일련의 효소반응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지 확인한 결과, 효소 전환에 의해서 요오드가 원활하게 발생되었으며, 이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0.0005 M의 요오드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GOx와 POD의 산화환원반응의 최종산물인 산소는 대조군인 완충용액보다

하이드로겔이 침지되어 있는 완충용액에서 약 10 mmHg 정도 높은 산소의

분압을 보여 제조된 효소 하이드로겔에 포함되어진 효소분자가 원활하게 일

련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효소

함유 하이드로겔은 당뇨성 궤양 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궤양치료용 미생물 유래 효소 함유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이전 단계에서의 연구결과, 사용된 2가지 효소의 안정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두 번째 효소겔의 horseradish peroxidase (PO)는 하이드로겔의

제조 시 PO의 보결분자단으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heme group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쉽게 변형되어 효소역가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

라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단계에서는 metal을 함유하지

않은 신규의 PO를 보유한 미생물자원을 대상으로 PO를 분리․정제하고 그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 효소 하이드로겔 제조에 응

용하고자 하였다.

- Haloperoxidase (HPO, EC 1.11.1.7)는 halonium종을 촉매하는 oxygenases의

일종이며, 보조 효소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 HPOs로 나눌 수 있는데 heme

의존적, heme-flavin 의존적, vanadium 의존적, 비금속 의존적 유형이 있다.

지금까지 HPOs는 갈색 조류, 예를 들어, Laminaria 종, 붉은 조류인 Corallina

종, 그램 음성 세균인 모나스 aureofaciens, streptomycetes인 Streptomyces

aureofaciens, 뿐만 아니라, 해양 달팽이 Murex trunculus에, 이끼 Xanthoria

parietina, 그리고 ascomycetous 균류 Curvularia inaequalis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에서 보고되었다. 그러나, Pseudomonas putida 균주를 제외하고

non-heme 유형 HPOs와 효소 활성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지 않다.

- 본 연구에서는, 신규의 효소 하이드로겔에 응용가능한 PO를 확보하기위하여

해양 metagenomes을 이용한 카셋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신규의

non-metal HPOs 유전자를 검색하기 위한 cassette PCR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당뇨성 궤양 치료용 효소 하이드로겔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최

적 pH, pH 안정성, 온도 별로 활성을 측정과 기질 (글루코오스)의 농도에 따

른 최대 요오드 발생량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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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 및 방법

(가) 재료

- Metagenomic DNA는 해수 (20 L)에서 얻은 샘플에서 분리되었으며 샘플은

사용 전까지 4 °C에서 보관되었다. Cassette PCR과 복제에 사용한

oligonucleotide는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복제와 cassette PCR을 위해 사용된 oligonucleotides

Oligonucleotides
primers

Sequences
Conserved
amino acids

2CF 5-GATGCACCGGTGATCCACTTYCAYCATGGNTGG
CC-3 FHHGWP

2CF2 5-GATGCACCGGTGATCCACTTYCAYCATGGBTGG
CC-3

2CR 5-CACCCCGGAGTTTTCATANGGNACDATYTGRTC
RTC-3 DDQIVP

2CR2 5-CACCCCGGAGTTTTCATASGGNACDATYTGRTC
RTC-3

2CR3 5-CACCCCGGAGTTTTCATASGGSACDATYTGRTC
RTC-3

5F2 5-GGAAACAGCTATGACCATGATTAC-3 P. putida

25R 5-AACTGGATCACCGGTGCATC-3

3F 5-TTCACCGAAGACCTCAAAGGCATAAACC-3

23F 5-TTCACCGAAGACCTCAAAGGCATAAACC-3

3R 5-CGCCAGGGTTTTCCCAGTCACGAC-3

(나) Pseudomonas putida로 부터의 non-metal HPO의 클로닝 및 발현

- Non-metal HPOs유전자를 인코딩하는 유전자를 확보하기위하여 P . putida
ATCC 11172, 12633, 13797 및 17472의 네 가지 균주의 게놈 DNAs를 주형

으로 직접 PCR을 사용한 클로닝을 시도하였다. P . putida 균주의 게놈

DNAs에서 non-metal HPOs의 open reading frame을 증폭하도록 두 종류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oligonucleotides): forward 프라이머 A, 5'-

ACAGGAGACCGGACCATGAGCT

- ACGTCAC-3'; reverse 프라이머의 B, 5'-TCAACTACGAATGAACGCGACCAAATCCGC-3')

를설계하였다. PCR은 KOD 플러스 PCR 키트 (Toyobo)로수행하였으며처음 5 사이클은 94

°C에서30 초, 43 °C에서 2 초, 74 °C에서 1 분으로수행되며두번째 25 사이클은 95 °C에서

30 초, 50 °C에서 2 초, 74 °C에서 1 분으로수행하였다. 약 0.9-kbp의 PCR 증폭 단편

은 Qiagen 추출 키트 (Qiagen)를 사용하여 2% 아가로오스겔에서 정제되었

고 pUC119 복제 벡터 (pHPO11172, pHPO12633)의 HincII 부분에 삽입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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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seudomonas putida 유래 HPO의 성질 규명

- pHPO11172로 형질전환된 재조합 대장균을 0.2 mM의 IPTG가 첨가 된 1.6

L의 LB배지에서 30 °C, 하룻밤(16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대장균 세포는

BugBuster 단백질 추출 시약 (Novagen)를 사용하여 파괴 후 10,000⨉g에서
원심분리하였다. 세포 추출액은 5% (w/v) 글리세롤과 1 mM

phenylmethylsulfonylfluride (PMSF)를 포함하는 50 mM Tris-HCl 버퍼

(pH 8.0)로 희석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정제에 사용되었다. 세포파괴

추출액 (48 mL)을 음이온 교환 컬럼 (DEAE- 5PW, 21.5 mm⨉15 cm)을
이용하여 분리세척후 목적하는 단백질은 0에서 1 M NaCl의 선형 농도구배

로 용출시켰다. (5 ml/min). 활성 분획은 Biomax-10 (Millipore)를 사용하여

농축 후 (8 mL), TSK gel G3000SW (21.5 mm⨉30 cm)로 분자량별로 분

획하였다 (10 mM 인산 나트륨 완충액, pH 7.0). 정제된 HPO는 Laemmli의

방법으로 SDS-PAGE (12.5%의 아크릴 아마이드 슬래브 겔, 두께 1 mm)로

분리후 Coomassie 브릴리언트 블루 R-250로 염색하여 확인하였다.

(라) 해수에서 metagenomic DNA의 회수

- Metagenomic DNA는 해수 (20 L)에서 얻은 샘플에서 분리되었으며 샘플은

사용 전까지 4 °C에서 보관하였다. 해수를 여과지 (1 mm × 47 mm, GV

유형, Millipore)로 2회 여과한 후 200 mL proteinase K(10 mg/mL)와 (10

mM Tris-HCl 버퍼 (pH 8.0)로 처리되었다. 7.5 mL lysing 용액(100 mM

Tris-HCl, pH 8.0, 0.3 M NaCl, 20 mM EDTA, 2% sodiumdodecylsulfate)

에서 37 °C에서 30 분 반응 시킨 후, 페놀-클로로포름법에 의해 DNA를 추

출하였다. 얻어진 metagenomic DNA는 에탄올 침전시킨 후 TE 버퍼에 현

탁하여 사용하였다.

(마) POs cassette PCR 라이브러리와 활성 유전자의 스크리닝

- PO 활성 분석을 위해 20 mM의 NaBr, 1 mM phenol red와 10 mM의 H2O2
가 포함된 1000 mL의 0.5 mM Na-succinic acid buffer (pH 5.0)에 세포를

현탁시켜 37 °C에서 30 분 반응시켰다. PO 활성은 595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확인하였다.

(바) 최적 pH, pH 안정성, 최적 온도 측정

- 산소 발생 하이드로겔의 최적 조건을 결정하기위해 GOx의 활성은 50 mM,

pH 4~10의 각 버퍼 (sodium acetate-acetic acid buffer, pH 4–6;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Tris-HCl buffer, pH 8–10) 및 PO의 활성은

50 mM, pH 4~10의 버퍼 (sodium acetate-acetic acid buffer, pH 4–6;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 Tris-HCl buffer, pH 8–10)를 사용

하여 각각 활성을측정하였다. 효소활성은 방사선을 조사하여 작성한 산소발

생하이드로겔을 각각의 pH에서 반응후 약 0.05 g 을 Bead homogenizer로

파쇄하여 12,000 rpm에서 10 분 원심분리 한 상층액을 효소액으로 사용하

여 각각의 pH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H에 대한 안정성의 경우는 pH

4~10의 buffer에 산소발생하이드로겔을 침지시켜 4 °C에서 16 시간 반응시

키고 난 후 효소활성 측정 최적 pH의 버퍼에서 파쇄한 후, 동일버퍼를 사

용하여 효소활성을 측정하였다. 최적 온도는 최적 pH의 버퍼에서 30~80 °C

까지 10 분 반응시킨 후 동일버퍼에서 파쇄한 상층액으로 활성을 측정하였

으며 모든 실험은 세 번 반복하여 평균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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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질 농도에 따른 요오드 생성량 측정

- 기질농도별 글루코스겔 (1, 2, 3, 4, 5 mg/g)과 GOx, PO gel을 약 0.2 g씩 잘

라 12 well plate에 적층하고 멸균한 0.2 N potassium iodide solution을 4

ml씩 첨가 후 실온에서 교반시키면서 시간에 따른 요오드의 생성량을 흡광

도 (UV-Vis spectrophotometer DU 800, Beckman Coulter, Fullerton, CA,

USA)를 사용하여 600 nm에서 측정하였다. 생성된 요오드의 정량은 2 N

potassium iodine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R2=0.9996).

(2) 결과 및 고찰

(가) Pseudomonas putida 유래 non-metal HPO의 클로닝 및 효소활성

- P . putida IF-3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non-metal PO을 가진 유전자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ssette PCR 주형을 위한 non-metal PO

유전자를 획득하기위하여 P . putida ATCC 11172, 12633, 13797 및 17472

네 가지 균주를 선택하였다.

- 각각의 균주로부터 게놈 DNAs를 추출 후 PCR을 실시한 결과, P. putida

ATCC11172와 ATCC 12633에서만 목적하는 DNA가 증폭되었다. PCR 조건

을 변경하여 증폭을 시도하였으나, P. putida ATCC 13797와 17472에서는

증폭된 PCR product가 나타나지 않았다.

- 증폭된 PCR product의 염기해석 결과, P. putida ATCC11172 및 ATCC

12633에서 얻어진 유전자는 각각 276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828 base pair의

single open reading frame을 가지고 있었으며, P. putida IF-3 서열과 두 유

전자는 87%의 유사성을 보였다. 또한 두 유전자 사이의 동일 유사성도

97%이었으며, P. putida IF-3 아미노산 서열과 P. putida ATCC11172 및

ATCC 12633의 두 유전자의 아미노산 서열은 각각 93% 및 98%의 유사성

을 보였다.

- 특히, P. putida ATCC11172 및 ATCC 12633의 유전자에는 일반적으로 박

테리아 haloperoxygenase family에서 보여 지는 보존영역인 글리신 세린 모

티브인 Gly95-X-Ser-X-Gly99가 포함되어있었으며, 더욱이, 일반적인

non-metal haloperoxygenase 활성부위에서 발견되는 Ser97, Asp227 및

His256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유전자의 활성을 확인하기위하여 pHPO-11172로 형질전환시킨 대장균

JM109을 고발현시킨 결과 (9h 0.2 mM IPTG), 그림 1의 lane 1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목적하는 단백질이 고발현되어짐을 확인하였다. 고발현되어진

재조합 PO은 2 단계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그림 1. lane 4에서와 같이 단

일 밴드로 정제되었다. 예상대로 정제된 PO의 SDS-PAGE에 의해 추정된

분자량은 30 kDa 이었으며, 정제 효소는 PO 활성에 의해 기질인 페놀 레드

로 부터 브로모 페놀 블루가 (그림 1 B) 생성되어짐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

구결과 얻어진 유전자가 목적하는 PO 유전자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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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a) P . putida ATCC11172 유래 pHPO11172 유전자의 E. coli에서 발현 및

정제. 정제된 PO의 SDS-PAGE는 12.5%의 아가로오스겔에서 분리되었으며

Coomassie brilliant blue로 염색 용액으로 분석되었다. Lane M, 스텐다드

마커 lane 1, pHPO11172로 형질전환된 재조합 E. coli의 세포 추출액;

lane 2,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lane 3, gel filtration; lane 4,

정제된 효소. (b) 정제된 PO 효소에 의한 PO 활성. 1, phenol red; 2,

phenol red blue; 3, PO 효소 반응.

(나) 해수 metagenomic chimeric library로 부터 신규 PO 유전자의 획득

- P. putida ATCC11172에서 복제된 PO (pHPO-11172)에서 PO 활성을 확인

후 균주 스크리닝 과정 없이 더 많은 새로운 PO의 유전자를 신속하게 찾

기 위해 cassette PCR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 먼저 DDBJ / Genbank에 등록된 다양한 자원에서 PO 서열의 아미노산 서

열을 비교하여 degenerated primer인 CF와 CR을 설계하였다. PO 효소

family 유전자간의 다중 정렬(multi-alignment)로 N-말단 지역 (FHHGWP)

과 C-말단 지역 (DDQIVP)에 잘 보존되어 있는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 후,

이 아미노산의 degenerated primers를 사용하여 해수 metagenomic의 DNA

pool에서 PO의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었다.

- 얻어진 PCR product는 클로닝 및 발현을 위해 endonucleases인 EcoRI과

BamHI로 처리한 후, 동일 제한효소로 처리한 pHPO11172 플라스미드 벡터

로 삽입 후 대장균에 삽입하여 형질전환체를 획득하였다. 암피실린을 포함

한 LB 배지에서 배양 후 얻어진 약 600개의 형질전환체로부터 113개가 브

로모 페놀 블루로 인해 595 nm (보라색)에서의 흡광도 증가를 보여 활성

PO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형질전환체로 스크리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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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되어진 형질전환체들은 pHPO11172 클론에 비해 대부분은 활성이 감소

되거나 동일한 PO 활성을 보였지만 첫 번째 스크리닝 단계에서 발견한 1에

서 25번의 형질전환체들은 wild-type의 PO와 비교하여 높은 PO 활성을 나

타냈다.

- 본 연구에서는 25개의 형질전환체의 유전자의 phylogenetic 관계를 조사한

결과 주요 그룹인 A, B 그리고 하위 그룹인 C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

며, A와 B의 그룹에는 P . putida 또는 Sinorhizobium 또는 Streptomyces의

변종과 높은 상동 유전자를 보여주는 각각 7, 6 chimera 유전자가 포함하고

있었으며, HPO A9 클론은 P . putida ATCC11173와 가장 낮은 66%의

identy와 78%의 상동성을 보였다.

(a) (b) (c)

(b)

그림 2. 해양에서 분리한 메타게놈라이브러리 유래 chimeric PO library 구축

모식도. (a) 해수 유래 metagenomic DNA pool 분석. (b) Cassette PCR의

첫 번째 단계. 5R과 3R 프라이머에 상보적인 5’arm과 3’arm을 얻기 위해

CF와 CR이 P . putida ATCC11172에 함유되어있는 pHPO11172의

아미노산 서열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c) Cassette PCR의 두 번째 단계.

해수에서 분리한 5’arm, 3’arm과 central fragments의 조각들은 PCR의 두

번째 단계에 사용되었다. (d) Chimeric HPO library구축과 96-well

plate에서의 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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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A에 포함된 B27 HPO의 클론이 P. putida ATCC11173과 거의 유사한

97%의 identy와 98% 상동성을 보였다. 그러나 그룹 B의 CS19 HPO 복제

를 포함한 클론은 그림 3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70% identy로 약 80%

의 상동성을 보였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 ....|....| ....|....| ....|....| ....|....| ....|....| ....|....| ....|....| ....|... .| 

Ps.putida 11172  1   MSYVTTKDGV QIFYKDWGPR DAPVIHFHHG WPLSADDWDA QMLFFLAQGY RVVAHDRRGH GRSSQVWDGH DMDHYADDVA AVVAHLGTQG AVHVGHSTGG  
B27_HPO    1   MSYVTTKDGV QIFYKDWGPR DAPVIHFHHG WPLSADDWDA QMLFFLAQGY RVVAHDRRGH GRSSQVWDGH DMDHYADDVA AVVAHLGTQG AVHVGHSTGG  
CS19_HPO   1   MSYVTTKDGV QIFYKDWGPR DAPVIHFHHG WPLSSDDWDA QLLFFVNNGY RVVAHDRRGH GRSTQVSDGH DMDHYAADAA AVMDHLDLKN AVHIGHSTGG  
A9_HPO 1   MSYVTTKDGV QIFYKDWGPR DAPVIHFHHG WPLSSDDWDA QMLFFLANGY RVAAHDRRGH GRSEQSVGGH DMDHYAADAS AVAEHLDLKN AVHIGHSTGG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 ....|....| ....|....| ....|....| ....|....| ....|....| ....|....| ....|....| ....|....| ....|... .| 

Ps.putida 11172  101 GEVVRYMARY 뼎PEDKVAKA VLIAAVPPLM VQTPGNPGGL PKSVFDDFQN QVASNRAQFY RDVPAGPFYG YNRPGAEASE GIIANWWRQG MIGSAKAHYD  
B27_HPO 101 GQVVRYMAGY 뼎LKDKVAKA VLIAAVPPLM VQPPGNPGGL PKSVFDDFQN QVASNRAQFY RDVPAGPFYG YNRPGAEASE GIIANWWRQG MIGSAKAHYD  
CS19_HPO 101 GEALHYTVKH 뼎GKGRVAKL VLIGAVPPIM LKTESNPGGL PMEVFDGFRK ALAANRAQFF LDVPTGPFYG FNRPGAQVSQ GAIWNWWRQG MTGGAKAHYD 
A9_HPO 101 GEVARYVAKF GQPQGRVAKA VLVSAVPPLM LKTDANPGGT PIEVFDSFRS ALAANRAAFF HDVAAGPFYG SNRDHETTIQ AVIDNWWRQG MMGSAQAHYE 

210        220        230        240        250        260        270                    
....|....| ....|....| ....|....| ....|....| ....|....| ....|....| ....|....| ....|...

Ps.putida 11172  199 GIVAFSQTDF TEDLKGINQP VLVMHGDDDQ IVPYENSGVL SAKLLPNGTL KTYKGYPHGM PTTHADVINA DLVAFIRS 276  
B27_HPO 199 GIVAFSQTDF TEDLKGINQP VLVMHGDDDQ IVPYENSGVL SAKLLPNGTL KTYKGYPHGM PTTHADVINA DLVAFIRS 276 
CS19_HPO 199 GIKAFSETDF TADLKACEVP TLVMHGDDDQ IVPYENSGVL SAKLLPNGTL KTYKGYPHGM PTTHADVINA DLVAFIRS 276  
A9_HPO   201 GIKAFSETDQ TEDLKAITVP TLVLQGDDDQ IVPYENSGVL SAKLLPNGTL KTYKGYPHGM PTTHADVINA DLVAFIRS 278

그림 3. Chimeric POs의 Multiple alignment

(다) 신규의 PO를 이용한 chlorodimedone (MCD)의 전환

- 얻어진 신규의 PO의 유전자의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O 효소에 의해

chlorodimedone (2-클로로-5,5- dimethylcyclohexhexan-1,3-dione)의 전환

을 시간별로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기질인 KBr 또는 KCl halonium을 산

화하기 위한 PO의 능력을 정량할 수 있지만, inactivated 방향족을 브롬화

하는 효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 그림 5에서와 같이, 대조군으로 PO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은 대장균의 세포

는 200 분 동안 chlorodimedone으로 변환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PO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데이터가 여기에 표시되지 않음), P. putida

ATCC11173에서 획득된 wild 타입 PO는 그림 4와 같이 측정된 200 분 동

안 사용되는 모든 기질( halonium KBr 또는 KCl)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린

bioconversion 활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wild type HPO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효소 활동을 보인 B27 HPO 클론은 180 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기질을

전환시켰다. 따라서 해수에서 얻은 신규의 PO의 활성이 기존의 효소보다

더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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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Rhodococcus erythropolis: 274 (sp THCF RHDER)
HPO_A27cons

Pseudomonas aeruginosa: 276(pir G83304)
Pseudomonas putida MR -2068: 276 (JC4161)

HPO_B27cons
Ps.putida ATCC12633: 276

HPO_B29cons
HPO_B28cons

HPO_A21cons
HPO_B7cons

Ps.putida ATCC11172: 276
HPO_B10cons

Sinorhizobium meliloti: 276(pir B95986)
HPO_B2cons
HPO_B5cons

HPO_A4cons
HPO_A12cons

HPO_A18cons
HPO_B1cons
HPO_B6cons

Streptomyces coelicolor: 275 (gp SCF76)
Streptomyces lividans: 276 (pir A55211)
Streptomyces lividans: 275 (sp PRXC SRLI)

HPO_B8cons
Mesorhizobium loti: 273 (prf 2705259TX)

Methanosarcina acetivorans: 273 (spAE010765 3)
Sinorhizobium meliloti: 333 (gp SME591790 271)

Pseudomonas fluorescens: 279 (gp AF031153 1)
Pseudomonas fluorescens: 273 (sp PRXC PSEFL)
Burkholderia cepacia: 274 (gp AF335493 1)

A.tumefaciens: 273 (pir AG3167)
Xanthomonas campestris: 274 (gp AE012324 4)
Xanthomonas axonopodis: 274 (gp AE011839 4)

Sinorhizobium meliloti: 275 (pir F95848)
Agrobacterium tumefaciens: 275 (pir AF2982)HPO_A2cons

HPO_A23cons
Rhizobium leguminosarum: 276 (gp AF361470 26)

Agrobacterium tumefaciens: 280 (pir AF3144)
HPO_A15cons

HPO_A6cons
HPO_A9cons

Ruegeria sp.: 357 (gpu AF416331 48)
Agrobacterium  tumefaciens: 278 (pir AD2986)

Agrobacterium tumefaciens: 325 (gp AE007908 2)
Agrobacterium tumefaciens: 276 (pir AG3207)

Pseudomonas pyrrocinia: 278 (pir JN0828)
Pseudomonas pyrrocinia: 277 (sp PRXC PSEPY)

A

B

C

그림 4. Chimeric POs의 계통발생수(Phylogenetic tree).　 Cassette PCR을 통해

얻은 chiemeric POs를 함유한 아미노산 서열의 계통발생수는 Clustal W

web program(http://www.ddbj.nig.ac.jp/search/clustalw-e.htm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5. PO에 의한 chlorodimedone(MCD)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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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산소 발생 하이드로겔의 최적조건. 산소발생 하이드로겔에 고정화 된 GOx

(a)와 PO (b)의 최적 pH; (◆) Sodium acetate-acetic acid buffer (pH

4-6), (■)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 Tris-HCl buffer (pH

8-10)가 GOx 활성 측정에 사용되었고 PO의 활성에는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가 쓰였다. 산소발생 하이드로겔에 고정화 된

GOx(a)와 PO(b)의 pH 안정성은 각각 다른 pH의 buffer에서 하룻밤 반응

시킨 후 측정되었다(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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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소발생 하이드로겔 시스템의 산소 및 요오드 발생 최적조건

- 산소발생 하이드로겔의 최적 pH, pH 안정성, 온도와 기질(글루코오스)의 영

향에 따른 산소발생 하이드로겔의 최적조건을 결정하였다. 하이드로겔에 비

포집상태에서 두 효소의 최적의 pH는 6.0이고, 산성 조건 하에서 안정적인

효소 활동을 보여주었다.

- 그러나, 하이드로겔에 고정 후 GOx와 PO 모두의 최대 활동 pH가 7.0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이 결과는 PO의 최적의 pH 값이 (Temoc 및 Yigitoglu

2009) 고정 후 감소되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 GOx와 PO의 pH 안정성을 측정하기위해 각각의 최적 pH의 bufer 용액에 4

°C, 12 시간 동안 반응 시킨 후 효소활성을 측정한 결과, 그림 6에서와 같

이 두 고정화 효소 모두 pH 5.0-8.0의 넓은 최적 pH범위를 보였고 최대 활

성은 pH 7.0에서 관찰되었다.

- 고정화 효소의 온도에 따른 최적활성을 결정하기위하여 30-80 °C의 범위에

서 효소활성을 측정한 결과, 하이드로겔에 고정된 GOx와 PO는 55 °C (그

림 7)까지 원래 활성의 50%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하이드로겔에 고정화된 GOx와 PO의 온도에 따른 활성. GOx 또는 PO가

고정화 된 하이드로겔은 pH 6.0에서 30-80 °C의 다양한 온도에서 10 분 동

안 반응 후 활성을 측정하였다.

(마) 요오드 칼륨의 요오드화물로의 전환

- 산소발생 하이드로겔에서부터 요오드 칼륨이 요오드화물로의 전환량을 정량

분석한 결과, 칼륨 요오드화물는 1-5 mg/g의 포도당 농도의존적으로 활성

요오드로 전환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산소발생 하이드로겔에 의해 만들어진 요오드의 양은 글루코스를 1-2 mg/g

로 낮게 공급시 활성 요오드의 생성량은 5시간 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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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5시간까지는 서서히 감소되었다 (그림 8B). 그러나, 기질제공량을 3-5

mg/g으로 상승시켰을 경우, 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요오드 형성 곡선을

보였으며, 최대 요오드 생성량의 최적글루코스 기질은 4 mg/g 에서 5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 0.1 mg의 요오드를 생산하였으며 15 시간까지 높은 요

오드 생성량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 (c)

(b)

그림 8. 산소발생 하이드로겔의 요오드 전환 활성 (A) 0.2 N potassium iodine에 반

응하기 전의 산소발생 하이드로겔 (B) 0.2 N potassium iodine에서 6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의 산소발생 하이드로겔 (C) 산소발생 하이드로겔의 요오

드 전환 활성. 멸균한 4 ml의 0.2 N Potassium iodide solution에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시간에 따른 Iodine 생성량을 UV-Vis spectrophotometer로

600 nm에서의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생성된 요오드의 정량은 2 N

potassium iodine 표준곡선으로 계산하였다(R2=0.9996).

(3) 결론

- 이전 단계에서의 연구결과, 효소하이드로겔의 제조 시 퍼옥시다아제 (PO)의

보결분자단으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헴 (heme) 그룹이 방사선 조사에 의

해 쉽게 변형되어 효소역가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메타게놈 방법을 사용하여 헴

(heme) 그룹을 함유하지 않은 비금속 할로겐 퍼옥시다아제 (HPO)을 분리하

고자 해수에서 Casssette PCR 수행하였다.

- 첫 번째 단계로서 Pseudomonas putida ATCC11172에서 HPO 유전자를 분

리하였다. HPO11172은 각각 276 아미노산을 coding하는 828 base pair의 단

일 ORF (open reading frame)을 보였으며 P . putida IF-3와 87%의 유사성

을 보였다.

- 두 번째로 본 유전자를 이용하여 카셋트를 제작한 후 해수의 메타게놈을 이

용하여 약 600 형질전환체 (transformants)를 획득하였다. 라이브러리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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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얻어진 키메라 유전자를 96 well plate를 사용하여 스크리닝한 결과, 113개

의 활성 클론을 확인하였다. 그 중 최종적으로 얻은 25개의 새로운 HPO의

유전자 클론들의 서열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P . putida 또는 Sinorhizobium
또는 Streptomyces 균주 유래 PO와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그 중에서, HPO

A9 클론의 경우 약 66% identy를, 상동성은 78%로 매우 낮았으며, B27

HPO 클론은 HPO11172와 거의 유사한 97%의 identy 및 98%의 상동을 보

였다. 그러나 CS19 HPO 클론을 포함한 그룹 B의 클론은 70% identy로 약

80%의 상대적으로 높은 상동성을 보였다. 본 유전자의 성격을 규명하기위하

여 FPLC를 이용하여 정제한 결과 획득된 유전자는 높은 PO활성을 나타내

었다.

- 당뇨성 궤양 치료용 효소 하이드로겔의 최적화 조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적

pH, pH 안정성, 온도 별로 활성을 측정하였고 기질 (글루코오스)의 농도에

따른 최대 요오드 발생량을 정량하였다. 그 결과 Glucose oxidase (GOx)와

Peroxidase (PO) 모두 pH 6.0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또한 pH

7.0에서 두 효소가 모두 안정적인 활성을 보였다.

- 효소포집 하이드로겔의 활성은 40 °C 까지는 효소가 거의 불활성화되지 않았

지만 40 °C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서서히 불활성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약 55 °C까지는 본래 효소의 약 50%의 활성을 유지하였다. 기질의 농도를

1~5 mg으로 달리하여 최종적인 반응물인 요오드의 생성을

spectrophotometer로 600 nm에서 측정한 결과 4 mg의 글루코오스를 첨가한

효소포집 하이드로겔에서 가장 높은 요오드 생성량을 보여 제조된 고기능성

하이드로겔에 포함되어진 효소분자가 원활하게 일련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

는 최적 기질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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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나노입자 함유 PVA 하이드로겔 제조기술개발

- 은(silver)은 전도성을 갖는 금속으로 항균, 살균, 항곰팡이, 탈취, 원적외선 방

출, 대전 방지 등의 복합적인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하지만, 고가의 귀금속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나노크기로 미

립자화가 필수적이다. 은나노입자 (Ag NPs)는 수초 이내에 99%의 살균력과

극도로 향상된 항균, 살균, 항곰팡이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우수한 항균성을 가진 은나노입자가 함유된

생체 적합성 고분자 제조 기술 개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 연구 수행 방법

- PVA (분자량 85,000~124,00) 15 g을 80 ml의 증류수에 넣고 오토클레이브

(121 ℃, 20 분)를 이용하여 용해시켰다. 용해된 PVA 용액에 PEG (분자량

400) 5 g를 넣은 뒤, 두 고분자가 잘 섞일 수 있도록 75 ℃를 유지하면서 저

어준다. 이때, PEG는 미리 75 ℃를 유지 해 주어 온도차이로 인한 비섞임이

없도록 해 준다. PVA 용액과 PEG의 혼합과정에서 생긴 기포를 없애기 위해

PVA/PEG 용액을 75 ℃의 항온수조(water bath)에 담가둔다. 기포가 빠진

PAV/PEG 용액을 스퀘어디쉬에 40 g씩 넣고 10 kGy/h 선량율로 5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 이렇게 제조 된 하이드로겔을 13 × 13 × 2 mm로 자른 후, 미리 준비 된 0.01

M AgNO3 용액에 표본을 넣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흔들어 준다. 30, 60,

120 분 후, 표본을 각각 꺼내어 페트리디쉬에 넣고 1 kGy/h의 선량율로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가) UV/vis spectroscopy

- 감마선 조사를 마친 각각의 표본을 BioTek®PowerWaveXS를 이용하여 자외

선 분광도를 측정하였다.

- 그림 1은 각각 30, 60, 120 분 AgNO3용액과 반응한 PVA/PEG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를 보여주고 있다. AgNO3용액과의 반응시간이 증가 할수록

Ag NPs의 생성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PVA/PEG 하이드로겔과 AgNO3용액

이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하이드로겔에 침투하는 AgNO3의 양이 증가하

고, 그로 인해 Ag NPs가 증가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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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gNO3 용액 담지 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

(나) FT-IR 분석

- AgNO3 용액과의 반응시간에 따라 생성된 Ag NPs가 PVA/PEG 하이드로겔

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T-IR 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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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gNO3 용액 담지 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FT-IR peak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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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AgNO3 용액과의 반응시간에 따른 적외선 분광 분석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3,000-3,550 cm-1의 흡수 peak는 hydroxy group의 O-H stretching

보여주는 peak이다. 이 영역은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결합정도가 낮아짐

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acetate group의 C=O, C-O stretching을 보여주는

1,750-1,735 cm-1에서는 AgNO3용액과 반응이 있는 표본은 결합이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C-H 진동 peak를 나타내는 2,840-3,000 cm-1의 영역대에서 역

시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결합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결정성을 나타내는 1,141 cm-1영역대에서도 peak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반응시간이 증가 할수록 결합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다) DSC 분석

- AgNO3 용액과의 반응시간에 따라 생성된 Ag NPs이 PVA/PEG 하이드로겔

에 미치는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DSC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은

AgNO3 용액과의 반응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 표본들의 시차주

사 열용량 분석을 나타낸다. 그림 3은 AgNO3용액과의 반응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용융온도가 낮아짐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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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gNO3 용액 담지 시간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D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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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은나노입자 함유 PVA/PEG 하이드로겔 제조

- 은나노입자 (Ag NPs)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광화학, 전기화학, 산화 등

과 같은 화학 방법과 감마선, 이온빔, 극초단파, 초음파, 플라즈마 조사 등과 같

은 방사선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겔에서의 Ag NPs를

제조하기 위하여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Ag NPs이 균일하

게 생성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용성 고분자인 poly(vinyl alcohol)

(PVA)과 poly(ethylene glycol) (PEG)를 이용하여 제조된 하이드로겔은 생체에

적합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연구 수행 방법

- PVA (분자량 85,000~124,00)를 증류수에 넣고 오토클레이브(121 ℃, 20 분)를

이용하여 용해시켰다. 용해된 PVA (15 wt%) 용액에 PEG (분자량 400)

(0~15 wt%) 를 넣은 뒤, 두 고분자가 잘 섞일 수 있도록 75 ℃를 유지하면서

저어준다. PAV/PEG 용액을 페트리디쉬에 40 g씩 넣고 10 kGy/h 선량율로

5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조사완료된 하이드로겔은 건조시켰다.

-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13 × 13 × 2 mm로 자른 후, 미리 준비 된 0.05 M

AgNO3용액에 표본을 넣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흔들어 준다. 30 분 후, 표본

을 각각 꺼내어 페트리디쉬에 넣고 1 kGy/h 선량율로 감마선을 이용하여 조

사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가) UV/vis spectroscopy

- 감마선 조사로 인하여 Ag NPs가 생성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외선 분

광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 조건의 표본들을 BioTek®PowerWaveXS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1(a), (b), (c), (d)는 각각 PEG의 함량이 0, 5, 10,

15%인 PVA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를 나타냈다.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

가할수록 자외선 분광 광도의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Ag NPs의 함량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EG함량이 증가할수록 Ag NPs의 함량도 증

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PEG 함량이 증가할수록 430 nm의 파장에서 흡

수성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데, PEG 함량이 많아질수록 팽윤도가 증가되

어, AgNO3용액과 PVA/PEG 하이드로겔이 반응할 때, 더 많은 용액을 흡수

하면서 나온 결과로 사료된다.

(나) FE-SEM image

- Ag NPs의 생성정도와 입자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는 10 kGy 감마선 조사를

한 PVA/PEG 하이드로겔을 PEG 함량에 따라 생성되는 Ag NPs를

FE-SEM image 이다. PEG 함량이 증가할수록 Ag NPs의 생성도 증가했음

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자외선 분광도 분석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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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

(a) 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그림 2.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표면 이미지:

(a) 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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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FM (원자 현미경 분석)

- 그림 3은 원자 현미경을 통해 Ag NPs의 생성을 관찰하였다. FE-SEM

image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PEG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더 많은 Ag

NPs가 생성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AFM 이미지:

(a) 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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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D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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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SC (시차주사 열용량 분석)

- PEG의 함량에 따른 PVA 하이드로겔에 생성된 Ag NPs에 미치는 열적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TA Instrument Q100을 이용하여 DSC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림 4는 0.05 M AgNO3 용액에 30 분 동안 침지시킨 PVA/PEG 하이

드로겔을 10 kGy로 조사 한 표본들의 DSC 분석을 나타냈다. PEG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PVA/PEG 하이드로겔의 용융온도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 SAXS analysis (소각 X-ray 산란 분석)

- SAX 분석 결과를 통해 PEG 함량이 높은 PVA 하이드로겔일수록 더 높은

결합력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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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PVA/PEG 하이드로겔의 SAXS 분석

(바) Antibacterial test (항균성 실험)

- PVA/PEG 하이드로겔에 생성된 Ag NPs의 항균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09 CFU(균총형성단위) 생성된 100 ml 액체배지에 표본을 넣고, 시간에 따

라 생성되는 균을 자외선 분광기(SCINCO S-3100)를 통해 관찰하였다. 균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두 종류에 대해 관찰하였다.

- 그림 6은 대장균에 대한 측정 결과이며, 그림 7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측

정 결과이다. 그림에서 control 표본은 AgNO3 용액에 침지 시키지 않은

PVA/PEG 하이드로겔이며, 나머지 표본은 AgNO3 용액에 침지시킨 후 0, 1,

3, 5, 10 kGy로 조사한 표본이다. AgNO3 용액과 반응시키지 않은 하이드로

겔은 Ag NPs가 함유하고 있지 않아 균의 생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반면

에, Ag NPs가 존재하는 표본에서는 균이 생성되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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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하이드로겔에 존재하는 Ag NPs가 균의 생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6.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대장균 생성 측정 결과:

(a) 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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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황색포도상구균 생성 측정 결과:

(a) 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 또한, 고체배지를 이용한 항균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

균이 함유 된 고체배지에 대해 각각의 표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림은 배양 후 24 시간 후에 측정된 결과이다. 그림 8은 대장균에 대한 측정

결과이며, 그림 9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측정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

이, control 표본에 대해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Ag NPs이 존재

하는 표본에 대해서는 모두 항균성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PVA/PEG 하이드로겔에 함유된 Ag NPs는 대장균, 황색포도상

구균에 대해 우수한 항균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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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대장균에 대한 항균 이미지:

(a) 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그림 9.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 이미지:

(a) PEG 0%, (b) PEG 5%, (c) PEG 10%, (d) PE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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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은나노 입자가 함유된 CMC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은(silver) 은 전도성을 갖는 금속으로 항균, 살균, 항곰팡이, 탈취, 원적외선

방출, 대전 방지 등의 복합적인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

다. 하지만, 고가의 귀금속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나노크기

로 미립자화가 필수적이다. Ag NPs는 수초 이내에 99%의 살균력과 극도로

향상된 항균, 살균, 항곰팡이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CMC) 하이드로겔은 60% 이상의 수분을 함

유하고 있고, 체액 및 생체조직과 친화성이 있어 구강점막 치료용 약물 전달

체의 재료 사용에 적합하다.

(1) 연구 수행 방법

- CMC 20 wt%를 80 ml의 증류수에 넣고 centrifugal mixer를 이용하여 CMC

를 용해 시켰다. 용해된 CMC 수용액을 감마선으로 50 kGy 조사하여 하이드

로겔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 된 하이드로겔을 13 × 13 × 2 mm로 준비

한 후, 미리 준비 된 0.01 M AgNO3 용액에 1 시간 동안 담지 후, CMC 하

이드로겔 내부에 Ag NPs를 제조하기 위하여 1 kGy/h 선량율로 감마선으로

조사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가) UV/vis spectroscopy

- 감마선 조사로 인하여 Ag NPs가 생성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외선

분광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 조건의 표본들을 BioTek®PowerWaveX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1은 CMC 하이드로겔의 방사선 재조사량에 따

른 자외선 분광도를 나타냈다.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420 nm 부근

의 Ag NPs 의 dipole resonance와 연관된 흡수 peak의 intensity 가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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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CMC 하이드로겔의 자외선 분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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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E-SEM image

- Ag NPs의 생성정도와 입자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출형 주사전

자 현미경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는 CMC 하이드로겔의

방사선 재조사량에 따라 생성되는 Ag NPs를 FE-SEM image 이다. 그림 1

의 자외선 분광도의 결과와 같이 AgNO3 용액 담지 후,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샘플의 경우에는 Ag NPs가 거의 관찰되지 않지만,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Ag NPs 생성의 증가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생성된 은나노 입

자의 크기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 되었다. 이는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될

때, 고분자 사슬의 양이 증가하여 생성되는 은나노입자의 응집현상을 제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CMC 하이드로겔의 표면 이미지:

(a) 0 kGy, (b) 1 kGy, (c) 3 kGy (d) 5 kGy

(다) X선 광전자 분광법 (XPS)

- CMC 하이드로겔 내부의 Ag NPs의 생성 정도를 더 확인하기 위하여 XPS

분석을 실시하였다.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금속 Ag의 3d의 367 eV와

373 eV peak의 intensity가 증가 되었으며,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샘플

의 경우, Ag의 3d의 peak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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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CMC 하이드로겔의 XPS 분석

(라) Antibacterial test (항균성 실험)

- CMC 하이드로겔에 생성된 Ag NPs의 항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09

CFU(균총형성단위) 생성된 100 ml 액체배지에 표본을 넣고, 시간에 따라

생성되는 황색포도상구균을 자외선 분광기 (SCINCO S-3100)를 통해 관찰

하였다.

-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CMC 하이드로겔 내부 Ag NPs의 생성으로

인하여 균의 생성이 억제되고 있지만,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CMC 하이

드로겔은 Ag NPs가 생성되지 않아 균의 생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고체배지를 이용한 항균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황색포도상구균이 함유

된 고체배지에 대해 각각의 표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은 배양

후 24 시간 후에 측정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

은 샘플에 대해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으나, Ag NPs이 존재하는 표본에

대해서는 모두 항균성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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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황색포도상구균 생성 측정 결과

그림 5.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에 대한 clea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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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느릅나무 추출물이 첨가된 함유된 폴리비닐필로리돈/카파-카라기난/1,2-헥산

디올 하이드로겔의 제조 기술 개발

- 본 연구에서는, 화상, 피부 궤양 등의 상처 치료와 수술 후 드레싱으로 응용될

수 있는 생체에 적합한 물질인 폴리비닐필로리돈(PVP)과 인체 피부에 자극성

이 없고, 보습 및 습윤 효과가 있어 화장품 제조 및 피부 기초재

(dermatological vehicle)로 많이 이용되며, 항균제로도 쓰여지는 1,2-헥산디올

(HD) 및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는 당질로 유가공, 육가공 분야에서 증점제, 유

화안정제, 보수제 등으로 이용되는 카파-카라기난(κC)을 균질하게 혼합하여

방사선(60Co γ-ray)을 조사하였다.

- 방사선 가교는 다른 화학적 가교와 달리 인체에 유해한 가교제나 개시제를 사

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교 후 정제할 필요가 없으며, 드레싱으로 사용될 경우

에 필수인 멸균 공정이 가교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방사선 가교는 열을 가하

지 않아도 되고, 냉각상태에서도 가교가 가능한 특성이 있으며, 방사선 조사선

량을 조절하면 조성물의 변화 없이 물리적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 느릅나무 뿌리껍질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소장궤양, 대장궤양 등 갖가지 궤

양에 뛰어난 효과가 있고 부종이나 수종에도 효과가 크다.

-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상처 치료용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기 위해, 느릅나무 추

출물을 이용하여 PVP, HD, κC를 여러 조성비로 혼합한 후 감마선을 조사하

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하이드로겔의 PVP와 HD의 함유량에 따

른 물리적 특성인 겔화율, 팽윤도, 겔강도 및 항균성을 알아보았다.

(1) 연구 수행방법

- 느릅나무 추출물에 PVP, κC, HD를 넣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균질하게 교반

한 후 좀 더 균질한 혼합액을 얻기 위해 75 ℃ 항온수조에서 용해시켰다. 그

후 용액내의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 약 12시간 정도 75 ℃ 항온수조에 보관하

였다. κC 농도는 3 wt%로 고정시키고, PVP와 HD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전체 용액 농도를 7~10 wt%로 변화시켰다. 여러 가지 조성으로 만들어진

PVP, κC, HD 용액을 각각 용기(square dish, 100 × 100 mm)에 35 g씩 붓

고, 가교를 위해
60
Co 감마선을 이용하여 10 kGy/h 선량율로 25 kGy 조사하

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가) 겔화율

- 가교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고분자를 제거하기 위해 진탕 항온수조

를 이용하여 60 rpm, 37 ℃의 물에 48 시간 침진 시킨 후 꺼내어 건조기에

넣어 65 ℃에서 48 시간 동안 무게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시켰다. 겔화

율은 건조된 겔의 무게 (Wd)를 초기 사용한 고분자 무게 (Wi)로 나누어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겔화율 (%) = (Wd/Wi)×100

- HD의 농도는 0~2 wt%로 변화하였고, κC의 농도를 3 wt%로 고정시키고

전체 농도를 7~10 wt%로 변화시켰다. PVP, κC, HD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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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2~72% 값을 나타내었다. 겔화율은 PVP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HD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PVP의 피롤리돈

고리의 일부가 개환 되면서 사슬 끝에 카르복실기 (-COOH)를 갖게되어

PVP 농도가 증가할수록 겔화율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HD 농도가 증가할수

록 가소성이 커지며 겔화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물분자의 방사분해

(radiolysis)로 생성되는 1차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인 하이드록실 라디칼

(hydroxyl radical)은 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HD가 가소제 역할

을 함으로써 하이드록실 라디칼의 고분자 주쇄에 라디칼 형성을 방해할 뿐

만 아니라 고분자 주쇄에 형성된 라디칼의 결합도 방해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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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헥산디올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겔화율

(나) 팽윤도

-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13 × 13 mm 크기로 잘라 건조기에 넣어 65 ℃에서

48 시간 동안 무게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건조시킨 후 다양한 시간 간격으

로 48 시간까지 물에 침진 시켜 꺼내어 겔 표면에 물을 여과지로 닦은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팽윤도는 팽윤된 겔의 무게 (Ws)와 건조된 겔의 무게

(Wd) 차이로부터 구해지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팽윤도 (%) = (Ws-Wd)/Wd×100

- 상처는 마른 상태보다 세포증식이 잘되는 수분 상태에서 흉이 덜 남고 잘

아물기 때문에 하이드로겔의 수분 팽윤도가 높을수록 상처 치료에 유리하

다. 그림 2에서와 같이, HD의 농도는 0~2 wt%로 변화하였고, κC의 농도

를 3 wt%로 고정시키고 전체 농도를 7~10 wt%로 변화시켰다. PVP, κC,

HD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1,457~44,379% 값을 나타내었다. 팽윤도는 HD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PVP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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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HD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 PVP의 농도가 7%일때, HD가 첨가되지 않은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1,740%인 반면, HD가 2% 첨가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는 44,379%로 급격

하게 증가 되었다. 겔화율이 증가하면 팽윤도는 감소하는데, 이것은 가교가

진행될수록 3차원 망상구조가 증가해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체적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 그림 3은 PVP, κC, HD 하이드로겔의 침전 시간에 따른 팽윤도를 보여준다.

그림 2와 같이, PVP 농도가 증가할수록 팽윤도는 감소하였으며, 약 30 시

간 경과 후에 팽윤 평형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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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헥산디올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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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VP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다) 인장강도

-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두께 2 mm, 끝 폭 19 mm, 중간 폭 6 mm, 길이

112 mm로 시편을 제조 하였다. 제조된 시편은 수분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각각의 페트리디쉬에 밀봉하여 보관 후, 인장강도 측정시, 하나

씩 꺼내어 cross head speed 15 mm/min로 고정하여 측정했다. 한 종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 그림 4는 PVP, κC, HD 하이드로겔에서 HD과 PVP의 농도 변화에 따른 인

장강도를 보여준다. HD의 농도는 0~2 wt%로 변화하였고, κC의 농도를 3

wt%로 고정시키고 전체 농도를 7~10 wt%로 변화시켰다. PVP, κC, HD 하

이드로겔의 인장강도는 0.17~1.95 kgf/cm2값을 나타내었다. 인장강도는 PVP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HD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높은

겔화율을 갖는 하이드로겔은 겔 내부에 강한 망상구조를 형성하게 되기 때

문에 인장강도 또한 높은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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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헥산디올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인장강도

(라) 항균성 실험

- 항균 실험에 사용된 하이드로겔은 PVP, κC, HD 수용액의 PVP 농도는 6

wt%로 κC 농도는 2 wt%로 각각 고정시키고, HD의 농도를 0~2 wt% 변화

시켰다. 여러 가지 조성의 혼합액을 각각 용기(petri dish 60×15 mm)에 12

g씩 붓고, 조사선량 25 kGy (10 kGy/h)로 조사하여 제조하였다.

- HD의 함유량에 따른 항균성을 비교하기 위해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상온에

방치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1개월간 관찰하였다 (그림 5).

- HD의 농도는 0~2 wt%로 변화하였고, PVP와 κC의 농도를 각각 6 wt%와

2 wt%로 고정시켰다. 관찰 10일째, HD의 농도 0 wt%로 제조한 하이드로

겔에서는 곰팡이가 관찰되었지만, HD의 농도 1 wt% 또는 2 wt%로 제조

한 하이드로겔에서는 곰팡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관찰 31일째, HD를 함유

하지 않은 하이드로겔에서는 성장된 곰팡이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HD를

함유한 하이드로겔에서는 곰팡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 HD

를 함유한 하이드로겔에서 항곰팡이성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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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헥산디올 함량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항균 이미지:

(A) 1 wt%, (B) 2 wt%, (C) 3 wt%



- 203 -

4. 궤양 치료용 천연고분자 섬유 제조 기술 개발

- 최근에 의약 및 화장품 업계에서는 천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상용화 되고 있다. 그 중에서 꿀은 예로부터 외상과 구내염 등에 대한 민간요

법제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항생제로서의 작용에 대해서 재조명

받고 있다.

- 의학적으로 유용한 천연물의 서방형 방출을 위해 최근 고분자 하이드로겔의 사

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하이드로겔은 상처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량

의 수분 함유, 수분 증발량 조절, 체액 흡수, 박테리아로부터의 감염 예방, 상처

나 피부에 부착성, 투명성, 취급 용이성, 저장성과 멸균이 가능한 우수한 특성

을 가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이드로겔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계적 강도를

갖고 있어 쉽게 끊어지거나 찢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꿀과 같은 높은 점도

를 지닌 천연물질이 함유된 하이드로겔은 더욱 낮은 기계적 강도를 보이기 때

문에 병변에 대한 부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상처 치유 과

정 간에 손상되어 이상적인 치료에 제한을 줄 수 있다.

- 순수한 하이드로겔은 분자 사슬의 가교와 높은 수분 함유율로 인해 수십 kPa

수준의 기계적 강도를 보이며, 이는 일부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체에 이식되는 조직공학용 하이드로겔과는 다르게 환부에 부착되어

외부에 노출되는 하이드로겔은 다양한 물리적, 환경적 자극을 받으며, 하이드

로겔 자체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천연물질이 함유된 하이

드로겔의 기계적 강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방사법을 이용한 나노섬유를 함유

시켜 하이드로겔의 강도보강을 실시하였다 (그림 1).

그림 1. 궤양 치료용 고분자 나노 섬유 하이드로겔 제조 방법

- 전기방사는 고분자용액을 이용하여 쉽게 나노섬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로 고

전압 발생기, 실린지 펌프 및 콜렉터와 같은 간단한 장비를 이용하여 간결하면

서도 효과적인 나노 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그림 2). 또한, 방출 용액의 농도,

표면장력 및 전기장의 세기와 같은 다양한 공정변수를 조절하여 원하는 조건의

나노섬유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우수한 기술이다. 합성고분자 뿐만 아

니라 천연고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원을 갖는 소재들의 가공이 가능하며,

하이드로겔 대비 높은 기계적 강도를 보여 일반적으로 수십에서 수백배 높은

인장강도를 보여준다.



- 204 -

그림 2. 전기방사의 대략적인 모식도

- 본 연구에서는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고분자를 꿀과 정제수를 혼합하여 나노섬

유를 포함하여 방사선을 조사하여 기계적 강도가 개선된 하이드로겔을 제조하

였다.

가. 연구 수행 방법

(1) 나노섬유 제조 및 하이드로겔 제조

- 본 연구에서는 나노섬유가 포함된 하이드로겔 패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poly

vinyl alchol(PVA)과 polyacrylic acid(PAA)를 다양한 농도로 녹여서 1:1로

혼합하여 전기방사를 실시하여 나노섬유형태의 시트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트는 145 ℃에서 30 분 동안 열처리를 이용하여 가교를 실시하였으며, 제

작된 나노섬유를 이용하여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패치를 제작하였

다.

- 먼저, 밤꿀 농축액 20 wt%를 녹인 정제수에 carboxymethyl cellulose(CMC)

를 혼합하여 centrifugal mixer를 2,000 rpm으로 15 분간 교반하여 완전히 용

해시킨 후 섬유시트가 포함된 트레이에 부어 겔 상태의 시트 형태를 제조하

였고, 50 kGy의 선량율로 감마선을 조사하여 궤양 치료용 고분자 나노섬유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2) 나노 섬유 가교 확인

-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가교에 적당한 온도를 확인하였으며, 가교 전후

의 나노섬유의 형태를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였다. 또한, 가교된 나

노섬유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Bruker사의 FT-IR spectrometer를 사용하

여 파장범위 4000-400 cm-1에서 주사회수는 32번으로 하고 resolution은 4

cm
-1
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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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겔화율

- 하이드로겔을 약 1.3 ˟ 1.3 cm 크기로 자르고, 진공오븐에 넣어 일정한 무게

에 이를 때까지 건조시켰다. 각각 표본들을 100 ml 병에 하나씩 넣고 정제수

로 채우고, 병들을 shaking water bath에 넣어 37 ℃, 67 rpm으로 48 시간

작동시켰다. 그 후에 병에서 표본들을 꺼내어 다시 진공 오븐에 넣고 일정한

무게에 이를 때까지 건조시켰다. 겔화율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겔화율(%) = (Wd/Wi)× 100

(4) 팽윤도 측정

- 제조된 하이드로겔을 37 ℃에서 48 시간 동안 침지 시킨 후, 꺼내어 젤 표면

의 물기를 닦아준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팽윤되는 겔의 무게(Ws)와 건조된

겔의 무게(Wd)차이를 건조된 겔의 무게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다.

팽윤도(%) = (Ws-Wd)/(Wi) × 100

(5) 인장강도 측정

- 가교된 나노섬유가 포함된 하이드로겔 패치의 물성변화를 확인하기위해서

Instron 사의 Universal Test Machine을 사용하여 tensile strength, tensile

stress, elongation 을 측정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 그림 3은 농도가 4, 6, 8 wt% 인 PVA와 6, 8, 10 wt%인 PAA를 1:1의 부피

비율로 혼합하여 방사한 시트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관찰을 실시

한 결과이다. PVA와 PAA의 다양한 농도로 혼합하여 방사된 나노섬유를 관

찰한 결과 비드 형성없이 균일하게 형성된 나노섬유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혼

합방사를 통해서 제작된 PAA8PVA8 나노섬유를 120, 130, 140 ℃의 온도에서

10, 20, 30 분 동안 열처리를 실시한뒤 24 시간 동안 물에 담근 후 주사전자현

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적인 변화를 관찰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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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제작된 나노섬유

그림 4 온도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나노섬유의 형태학적인 변화

-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분간 열처리를 했을 경우 가교 온도에 상관없

이 모든 시료에서 가교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증류수에 담지했을 때 나노섬유

의 형태가 손상되었다. 하지만, 20 분 열처리 했을 경우 120 ℃에서는 가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30 ℃에서 일부 가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40

℃에서는 완전히 가교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0 분 열처리시

에도 130 ℃에서 가교가 되었으나 140 ℃에서는 완전히 가교되어 전기방사 직

후의 형태를 완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교 온도가 증가할수록, 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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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간이 증가할수록 고분자가 가교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높

은 온도에서 PVA의 hydroxyl group과 PAA의 carboxyl group이 서로 결합

을 이루며 가교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5. 열처리 가교 후 wetting 시킨 nanofiber

- 이와 같은 조건을 사용하여 앞선 다양한 농도의 PVA와 PAA의 혼합방사된

나노섬유를 이용하여 열처리를 시켜 가교를 실시한 뒤 물에 담근후 변화되는

현상을 그림 5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고온에서 30 분

가량 가교할 경우 모든 시료에서 원래 방사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나노섬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비율을 갖는 나노섬유의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상기 조건에 따라 열처리를 실시한 후 PVA의 hydroxyl group과 PAA의

carboxyl group 상호간의 결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FTIR-ATR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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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나노섬유의 열처리전후 FTIR-ATR

-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PVA/PAA을 혼합방사하여 제조한 나노섬유시트

의 FT-IR spectra에서 열처리에 의한 특별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어떠

한 ester 결합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1710 cm-1에서 carboxyl group의 강한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열처리를 통해서 제작된 비수용성 시

트의 ester-bond의 형성은 FTIR-ATR를 이용하여 관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보고서에서도 같은 결과를 갖는 것

으로 확인하였다.

- 위와 같은 나노섬유시트를 이용하여 당뇨성궤양용 하이드로겔 패치를 제작하

였다. CMC와 밤꿀의 함량과 조사선량은 paste를 제작할 때 사용한 농도와 조

건을 이용하였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노섬유 시트를 포함하는 하이

드로겔 패치는 감마선 조사를 통해 제작되었다. 순수 하이드로겔 패치는 투명

한 형태를 보여주는 반면에 나노섬유가 삽입된 시트는 바닥이 불투명함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나노섬유와 하이드로겔이 완전히 접합되어 쉽게 떨어

지지 않았다.

그림 7. 나노섬유가 포함된 하이드로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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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이드로겔 생분해도(H: Honey, NF: Nanofiber)

- 그림 8에서는 하이드로겔의 생분해도 평가 결과이다. 48시간동안 초순수에 인

큐베이션을 실시하여 측정한 결과, 순수 CMC 로 이루어진 하이드로겔 patch

의 경우에는 약 45%의 겔이 형태를 유지한 반면에 밤꿀을 포함한 하이드로겔

은 대부분 분해되어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밤꿀이 포함된 하이드로

겔의 경우 급격한 팽윤도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분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나노섬유가 포함될 경우 꿀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높은 수준으로

겔의 형태가 유지되었으며, 감마선에 의해 가교된 겔의 특성을 잘 유지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가교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측정

- 그림 9는 가교된 하이드로겔의 팽윤도에 대한 측정결과이다. 본 결과를 통해

서 나노섬유가 포함된 하이드로겔이 나노섬유를 포함하지 않은 하이드로겔에

비하여 팽윤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천연물을 포함한 하이드로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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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천연물을 포함하지 않은 하이드로겔의 팽윤도 차이를 통해서 CMC만으로

이루어진 하이드로겔은 밤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에 비하여 팽윤도가 상대적

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나노섬유가 포함된 하이드로겔의 물리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UTM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PVA/PAA 하이드로겔은 일

반적으로 낮은 기계적 강도를 갖고 있어 가교 정도에 따라 찢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노섬유 시트를 삽입하였을 경우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장율은 다소 감소하여 보였지만, 동일한 압력을 가했을 경우 나노섬유를 포

함하는 하이드로겔에서는 하이드로겔이 끊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0. 나노섬유 포함 여부에 따른 하이드로겔의 기계적 특성 변화

- 그림 10은 나노섬유가 포함된 하이드로겔의 UTM측정 결과이다. 나노섬유가

포함된 하이드로겔의 tensile strength는 나노섬유가 포함되지 않은 하이드로겔

에 비하여 약 8 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elongation 도 약

60% 수준으로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탄력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노섬유가 포함된 하이드로겔은 이전에 사용되었

던 순수 하이드로겔에 비해 기계적 특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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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마이크로 캡슐 제조 기술 개발

가. 전자선을 이용한 폴리아크릴산 마이크로 캡슐 담지용 나노겔 제조 기술 개

발

- 나노겔은 친수성 고분자의 가교에 의해 형성이 되며, 하이드로겔의 우수한 생

체친화성, 높은 함수율, 생체분자와 혼성화가 가능한 3차원적인 입체구조, 다

양한 바이오콘쥬게이션을 위한 넓은 표면적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노

크기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약물전달체 (DDS, Drug Delivery System)로 많

은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러한 나노겔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자가유화확산법, 블록공중합체등을 이

용한 마이셀 형성을 통한 방법, 자성을 이용한 방법, 이온성 고분자의 복합체

반응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가교제를 사용함에 따라 가

교제의 독성문제와 가교제의 제거 문제, 가교 반응 시간 등의 문제점들을 가

지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가교 방법을 전자선을 이용하여 가

교를 하기 때문에 가교제의 독성문제 및 제거 공정이 없으며, 겔의 가교와 멸

균이 동시에 가능하고 고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정이 간소화 되어 제조

시간이 적게 필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전자선을 이용하여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고분자인 폴리아크릴산을 가교시켜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폴리아크

릴산 나노겔을 제조하였다.

(1) 연구 수행 방법

(가) 폴리아크릴산 나노겔 제조

- 생체적합성 고분자로 폴리아크릴산(PAC, 분자량(Mw) 1,000,000, Wako,

Japan)을 사용하였고, non solvent로 hexane을 사용하였다. 폴리아크릴산은

전체 무게의 1 wt%를 hexane(0∼3 wt%)과 3차 증류수(96∼99 wt%)의 함

량비에 따라 용해하였다. 상기 수용액을 mechanical stirrer를 사용하여 500

rpm으로 15 시간 교반시켜 완전히 용해을 시킨 후, 상온에서 square dish에

부은 후 각각 10∼100 kGy 로 전자선을 조사시켜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제조하였다.

그림 1. 폴리아크릴산 나노겔 제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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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UV-vis 스펙트럼 측정

- 제조한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 분 동안 분산을 시키고

12 well plate에 각각 넣은 후 ELISA를 사용하여 37 ℃에서 200 ∼ 900 nm

의 흡광도(Observance Density)를 측정하였다.

(다) 나노겔 크기 측정

- 제조한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 분 동안 분산을 시키고

quart cell에 약 2 ml을 채우고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Delsa

nano C, Beckman coulter Inc.)를 사용하여 marquardt method로 30 ℃에서

측정을 하였다.

(라) 나노겔 제타포텐셜 측정

- 제조한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 분 동안 분산을 시키고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Delsa nano C, Beckman coulter Inc.)를

사용하여 30 ℃에서 측정을 하였다.

(마)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FE-SEM 분석

- 제조한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분 동안 분산시키고 실리

콘 웨이퍼 (1 cm x 1 cm) 위에 떨어뜨린 후 진공오븐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12 시간 진공건조시켜 샘플을 준비하였다. 준비한 샘플을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4700, Hitach)를 이용

하여 관찰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 제조한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생성 및 조사량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서 ELISA를 사용하여 흡광도(Observance Density)를 측정해 보았다.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UV-vis 스펙트럼에서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최대 흡광도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폴리아크릴산 용액

에서 나노입자가 생성이 되면서 특정 파장의 UV를 흡수하여 흡광도 값의 변

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흡광도 값이 증가 하고

오른쪽으로 이동됨으로서 입자가 더 많아지고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hexane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UV-vis 스펙

트럼의 차이를 크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Hexane이 흡광도 값에 영향을 주

지는 않지만 생성된 입자의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사선량별 스펙트럼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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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입자 크기 ; PAC 1wt%, (a) Hexane 0 wt%, (b)

Hexane 1 wt%, (c) Hexane 3 wt%, (d) Hexane 5 wt%

- 그림 3은 제조한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전자선 조사선량과 hexane의 농도

에 따라 입자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폴리아크릴산 사슬에 라디칼이 더 많이 생성되면서

intramolecule 반응에 의해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hexa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입자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은 hexa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폴리아크릴산에 관련하

는 hexane의 양이 많아져 폴리아크릴산 분자간의 반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조된 나노겔은 하나의 균일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도를 이루

고 있는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C 1 wt%, hexane 1 wt%의 입자

분포도를 보게 되면 입자 분포도를 통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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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입자 크기 ; PAC 1 wt%, Hexane x wt%

(a) (b)

(c) (d)

그림 4.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입자분산도 ; PAC 1 wt%, Hexane 1 wt% (a) 10

kGy, (b) 50 kGy, (c) 75 kGy, (d)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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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타포텐셜(ζ-potential)이란 콜로이드 입자들의 표면 대전량 정도와 액체와

의 전위차를 의미하며, 제타포텐셜의 절대값이 클수록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

에 대전량이 커져 콜로이드가 응집되지 않고 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5.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제타포텐셜(ζ-potential) ;

PAC 1wt%, Hexane x wt%

(a) (b)

(c) (d)

그림 6.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FE-SEM 이미지 ;

PAC 1 wt%, Hexane 1 wt% (a) 30 kGy, (b) 50 kGy, (c) 75 kGy, (d)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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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선량과 hexa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

타포텐셜의 절대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타포텐셜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성된 입자간의 분산이 잘 되고 응집이

되지 않아 좁은 분포를 가진 작은 나노겔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hexa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타포텐셜의 절대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극성용매인 hexane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겔간의 응집

반응을 막는 현상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 제조한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입자 크기 및 이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6은 PAC 1 wt%와

hexane 1 wt%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이미지이다.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약 500 nm

에서 약 150 nm 까지 감소하는 것을 FE-SEM 이미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한 겔이 둥근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

은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입자크기를 확인해 봤을 때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

다.

나. 은나노입자 함유 마이크로 캡슐 담지용 폴리아크릴산 나노겔 제조 기술 개

발

- 은(silver)은 전기전도성을 갖는 금속으로 항균, 항곰팡이, 탈취, 원적외선 방출

등 복합적인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특히 은나노입자

(Ag NPs)는 나노크기로 인한 고활성 표면적으로 인한 극도로 향상된 항균, 항

곰팡이 등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멸균이 필요한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이용

되고 있으며, 안정화와 제어를 위해 다양한 계면활성제, 고분자, 생체 거대분자

들을 이용하여 구조 형성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 이러한 Ag NPs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광화학, 전기화학, 화학적 산화

등의 화학 방법과 감마선, 이온빔 ,초음파, 플라즈마 등과 같은 방사선을 이용

한 방법등이 있다. 이중 방사선을 이용한 방법은 단시간내에 빠른 산화를 시켜

균일한 Ag NPs를 제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AgNO3를 산화시켜 Ag NPs를 만들고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고분자인 폴리아크릴산을 가교시켜 항균특성을 가진 은

나노입자 함유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제조하였다.

(1) 연구 수행 방법

(가) 은나노입자 함유 폴리아크릴산 나노겔 제조

- 은나노입자(Ag NPs)를 만들기 위해 AgNO3(Sowha, Japan)를 사용하였고,

생체적합성 고분자로 폴리 아크릴산 (PAC, 분자량(Mw) 1,000,000, Wako,

Japan), non solvent로 hexane을 사용하였다. 먼저 0.005∼0.05 M AgNO3
solution을 만든 후, 폴리아크릴산은 전체 무게의 1 wt%를, hexane (0∼3

wt%)과 AgNO3(96∼99 wt%)의 함량비에 따라 용해하였다. 상기 수용액을

mechanical stirrer를 사용하여 500 rpm으로 15 시간 교반시켜 완전히 용해

시킨 후, 상온에서 square dish에 부은 후 각각 10∼150 kGy로 전자선을

조사시켜 은나노입자 함유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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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은나노입자 함유 폴리아크릴산 나노겔 제조 과정

(나) UV-vis 스펙트럼 측정

- 제조한 은나노입자 함유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분 동

안 분산을 시키고 12 well plate에 각각 넣은 후 ELISA를 사용하여 37 ℃에

서 200∼900 nm의 흡광도(Observance Density)를 측정하였다.

(다) 나노겔 크기 측정

- 제조한 은나노입자 함유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분 동

안 분산을 시킨 후, quart cell에 약 2 ml를 채우고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Delsa nano C, Beckman coulter Inc.)를 사용하여 marquardt

method로 30 ℃에서 측정을 하였다.

(라) 나노겔 제타포텐셜 측정

- 제조한 은나노입자 함유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분 동

안 분산을 시키고 Particle size analyzer(Delsa nano C, Beckman coulter

Inc.)를 이용하여 30 ℃에서 측정을 하였다.

(마)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FE-SEM 및 EDX 분석

- 제조한 은나노입자 함유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을 voltex를 사용하여 3분 동

안 분산을 시킨 후, 실리콘 웨이퍼(1 cm x 1 cm) 위에 떨어뜨린 후 진공오

븐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12 시간 진공건조 시켜 샘플을 준비하였다. 준비한

샘플을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4700, Hitach)를 이용하여 관찰함과 동시에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EDX, EMAX, Horiba)를 사용하여 7 eV에서 성분 분석을 하

였다.

(바) 항균성 실험

- 대장균(Escherichia coli) 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균주를

사용하여 은나노입자 함유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항균활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균주를 Nutrient Broth(Difco.Co., USA)에 접종하여 37 ℃에서 24 시

간동안 배양한 후, 각 균주를 O.D.600 0.1로 조정하여 Nutrient 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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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co.Co., USA)에 100 ul 도말하고 나노겔들을 멸균 disc-paper(지름 8

mm, Advantec)에 가하여, 37 ℃에서 24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항균활성은

생육저지환의 크기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 전자선 조사에 인하여 Ag NPs와 나노겔의 생성 및 조사량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ELISA를 사용하여 흡광도(Observance Density)를 측정해

보았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UV-vis 스펙트럼에서 전자선 조사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350∼400 nm와 450∼500 nm에서의 흡광도가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폴리아크릴산 나노입자와 은나노입자가 생성이 되면

서 특정 파장의 UV를 흡수하여 흡광도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a) (b)

(c) (d)

그림 2. 폴리아크릴산 나노겔의 UV-vis 스펙트럼; PAC 1wt%, Hexane 3

wt%(a) AgNO3 0.005 M (b) AgNO3 0.01 M, (c) AgNO3 0.03 M, (d)

AgNO3 0.05 M

- 또한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흡광도 값이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이동됨으로

서 입자가 더 많아지고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면에 AgNO3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UV-vis 스펙트럼의 흡광도가 감

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gNO3 0.03 M이하에서는 흡광도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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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gNO3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용액내의 AgNO3의 반응에 의해 폴리아크릴산의 나노겔 형성 반응

을 방해하였기 때문이 전체적인 흡광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림 3은 제조한 Ag/PAC 나노겔의 전자선 조사선량과 AgNO3의 농도에 따

라 입자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보는 바와 같이 AgNO3 0.005 M에서 전

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폴리아크릴산 사슬에 라디칼이 더 많이 생

성이 되면서 intramolecule 반응에 의해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AgNO3의 농도가 0.01∼0.05 M으로 증가했을 때는 입자크기가 일정

하지 않고 불규칙한 모습을 보인다.

- 제조된 Ag/PAC 나노겔은 하나의 균일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

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C 1 wt%, Hexane 3

wt%, AgNO3 0.005 M의 입자 분포도를 보게 되면 입자 분포도를 통해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Ag/PAC 나노겔의 입자 크기 ; PAC 1 wt%, Hexane 3 wt%, AgNO3 x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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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 Ag/PAC 나노겔의 입자분산도 ; PAC 1 wt%, Hexane 3 wt% AgNO3
0.005 M (a) 10 kGy, (b) 30 kGy, (c) 100 kGy, (d) 150 kGy

- 제타포텐셜(ζ-potential)이란 콜로이드 입자들의 표면 대전량 정도와 액체와

의 전위차를 의미하며, 제타포텐셜의 절대값이 클수록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

에 대전량이 커져 콜로이드가 응집되지 않고 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NO3 0.005 M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제타포텐셜의 절대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사량이 증가

함에 따라 제타포텐셜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성된 입자간의 분산이 잘 되고

응집이 되지 않아 좁은 분포를 가진 작은 나노겔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AgNO3 0.01∼0.05 M의 제타포텐셜의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0∼10사이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g 입자가 많아짐에

따라 Ag간의 전기적인 성질에 의해 응집되면서 분산이 잘 되지 않아 제타포

텐셜의 절대값을 낮추고 입도분석기를 통해 분석했을 때와 같이 크기가 불규

칙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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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g/PAC 나노겔의 제타포텐셜(ζ-potential) ; PAC 1 wt%, Hexane 3 wt%

AgNO3 x M

(a) (b) (c)

(d) (e) (f)

그림 6. Ag/PAC 나노겔의 FE-SEM 이미지 ; PAC 1 wt%, Hexane 3 wt%,

AgNO3 0.005 M (a) 0 kGy, (b) 10 kGy, (c) 30 kGy, (d) 75 kGy, (e)

100kGy. (f) 150 kGy

- 제조한 Ag/PAC 나노겔의 입자 크기 및 이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계

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6은 PAC 1 wt%,

hexane 3 wt% AgNO3 0.005 M Ag/PAC 나노겔의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이미지이다.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

가 약 400 nm에서 약 150 nm 까지 감소하는 것을 FE-SEM 이미지를 통해



- 222 -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또한 겔이 둥근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입자크기를 확인해 봤을 때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a) (c)

(b) (d)

그림 7. Ag/PAC 나노겔의 EDX 스펙트럼 ; PAC 1 wt%, Hexane 3 wt%,

AgNO3 0.005 M (a),(b) 50 kGy, (c),(d) 100 kGy

- 또한 Ag NPs의 생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E-SEM을 이용하여 EDX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c)이미지에 보이는 나노겔

부분을 분석하였을 경우 스펙트럼에서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 성분이 있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반면에 (b), (d) 이미지에 보이는 나노겔이 아

닌 부분을 분석했을 때는 은 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Ag

NPs가 나노겔 내부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Ag/PAC 나노겔의 대장균에 대한 항균성

실험; PAC 1 wt%, Hexane 3 wt%, AgNO3 0.0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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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Ag/PAC 나노겔의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실험; PAC 1 wt%, Hexane 3 wt%, AgNO3 0.005 M

- 그림 8, 9는 PAC 1 wt%, Hexane 3 wt%, AgNO3 0.005 M Ag/PAC 나노겔

의 내부에 있는 Ag NPs 입자의 항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고체배지를 이용

하여 항균성 실험을 한 이미지와 생육저지환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보는 바와 같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서 control로 사용한 PAC 1 wt%,

hexane 3 wt% 에서는 항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Ag/PAC 나노겔은 전자

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균성이 증가하는 것을 이미지와 그래프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황색포도상구균보다는 대장균에서 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PAC에 의한 항균성이 아니라 Ag/PAC 나노겔내부

에 생성된 Ag NPs에 의해 항균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선량 증

가로 인해 입자크기 감소했기 때문에 항균성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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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에 의한 효능평가

- 궤양은 염증이나 괴사로 인해 그 상피가 탈락하여 조직표면이 국소적으로 결손

되거나 함몰된 것을 의미하며, 조직의 염증이 진행되면 중성백혈구와 대식세포

에서 나오는 리소좀 효소로 인해 조직이 파괴되나,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이나 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또는 서서히 혈액공급이 안

될 때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원인은 궤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염증이 진행되고 농양이 형성

되면 정상 조직의 일부가 파괴되고 이것이 더욱 진행되면 궤양으로 발전한다.

- 이러한 발생과정으로 인해, 궤양은 피부를 비롯하여 소화기·호흡기·심혈관·비뇨

생식기 등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조직의 산소 및 영양분의 결핍으로 인한 궤

양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주로 발이나 다리에 생기는 당뇨병성 궤양이

대표적이다.

- 본 연구에서는 꿀을 포함하는 궤양 치료용 겔을 이용하여 당뇨병성 궤양모델

마우스를 통한 동물실험과 SD Rat을 통한 상처치료 효능평가를 실시하였다.

가. 당뇨병성 궤양 모델 마우스 제작 및 유지

당뇨병성 궤양모델마우스 제작 및 유지 모식도

◦ 생후 8주령의 C57BL과 6J-Leprdb/Leprdb

(db/db) 마우스를 SLC JAPAN에서 구입

후 대학 실험동물시설에서 일주일간 유지

관리

◦ db/db 마우스의 당뇨병모델로서 적정한

가를 평가

- 동물의 무게, 혈액 글루코스, 혈장 인슐린

을 대조군과 비교하여 평가

◦ 털을 모두 제거한 후 biopsy기구를 이용하

여 약 8 mm 정도의 피부를 절개해 창상

제작

- 창상의 회복속도 여부를 1, 3, 6, 9, 12,

15일 후에 창상의 회복여부를 기록

[궤양창상 모델 제작 모식도와 함께

샘플 채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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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연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의 창상 치료효능 평가

- 생후 8주령의 C57BL과 6J-Leprdb/Leprdb (db/db) 마우스를 SLC JAPAN에서 구입

후 대학 실험동물시설에서 일주일간 유지 관리하여, db/db 마우스의 당뇨병모델로서

적정평가, 동물의 무게, 혈액 글루코스, 혈장 인슐린을 대조군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 또한, 털을 모두 제거한 후 biopsy기구를 이용하여 약 8 mm 정도의 피부를 절개해

창상 제작 창상의 회복속도 여부를 1, 3, 6, 9, 12, 15일 후에 창상의 회복여부를

기록하였다.

(1) 연구 수행 방법

- db/db 마우스와 대조군에 궤양을 일으키기 위해 창상을 제작하고, 회복시간

평가 및 회복에 관여하는 물질들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희생하여 조직을 얻

고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가) Determination of residual wound area: 만들어진 창상의 회복속도 여부를

1, 3, 6, 9, 12, 15일 후에 창상의 회복여부 평가

(나) Histochemical 염색: 획득한 피부 조직은 4% PFA에서 24 시간 동안 고정

한 후 조직표본을 제작하여 조직학적 또는 조직화학적 염색을 실시하여

피부재생에서의 대조군과 비교 평가

→ Hematoxylin&Eosin 염색, Ki-67, a-smooth muscle actin 등

(다) Western blotting: 획득한 피부조직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뒤 단백질 분리

장치를 이용하여 분획한 뒤 각각의 항체를 이용하여 발현 여부를 비교 평

가 → HO-1 antibody 등

(라) 조직형태계측학적 평가 및 정량 평가: 육아조직의 형성 및 면역조직염색에

의한 염색된 세포를 확인한 뒤 이를 정량 숫자화 하여 비교 평가

(마) Angiogenesis analysis: 궤양 창상조직에서의 혈관신생여부를 정량 평가



- 226 -

(2) 결과 및 고찰

(가) 창상 회복평가

- 그림 1은 밤꽃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의 창상 회복 결과를 나타냈다. 천연

물(밤꽃꿀, 느릅, 알로에, 알지네이트)이 포함된 하이드로겔을 일차적으로

C57BL/6J 마우스를 이용하여 창상의 회복여부를 non-treated, water, 천연

물(4 종류)이 포함된 하이드로겔 군으로 나누어 1, 3, 6, 9, 12, 15일로 나누

어 평가를 했으나, 밤꽃꿀에서만 water hydrogel군보다 다소 유의성을 보여

주어 밤꽃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을 위주로 평가하였다. 마우스에서 창상

수복 속도는 non-treated group에서 가장 빠른 창상 수복을 보여주었으나,

water hydrogel group 보다는 밤꽃꿀 hydrogel group에서 빠른 창상 수복

을 보여 주었고, non-treated group에서는 개방창이다 보니 2차 감염의 위

험성을 가졌다. 그러나, water hydrogel group과 밤꽃꿀 hydrogel group에

서는 뛰어난 보수성으로 인해 창상 수복에 안정성을 보였다.

(a)

(b)

그림 1. 창상 수술 후 벌꿀함유 하이드로겔(CH)의 부착 일령에 따른 창상

수축과정을 wate (positive control)과 non-treat(negative control) 함께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벌꿀함유 하이드로겔의 6일째부터 유의성 있게

창상이 수축되고 있음. The value marked with an asterisk was

significantly (*, p< 0.05) different from that for the water

hydrogel-treated group. The value marked with a plus was significantly

(+, p<0.05) different from that of the non-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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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육아조직학적 회복 평가

- 그림 2는 밤꽃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의 육아조직학적 회복 결과를 나타냈

다. 창상수축의 회복과는 달리 하이드로겔을 부착한 창상에서 육아조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하이드로겔의 뛰어난 보

수성으로 인해 안정된 수분확보와 치료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밤꽃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에 의한 육아조직 회복이 non-treated

group, water hydrogel group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보여주고 있으며, 치

료 12 일 후 육아조직학적 평가에서 약 60% 정도의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

타내었다.

(a)

(b)

그림 2. 창상 수술 후 벌꿀함유 하이드로겔(CH)의 부착 일령에 따른 육아조직형성

과정을 water(positive control)와 non-treat(negative control) 함께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벌꿀함유 하이드로겔의 9일째부터 유의성 있게 육아조직이

형성되고 있음. The value marked with an asterisk was significantly (*, p<0.05)

different from that for the water hydrogel-treated group. The value marked

with a plus was significantly (+, p<0.05) different from that of the non-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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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포 분열의 면역조직학적 평가

- 창상 후 회복과정에서 활발한 세포분열은 빠른 치유을 대변해 준다. Ki-67

항체는 세포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Ki-67

positive cell을 카운팅함으로써 회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 밤꽃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의 치료시작 3 일과 9 일에서 왕성한 세포분열

을 보여주고 있으며, 9 일째에 non-treated group, water hydrogel group고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positive cells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

(a) (b)

그림 3. 창상 수술 후 벌꿀함유 하이드로겔(CH)의 부착 일령에 따른

세포분열을 면역조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3일째와 9일째의 항체 Ki-67의

발현을 water(positive control)과 non-treat(negative control) 함께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벌꿀함유 하이드로겔의 9일째부터 유의성 있게 육아조직이

형성되고 있음. The value marked with a plus was significantly (+,

p<0.05) different from that of the non-treated group. The value marked

with an asterisk was significantly (*, p<0.05) different from that of the

water hydrogel-treated group.

(라) 창상 회복과정에서 HO-1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O-1을 western

blotting을 통해 평가

- HO-1은 cytoprotective, pr-angiogenic, anti-inflammatory enzyme으로 알려

져 있는 단백질이다. 처리하지 않은 군에서 2 일째부터 발현이 강하게 보이

는 것에 비해 water hydrogel group과 밤꽃꿀 hydrogel group에서는 1일째

부터 HO-1의 강한 발현을 보여 주었으며 3 일째부터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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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창상 수술 후 벌꿀함유 하이드로겔(CH)의 부착 일령에 따른 HO-1의 발현을

water (positive control)과 non-treat (negative control) 함께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벌꿀함유 하이드로겔에서 빠른 HO-1의 발현을 보여주고 있음. The value

marked with a plus was significantly (+, p<0.05) different from that of the

non-treated group. The value marked with an asterisk was significantly (*,

p<0.05) different from that of the water hydrogel-treated group.

(3) 결론

- 결론적으로, 하이드로겔을 부착한 군은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다소 창상의

수축이 늦어지는 경향은 보이나 안정적인 창상의 수복과정을 보여주었고, 육아조직

의 수복과정에서도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적인 형성을 보여주었으며, 밤꽃꿀

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에서 보다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하이드로겔

을 부착한 군은 세포분열의 영향에 있어서도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해 강한 세포분열

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육아조직의 형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 HO-1의 초기 발현에 있어서 하이드로겔을 부착한 군에서 1일령에서부터 강한

발현을 보여주었으며, 세포보호와 혈관형성 및 항염증 효과에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

다.

- 밤꽃꿀을 포함하고 있는 하이드로겔의 HO-1 발현은 water hydrogel 군에 비해

보다 강한 발현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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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꿀을 함유한 당뇨병성 궤양 치료용 나노섬유 담지 하이드로겔의 동물 실험평

가

- 꿀은 예부터 외상과 구내염 등에 대한 민간요법제로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에는 벌꿀의 항생제로서의 작용에 대해서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항생제의

내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벌꿀이 갖는 세균 억제 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천연고분자 하이드로겔은 상처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특성, 수분 증

발량 감소, 체액 흡수, 박테리아로부터의 감염 예방, 상처나 피부에 부착성, 투

명성, 취급 용이성, 저장성과 멸균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 본 연구에서는 꿀을 함유한 궤양 치료용 나노섬유 담지 하이드로겔의 제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고분자에 방사선을 조사시켜 하이드

로겔 패치를 제조하였으며, 제조과정에 있어 꿀과 정제수를 혼합하여 종래 치

료제보다 수분 증발량을 감소시켜 장시간 최적의 습윤 환경을 조성하고 벌꿀

의 첨가로 인해 기존 제품보다 점착력과 유연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꿀

이 항생제로 작용하여 궤양 치료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 순수한 하이드로겔은 분자 사슬의 가교와 높은 수분 함유율로 인해 수십 kPa

수준의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며, 일부 조직공학용 지지체로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인체에 이식되는 조직공학용 하이드로겔과는 다르게 환부에 부착되어

외부에 노출되는 하이드로겔은 다양한 물리적, 환경적 자극을 받으며, 하이드

로겔 자체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천연물질이 함유된 하

이드로겔의 기계적 강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방사법을 이용한 나노섬유를 함

유시켜 하이드로겔의 강도를 보강하여 동물 실험을 수행해 보았다.

(1) 연구 수행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나노섬유가 포함된 하이드로겔 패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poly

vinyl alchol(PVA)과 polyacrylic acid(PAA)를 다양한 농도로 녹여서 1:1로

혼합하여 전기방사를 실시하여 나노섬유형태의 시트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트는 145 ℃에서 30분 동안 열처리를 이용하여 가교를 실시하였으며, 제작

된 나노섬유를 이용하여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패치를 제작하였다.

먼저, 밤꿀 농축액 20 wt%를 녹인 정제수에 carboxymethyl cellulose(CMC)

를 혼합하여 centrifugal mixer를 2,000 rpm으로 15분간 교반하여 완전히 용

해시킨 후 섬유시트가 포함된 트레이에 부어 겔 상태의 시트 형태를 제조하

였고, 50 kGy의 선량율로 감마선을 조사하여 궤양 치료용 고분자 나노섬유

하이드로겔을 제조하였다.

- 동물실험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실험을 시작할 당시에 무게가 20∼25

g인 diabetic mice 수컷으로 실험하였다.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전 1주일 동안

주변 환경에 미리 적응시켰다. 실험동물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우

리 안에서 1마리씩 사육하였으며 사육실 내부의 온도는 24 ± 1 °C, 습도는

50 ± 5%로 유지하였고, 12시간 간격으로 명암을 유지하도록 조명을 유지하

였다. 사육기간 동안의 식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험동물용 고형사료를

사용하였고 식이와 수분의 섭취는 제한하지 않았다. 쥐들을 무작위로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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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chestnut 군, CMC 군, commercial 군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실험 결과

(가) db/db mice 통한 궤양 치료 효과

- 실험동물을 1주일간 기초 사육하여 안정화 시킨 후 안와정맥을 통해 채혈하

고 혈당검사지와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자가혈당측정기 SurestepTM(lifescan, USA)를 사용하여 혈당량이 300 mg/dl

이상인 마우스만 선별하여 ether로 마취한 후 마우스의 등쪽 털을 제모기를

이용하여 깎은 후, 알코올로 소독한 후 양쪽으로 지름 10 mm의 크기의 상

처유발 피부압착기를 이용하여 24 시간 동안 묶어 놓아 당뇨성 궤양을 유발

하였다.

- 당뇨성 궤양은 말초혈관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궤사하여 생

기는 질환이다. 피부압착기를 제거한 후 괴사된 피부조직을 수술용 핀셋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상처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컨트롤 군, 밤꽃꿀,

CMC, 상용제품을 적용하였다. 실험 물질의 손실을 막고 자연적인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 3M 테가덤과 3M 반창고를 이용하여 드레싱을 해주었다.

- 상처 면적의 측정은 모델 작성 직후, 3, 7, 10, 14, 21일째 시행하였으며, 상

처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한 10 cm 자를 포함하여 촬영한 다음 디지털 이미

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얻어진 디지털 이미지들은 Image J Program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하였다.

- 10 cm에 대한 1 pixel의 값을 구하여 상피화되지 않은 영역의 면적을 mm2

으로 표현하였다. 상처유도 직후 8 시간의 면적을 기본값으로 하여 이후의

시기의 측정값들은 기본값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당뇨성 궤양 유발 압착기

당뇨성 궤양 유발 압착기 적용

그림 1. 당뇨성 궤양 유발 압착기 및 적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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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3에 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 치료 후 db/db 마우스의 궤양 치료율과

이미지를 나타냈다. 상처회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control 군, chestnut

군, CMC 군, commercial 군을 적용한 직후, 3, 7, 10, 14, 21일에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모든 실험군의 경우 3 일째까지 상처에서 삼출물이 많이 보였

다. 고름의 경우 control 군, CMC 군, commercial 군에서 3 일째까지 보였

으나 그 후로는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 반면 chestnut 군의 경우 상처유발 직후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21일까지 상

처에서까지 고름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chestnut 군의 항균작용으로 외부

박테리아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단핵구의 빠

른 등장으로 재상피화가 많이 진행되어 다른 실험군에 비해 상처크기가 빨

리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었다. 14 일째에는 모든 실험군에서 모두 재상피

화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chestnutl 군의 표피가 정상피

부조직의 색과 더 유사하게 보였다.

- 상처회복에 따른 상처 크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를

Image J Program을 이용하여 상처 직후의 면적을 100%로 하여 치료 시간

에 따라 비교한 상처 면적의 변화는 모든 실험군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chestnut군에서 상처크기는 3일째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처의 완치에 도달하는 시간도 다른 실험군에 비해 4～5일정도 더 빠른 결

과를 보였다. 이는 chestnut 하이드로겔이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고 삼출액의

흡수 및 수분손실을 줄임으로써 추가적인 피부손상을 피하고 피부 조직 재

생에 필수적인 단핵구의 출현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Chestnut 군의 치료 효

과는 다른 실험군에 비해 57% 정도의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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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 궤양 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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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 궤양 치료 이미지

(나) 조직학적 평가

- 피부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diabetic mice의 피부조

직을 검사하였다. 적출된 피부조직을 10% 포르말린에 24시간 고정한 후, 흐

르는 물로 수세하여 남아있는 고정액을 제거한 후 에탄올 60%부터 무수 에

탄올까지 농도를 상승시키면서 탈수하고, 에탄올과 자일렌 1:1과 자일렌

100%로 2회, 자일렌과 파리핀 1:1 비율로 치환한 후 파라핀 침투과정을 거

쳐 동일한 파라핀으로 포매하여 블록을 제작하였다.

- 파라핀 블록은 회전식 박절기(rotary microtome, Leica, Germany)를 사용하

여 5 μm 두께로 박절하고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부착 후 건조시켰다. 이어서

자일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하고 무수에탄올에서 60% 에탄올까지 함수과정을

거친 후, 수세하고 헤마톡실린(hematoxylin)과 에오신(eosin)으로 이중 염색

하였다. 염색된 조직은 다시 탈수과정을 거치고 mounting buffer로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 그림 4는 db/db 마우스의 당뇨성 궤양 유발 후, 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 치

료 중 조직 회복 결과를 나타냈다. H&E 염색한 조직에서 3 일째 모든 실험

군에서 피부조직의 전 층이 거의 제거된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chestnut 군

은 상처부위로 피부조직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7 일째

chestnut 군은 조직 재생이 많이 진행되어 얇은 표피층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었으나, 나머지 control 군, CMC 군, commercial 군의 경우 아직도 상처

부위의 조직 재생이 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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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꿀이 포함 된 하이드로겔 처리 후 조직 염색 이미지

(다) 백혈구수 측정

- 마우스를 모델 작성 직후, 1, 3, 7, 10, 14, 21일째 마취하여 안와정맥을 통하

여 채혈한 혈액을 K2ethylenediamineteraaceticacid(EDTA)가 포함된 혈액보

관용 용기에 넣어 잘 섞은 다음 자동혈구계산기(Hemavet 850, CDC

technologies, Oxford)를 이용하여 혈액을 분석하였다.

- 그림 5, 6은 꿀이 포함 된 하이드로겔 치료후 db/db 마우스의 백혈구 수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손상을 받으면 그 즉시 적혈구와 혈소판이 상

처 부위로 누출되어 상처를 보호하고, 호중구가 상처부위로 유입되어 방어

작용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주로 대식세포가 방어 역할을 하고 섬유아세포

가 활성화되어 각질세포가 상처부위로 이동을 한다.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쳐

결합조직이 재생된다.

- 그림에서 보면 상처발생 1 일이 지난 후 급격히 증가하는 호중구의 수치를

볼 수 있었다. Chestnut을 제외한 실험군의 호중구 수치는 3 일까지 증가하

다 7 일째가 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3 일까지 상처에 침입

하는 각종 세균과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호중구의 수가 증가했기 때

문이다. 그 후로 혈액의 혈소판에 의해 조직이 응집되고 지혈이 되면서 단

핵구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호중구의 수치는 감소하였다. 호중구의 수치가

높을수록 염증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증거이며 육안으로는 고름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chestnut의 경우는 호중수의 수치가 1일째 급격히 증가했

다 3 일째부터 급격히 줄었는데 이는 외부 세균에 의한 감염이 잘 차단되어

호중구의 역할이 줄어들고 조직재생에 필요한 단핵구의 출현이 빨라졌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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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조직재생에 더 빠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 다음 그림은 단핵구의 수치 그래프이다. 호중구의 수치가 감소하는 시점부

터 단핵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초기 조직 손상에 따른 세

균 침입과 괴사 조직의 제거를 담당한 호중구는 단핵구의 출현으로 그 수치

가 감소한다. 단핵구는 염증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로 바뀌

고 대식세포는 병원균과 죽은 조직 및 남아있는 호중구들을 제거 하면서 조

직 성장에 필요한 여러 성장인자들을 분비한다. 성장인자의 분비로 혈관신

생과 육아조직 생성을 이끌어 조직을 복구해 나간다. Control 군, CMC 군,

commercial 군의 경우에는 7 일째 단핵구 수치가 증가한 반면 chestnut의

경우 3 일째부터 단핵구 수치가 증가했다. 이는 chestnut을 적용한 상처부위

에서 chestnut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세균의 침입을 막아 호중구의 수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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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 처리 후 호중구 수 측정 결과



- 236 -

Time (day)

0 1 3 7 10 14 21

M
on

oc
yt

e 
(K

/u
l)

0.1

0.2

0.3

0.4

0.5

0.6
Normal 
Control 
Chestnut 
CMC 
Commercial 

그림 6. 꿀이 포함된 하이드로겔 처리 후 단핵구 수 측정 결과

라. 은나노 입자를 함유한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제조 및 동물 실험평가

- 은(silver)은 전도성을 갖는 금속으로 항균, 살균, 항곰팡이, 탈취, 원적외선 방

출, 대전 방지 등의 복합적인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다.

하지만, 고가의 귀금속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나노 크기로

미립자화가 필수적이다. 은나노 입자는 수초 이내에 99%의 살균력과 극도로

향상된 항균, 살균, 항곰팡이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우수한 항균성을 가진 은나노 입자가 함유된

생체 적합성 고분자 제조 기술 개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 연구 수행 방법

- 동물실험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실험을 시작할 당시에 무게가 20∼25

g인 db/db mouse 수컷으로 실험을 하였다. 실험동물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우리 안에서 1 마리씩 사육하였으며 사육실 내부의 온도는 24 ± 1

°C, 습도는 50 ± 5%를 유지하였고, 12 시간 간격으로 명암을 유지하도록 조

명을 유지하였다. 사육기간 동안의 식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험동물용

고형사료를 사용하였고 식이와 수분의 섭취는 제한하지 않았다. 쥐들을 무작

위로 컨트롤 군, PAA 군, Ag 군, commercial 군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실시하

였다.

(2) 실험 결과

(가) db/db mice를 통한 궤양 치료 효과

- 실험동물을 1주일간 기초 사육하여 안정화 시킨 후 안와정맥을 통해 채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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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혈당검사지와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가혈당측정기

SurestepTM(lifescan,USA)를 사용하여 혈당량이 300 mg/dl 이상 인 마우스만

선별하여 Ether로 마취한 후 마우스의 등쪽 털을 제모기를 이용하여 깎은

후, 알코올로 소독한 후 양쪽으로 지름 10 mm의 크기의 상처유발 피부압착

기를 이용하여 24시간 묶어 놓아 당뇨성 궤양을 유발하였다.

- 당뇨성 궤양은 말초혈관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궤사하여 생기

는 질환이다. 피부압착기를 제거 한 후 괴사 된 피부조직을 수술용 핀셋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상처는 아무런 처리 하지 않은 컨트롤 군, PAA 군,

Ag 군, commercial 군을 적용하였다. 시험 물질의 손실을 막고 자연적이 수

축을 방지하기 위해 3M 테가덤과 3M 반창고를 이용하여 드레싱을 해주었

다.

- 상처 면적의 측정은 모델 작성 직후, 3, 7, 10, 14, 21일째 시행하였으며, 상처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한 10 cm 자를 포함하여 촬영한 다음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얻어진 디지털 이미지들은 Image J Program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하였다. 10 cm에 대한 1

pixel의 값을 구하여 상피화되지 않은 영역의 면적을 mm2 으로 표현하였다.

상처유도 직후 8 시간의 면적을 기본값으로 하여 이후의 시기의 측정값들은

기본값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 그림 1, 2에 나노은입자가 포함된 하이드로겔의 적용 후에 db/db 마우스의

궤양 치료율과 이미지를 나타냈다. 상처회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Control

군, PAA 군, Ag 군, commercial 군을 적용한 직후, 3, 7, 10, 14, 21일에 육

안으로 관찰하였다. 모든 실험군에서 3 일째까지 상처에서 삼출물이 많이 보

였고 7일째부터 상피의 재생이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Control 군

의 경우 상처 조직의 재생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 다른 실험군에 비해 상처크

기가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머지 PAA, Ag, commercial 군은 비슷한 속도

로 상처의 재상피화가 진행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 14 일째에는 모든 실험군에서 상처 조직의 재생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관찰

되었으며, control 군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은 표피가 정상피부조직의 색과

더 유사하게 되었다.

- 상처회복에 따른 상처 크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를

Image J Program을 이용하여 상처 직후의 면적을 100%로 하여 치료 시간

에 따라 비교한 상처 면적의 변화는 모든 실험군에서 감소하였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commercial 군과 유사한 치료효과를 보였다. 치료 10 일 이후

Ag 군에서 control 군에 비해 50% 정도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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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은나노입자가 포함 된 하이드로겔 궤양 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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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은나노입자가 포함된 하이드로겔 궤양 치료 이미지

(나) 조직학적 평가

- 피부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diabetic mice의 피부조

직을 검사하였다.

- 적출된 피부조직을 10% 포르말린에 24 시간 고정한 후, 흐르는 물로 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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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남아있는 고정액을 제거한 후 에탄올 60%부터 무수 에탄올까지 농도를

상승시키면서 탈수하고, 에탄올과 자일렌 1:1과 자일렌 100%로 2회, 자일렌

과 파리핀 1:1 비율로 치환한 후 파라핀 침투과정을 거쳐 동일한 파라핀으로

포매하여 블록을 제작하였다. 파라핀 블록은 회전식 박절기(rotary

microtome, Leica Co.)를 사용하여 5 μm 두께로 박절하고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부착 후 건조시켰다. 이어서 자일렌으로 파라핀을 제거하고 무수에탄올

에서 60% 에탄올까지 함수과정을 거친 후, 수세하고 헤마톡실린

(hematoxylin)과 에오신(eosin)으로 이중 염색하였다. 염색된 조직은 다시 탈

수과정을 거치고 mountinf buffer로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 그림 3은 db/db 마우스의 당뇨성 궤양 유발 후, 은나노입자가 포함된 하이

드로겔에 의한 조직 회복 결과를 나타냈다. H&E 염색한 조직에서 3 일째

모든 실험군에서 피부조직의 전층이 거의 제거된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control 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은 상처부위로 피부조직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7 일째 조직 재생이 많이 진행되어 얇은 표피층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었으나, control 군의 경우 아직도 상처 부위의 조직 재생이

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day 3 7

Control

PAA

Ag

Commercial

그림 3. 은나노입자가 포함 된 하이드로겔 처리 후 조직 염색 이미지

(다) 백혈구 수 측정

- 마우스를 모델 작성 직후, 1, 3, 7, 10, 14, 21일째 마취하여 안와정맥을 통하

여 채혈한 혈액을 ethylenediamineteraaceticacid(EDTA)가 포함된 혈액보관

용 용기에 넣어 잘 섞은 다음 자동혈구 계산기(Hemavet 850, CDC

technologies, Oxford)를 이용하여 혈액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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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5에 은나노입자가 포함된 하이드로겔 적용 후 db/db 마우스의 백혈

구 수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손상을 받으면 그 즉시 적혈구와 혈소

판이 상처 부위로 누출되어 상처를 보호하고, 호중구가 상처부위로 유입되어

방어 작용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주로 대식세포가 방어 역할을 하고 섬유아

세포가 활성화되어 각질세포가 상처부위로 이동을 한다.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쳐 결합조직이 재생된다. 그림에서 보면 상처발생 1 일이 지난 후 급격히

증가하는 호중구의 수치를 볼 수 있었다.

- 모든 실험군의 호중구 수치는 3 일까지 증가하다 7 일째가 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3 일까지 상처에 침입하는 각 종 세균과 손상된 조직

을 제거하기 위해 호중구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 혈액의 혈소판

에 의해 조직이 응집되고 지혈이 되면서 단핵구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호중구

의 수치는 감소하였다.

- 호중구의 수치가 높을수록 염증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증거이며 육안으로

는 고름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control 군의 경우는 호중수의 수치가 잘

줄어들지 않아 염증단계를 거쳐 세포의 증식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다음 그림은 단핵구의 수치 그래프이다. 호중구의 수치가 감소하는 시점인 7

일째에 단핵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초기 조직 손상에 따른

세균 침입과 괴사 조직의 제거를 담당한 호중구는 단핵구의 출현으로 그 수

치가 감소한다. 단핵구는 염증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로 바뀌

고 대식세포는 병원균과 죽은 조직 및 남아있는 호중구들을 제거 하면서 조

직 성장에 필요한 여러 성장인자들을 분비한다. 성장인자의 분비로 혈관신생

과 육아조직 생성을 이끌어 조직을 복구해 나간다. PAA 군, Ag 군,

commercial 군의 경우에는 7 일째 단핵구 수치가 증가한 반면 control 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관찰하였다. 이는 control 군의 상처부위에서 호

중구의 수치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을 유도했기 때

문이라 생각한다.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은 단핵구의 출현을 방해하고 여러

성장인자를 분비하지 못하게 되어 상처 치료가 늦어지게 된다.



- 241 -

Time (day)

0 1 3 7 10 14 21

N
eu

tr
op

hi
l (

K
/u

l)

0

2

4

6

8

10

Normal 
Control 
PAA 
Ag 
Commercial 

그림 4. 은나노입자가 포함 된 하이드로겔 처리 후 호중구 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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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은나노입자가 포함 된 하이드로겔 처리 후 단핵구 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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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소의 생성을 위한 효소를 함유한 당뇨병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평가

(1)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하이드로겔의 제작 과정과 모식도

- 당뇨병성 궤양 치료용 글루코스산화환원효소 및 퍼옥시다아제 효소 고정화 하

이드로겔은 선행 연구에 따라 선정된 직접법으로 효소 하이드로겔의 제조를

위한 최적조건인 글루코스산화환원효소(PVP, 35 kGy의 겔, PO는 PVA 35

kGy)로 효소 하이드로겔로 제작된 O2 hydrogel을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

선연구소로부터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 그림 1은 산화환원효소의 연속 반응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며 이것은 대기

중의 O2가 기질인 글루코스와 함께 GOx에 의해 H2O2와 glucuronic acid가

생성되어지고 과산화수소가 PO에 의해 산소가 되거나 한편으로는 KI와 결

합하여 KOH와 I2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효소반응에 의해 생성

되는 I2는 상처 치유 hydrogel을 장기간 사용 시 발생되는 미생물을 억제 하

는 항균제로써 소독 역할을 해줌으로써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이러한 연속적인 반응으로 기질과 수화겔 내로 산소를 발생시킴

으로써 도포제를 사용함으로써 상처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저산소압을 예

방함으로써 산소 공급으로 인해 상처 치유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1.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한 3층의 하이드로겔과

각각 함유하고 효소를 반응에 따라 상처에 산소를 공

급하도록 제작됨

(2) 당뇨병성 궤양 형성을 위한 동물선택과 창상유발과 모식도

- 상처 치료제의 올바른 동물임상 평가를 위해서는 선택된 창상 모델이 해부학

적 또는 기능적으로 사람과 얼마나 유사한지, 비용, 실험의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선택되어져야 한다. 상처 부위의 치료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람

과 비슷하고 실험 결과의 재현성이 높은 실험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1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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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당뇨병 마우스 상처조직에 하이드로겔의 적용

모식도

(3 그룹: 처리하지 않은 군, water hydrogel 처리 군, O2

hydrogel 처리 군으로 나누어 O2 hydrogel의 효과를 평가)

도에서 사용된 당뇨질환모델 동물인 10 주령의 Lep/r-db/db(strain

C57BL/Ksj-Leprdb) 수컷 마우스를 중앙실험동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 피부전층 상처(Full-thickness skin wound) 유발: 당뇨질환모델 마우스에 졸

레틸을 복강 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등피부의 털을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

록 주의하여 제거하였다. 털이 깨끗이 제거된 등피부에 70% 에탄올로 소독

한 후, 지름 8 mm 정도의 원형의 상처를 biopsy punch를 이용하여 등 피부

를 절개하여 두 개의 full-thickness를 만들어 당뇨성 궤양 마우스 모델을 작

성하였다.

- 당뇨성 궤양 마우스 모델의 두 개의 full-thickness에 positive control로서

water hydrogel과 실험군 O2 hydrogel을 상처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덮어서

실험하였으며, negative control로서 하이드로겔 없이 포대를 해 준 뒤 고정

되도록 2 cm 정도의 3M으로 감싸주었다.

(3) 산소를 생성하기 위한 효소를 함유한 하이드로겔(O2 hydrogel)의 창상 회복

평가

(가) 상처의 육안적 변화

- 상처 유발 후 각 군에 대하여 상처 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1, 3,

6, 9, 12 그리고 15 일째 Olympus μ digital camera(Tokyo, Japan)를 이용

하여 상처 크기의 size를 육안으로 관찰함과 함께 Image J Program을 이용

하여 상처 크기를 미터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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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2 hydrogel의 상처치유 효과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1 일째의 창상의 크

기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상의 수축이

눈에 띄게 작아져 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다) water hydrogel군은 미처리군과 O2 hydrogel 처리군과 비교하였을 때 15

일 후에도 창상의 수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이드로겔

에 의한 저산소증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창상 유발 후 9 일째에 들어

O2 hydrogel 처리군은 water hydrogel 처리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창상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O2 hydrogel 처리군은 12 일째부터

는 창상 수축거의 완성되어 육안으로도 상처부위의 크기가 다른 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

(4) O2 hydrogel의 육아조직학적 회복의 조직학적 평가

- 상처 유발 후 1, 3, 6, 9, 12, 15 일에 처리하지 않은 군과 hydrogel군 그리고

O2 hydrogel 군에서 각각 2 마리씩 실험동물을 마취한 후 상처 부위 전체가

포함된 조직을 채취하였다.

- 채취한 조직은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에 24 시간 고정한 후 상처 주위의 절

편을 취하여 탈수시킨 후 파라핀 블록에 포매하였다. 조직을 6 ㎛ 두께로 조

직 절편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다음 코팅된 슬라이드에 붙여 파라핀 제거 및

함수과정을 거친 후 Hematoxylin-Eosin(H&E) 염색을 하였다.

- H&E 염색을 하기 위하여 조직절편을 자일렌을 이용하여 파라핀을 제거한 후

100, 95, 90, 70% 알코올로 각 5 분간 함수시켰다. Harris hematoxylin으로 30

초간 조직을 염색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하였다. 세척이 끝난 조직은 에오

신으로 10 초간 염색반응을 유도하였다. 70, 90, 95, 100 % 알코올 및 자일렌

을 이용하여 탈수한 후 canada balsam을 이용하여 조직을 봉입하였다.

- Hematoxylin-Eosin(H&E) 염색을 통하여 상처치유 과정의 육아 조직의 재생

정도를 살펴보았다. 1차년도 결과에서처럼 창상수축의 회복과는 달리 하이드

로겔을 부착한 창상에서 육아조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하이드로겔의 뛰어난 보수기능으로 인해 수분확보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되어진다.

- O2 hydrogel에 의한 육아조직 회복은 non-treated group, water hydrogel

group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회복을 보여주었다(그림 4).

- 미처리군은 빠른 창상수축과는 달리 육아조직의 회복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산소에 의해 결합력은 증가되었지만 세포분열

및 혈관형성은 더딘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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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창상 수술 후 O2 hydrogel 처리군의 따른 창상 수축과정을 water

(positive control)과 non-treat (negative control) 함께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O2 hydrogel 처리군에서 9일째부터 유의성 있게 창상이 수축되고

있음. The value marked with an asterisk was significantly (*, p< 0.05)

different from that for the water hydrogel-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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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창상 생성 후 O2 hydrogel 처리에 따른 육아조직형성 과정을 water

(positive control)과 non-treat(negative control) 함께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O2 hydrogel 처리군의 9일째부터 유의성 있게 육아조직이 형성되고

있음. The value marked with an asterisk was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from that for the water hydrogel-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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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2 hydrogel에 의한 세포 분열의 면역조직학적 평가

- 포르말린에 고정된 파라핀 포매 조직을 6 ㎛로 적절하게 절편을 만들어 코팅

슬라이드에 부착시키고 50 ℃에서 건조시킨 후 자일렌으로 탈파라핀 후 알코

올로 함수시킨다. 증류수로 5 분간 2회 세척 후 항원성 회복을 위해 pH 6.0의

0.01 M Citrate Buffer에 슬라이드를 담근 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15 분

간 전처리를 시행하였다. 내인성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3% 과산

화수소 용액에서 20 분간 처치 후 완충식염수(phospate buffered saline, pH

7.4 PBS로 약함)를 사용하여 5 분간 세척하였다. 10 % goat serum을 가하여

1 시간 반응 시켰다. 10% goat serum을 제거한 다음 일차항체 Ki-67를 도포

하여 냉장고에서 하룻밤 동안 배양한 후 세척하여 DAB kit를 이용하여 발색

하고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한 다음 70, 90, 95, 100% 알코올 및 자일렌

을 이용하여 탈수한 후 canada balsam을 이용하여 조직을 봉입하였다.

- 단일클론 항체인 Ki-67은 핵항원에 작용하여 조직과 암세포의 성장 및 재생

과정을 밝힐 수 있어서 세포 증식의 측정을 위해 사용한다. 최근 Ki-67은 항

원 회복 후에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파라핀으로 포매한 조직표본에서 면역

양성 반응을 나타내어 상해를 입은 세포들의 증식과 재생을 알 수 있는 중요

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Ki-67 항체는 G1, S, G2기의 증식하고 있는 세포

의 핵에서만 발현되고 GO기의 휴지기 세포의 핵에서는 발현되지 않기 때문

에 일정 조직에서의 성장 분획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Ki-67의 경우 조직의 핵에 적갈색의 과립이 보이는 부분을 양성으로 판정하

였다.

그림 5. 창상 생성 후 O2 hydrogel 처리에 따른 세포분열을

면역조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1, 3, 6, 9, 12, 15일째에서 항체 Ki-67의

발현을 water (positive control)과 non-treat (negative control) 함께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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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 hydrogel 처리군에서 Ki-67 발현은 water hydrogel 처리군과 미처리군에

비해 발현율에 큰 유의성을 보였다. O2 hydrogel 처리군은 처리 12 일째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 적갈색의 양성 반응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water

hydrogel 처리군은 O2 hydrogel처리군에 비해 15 일까지 양성 반응을 많이 보

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육아조직의 세포분열이 보다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는 것을 반영하였다(그림 5).

(6) O2 hydrogel에 의한 섬유화의 면역조직학적 평가

- 포르말린에 고정된 파라핀 포매 조직을 6 ㎛로 적절하게 절편을 만들어 코팅

슬라이드에 부착시키고 50 ℃에서 건조시킨 후 자일렌으로 탈파라핀 후 알코

올로 함수시킨다. 증류수로 5분간 2회 세척 후 항원성 회복을 위해 pH 6.0의

0.01 M Citrate Buffer에 슬라이드를 담근 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15 분

간 전처리를 시행하였다. 내인성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3% 과산

화수소 용액에서 20 분간 처치 후 완충식염수(phospate buffered saline, pH

7.4 PBS로 약함)를 사용하여 5 분간 세척하였다. 10% goat serum을 가하여

1시간 반응시켰다. 10% goat serum을 제거한 다음 항체 α-SMA를 1: 50으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3 시간 반응 시킨 후 증류수로 세척하여 SlowFade 로 반

응을 천천히 일어나게 늦춘 후 커버슬라이드를 덮어 조직을 봉입하였다.

- 상처치유 과정에서 α-smooth muscle actin(α-SMA)의 면역조직학적 표출은

진행성의 신섬유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근육섬유모세포이다. 근육섬유모세포는

α-SMA로 발현되어 검출되며 신섬유화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근육섬유모세

포의 활성은 증식하는 섬유세포들은 상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으로부터

섬유소 기질로 이동한 섬유 모세포들과 같은 조직에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유도로 인해 섬유 수축성 기구들을 통해 상처 부위를 수축하게 된다.

- O2 hydrogel 처리군에서 α-SMA 발현은 water hydrogel 처리군과 미처리군에

비교하였을 때 처리 6 일 후에 강하게 발현을 보여 주었다. 이는 높은 수축성

의 근섬유 모세포들이 분화하여 세포 간의 결합을 통해 근섬유모세포들은 세

포 밖으로 매트릭스 요소들을 분비하고 동시에 세포 밖 매트릭스로 연결된 세

포 간 액틴 스트레스 섬유소들을 통해 장력을 전달함으로써 상처를 수축 시킨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

(7) 결론

- O2 hydrogel의 평가는 두 그룹(water hydrogel군, 미처리군)을 비교하여 1, 3,

6, 9, 12 그리고 15 일로 나누어 육안소견 및 조직학적 평가로 나누어 평가하

였다.

- 창상 크기 변화에 있어서 1 차년도 결과에서 보였던 결과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하이드로겔 부착군에서의 창상수축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이에 반해 안정적인 창상의 수축과정을 보여 주었다.

- 창상크기 변화에서 O2 hydrogel 처리군은 9 일째부터 유의성있게 water

hydrogel 처리군에 비해 수축을 보여주었으며, 12 일째부터는 거의 창상의

수축이 완료되어 15 일째는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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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창상 생성 후 O2 hydrogel 처리에 따른 섬유화을 면역조직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1, 3, 6, 9, 12, 15일째에서 항체 α-SMA의 발현을

water (positive control)과 non-treat (negative control) 함께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 O2 hydrogel 처리군은 육아조직의 수복과정에서도 water hydrogel 처리군과

비교하였을 때 9 일째부터 유의성 있는 육아조직의 회복을 보여 주었다.

-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통한 분석에서도 Ki-67을 이용한 세포분열, α-SMA을

이용한 섬유화에서도 O2 hydrogel 처리군은 water hydrogel 처리군 및 처리

하지 않은 군에 비해 강한 세포분열과 섬유화를 보여 주었으며 이는 육아조

직의 형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 본 연구에서 O2 hydrogel은 상처치유에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O2
hydrogel 처리가 초기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창상 수축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창상 치유와 미생물학적 감염을 막는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3절 방사선 이용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고분자 겔

제조기술 개발

1. 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고분자 겔 전해질 개발

가. 감마선을 이용한 고분자 겔 전해질 개발

(1) 실험방법

(가) 고분자 겔 전해질의 제조

- 두 가지 다른 단량체와 가교제, 그리고 액체전해액을 혼합하여 전구체 용액

을 만들고 감마선 조사하여 방사선 중합에 의한 고분자 겔 전해질을 제조하

였다. 단량체로 Acrylonitrile (AN)과 methyl methacrylate (MMA)를 100/0,

95/5, 90/10, 85/15, 80/20 (w/w)의 조성비로 하였고 가교제로 polyethylene

user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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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l dimethacrylate (PEGDMA)를 단량체 함량의 0 wt%, 1 wt%, 2 wt%,

3 wt%의 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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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중량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혼합된 전구체 용액을 페트리 디

쉬에 적당량 넣은 후 감마선 조사 (조사선량율 :10 kGy/hr, 조사량 : 30, 50,

70 kGy)하여 방사선 중합에 의한 고분자 겔전해질을 만들었다.

(나) 단위셀 제작 및 측정방법

- 제조한 고분자 겔 전해질을 SUS 판에 적층한 후 파우치를 이용 밀봉하여 이

온전도도 측정용 단위셀을 제작하였고 Linear sweep voltammetry측정을 위

해 리튬금속과 SUS판에 제조된 겔 고분자를 적층하여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을 impedence analyzer를 이용하여 0.1~106 Hz 범위의 주파수에

서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이온전도도를 구하였다. Linear sweep voltammetry

측정은 Solatron 1260/1287 Potentiostat/Galvanostat를 사용하여 2.5~6 V의 전

위 영역에서 scan rate를 5 mV/sec로 하여 측정하였다.

(2) 실험 결과

(가) 고분자겔 전해질의 제조

- 일반적으로 고분자겔 전해질의 경우 겔 상태에서 기계적 성질이 나빠 상용폴

리에틸렌 분리막이나 부직포에 겔 고분자를 코팅을 하거나 실리카, 알루미나

등의 무기물입자를 포함시켜 기계적 성질을 보완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모노머와 액체전해액의 전체 용액을

만들어 방사선 조사를 하여 free standing 겔고분자를 만들 수 었다. 그림. 1

에서와 같이 방사선 중합에 의한 고분자겔 전해질을 제조하였다.

조사전 조사후

그림 1.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가지는 고분자 겔 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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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분자 겔 전해질의 기계적 성질

(a) (b)

그림 2. 가교제 PEGDMA 및 모노머(AN/MMA) 함량에 따른 압축강도

- 방사선 조사 후에 만들어진 고분자 겔 전해질은 우수한 압축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량체/액체 전해액의 비가 증가할수록 메틸 메타크릴레

이트의 함량이 적을수록 가교제 폴리에틸렌글리콜 디메타크릴레이트가 증가

할수록(그림 2(a))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노머 함량

이 높을수록 압축강도는 증가하였다(그림 2(b)).

- Dynamic mechanical Analyzer(DMA)를 이용하여 고분자 겔 전해질의 온도

에 따른 storage modulus 변화를 보면 MMA함량이 증가할수록 storage

modulus가 감소하였고 가교제 함량 (PEGDMA)이 증가할수록 storage

modulus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이런 결과는 MMA가 증가할수

록 고분자 겔의 결정화도가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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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전도도를 표현하였다. 그림4(a)

는 단량체/전해질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이온 전도도가 감소하였다. 그림4(b)

는 전해액 조성에 따른 이온전도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EC/PC(1/1, v/v)

의 조성이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c)는 조사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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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온 전도도로 50 kGy에서 높은 이온 전도도를 보였다. 그림 4(d)는가교제

PEGDMA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이온전도도가 조금 감소한다는 것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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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로 고분자 겔의 결정화도가 낮

아진 고분자 겔 전해질이 더 많은 액체 전해질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a) 전해액 함량별 (b) 전해액 조성별

(c) 조사량별 (d) PEGDMA 함량

그림 4.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

- 그림 5는 고분자 겔 전해질의 AN/MMA 조성별, 가교제 (PEGDMA) 함량에

따른 linear sweep voltammetry로 리튬 대비 2.5 V에서 5.5 V까지 전류 밀

도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5(a)에서 상용 분리막은 4.3 V까지 안정하

나 고분자 겔 전해질을 사용하였을 때 모두 4.4 V까지 전기화학적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MA의 첨가된 고분자 겔 전해질로 제조된

셀은 전지화학적 산화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N/MMA조성이 100/0이 4.6 V까지 안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b)

는AN/MMA (100/0)에서 가교제 1 wt%의 PEGDMA의 첨가한 샘플이 5 V

까지 전기화학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2 wt%이상으로 첨가하게

되면 전지화학적 산화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나 상용

분리막 보다 높은 산화안정성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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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MMA 함량별 (b) PEGDMA 함량별

그림 5. 고분자 겔 전해질의 Linear sweep voltammetry 측정

- 다양한 조성의 단량체, 가교제, 전해액로 구성된 혼합 전구체 용액을 제조

감마선을 이용하여 방사선 중합에 의해 기계적으로 우수한 고분자 겔 전해

질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단량체인 MMA의 함량이 적을수록, 가교제

(PEGDMA)의 함량이 클수록, 모노머/전해액 비율이 클수록 압축강도가 증

가 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온전도도의 경우, MMA 함량이 증가할수록, 가

교제 함량이 적을수록, 이온전도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

선 량이 50 kGy에서, 액체전해액 조성이 EC/PC (1/1 v/v)에서 높은 이온

전 도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MMA의 첨가는 고분자겔의 결정화도가 감

소로 인해 이온전도도가 1 mS/cm에서 10 mS/cm로 이온 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Linear sweep voltammetry측정을 통해 일반 상용 PE 분리막보

다 높은 리튬 대비 전압 (4.5 V)까지 전기화학적 산화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 UV 및 전자선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 개발

(1) 실험 방법

- 본 실험에서는 momomer로 Sartomer사의 TMPTA (Trimethylolpropane),

광 개시제로는 Ciba-Geigy사의 DC1173 (2-Hydroxy-2-methyl-1-phenyl-

propan-1-one) 를 사용하였으며, Host Polymer로 높은 극성기를 가지며,

전해액과의 상용성이 우수한 Scientific Polymer Products사의 HPC

(Hydroxypropyl Cellulose)를 사용하였다. 전해액으로 Technosemichem사

의 1M LiClO4를 포함한 Ethylene carbonate (EC)propylene carbonate

(PC) (1/1, v/v)를 사용하여 host polymer의 함량에 따라 배합을 하였다.

(가) 고분자 겔 전해질 제작

- 자외선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을 얻기 위하여 채택된 배합물을 고속교반

기를 사용하여 1 시간 동안 교반 후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27 ℃에서

10 분 동안 유지하였다. 그런 다음 Slide Glass 사이에 배합된 고분자 겔 전

해질 조성물을 도포한 후 225 ㎛ 두께의 도막을 얻었다. 그런 다음 80 W/

㎝의 metal halide lamp(EPOS UV System)로 윗면과 밑면을 각각 30 초동

안 경화시켰고 이때 UV intensity는 56 mW/cm2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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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on Beam(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을 얻기 위하여 배합된 조성물

을 고속교반기를 사용하여 1 시간 동안 교반 후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27 ℃에서 10 분 동안 유지하였다. 그런 다음 Slide Glass 사이에 배합된 고

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을 도포한 후 225 ㎛ 두께의 도막을 얻었다. EB 경화

기는 EB-Tech사의 Accelerator ELV-8를 사용하여 행하였으며 질소퍼징 없

이 컨베이어 속도 10 m/min으로 하고 실온에서 전류 1.25 ㎃, 가속에너지

2.5 Mev 의 조건으로 선량을 각각 0.3, 0.6, 2, 4, 6 kGy로 달리 하여 도막을

제조하였다.

- 겔 고분자 전해질은 라미네이팅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투명한 Slide Glass 사

이에 고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을 코팅 후 UV 및 EB 경화시켜 손쉽게 고분

자 겔 전해질을 제작할 수 있었다. 고분자 겔 전해질의 두께 조절을 위하여

하단의 Slide Glass의 양쪽 끝에 지지체를 부착함으로써 두께를 조절할 수

있었다. 그림 1에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a) (b)

그림 1. 고분자 겔 전해질 사진 : (a) UV 경화용 고분자 겔 전해질; (b)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 샘플 크기 (5 ㎝ × 8 ㎝)

(나) Photo-DSC (Photo-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측정

- Photo-DSC 실험은 TA Instruments사의 TA 5000/DPC System 기기를 이

용 하여 진행하였다. Photo-DSC 실험결과는 TA Instruments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은 Photo-DSC로 측정한 UV 경화형 수지의 전

형적인 발열 곡선으로 경화과정 중에 발생하는 반응열을 광조사 시간에 따

라 모니터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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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조사 시간에 따라 Photo-DSC로 측정된 UV-경화형 수지의 반응열

(다) FT-IR/ATR 측정

- 전자빔에 의해 경화된 접착제의 경화도는 ATR 악세사리 (PIKE)가 장착된

Perkin Elmer GX spectrometer를 이용 측정하였다. UV 및 EB에 의해 경화

된 고분자 겔 전해질을 Slide Glass에서 분리하여 적외선 분광기의 적외선이

입사광 45° 각도로 투과 반사되는 ZeSe cell에 일정 압력으로 눌러 고정 시

킨 후 측정하였다. ZeSe cell의 샘플 투과 깊이는 2㎛이다

(라) 이온전도도 측정

- 이온전도도 실험은 Solatron 사의 Solatron 1260 기기를 이용하여 진행 하였

으며, Solatron 1260 frequency response analysis (FR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겔 고분자 전해질 수지를 Slide Glass 사이에 도포후 UV 및 EB 경화

에 의해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 기재에서 분리 후 SUS판에 결합하여 셀

을 제작하였다. Frequency는 1Hz∼100KHz, Amplitude는 1V로 하여 벌크저

항과 계면저항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벌크저항을 이온전도도 식(1)에 대입하

여 이온전도도를 구하였다.

이온전도도(σ) =
d

Rb×S
...............(1)

Rb = 저항( 1
σ
)

S = 넓이(㎠)

d = 두께(㎝)

(마) TGA 측정

- 경화된 겔 고분자 전해질의 열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를 사용하였다. TGA를 이용하여 질소 분위기 하에서 300

℃ 까지 승온속도 10 ℃/min로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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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UTM(universal testing machine) 측정

- 경화된 겔 고분자 전해질의 인장강도는 Tinius Olsen사의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 H5K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장강도 측정을 위하여 겔

고분자 전해질 수지를 Slide Glass 사이에 도포후 UV 및 EB 경화에 의해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 기재에서 분리 후 두께 225 ㎛, 넓이 2 ㎝×4 ㎝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crosshead 속도는 50 mm/min,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값을 산출하였다.

(사) UV or EB에 의해 경화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무게 변화 측정

- UV 및 EB에 의해 경화된 고분자 겔 전해질을 slide glass에서 분리하여 일

정시간이 지난 후 전해액이 새어나와 증발된 무게를 측정하였다. UV 및 EB

에 의해 경화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초기 무게는 slide glass에서 분리 후 표

면의 묻어 있는 전해액을 닦은 후 측정하였으며, 100 min 간격으로 2000

min 까지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아)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UV 및 EB에 의해 경화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표면 모폴로지를 확인하기 위

여 Hitachi사의 HitachiS-4800을 사용하였다.

(2) 실험 결과

(가) Hydroxypropyl Cellulose/TMPTA에 의한 자외선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

개발

- 표 1은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의 성분비를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샘플을 제조하였다.

표 1.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

Component A B C D E

Hydroxypropryl

cellulose
0 1 2 3 4

TMPTA 20 19 18 17 16

1M LiClO4
(EC/PC)

80 80 80 80 80

DC1173 4 4 4 4 4

- 그림 3과 그림 4에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Photo-DSC 발열곡선과

전환율을 나타내었으며, 표 2에는 그림 3로부터 얻은 △H, Conversion,

Induction Time, Peak Maximum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4와 표 2를

통하여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이 증가됨에 따라 △H 와

conversion이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

비가 증가할수록 경화속도의 척도가 되는 induction time과 peak maximum

의 수치가 커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화속도가 느려짐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로부터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비가 증가할수록 경화도와 경화

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의 점도가 상승하여

propagating chains 확산 운동성이 감소하여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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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적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른 UV-경화용 고분자 겔 전해질의

Photo-DSC 측정 (Sample weight: 3.0 ㎎, light intensity:36 mW/㎠ at

285-440 ㎚)

그림 4.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른 UV-경화용 고분자 겔 전해질의

conversion profile

표 2. 표 1의 조성에 따라 Photo-DSC 측정을 통해 얻어진 반응열 data

Formulation △H(J/g)
Conversion

(%)

Induction Time

(sec)

Peak Maximum

(sec)

A 869 86 1.30 0.05

B 848 84 1.32 0.05

C 737 73 1.34 0.06

D 687 68 1.37 0.07

E 606 60 1.39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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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 겔 전해질의 UV 조사시간에 경화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FT-I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얻어진 FT-IR 스펙트럼을 그림 5에

나 타내었다. 그림 6은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에 따른 고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에 60 초 동안 UV를 조사후 (810 ㎝-1/2989 ㎝-1)의 피크를 이

용하여 Relative Intensity를 나타낸 것이다.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Relative Intensity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hydroxypropyl cellulose가 함유됨으로 인하여 고분자 겔 전해질의 조성물

의 점도의 증가로 인해 propagating chains 확산 운동성이 감소하여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반응이 더 적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FT-IR spectrocopy

를 이용하여 얻은 hydroxypropyl cellulose가 함유량에 따른 고분자 겔 전해

질의 경화거동은 Photo-DSC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림 5. UV 경화시간에 따른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FT-I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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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V 경화 60 초 후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른 UV-경화용 고분자

겔 전해질의FT-IR relative intensity ratios

- 그림 7와 그림 8은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에 따른 고분자 겔 전해

질의 A.C. Impedance plots과 이온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Hydroxypropyl

cellulose 1% 함유됨으로 인하여 이온전도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hydroxypropyl cellulose 함유로 고분자 겔 전해질의 cross-link

density가 감소하여, 이온의 이동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이온전도도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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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hydroxypropyl cellulose가 2%이상 함유되면 이온전도도는 점

차적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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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른 UV-경화용 고분자 겔 전해질의 A.C

Impedance plots

그림 8.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른 UV-경화용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이온전도도

- 그림 9는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을 slide glass에서 분리하여 실온상

태에서 방치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해액이 누수에 의한 고분자 겔 전

해질 내의 전해액의 무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Hydroxypropyl cellulose를

첨가로 인해 초기 전해액 함량이 높아졌고, 시간이 경과하여도 고분자 겔 전

해질 내의 전해액 누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hydroxypropyl cellulose가 높

은 극성기를 지니고 있으며, 높은 유전상수로 인해 고분자 겔 전해질내의

전해액이 누수 되어 증발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hydroxypropyl cellulose가 첨가되지 않은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우 전해액의

누수에 따른 증발이 빠르게 일어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무게변화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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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TMPTA 자체만으로는 전해액과의 상용성이 좋

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 시간에 따라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른 UV-경화용 고분자 겔

전해질의 relative weight loss (in a dry atmosphere)

- 그림 10에서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에 따른 고분자 겔 전해질의

charge carrier 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FT-IR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free

ion 비율을 확인하였다. FT-IR peak(610 ㎝-1 ∼ 650 ㎝-1) 범위내에 존재하

는 (632 ㎝-1)는 ClO4
-가 분해되지 못하여 Li+와 이온쌍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625 ㎝-1)는 ClO4
-가 Li+으로 부터 분리되어 free ion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이 증가됨에 따라 ClO4
-가 Li+로 부터

분리된 free ion의 상대적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량 증가로 인해 EC (ethylene carbonate)와

PC (propylene carbonate)로부터 lithium salt의 분리를 방해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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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에 따른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상대적인 free ion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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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은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에 따른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인장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이 낮아지면서 고분자

겔 전해질의 cross-link density가 높아져 기계적 물성이 강화되어 인장강도

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cross-link density로 인해 인장강도는 강화되지

만, 이온전도도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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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에 따른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인장강도

- 그림 12과 그림 13은 hydroxypropyl cellulose가 함유되지 않은 고분자 겔 전

해질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벌크저항과 인장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Hydroxypropyl cellulose가 0%인 고분자 겔 전해질의 벌크저항은 시간이 경

과됨에 따라 4 Ω에서 7 Ω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tensile strenghts는 1.9 N/

㎝에서 1.2 N/㎝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hydroxypropyl cellulose를 함유한 나

머지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도 벌크저항과 인장강도

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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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간 경과에 따른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하지 않은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A.C impedance plots(cell area: 2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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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간 경과에 따른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하지 않은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인장강도

- 그림 14는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이 0%와 1%일때의 표면

morphology를 나타내었다.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이 0%인 고분

자 겔 전해질의 표면에서 전해액이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이 1%일 때 표면의 누수 현상은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Hydroxypropyl cellulose가 함유되지 않은 고분자 겔 전해질

의 경우 TMPTA 자체로는 전해액과의 낮은 상용성으로 인해 전해액 누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해액의 누수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이온전도도와 기계적 물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a) (b)

그림 14.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에 따른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SEM images (1000×): (a) Hydroxypropyl cellulose 0%; (b) Hydroxypropyl

cellulose 1%

(나) Hydroxypropyl Cellulose가 함유된 전자선(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 개발

- 표 3에 Hydroxypropyl Cellulose를 함유한 고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의 배합

비를 나타내었으며,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은 0 wt%와 1 wt%의

변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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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

Component A B

Hydroxypropryl

cellulose
0 1

TMPTA 20 19

1M LiClO4 (EC/PC) 80 80

- EB 조사선량에 따른 경화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도를 알아보기 위해

FT-IR/AT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얻어진 FT-IR/ATR 스

펙트럼을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그림 15.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1% hydroxypropyl cellulose 함유한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FT-IR/ATR spectrum . (a) 0 kGy, (b) 0.3 kGy, (c)

0.6 kGy, (d) 2 kGy, (e) 4 kGy (f) 6 kGy.

-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 및 조사선량에 따른 810 ㎝
-1
흡수피크의

전환율(Conversion)을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전환

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고분자 겔 전해질

의 경화반응이 더 많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hydroxypropyl

cellulose 가 함유됨으로써 전환율이 감소하는데, 이는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로 인해 점도가 증가하여 propagating chains 확산 운동성

이 감소하여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반응이 더 적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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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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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라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FT-IR/ATR Conversion profile(810㎝-1) 그래프.

(a) (b)

(c) (d)

그림 17.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1% hydroxypropyl cellulose 함유한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SEM images(3000×): (a) 0.6 kGy, (b) 2 kGy, (c) 4 kGy (d)

6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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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와 그림 18에서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 및 EB 조사선량에

따른 표면의 Morphology를 나타내었다. hydroxypropyl cellulose를 1% 함

유한 고분자 겔 전해질의 표면은 EB 조사선량이 6 kGy에서 균열이 나타나

지만 4 kGy 이하의 EB 조사선량에서는 균열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hydroxypropyl cellulose가 포함되지 않은 고분자 겔 전해질은 0.6 kGy

에서부터 미세한 균열들이 나타나며, EB 조사선량이 강해질수록 균열이 심

하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표면이 매우 거칠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a) (b)

(c) (d)

그림 18.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hydroxypropyl cellulose 함유하지 않은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SEM images(3000×): (a) 0.6 kGy, (b) 2 kGy, (c) 4 kGy (d)

6 kGy.

- 이러한 고분자 겔 전해질의 표면의 생긴 균열로 인하여 전해액의 누수, 벌크

저항 및 계면저항과 기계적 물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 그림 19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전해액이 누수로 인해 고분자 겔 전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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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 후 초기 무

게는 hydroxypropyl cellulose 1% 인 것과 EB 조사선량이 높은 것일수록

높았다. 이러한 이유는 고분자 겔 전해질 경화도가 높을수록 전해액이 밖으

로 누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이 0% 와 1% 모두 EB 조사선량이 높

을수록 전해액이 많이 누수되어 무게가 많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EB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고분자 겔 전해질의 균열을 일으켜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정도가 심해져서 균열된 틈으로 전해액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hydroxypropyl cellulose를 1% 함유한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우 hydroxypropyl cellulose의 높은 극성기로 인하여 전해액의 누수를 최

소화 시켜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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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시간에 따라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른 UV-경화용 고분자 겔

전해질의 relative weight loss (in a dry atmosphere): (a) Hydroxypropyl cellulose

0% , (b) Hydroxypropyl cellulose 1%.

-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과 EB 조사선량에 따른 고분자 겔 전해질

의 벌크저항을 비교하기 위해 SUS판 사이에 고분자 겔 전해질을 결합하

여 Cell 을 구성한 후 벌크저항을 측정하여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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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라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A.C

Impedance plots: (a) Hydroxypropyl cellulose 0% , (b) Hydroxypropyl cellulo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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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벌크저항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EB 에너

지가 커질수록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도 증가로 인하여 이온의 이동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hydroxypropyl cellulose가 1% 함유된 경우

hydroxypropyl cellulose 0%인 것에 비교했을 때 점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반응이 더 적게 진행되었으며, 균열이 적게 나타나

이온 운동성이 우수하여 벌크저항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21에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량에 따른 이온전도도를 나타내었다.

Hydroxypropyl cellulose를 함유하며 EB 조사선량이 0.3 kGy로 경화된 고분

자 겔 전해질의 이온전도도가 2.1×10-3으로 가장 높았으며, hydroxypropyl

cellulose가 함유되지 않고, EB 조사량이 6 kGy로 경화된 고분자 겔 전해질

이 1.2×1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높은 극성기를 지닌 hydroxypropyl

cellulose를 함유한 경우 전해액을 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온전도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hydroxypropyl cellulose를 함유하지 않으며, EB 조

사선량이 강해질수록 전해액의 누수와 cross-link density의 증가로 인해

이온의 운동성을 저해시켜 이온전도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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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라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이온전도도.

- 그림 22은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량과 EB 조사선량에 따른 계면

저항을 나타낸 것으로 EB 조사선량이 강할수록 계면저항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EB 조사선량이 강할수록 표면의 경화도 증가로 인하

여 표면의 균열로 인해 거칠고, 평평하지 못하여 계면저항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hydroxypropyl cellulose가 함유된 고분자 겔 전해질은 표

면의 균열이 적어 우수한 계면 접착력을 유지함으로서 계면저항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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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라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계면

저항: (a) Hydroxypropyl Cellulose 0% , (b) Hydroxypropyl Cellulose 1%

- Host polymer의 함유와 다양한 EB 조사선량에 따라 제조된 고분자 겔 전해

질의 인장강도 측정 결과를 그림 23에 나타냈다. Hydroxypropyl cellulose0%

와 1% 모두 EB 조사선량이 0.3 kGy에서 0.6 kGy로 증가됨에 따라 인장강

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 kGy 이상 조사선량 증가됨에 따라 고분자 겔 전

해질의 인장강도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hydroxypropyl cellulose가 0%인 경

우 EB 조사선량이 강해질수록 인장강도가 급격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

는 hydroxypropyl cellulose가 0%인 고분자 겔 전해질이 높은 EB 조사선량

에 의해 경화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면서 표면의 균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장강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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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라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인장강도.

- 그림 24은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과 EB 조사선량에 TGA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EB 조사선량이 강할수록 최초 분해되는 온도가 점

차 증가되며 열안정성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조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고분자 겔 전해질의 cross-link density가 높아져 열안정



- 269 -

성이 증 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EB 조사선량이 6 kGy에서 제조된 0%

와 1%의 hydroxypropyl cellulose를 함유한 고분자 겔 전해질 모두 160 ℃

이상에서 급속한 열안정성 저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는 높은 EB 조사

선량으로 인한 고분자 겔 전해질의 균열이 많아 열안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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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에 따라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TGA

data: (a) Hydroxypropyl Cellulose 0% , (b) Hydroxypropyl Cellulose 1%

(다) 전자선 및 자외선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특성비교

- 높은 극성기를 갖는 hydroxypropyl cellulose 와 반응형 희석제 TMPTA의

함량비를 달리하여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을 구성하였다. 표 4

에 hydroxy-propyl cellulose를 함유한 기본수지 조성물들의 배합비를 나타

내었다.

표 4.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 샘플 배합비

Component A B C D E

Hydroxypropryl

cellulose
0 1 2 3 4

TMPTA 20 19 18 17 16

1M LiClO4

(EC/PC)
80 80 80 80 80

DC1173 4 4 4 4 4

-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에 따른 고분자 겔 전해질의 동력학적 거동

을 알아보기 위하여 Photo-DSC를 측정하였다. 그림 25은 표 4의 배합 A-E

의 시간에 따른 발열량을 나타낸 그림이며, 이 그림으로부터 얻은 △H,

conversion, induction time, peak maximum을 표 5에 정리하였다. 위의 결

과로부터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비가 증가할수록 경화도와 경화속

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의 점도가 상승하여

propagating chains 확산 운동성이 감소되어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반응

이 더 적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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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 샘플(A-E)의 Photo-DSC exotherm

(at 25, Sample weight: 3.0 ㎎, light intensity:36 mW/㎠ at 285-440 ㎚).

표 5. Photo-DSC에서 얻어진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 조성물 샘플(A-E)의

Exotherm data.

Formulation △H(J/g)
Conversion

(%)

Induction Time

(sec)

Peak Maximum

(sec)

A 869 86 1.30 0.05

B 848 84 1.32 0.05

C 737 73 1.34 0.06

D 687 68 1.37 0.07

E 606 60 1.39 0.07

- 표 6에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에 따른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

질을 제조하여 이온전도도 및 전해액 누수에 따른 무게 변화, 인장강도를

조사하여 나타내었다. 표 6을 살펴보면 hydroxypropyl cellulose 1% 함유로

인해 이온전도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hydroxypropyl cellulose 첨

가로 고분자 겔 전해질의 cross-link density가 감소하여, 이온의 이동성이

증가하여 이온전도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hydroxypropyl cellulose가 2%이

상 함유하게 되면 이온전도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이 증가됨에 따라 고분자 겔 전해질의 free

ion fraction의 비율이 떨어짐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시간이 지

난 후 이온전도도와 인장강도 측정에서 hydroxypropyl cellulose가 함유된

고분자 겔 전해질은 처음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냈지만, hydroxypropyl

cellulose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이온전도도와 인장강도가 급격히 감소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Hydroxypropyl Cellulose가 함유되지 않은 고분자 겔 전

해질의 경우 TMPTA 자체로는 전해액과의 낮은 상용성으로 인하여 전해액

누수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해액의 누수로 인하여 시간이 경

과됨에 따라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이온전도도와 기계적 물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위의 결과로부터 이온전도도 및 전체적인 물성을 고

려할 때 고분자 겔 전해질의 배합에서 hydroxypropyl cellulose 함량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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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에 따른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이온전도도, 전해액 누수에 따른 무게 변화 및 인장강도.

A B C D E

이온전도도 (S/㎝) 1.5×10-3 3.8×10-3 2.0×10-3 1.7×10-3 1.6×10-3

free ion fraction (%) 60 66 63.8 61.5 60.1

2000 min 이후 고분자 겔

전해질의 무게변화 (%)
78.9 92.7 93.2 94.6 95.4

Tensile Strenghts (N/㎝) 1.9 1.84 1.12 0.57 0.27

25일 경과 후

이온전도도 (S/㎝)
8.2×10-4 3.2×10-3 1.9×10-3 1.5×10-3 1.4×10-3

20일 경과 후

Tensile Strenghts (N/㎝)
1.23 1.7 1.02 0.57 0.27

- EB 조사선량에 따른 경화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도를 알아보기 위해

FT-IR/AT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얻어진 FT-IR/ATR 스

펙트럼을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2989 ㎝-1 의 흡수피크는 C-Hv

stretching vibration of CH2 에 의한 것으로서 광경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할 것으로 생각되어 내부 기준피크로 사용하였고, 810 ㎝-1

의 흡수피크는 아크릴레이트기의 = CH deformation modes 에 의한 것으로

서 이 흡수피크는 광경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

화도의 척도로서 사용하였다.

-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량 및 조사선량에 따른 810 ㎝-1 흡수피크의

전환율(Conversion)을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전환율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반응이 더 많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Hydroxypropyl Cellulose

가 함유됨으로 인하여 전환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로 인해 점도가 증가하여 propagating

chains 확산 운동성이 감소하여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반응이 더 적게 진

행되었음을 의미한다.



- 272 -

그림 26. 전자선 조사 선량에 따라 1%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한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FT-IR/ATR spectrum: (a) 0 kGy, (b) 0.3 kGy, (c) 0.6 kGy,

(d) 2 kGy, (e) 4 kGy (f) 6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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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전자선 조사 선량에 따라 1%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한 EB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FT-IR/ATR 전환율(810㎝-1).

- 그림 28에 EB와 UV를 이용하여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FT-IR/ATR

로 나타내었고, 이로부터 얻어진 810 ㎝
-1
흡수피크의 전환율(Conversion)을

림 29에 나타내었다. UV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센 EB의 최종전환

율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B의 경우 매우 빠른 시간에

강한 에너지를 조사함에 따라 경화반응 속도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지만, 반

응에 참여하지 못한 미반응 아크릴레이트 그룹이 많이 잔존하게 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UV로 경화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우 EB에 비해서

낮은 에너지로 좀 더 오랜시간동안 조사 경화반응을 진행함으로써, 미반응

아크릴레이트의 잔여량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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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1%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한 EB와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FT-IR/ATR spectrum 비교 (Sample thickness : ∼ 225 ㎛) (a)

EB Intensity : 0.6 kGy; (b) UV Intensity : 56 m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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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한 EB와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FT-IR/ATR 전환률 (Sample thickness : ∼ 225 ㎛, EB

Intensity : 0.6 kGy ; UV Intensity : 56 mW/cm2)

- 그림 30는 EB와 UV를 이용하여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시간의 경과됨

에 따라 전해액이 누수로 인해 고분자 겔 전해질의 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고분자 겔 전해질의 경화 후 초기 무게는 UV 시스템이 EB

시스템에 비해 높았으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EB 시스템에 비해 전해액 누

수가 적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UV로 제조된 고분

자 겔 전해질의 cross-link density가 EB로 제조된 고분자 겔 전해질에 비

해 높기 때문에 전해액의 누수를 최소화 시켜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해액

의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이온전도도와 계면저항 및 기계적 물성의 저하를

최소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31과 그림 32은 EB와 UV에 의해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벌크저

항과 이온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EB에 비해 UV로 제조된 고분자 겔 전

해질의 이온전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높은 cross-link density으로 인해 전해액을 안정적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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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1%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한 EB와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Relative weigh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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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한 EB와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A.C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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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한 EB와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이온전도도.

- EB와 UV를 이용하여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계면저항을 그림 33에 나

타내었다. EB 시스템의 비해 UV를 이용하여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계면저항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UV에 비해 EB

를 이용하여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 표면의 전해액 누수가 많이 일어나

전극과의 접착성이 저하되어 계면저항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결

과적으로 UV에 비해 낮은 cross-link density를 갖은 EB 시스템이 전해액

의 누수량이 많아 전극과의 접착성을 저하시켜 계면저항이 높게 나타난 것

이다.

- 그림 34는 EB와 UV를 이용하여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인장강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EB에 비해 UV를 이용하여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

질 의 기계적 물성이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두 시스템의 에

너지 세기의 차이로 인한 경화반응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UV

시스템 이 EB 시스템에 비해 안정적인 경화반응을 통해 높은 cross-link

density에 도달하여 인장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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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1%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한 EB와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계면 저항.

Type

UV EB

Te
ns

ile
 S

tr
en

gh
ts

 (N
/c

m
)

1.6

1.7

1.8

1.9

2.0

그림 34. 1%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한 EB와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인장강도.

- 그림 35은 EB와 UV를 이용하여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열안정성을

비교 평가한 TGA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EB 시스템에 비해 UV를 이

용하여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의 최초 분해되는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UV 시스템이 EB 시스템에 비해 안정적인

경화반응을 통해 높은 cross-link density에 획득하여 열안정성이 높게 나타

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60 ℃이상의 고온에서는 오히려 EB 시스

템이 더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EB 시스템의 경우 고온에서의

내열성을 향상시켜 고분자 겔 전해질의 열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

된다.

- 위의 실험을 통하여 EB와 UV를 이용하여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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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화반응과 이온전도도, 기계적 물성 및 열안정성에

서 UV로 제작된 고분자 겔 전해질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EB의 경우 매우 빠른 시간에 강한 에너지를 조사함에 따라 경화반응 속도

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지만, 최종 cross-link density는 낮은 에너지로 좀

더 오랜 시간동안 경화반응을 진행한 UV 시스템이 높기 때문에 전해액의

누수를 최소화하여 이온전도도와 계면저항 및 기계적 물성이 UV 시스템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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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 hydroxypropyl cellulose의 함유한 EB와 UV 경화형 고분자 겔

전해질의 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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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그라프트 고분자 분리막 개발

가. 상용 PE 분리막에 MMA 그라프트에 의한 고분자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가) 그라프트 반응

- PE 분리막은 사용 전 아세톤으로 충분히 세척한 후, 60 ℃ 오븐에서 3 시간

건조시켰다. 이 분리막을 공기중에서 선량율 10 kGy/hr로 총 100 kGy의 선

량으로 감마선 조사되었다. 조사 후, 분리막은 상온에서 하루 정도 보관되었

고, 이 후 메틸메타크릴레이트/다이옥산 (10/90, 20/80, 30/70, 40/60, 50/50

v/v) 용액에 침지시킨 후, 질소를 충진시켰다. 충분히 충진된 시료는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water bath 에서 각각 6시간, 12시간을 그라프팅 시켰으

며, 그라프트된 PE-g-PMMA 분리막을 테트라하이드로퓨란으로 추출하여

미반응 단량체, homopolymer 등의 분순물들을 제거하였다. 추출 후 분리막

을 50 oC 진공오븐에서 24 시간 건조시켰다.

그라프트율 (%) = (Wg-Wo)/Wo x 100 식 (1)

- 식 (1)에 의해 그라프트율을 얻었다. 여기서 Wo는 그라프트 반응을 하기 전

의 분리막의 무게이고, Wg는 그라프트 반응 후의 분리막의 무게이다. PE분

리막의 그라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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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min의 승온속도로 50~250 ℃까지 측정하였다.

PE-g-PMMA 분리막의 결정화도는 위의 열분석으로 얻어진 용융열용량을

다음 방정식(2)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Xc = (∆Hm/∆Hm100) x 100 식 (2)

여기서 ∆Hm은 PE-g-PMMA 분리막의 용융열용량이고, ∆Hm100은 100%

결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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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내어 표면의 수분을 닦아내고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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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막

의 무게이다.

(라) 열안전성 측정

- 열에 대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수축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조된

전해질 겔을 일정 면적으로 준비하고 대류 오븐에 150 oC에서 10 분 동안

넣은 후 MD (machine direction)와 TD (transverse direction)의 길이 변화

를 통해 열 수축률을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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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화학적 특성 측정

- 두께와 면적이 계산된 PE-g-PMMA 분리막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액체

전해질에 충분히 담가둔 후, 양쪽에 일정 면적의 스테인레스를 끼워 파우치

형태로 제조한 다음 solatron impedence analyzer (1280/1260) 장비를 이용

하여 상온 조건하에서 이온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 PE-g-PMMA 분리막의 Linear sweep voltammetry를 측정하기 위해 액체

전해질에 충분히 담가둔 후, 리튬금속과 SUS판에 제조된 겔 고분자를 적층

하여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을 Solatron 1260/1287 Potentiostat

/ Galvanostat를 사용하여 2.5~6 V의 전위 영역에서 scan rate를 5 mV/sec

로 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제조된 분리막의 방전 용량 및 수명을 측정하기

위해 준비된 분리막을 양극 (LiCoO2)과 음극 (MCMB) 사이에 적층하여 단

위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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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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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프트율을 얻었다(그림 1).

그림 1. 그라프트 시간별 및 모노머 농도별 그라프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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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그라프트 반응 전의 PE 분리막과 그라프트 반응 후의

PE-g-PMMA 분리막의 FT-IR/ATR 스펙트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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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된다. 이는 그라프트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에 대한 피크로 분석되며,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피크의 면적도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PE 분리막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성공적

으로 그라프트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 그라프트 반응 전의 PE 분리막과 그라프트 반응 후의 PE-g-PMMA

분리막의 FT-IR/ATR: (a) original PE membrane, (b) 7.0 wt%, (c) 22.7 wt%, (d)

49.7 wt%, (e) 67.7 wt%, and (f) 127.3 wt% grafted membranes

- 그림 3은 그라프트율에 따른 PE-g-PMMA 분리막의 표면 변화를 SEM으

로 찍은 사진이다.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의 기공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층이 PE 분리막 위에 그라프트

되어 채워지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라프트율이 127% 일 때, 폴리메

틸메타크릴레이트층에 의해 기공이 완전히 막힌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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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EM images (the original magnification at 5000x and 30000x (top right

corner)): (a) 상용 PE separator, (b) 7.0 wt%, (c) 22.7 wt%, (d) 49.7 wt%, (e) 67.7

wt%, and (f) 127.3 wt% 그라프트 PE 분리막

(나) 열적 성질 측정

- 결정화도의 변화는 PE-g-PMMA 분리막을 DSC 장비를 사용하여 열분석

후, 그에 따른 각각의 용융열용량을 계산하여 조사되었다. 그림 4는 그라프

트율에 따른 PE-g-PMMA 분리막의 결정화도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그라프

트율이 증가할수록 결정화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PE 분리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비정질 형태로 그라프트 됨으로써

전체적인 분리막의 결정화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 그라프트율에 따른 PE-g-PMMA 분리막의 crystallinity.

(다) 전해질에 대한 팽윤도 측정

- 그림 5는 12 μm PE 분리막으로 제조한 PE-g-PMMA 분리막의 그라프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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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electrolyte uptake(EU)를 보여준다. PE-g-PMMA 분리막의 경우

전해질 흡수정도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최대 320%정도의 값

을 얻었다. 순수한 PE 분리막은 hydrophobic한 표면 특성으로 인해 가장 낮

은 EU를 보였으며, 전해액에 대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친화성에 의해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EU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5. 그라프트율에 따라 PE-g-PMMA 분리막의 전해액 함침율.

(라) 이온전도도 측정

- 그림 6은 그라프트율에 따른 이온전도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라프트율

이 127% 일때 2.0 mS/cm에 달하는 가장 높은 이온전도도가 측정되었다.

PE-g-PMMA 분리막의 이온전도도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

다. 이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분리막의 결정화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

로 인해 더 많은 전해액 담지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림 6. 그라프트율에 따라 PE-g-PMMA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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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열안전성 측정

- 그림 7은 그라프트율에 따른 PE-g-PMMA 분리막의 열수축율을 나타낸 그

래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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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에 의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라프트율에 따른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열수축율을 살펴보면, 약 70 wt%까지 그라프트율

이 증가할수록 열수축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용

분리막 표면에 그라프팅 된 PMMA 고분자가 수축을 방해함에 따른 현상으

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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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5.0 V까지 전기화학적 반응이 없는 매우 안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이차전지의 가용 전압 범위는 약 3.2 V~4.2 V인 점

으로 미루어 볼 때 더욱 넓은 범위까지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됨으

로써 과전압 발생에 따른 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상용 PE 분리막 및 PE-g-PMMA 분리막의 linear sweep volta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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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는 제조된 겔 고분자 전해질의 그라프트율에 따른 방전 용량 테스트

이며, 제조된 분리 막의 초기 용량은 약 3.0 mAh로 서로 비슷했으나 횟수

가 증가할수록 상용 분리막의 경우 초기 용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크게 감소

하는 것을 보였다. 이에 반해 127 wt% 정도 그라프트된 분리 막의 경우, 횟

수가 증가할수록 소폭의 감소는 있으나 300회의 방전횟수 이후에도 초기 용

량의 90%에 가까운 용량을 유지하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그림 10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준비된 분리 막에 대한 초기의 표면저항은

서로 비슷하지만, 30 일이 지난 후, 제조된 분리 막의 표면저항은 그라프트

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상용 PE 분리막 및 PE-g-PMMA 분리막의 cycle test

그림 10. 상용 PE 분리막 및 PE-g-PMMA 분리막의 계면 임피던스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용하여 이차 전지막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 방법에 의해 성공적으로 준비되었

다. PE 분리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전해액에 대

한 분리막의 친화성을 개선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PE 분리막에 비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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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해액 담지능 및 이온전도도를 향상시켰다. PE-g-PMMA 분리막은 그

라프트율이 127%일 때 2.0 mS/cm에 달하는 가장 높은 이온전도도를 보였

다. PE 분리 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열에 의한 수

축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내외부의 부작용에 의한 이차전지

내부의 과열과 그에 따른 분리막의 수축에 의해 양극이 접하여 사고를 발생

시키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PMMA가 사용

PE 분리막에 그라프트됨으로써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극과의 친화도가 향상됨으로써 이차전지의 용량을 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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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 분리막은 사용 전 아세톤으로 충분히 세척한 후, 60 ℃ 오븐에서 3 시간

건조시켰다. 이 분리막을 공기중에서 선량율 10 kGy/hr로 총 100 kGy의 선

량으로 감마선 조사되었다. 조사 후, 분리막은 상온에서 하루 정도 보관되었

고, 이 후 메틸메타크릴레이트/다이옥산 (10/90, 20/80, 30/70, 40/60, 50/50

v/v) 용액에 침지시킨 후, 질소를 충진시켰다. 충분히 충진된 시료는 일정 온

도가 유지되는 water bath 에서 12 시간을 그라프팅 시켰으며, 그라프트 된

PE-g-PMMA 분리막을 테트라하이드로퓨란으로 추출하여 미반응 단량체,

homopolymer 등의 분순물들을 제거하였다. 추출 후 분리막을 50 oC 진공오

븐에서 24 시간 건조시켰다.

그라프트율 (%) = (Wg-Wo)/Wo x 100 (1)

- 식 (1)에 의해 그라프트율을 얻었다. 여기서 Wo는 그라프트 반응을 하기 전

의 분리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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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oC에서 10 분 동안

넣은 후 MD (machine direction)와 TD (transverse direction)의 길이 변화

를 통해 열 수축률을 측정할 수 있었다.

(다) 전기화학적 특성의 측정

- 두께와 면적이 계산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Linear sweep

voltammetry를 측정하기 위해 액체 전해질에 충분히 담가둔 후, 리튬금속

과 SUS판에 제조된 겔 고분자를 적층하여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을 Solatron 1260/1287 Potentiostat / Galvanostat를 사용하여 2.5~6

V의 전위 영역에서 scan rate를 5 mV/sec로 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제조

된 분리막의 방전 용량 및 수명을 측정하기 위해 준비된 분리막을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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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oO2)과 음극 (MCMB) 사이에 적층하여 단위셀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단위셀을 Toscat-3000 C/D testing system (Toyo System Co., Japan) 을

사용하여 3.0~4.2 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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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하였다.

(2) 실험결과

(가) 그라프트 반응

- PE-g-PMMA 분리막의 경우 그라프트율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증가했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농도가 50%에서 262 wt%의 그라프

트율을 얻었다(그림 1).

그림 1. 모노머 농도별 그라프트율

- 그림 2를 보면, 그라프트 반응 후, 1730 cm-1 와 1268 cm-1 에서 새로운 피

크가 나타났고, 이는 각각 C=O 와 C-O-C에 대한 피크로 분석된다. 따라서

PE 분리막에 PMMA가 성공적으로 그라프트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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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용 PE 분리막 및 그라프트율별 PE-g-PMMA 분리막의 FT-IR 스펙트럼:

(a) 상용 PE 분리막, (b) 8 wt%, (c) 30 wt%, (d) 72 wt%, (e) 121 wt%,

and (f) 262 wt% 그라프트 분리막

- 그림 3에서 상전이법을 사용하지 않은 PE-g-PMMA 분리막의 경우 그라프 트

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의 기공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폴리메

틸메타크릴레이트층이 PE 분리막 위에 그라프트 되어 채워지는 현상으로 보

여진다. 반면, 상전이법을 사용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경우 표

면을 채우고 있던 PMMA 층에서 구멍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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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EM images : (a) 상용 PE 분리막, (b~d) 상전이법을 사용하지 않은

PE-g-PMMA((b) 30 wt%, (c) 121 wt%, (d) 262 wt%), (e~g) 상전이법을 사용한

PE-g-PMMA((e) 30 wt%, (f) 121 wt%, (g) 262 wt%

(나) 열안전성 측정

- 그림 4은 그라프트율에 따른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열수축율을 나

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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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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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프트율에 따른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열수축율을 살펴보면, 약 70 wt%까지 그라프트율

이 증가할수록 열수축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용

분리막 표면에 그라프팅 된 PMMA 고분자가 수축을 방해함에 따른 현상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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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용 PE 분리막, 그리프트율에 따른 PE-g-PMMA 분리막 상전이법을

이용한 PE-g-PMMA 분리막의 열수축률 ((h) 열수축전 상용 분리막 사진).

(다) 전해질에 대한 팽윤도 측정

- 그림 5(a)-(b)은 그라프트율에 따른 전해질의 흡수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써, 상전이법을 이용한 PE-g-PMMA 분리막의 경우, 그렇지 않은

PE-g-PMMA 분리막에 비해 전해질 흡수정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시

간에 따른 전해질 흡수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친수성을 가진 비정질 형태의 PMMA가 더 많은 전해질을 흡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며, 상전이법에 의해 표면을 채우고 있던 PMMA층에 구멍이

생성되면서 그 사이로 전해액이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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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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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막의

전해액 함침율

(라) 이온전도도 측정

- 그림 6는 그라프트율에 따른 이온전도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라프트율

이 증가할수록 이온전도도가 향상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이온전도도는 그렇지 않은 PE-g-PMMA 분리막에

비해 이온전도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친수성을 가진 PMMA

가 더 많이 그라프트되면서 더 많은 전해액 담지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의 경우 상전이법에 의해 생성

된 기공으로 인해 이온전달능력이 더욱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그라프트율에 따른 상전이법의 사용 유무에 따른 PE-g-PMMA의

이온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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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화학적 특성 측정

- 그림 7에서 상용 분리막은 4.5 V까지 안정하나 PMMA가 그라프트 되었을

때 모두 5.0 V까지 전기화학적 반응이 없는 매우 안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이차전지의 가용 전압 범위가 약 3.2 ~4.2 V인 점으

로 미루어 볼 때 더욱 넓은 범위까지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됨으로

써 과전압 발생에 따른 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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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

지 막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peroxide 방법과

상전이법에 의해 성공적으로 준비되었다. PE 분리막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

이트의 그라프트로 인해 열에 의한 수축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

는 내외부의 부작용에 의한 이차전지 내부의 과열과 그에 따른 분리막의 수

축에 의해 양극이 접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친수성 단량체의 그라프트로 인해 전해액에 대한 분리막

의 친화성을 개선되었으며, 또한 상전이법에 의한 표면의 구멍 생성으로 인

해 전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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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전도도를 보였다. 그리고 PMMA가 사용 PE 분리막에 그라프

트됨으로써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다공성 PE-g-PMMA 분리막은 우수한 전기화학적인 성

질과 열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이차전지막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다. 비닐실록산 및 음이온 고정화 물질이 그라프트된 PE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본 연구에서는 높은 열적안정성과 전기화학적 안정성, 다른 물질과의 친화성

이 우수한 2,4,6,8-tetramethyl-2,4,6,8-tetravinylcyclotetrasiloxane (이하, 비

닐실록산)과 음이온 고정화 역할을 하는 그라프팅 물질인 Poly(ethylene

glycol) borate acrylate (PEGBA)를 선정, 다음과 같이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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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ethylene glycol) borate acrylate(PEGBA)는 poly(ethylene glycol)

acrylate (Mn=375, Aldrich)과 BH3/tetrahydrofuran(THF) complex의

dehydrocoupling 반응에 의해 합성하였다.. THF을 solvent로 사용하여

PEGA와 BH3를 혼합하여 질소 분위기 하에서 60 ℃, 24 시간 동안 반응을

보낸다. 반응 후 용매는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해 제거하였다. 합성한

PEGBA는 잔류 용매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40 ℃진공오븐에서 건조

후 글로브박스에 보관하였다.

- PEGBA의 합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H NMR, FT-IR 스펙트럼를 측정하였

다. 이 때 1H NMR는 CDCl3 용매에 녹여 Bruker사의 DSX 400MHz NMR

spectrometer를 이용해 측정하였고, FT-IR 스펙트럼은 Bruker사의 Tensor 27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transmission mode에서 4000~400 cm-1의 영역을 4

cm-1의 resolution으로 측정하였다.

- 준비된 그라프팅 물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막을 개질하였다. 본 분리

막은 동시조사법을 이용해 만들었다. 고분자와 모노머에 방사선을 함께 조사

하여 그라프트 중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조작이 간단하고 생성된 라디칼을 그

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조사선량이 적어도 되는 이점이 있다. 반면 반응 중에

homo polymer가 다량 생성되기 때문에 반응 후 이들을 제거해야 하는 단점

이 있다. 모노머 존재 하에 폴리머를 방사선 조사하면 결과적으로 그라프트

공중합체 또는 블록 공중합체가 생성된다. 고분자가 방사선 조사시 분해반응

을 주로 일으키는 분해형 고분자라면 생성되는 고분자는 블록공중합체이다.

한편 고분자가 가교형이면 그라프트 공중합체와 단일중합체가 같은 수로 생

성된다. 특정한 고분자/모노머를 조사할 때 생성되는 단일 중합체의 양을 줄

이기 위해서는 모노머의 농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고분자를 과잉 모노머

에 용해시키는 것보다는 모노머에 의해 단지 팽윤될 정도일 때 높은 그라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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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 세척하고 진공오븐에서 50 ℃, 12 시간 정도 건조를 시켰다. 그라프팅

물질(비닐 실록산 or PEGBA)과 FeCl3을 메탄올/데칼린 용액에 용해시켜 그

라프팅 용액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고분자 용액에 건조된 분리막을 함침 시킨

후 비닐백에 넣는다.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를 이용하여 10 분간 환류를

시켜 질소 분위기를 만들었다. 전자빔을 5~100 kGy로 방사선 양을 조절하면

서 그라프트 반응을 수행한다. 제조된 분리막은 아세톤을 이용하여 미반응 모

노머를 제거 한 후 진공오븐에서 50 ℃, 12 시간 정도 건조를 시킨다. 제조된

분리막의 무게를 측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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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트럼은 Bruker사의 Tensor 27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attenuated total reflectance (ATR) mode에서 4000~600 cm
-1
의 영역을 4

cm-1의 resolution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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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막의 열적 안정성은 thermo gravimetri analysis (TGA)를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또한 분리막의 thermal shutdown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DuPont TA2000 DS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질소 분위기 하에 25℃～200℃ 온도 범위에서 10 ℃/min의 속도로 온도를 증

가시키면서, 분리막의 열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라프트 분리막의 모폴로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이용하였다. 분리막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백금으로 코팅

후 분리막 표면의 미세기공을 관찰하였다.

- 겔형 고분자 전해질은 유기 액체전해액에 제조된 그라프트 분리막을 함침시킨

다. 이 때 액체전해액이 분리막 내의 기공으로 충분히 침투될 수 있도록 함침

하였다. 이 때 사용한 전해액은 ethylenecarbonate (EC)/

dimethylenecarbonate (DMC) (1:1 by vol) in 1 M LiPF6 전해액과

EC/polycarbonate (PC) (1:1 by vol.) in 1 M LiPF6 전해액 2종이다. 겔형 고

분자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특성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가) 이온전도도: 분리막을 포함하는 겔형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전도도는 sus전극

사이에 고분자전해질을 끼워넣고 cell을 구성한 후, Solatron 1455 FRA

(Frequency response analyzer)를 사용하여 1 Hz~1 MHz의 주파수영역에서

a.c. impedance spectrum에서 구할 수 있었다.

σ=
d

A⋅R

(R: 벌크저항; A: SUS 전극의 면적; d: 필름의 두께)

(나) 전기화학적 안정성: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은 기준전극 및 상대전극을

리튬전극으로 하고, 작동전극은 SUS 전극으로 구성된 셀에 전압을 1mV/sec

로 0~6 V까지 인가하여 고분자 전해질 내에서 음이온의 산화분해반응에 의

한 전류가 생성되는 전압을 통해 관찰하였다.

(다) 양이온 수율 및 양이온 전도도 측정: Li/Li symmetric cell을 구성한 후

potentiostat mode로 측정하여 초기의 전류값과 저항값, 전류가 안정화 되어

일정해졌을 때의 전류값과 저항값을 다음 식에 넣어 양이온 수율을 구했다.

양이온 전도도는 양이온 수율과 이온전도도의 곱으로 구했다.

t+ =
Is(ΔV-I0R0)

I0(ΔV-I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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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Hz~

0.01 Hz까지 임피던스를 측정한다.

- 실제 셀에 적용시켰을 때의 용량 구현 및 수명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위전

지를 제조하였다. 음극은 그래파이트계 활물질 (mesocarbon microbead

(MCMB)), 도전재, 바인더 역할을 하는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구

리 집전체로 구성이 된다. 양극의 경우, 활물질로 LiCoO2, 도전재, 바인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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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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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V 충전 - 3.0 V 방전 cutoff voltage로 설정한 후 0.1 C 조

건에서 formation후 1 C 조건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고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더 높은 전압에서 전지특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4.4 V 충전 -

3.0 V 방전 cutoff voltage로 설정한 후 1 C 조건으로 충방전을 진행하였다.

방전 속도에 따른 셀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0.1 C로 충전은 유지한채로 방

전 조건을 0.1, 0.3, 0.5, 1, 2, 3 C으로 변화를 주면서 기존의 PE 분리막과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실험 결과

(가)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트된 PE 분리막 개발

- 그라프팅 반응은 일반적으로 줄기 폴리머에 가지 모노머 또는 폴리머를 결합

하는 방법인데 그래프팅 방법에는 화학적 방법 및 방사선을 이용한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는 그래프팅율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한 전자빔을 이용한 방법이 널리 알려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래프팅반응의 일반적 메카니즘은 다음에서 보듯이 고분자의 주쇄에 있는 비

교적 약한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 나 분자가 전자빔에 의해 사슬로부터 이

탈되면서 그 자리에 라디칼이 형성된다. 형성된 라디칼은 모노머와 그래프팅

반응에 의해서 고분자의 주쇄에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반응과

정에서 단량체간의 중합반응에 의한 호모폴리머가 생성되기도 한다. 방사선

을 이용한 분리막 개질은 빠르고, 고분자 매트릭스에 균일하게 그라프팅물질

을 형성시길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고분자 물질이 결합하

게 됨으로써 새로운 특성을 가진 공중합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이

디어를 가지고 본 과제를 진행하였다.

그림 1 방사선을 이용한 분리막 개질의 장점

- 그라프팅 물질로 선정한 vinyl siloxane은 열적으로,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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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5 -

음극 표면에 형성하게 되고 이 layer가 두껍게 형성이 되면 전지의 수명 특

성이 나빠지게 된다. Vinyl siloxane은 HF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안정적인 SEI layer 형성에 기여한다. 이에 vinyl siloxane을 그라프팅 물질

로 선정하여 분리막의 개질을 진행하였다.

그림 2. 그라프팅 물질인 vinyl siloxane의 구조 및 특성

그림 3. FT-IR (a) vinyl siloxane grafted separator (b) bare PE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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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에서 FT-IR을 통해 그라프팅 전후를 비교했다. PE 분리막의 경우

C-H strectching peak가 2850~3000 cm-1에서 그리고 C-H bending peak은

1465 cm-1에서 나타난다. 이 두 영역에서의 피크들은 그라프팅 막에서도 동

시에 똑같이 나타난다. 그라프팅 막의 경우, 추가적으로 1260 and 800 cm-1

의 Si-O-CH2 stretching과 840 cm-1 의 Si-CH3broad한 peak이 나타난다. 또

한 1090 cm-1에서 Si-O-Si 의 peak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공적으로 그

라프팅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방사선량에 따른 그라프트 양의 변화 (FT-IR)

- 그림 4에서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1090 cm-1에서의 intensity를 비교해보면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intensity 또한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조사

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팅 비율도 증가함을 나타낸다.

그림 5. 방사선량에 따른 그라프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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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에서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팅된 비율을 비교해보면 5 kGy를 조사시에

2.4%에서 100 kGy를 조사시 30.5%로 그라프팅 비율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께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그림 6. 분리막의 표면 비교(PE 분리막 vs 그라프트 분리막)

- 그림 6는 방사선 전후의 표면 모폴로지를 비교한 SEM data이다. 비닐실록

산 그라프팅 후 패브릭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졌다. 이로 인해 기공의 크기

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분리막의 열적 안정성 비교 (by 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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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분리막의 thermal shutdown properties

- 제조된 샘플의 열적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TGA는 온도 상승에 따른 물질의

질량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장비이다. 그림 7에서 PE 분리막의 경우 440 ℃

까지 본래의 질량을 유지하는데 비해 그라프팅 막의 경우 이보다 20 ℃ 이상

높은 온도 범위까지도 질량을 유지하고 있어 열적 안정성이 향상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 그림 8에서 분리막의 기본 특성인 meltdown 특성여부를 확인하였다. 앞서

설명했지만 meltdown 특성은 갑작스런 열폭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하다. PE 분리막의 경우 138 ℃에서 기공을 폐쇄한다. 비닐실록산

이 그라프팅된 막의 경우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점을 나타냄을 확인하

였다. 그라프팅 비율이 높을수록 녹는점은 더욱 낮아져 100 kGy의 경우

130 ℃ 부근에서 기공이 패쇄된다. 일반적으로 리튬전지는 60 ℃이하에서

작동을 권장한다. 만약 그 이상의 온도에서 구동이 된다면 안전사고의 위험

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리막의 경우 안전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그림 9 방사선량에 따른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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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실록산 그라프팅 막을 1M LiPF6이 녹아있는 EC/DMC(1/1)에 담지 후

이온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9와 같이 이온 전도도가 10 kGy 조사시

까지 증가 하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kGy이하에

서는 Si-O unit이 도입됨에 따라 carbonyl기로 구성된 유기용매와의 친화력

이 증가하여 그라프된 막의 전액에 대한 uptake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10 kGy 이상 방사선을 조사하여 그라프팅 막을 제조시 Si-O

unit와 미반응 acrylate unit이 저항체로 작용하여 이온전도를 방해했을 것

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전자빔을 10 kGy 조사하여 제조된 막을 이용하

여 계속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0. 분리막의 전기화학적 안정성 평가

- 실제 전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기화학적인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화학적 안

정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림 10에서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트된 막을 적

용했을 경우 기존 분리막에 비해 전기화학적 안정 범위는 4.5V에서 5.2V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입된 Si-O unit이 음이온과의 interaction

을 통해 음이온의 분해를 지연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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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분리막의 계면 안정성 비교

- 그림 11에서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트된 막을 적용했을 때에 전극과 전해질간

의 계면 저항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등을 통해 본 연

구를 통해 개발된 그라프팅 막은 고전압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막 보다 훨

씬 더 우수한 이온전도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나) 음이온 고정화 물질이 그라프트된 PE 분리막 개발

그림 12 음이온 고정화 물질의 특징

- 두 번째로 선정한 그라프팅 물질은 poly(ethylene glycol) acrylate이다. 음이

온 고정화 물질은 1996년 이후 리튬 이차 전지용 유기전해질의 첨가제로 연

구가 진행되어, 현재 약 30 여 편의 논문과 10편의 특허가 등록 또는 출원된

연구가 시작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향후 고전압/고용량 리튬 이차 전지의 개

발을 위해서는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음

이온 고정화 물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이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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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물질은 미국의 McBreen 그룹에서 질소를 함유하는 aza-ether 화합물을

제일 처음 액체전해질에 도입하여 그 효과를 소개하였다.

- 그 후 붕소를 중심 원자로 하고 다양한 fluorinated alkyl 또는 phenyl 그룹을

도입한 붕소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그 중 TPFPB(Tris(pentafluorophenyl)

borane)은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 현재 음이온 고정화 물질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물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McBreen 그룹이 음이온 고정화 물질을 액체전해액에 첨가제의 개념으로 도

입했다면, 일본의 Wakihara 그리고 Fujinami 그룹에서는 PEG Borate 와

Boroxine 화합물을 이용해 (고체)고분자 전해질에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PEG Borate의 경우, 다양한 길이의 에틸렌 글리콜 unit을 도입하거나, 가

교 matrix로 전해질을 제조하였다. Fujinami 그룹 역시 Wakihara 그룹과 비

슷하나, 붕소의 수가 고분자 matrix에 비해 많아 음이온 고정화 효과가 크다

는 장점이 있다.

- 이외 다양한 그룹에서 붕소를 함유하는 단량체를 제조하여, 그것을 이용한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는 연구, 그리고 음이온 고정화 물질의 전기화학적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 고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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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그림 13. 음이온 고정화 역할을 하는 그라프트 물질인 PEGBA의 합성 방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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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F-Borane complex와 Poly(ethylene glycol) acrylate를 이용하여 기존의 합성

방법과는 달리 매우 경제적인 방법으로 그림 13과 같은 dehydrocoupling 반

응에 의해 PEG borate acrylate 음이온 고정화 물질을 합성하였다(그림 13).

둥근 플라스크내를 질소분위기로 유지하면서 반응물을 기계적으로 혼합하여

60 ℃에서 24 시간 동안 반응을 수행한다. 반응중에 발생하는 수소기체는 바

늘관을 통해 제거되어진다. 반응시 온도 조절을 잘못하는 경우 가교반응이 진

행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한다. 합성되어진 PEG borate는 옅은 노란색의 액체

상태였다.

- 합성된 PEGBA의 구조를 FT-IR(그림 14)과 1H NMR(그림 15)을 통해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B-H 결합에 의한 특성피크는 2350~2650cm-1 영역에

서 나타나는데 합성된 PEG borate에서는 이러한 특성피크가 관찰되지 않았고

B-O stretching 특성피크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미반응물이 존재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1H NMR의 peaks - δ3.48~3.9(-OCH2CH2), δ

5.8~6.5(CH2=C), δ6.2(C=CHC=O)(unit:ppm)를 통해 합성되었음 확인하였다.

그림 14. PEGBA의 FT-IR 스펙트럼

그림 15. PEGBA의 1H NM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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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그라프트 분리막 시스템의 특징

- 그림 16는 소수성의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표면을 PEGBA로 그라프트 한 새

로운 분리막 시스템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그라프트를 유도한 단위는

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어 액체전해액의 uptake를 상승시키는 효과 뿐 아

니라 전극과의 접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음이온 고정화 역할을 하는

Boron 중심은 Lewis acid로써 전해질 내에 해리된 음이온과의 interaction을

통해 더 많은 양의 salt가 해리될 수 있도록 돕고 Li+의 이동도를 높이는 역할

을 한다. 이로 인해 전지 성능에 중요한 양이온전도도(cationic conductivity)

의 향상과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7. 그라프트 분리막의 EDS 분석

- 분리막 개질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그림 17)과 FT-IR(그림 18)을 이용하였다. EDS 실험

결과 Boron이 약 4% 정도 검출됨을 확인하였다. 이 때 EDS 결과는 SEM

image의 보이는 영역만을 대상으로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유의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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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E 분리막과 그라프트 분리막의 FT-IR 비교 분석

그림 19. 그라프트 분리막의 그라프트율

- FT-IR 결과를 통해서도 앞서 합성된 PEGBA 특성화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라

프트된 분리막에서도 PEGBA의 unit인 1300~1450 cm-1 B-O peak, 1100

cm-1 주변의 C-O-C broad한 peak, 과 PE의 -CH2-에 해당하는 2800~3000

cm-1의 peak이 동시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5). 또한 1030-950

cm-1, 1790-1720 cm-1도 C-O stretching과 연관이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그라프트 분리막이 잘 제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된 그라프트 분

리막의 그라프트율을 계산해보면 5 kGy로 조사시 3.73%, 10 kGy로 조사시

4.26%, 50 kGy로 조사시 9.59%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 단위

가 더 많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9). 하지만 두께의 변화는 거

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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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Bare PE 분리막과 그라프트 분리막의 열적 안정성 비교 (by TGA)

- 제조된 분리막의 열적 안정성을 비교, 평가하였다(그림 20). PE 분리막의 경

우 440 ℃까지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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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된다.

- DSC를 이용하여 분리막의 기본 특성인 shutdown 특성여부를 확인하였다(그

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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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공을 폐쇄한다. PEGBA가 그라프트된 분리막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온도에서

녹는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차전지는 60

℃이하에서 작동을 권장한다. 만약 그 이상의 온도에서 구동이 된다면 안전

사고의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연구를 통

해 개발된 분리막의 경우, 전지의 성능 뿐 아니라 안전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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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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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전도도

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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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cP인데 비해 DMC는

0.59 cP으로 점도가 훨씬 더 낮다. 점도는 이온의 이동과 관련있는 요소로

낮으면 낮을수록 이온의 이동에 도움을 준다. 위의 결과를 통해 EC/DMC를

위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 제조된 그라프트 분리막를 이용하여 액체전해질(1 M LiPF6가 녹아있는

EC/DMC (1:1 by volume))에 함침 후 겔형 고분자전해질을 제조, 특성평가

를 실시하였다. 방사선 양이 증가됨에 따라 이온전도도가 10 kGy까지 점차

적으로 향상됨을 보였다. 이 때 최고 이온전도도는 6.24 × 10-4 S/cm이다. 이

는 그라프트 단위 내의 EO unit의 도입으로 유기용매와의 친화성이 향상되

어 액체전해액의 uptake amount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방사선량을 조사한 경우 이온전도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다음의 SEM image를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 리튬 이온의 이동도 역시 이온전도도와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Bare PE

separator를 적용한 겔형 고분자전해질의 Li
+
transference number는 0.23이

었으나 10 kGy의 선량의 그라프트 분리막이 적용된 겔형 고분자 전해질의

경우 0.53으로 두 배 이상의 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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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의 이동이 얼마나 원활하느냐에 따라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친

다. 이 경우, 이를 나타내는 요소인 양이온전도도값이 3.31 × 10-4 S/cm로

최고값을 갖는다(표 2).

표 2. 그라프트 분리막을 이용한 겔형 고분자전해질의 이온전도도, 리튬이온이동도,

양이온전도도

그림 22. 방사선량에 따른 그라프트 분리막의 표면 비교 (by SEM)

- 그림 22는 방사선량에 따른 PE-g-PEGBA 분리막의 표면 사진이다. 위

SEM 사진에서 방사선량이 10 kGy를 초과하는 경우, 이온전도도 및 리튬이

온의 이동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kGy까지의 조사선량으로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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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된 분리막의 경우 bare PE 분리막과 비교했을 때에 기공의 변화는 크지

않고 연결성 또한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리튬이온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새롭게 도입된 PEGBA unit이 전도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

움을 준다. 하지만 10 kGy가 넘는 양의 조사를 받을 경우, SEM images에서

도 보듯 패브릭과 패브릭간의 뭉침 현상이 점차 심해져 미세기공을 막아 리

튬이온의 이동을 방해하고, 전해액의 침투 또한 좋지 않은 구조로 변형이 일

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 Bare PE 분리막과 그라프트 분리막의 전기화학적 안정성 비교

- 최근 들어 고용량, 고전압, 고안전성이라는 요소를 갖춘 전지 소재 개발에 많

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화학적 안정성 평가는 고전압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다. 실제 전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

기화학적인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 또한 중요한 요소이

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화학적 안정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그림 23). 음

이온 고정화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bare PE 분리막을 포함하는 겔형 고분자전

해질의 경우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4.3 V인데 반해 음이온 고정화 물질

PEGBA가 그라프트된 분리막을 포함하는 겔형 고분자 전해질은 4.9 V로 상

대적으로 높은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보였다. 이는 분리막의 그라프트된 unit에

존재하는 boron 원자와 음이온간의 interation을 통해 complex를 형성하여 음

이온의 분해를 지연하였기 때문에 전기화학적 안정창이 확대되었다고 판단된

다.

- 계면저항 역시 PEGBA가 그라프트된 분리막의 경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24). 이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양의 전해액을

고분자 매트릭스내에 함유할 수 있게 되어 이온의 이동이 원활하게 되고 또

한 리튬이온의 이동을 방해하는 음이온을 음이온 고정화 유닛에서 잡아줄 수

있기에 저항이 감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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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Bare PE 분리막과 Graft separator의 계면저항 비교

(다) 비닐실록산 및 음이온 고정화 물질이 그라프트된 PE 분리막을 적용한 단위

전지 평가.

- 제조된 그라프팅 분리막을 이용하여 실제 전지시스템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

가하였다. 먼저 vinyl siloxane으로 개질한 분리막의 전지특성을 기존에 널리

쓰이고 있는 PE 분리막과 성능 비교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조

건인 4.2 V 충전-3.0 V 방전, 1 C-rate 충방전을 실시하였다. 두 전지 모두

초기 용량을 100%에 가까울 정도로 우수하나 cycles이 진행됨에 따라 그 용

량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졌다. 200 cycles 후 PE 분리막를 적용한 전지의 경

우, 초기 용량의 93%를 유지하는 반면, vinyl siloxane이 적용된 초기용량의

98%를 유지하는, 우수한 사이클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25).

그림 25.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트된 분리막으로 제조된 단위 전지 사이클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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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4.2 V cutoff charging condition)

그림 26. 비닐실록산이 그라프트된 분리막으로 제조된 단위 전지 사이클 성능 평가

(4.4 V cutoff charging condition)

- 그 차이는 고전압 충전 조건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현재 고용량 전지를 구현

하기 위해 보다 높은 전압 조건까지 충전하여 용량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걸맞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1차년도 실

험에서 전기화학적 안정성 테스트에서 4.5V 이상의 영역까지 전기적 분해없

이 안정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고전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4.4 V 충전- 3.0 V 방전을 cutoff 조건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사이

클 초기부터 조심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200 cycles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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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위

와 같은 결과는 vinyl siloxane units이 전해액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개질되

어 많은 양의 전해액을 흡수하고 전극과의 계면저항을 줄이며, 또한 안정한

SEI layer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수한 전기화학적 안정성은

고전압 구동을 가능케 했다.

- 두 번째 케이스로, 음이온 고정화 물질을 이용하여 개질된 분리막 역시 실제

전지에 적용하여 수명 특성을 실시하였다. 방전 속도를 0.1 C - 3 C로 점차

빠르게 방전을 하면서 cycle capability를 비교하였다. 0.1 C 방전시 PE 분리

막을 적용한 전지와 개질된 분리막이 적용된 전지 모두 용량차이 거의 없이

cycles이 진행이 되었으나 방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방전 용량이 점점 차이가

나게 되었다(그림 27). 또한 고전압으로 충전시 200 cycles후 PE 분리막보

다 우수한 방전용량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그림 28). 음이온 고정화

역할을 하는 grafting units인 PEGBA의 EO units을 통해 더 많은 양의 액

체 전해액을 함습하고 Boron atom이 음이온의 분해를 지연시켜 고전압에서

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개발된 두 종류의 분리막은 위의

결과를 토대로 휴대용 기기를 타겟으로 하는 전지는 물론 HEV에 적용 가능

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고용량, 고출력 전지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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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방전속도별 PEGBA-grafted separator로 제조된 단위전지 사이클 성능

평가 (0.1 C→0.3 C→0.5 C→1 C→2 C→3 C)

그림 28. PEGBA-grafted separator로 제조된 단위 전지의 고전압 (4.4 V) 사이클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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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을 이용한 이차전지용 다공성 폴리에틸렌 고분자 분리막 개발

가. Stearyl alcohol의 첨가 및 추출에 의한 다공성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Stearyl alcohol과 dibuthyl phthalate(DBP), HDPE를 압출기를 통해 혼합, 압

출하여 선행 필름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선행 필름을 다양한 온도에서 연신

후, 에탄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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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가 할수록 porosity가 증가 하였다. 80 ℃에서 65%의 porosity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0 ℃에서 연신한 분리막의 porosity는 상온에서 연신한 분리막

보다 낮게 나타났다. 생성된 분리막의 평균 pore size는 porosity와 정비례하

였다.

그림 1. 연신온도에 따른 porosity 및 pore size

- 그림 2는 연신온도별 stearyl alcohol이 20 wt% 함유된 폴리에틸렌 분리막

의 표면 SEM image를 나타냈다. 그림 1의 porosity 결과와 같이, 80 ℃에

서 연신한 분리막에서 가장 많은 pore가 관찰 되었다. 또한, 120 ℃에서 연신

한 분리막이 23 ℃에서 연신 한 분리막 보다 pore가 적게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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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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였

다. Stearyl alcohol의 함량이 30 wt%일 때, porosity는 62%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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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tearyl alcohol 함량에 따른 porosity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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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아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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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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

냈다. 이 결과 HDPE 분리막 내부에 stearyl alcohol이 완전히 추출되어 pore

가 생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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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tearyl alcohol 추출 후 생성된 분리막의 TGA

- 그림 6은 stearyl alcohol의 함량 증가에 따른 ionic conductivity를 나타냈다.

Stear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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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리막의 이온 전도도는 4.5 × 10-4 S/cm으로 stearyl alcohol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이온 전도도는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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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tearyl alcohol의 함량에 따른 ionic conductivity 비교

(다) 감마선 조사에 따른 stearyl alcohol이 첨가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특성 변

화

- 그림 7은 감마선 조사에 따른 stearyl alcohol이 첨가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인장강도를 나타냈다. stearyl alcohol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장감도는 감소하

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감마선 조사량이 50 kGy 까지는 분리막의 가교효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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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축율을 나타냈다. stearyl alcohol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열수축성은 증

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감마선 조사량이 50 kGy 까지는 열수축성은

감소하지만, 75 kGy 부터는 열 수축성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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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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nm의 particle size를 가진 alumina를 기공형성제와 혼합 압출하여 선행 필

름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선행 필름을 120 ℃의 온도에서 연신 후, 에탄올에서

기공형성제를 추출 후 건조하여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표 1. 기공형성제 및 alumina 함량에 따른 sample 조성

(2) 실험결과

(가) Alumina 함량에 따른 분리막의 특성변화

- 그림 1은 기공형성제로 사용된 soybean oil 및 DBP를 추출 후 형성된 다공

성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alumina 함량에 따른 porosity 및 pore size를 나타

냈다. alumin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porosity가 증가하였다. 또한, 앞선

실험에서 기공형성제가 첨가되지 않고 HDPE와 alumina가 혼합 제조된 분리

막의 기공도와 비교하여, 동일 alumina 함량비에서 약 10~15% 정도 porosity

가 증가하였다. 또한 분리막의 평균 pore size는 porosity 결과와 비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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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lumina의 함량 증가에 따른 분리막의 porosity 및 평균 pore size

- 그림 2는 soybean oil 및 DBP를 추출 후 형성된 다공성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alumina 함량에 따른 표면 SEM image 를 나타냈다. 그림 1의 porosity 결과

와 같이 alumina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분리막 표면의 pore양이 증가되었다.

alumina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HDPE에 분산된 alumina 입자 사이로 pore 가

형성 되고 있는 것이 관찰 되었다. 하지만, alumina 함량이 20% 일 때,

alumina 입자의 응집현상으로 인하여 size가 1 ㎛ 이상의 pore 가 관찰되었다.

그림 2. alumina의 함량 증가에 따른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표면 모폴로지 (SEM

image) (a) 5 wt%: (b) 10 wt%: (c) 15 wt%: (d) 20 wt%

- 그림 3은 soybean oil 및 DBP를 추출 후 형성된 다공성 폴리에틸렌 분리막

의 alumina의 함량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alumina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분리막의 인장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폴리

에틸렌 내부에 분산된 alumina가 지지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alumina의 함량이 20 wt% 일 때, 분리막의 인장강도는 감소

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 2(d)의 SEM image를 통해서 alumina 입자의 응집

현상으로 1㎛ 이상의 pore가 증가하여 분리막 강도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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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lumin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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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에틸

렌 분리막을 열적/기계적 물성 및 전기화학적 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감마

선을 조사했다.

- 그림 4는 감마선 조사에 따른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를 나타냈다. alumina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분리막의 이온전도도가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림 1의 porosity 결과와 동일하였다. 즉, 분리막 내부의 porosity가 증가 할

수록 전지내부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 전도도가 증가한다. 또한, 감마선 조

사에 따라서 분리막의 이온전도도는 변화가 없었다. 분리막에 형성된 기공이

감마선 조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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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감마선 조사에 따른 alumina 첨가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

- 그림 5는 감마선 조사에 따른 분리막의 전해액 함침율을 나타냈다. 그림 4의

결과와 같이 alumina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전해액 함침율이 증가하였고, 감

마선 조사가 분리막의 전해액 함침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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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감마선 조사에 따른 alumina 첨가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전해액 함침율

- 그림 6은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분리막의 열수축율을 나타냈다. alumina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분리막의 열수축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폴리에틸렌 내부에 분산된 alumina가 지지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alumina의 함량이 20 wt%일 때, 분리막의 열수축성은 증

가하였다. 이 결과는 그림 3의 인장강도 결과와 같이 alumina 입자의 응집 현

상으로 pore size가 증가하여 분리막 강도의 열수축성이 증가 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또한, 감마선 조사량이 50 kGy 까지는 분리막의 가교 효과로 인하여 열수축

성은 더욱 감소하지만, 75 kGy 부터는 분리막의 가교효과 보다는 분해효과

에 의하여 열수축성이 증가하였다.

그림 6. 감마선 조사에 따른 alumina 첨가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열수축율

- 그림 7은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분리막의 linear sweep voltametry (LSV)를

나타냈다. 감마선을 조사한 분리막이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분리막과 비교

하여 4.5 V 이상의 전압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증가된 것이 확인 되

었다. 25 kGy, 50 kGy를 조사한 분리막의 안정성이 가장 우수 하였고, 75

kGy 조사한 분리막의 안정성은 25 kGy, 50 kGy를 조사한 분리막과 비교하



- 320 -

여 감소하였다.

그림 7. 감마선 조사에 따른 alumina 첨가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Linear sweep

voltametry

다. 기핵제가 첨가된 HDPE 필름 제조 및 연신공정에 의한 미세구조 변화

(1) 실험방법

- HDPE와 Millad 3988(기핵제)을 압출기를 통해서 혼합 압출 한 후, 선행 필름

을 제조하여 600% 단축 연신하여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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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에서 기핵제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storage modulus 증가 하였으나,

기핵제 첨가량이 0.05 wt%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0.1 wt%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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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핵체 첨가량에 따른 열적/기계적 물성변화

(나)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열적/기계적 특성 변화

- 그림 2에서 기핵제 첨가량 0.05 wt%인 HDPE separator는 감마선 조사량이

50 kGy까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storage modulus가 증가 하였다. XRD

peak에서 50 kGy 감마선 조사를 받은 HDPE film의 결정성은 0 kGy HDPE

film의 결정성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50 kGy 조사선량은 HDPE film의 결정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방사선가교에 의하여 HDPE microporous film의 열

적/기계적 물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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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a) 열적/기계적 물성변화와 (b) XRD peak

(다)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

- 그림 3에서 50 kGy까지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인장강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kGy 감마선을 조사받은 HDPE separator의 최대 인장

강도는 약 175 MPa이며, 측정 sample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strain도 약 20%정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기핵제가 첨가된 HDPE

separator에서 50 kGy까지의 감마선 조사는 가교를 통하여 기계적 물성을 증

가 시키나, 그 이상의 조사량은 분해로 인해 기계적 강도가 감소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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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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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strain-stress curve(기핵제 첨가량 0.05 wt%)

(라)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열수축성 변화

- 그림 4에서 50 kGy까지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방사선가교의 영향으

로 분리막의 열수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핵제가 첨가된

HDPE separator는 기핵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separator의 기공율이 증가

하였으나, 기핵제의 첨가량이 0.1 wt%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마선의 조사량이 50 kGy까지 증가 할수록, 기공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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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감마선 조사량에 따른 열 수축성 변화, (b) 기핵제 및 감마선 조사에

따른 기공율 변화

(마) 연신 방법에 따른 기공율 변화

- 그림 5에서 감마선 조사후 연신 공정을 거친 separator의 기공율은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 하였으나, 연신공정 후, 감마선을 조사한 separator의 경우

는 감마선 조사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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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신방법에 따른 기공율 변화

라. 전자선 조사에 의한 리튬 이차전지용 상용 폴리에틸렌 분리막의 내열성 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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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하였다. 시료는 전자선 조사대에 놓은 후 10 kGy/pass로 50, 100, 150, 200

kGy로 각각 조사하였다.

(2) 실험결과

(가) 열수축률 (Thermal Shrinkage) 변화

- 그림 1에서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수축률이 MD, TD 방향 모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분리막의 경우 MD방향으

로 처음길이의 69% TD 방향으로 56% 수축하지만, 200 kGy로 전자선 조사가

된 분리막은 처음길이의 MD방향으로 42%, TD방향으로 31%가 수축하였다.

이런 결과는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PE 분리막에 가교가 일어나 내열성이 증가

하여 열수축률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전자선 조사선량별 PE 분리막의 열수축률

- 그림 2는 열수축률 실험에 의하여 고온에서 수축된 상용 분리막(0 kG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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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0 kGy 조사선량으로 전자선 처리된 분리막의 수축 정도를 사진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 조사선량별 PE 분리막의 열 수축사진

(나) AC 임피던스를 이용한 Shutdown 거동 관찰

- 그림 3은 온도 증가에 따른 1 kHz에서의 임피던스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

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PE 분리막의 경우 126 oC에서 임피던스가 급격히 올

라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shutdown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42
oC에서 임피던스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PE 분리막이 녹아서 기계적 양극

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어 임피던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200

kGy조사선량으로 전자선 조사된 분리막은 전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PE 분리

막과 같은 온도(126 oC)에서 shutdown이 발생하지만 160 oC까지 shutdown

상태를 유지하다 160 oC이상에서 shutdown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

였다. 이 결과는 전자선 조사된 PE 분리막은 향상된 내열성으로 인하여 더

높은 온도에서까지 shutdown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온도에 따른 1 kHz에서의 전자선 조사 전 후의 PE 분리막 AC impedence

- 그림 4의 (a)는 상온에서의 상용 PE 분리막 표면의 SEM사진을 나타내며

(b), (c)는 200 kGy 조사선량으로 전자선 조사된 분리막의 표면을 120 oC와

130 oC에서 촬영한 SEM사진이다. 120 oC에서의 전자선 조사된 분리막의 표

면 (b)에는 상온에서의 상용 PE 분리막 (a)와 같이 미세기공이 존재하지만

130 oC 에서는 미세기공이 닫혀있는 shutdown 거동을 SEM 사진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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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E 분리막의 SEM 이미지(a) 상온에서 PE 분리막, (b) 200 kGy로 조사된

PE 분리막(120 oC), (c) 200 kGy로 조사된 PE 분리막(130 oC)

(다) 전자선 조사에 따른 상용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 변화

그림 5. 조사선량별 전자선조사된 PE 분리막의 기계적 특성, (a) 인장강도, (b)

모듈러스, (c) 파단율

- 그림 5(a), (b), (c)는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모

듈러스(modulus), 파단 연신율(break elongation)의 변화를 보여준다.

- 그림 5 (a)와 (c)는,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와 파단 연신

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MD방향이 TD보다 인장강도가 큰 반면 파단 연신율

은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b)는 분리막의 모듈러스는 전자선 조

사에 의해서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다. MD 방향의 모듈러스는 50 kGy에서 최

대값을 가지고 200 kGy까지 서서히 감소하였고, TD 방향에서의 모듈러스는

서서히 증가되다가 150 kGy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이후 감소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마.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폴리에틸렌 분리막 개질 특성 변화

(1) 실험방법

- 본 실험에서 사용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은 일반적으로 리튬 이차 전지에 사용

되는 분리막으로 SK사에서 제공받은 SK12LiBS(두께: 12 μm)를 사용하였다.

분리막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질소를 충진한 후 밀봉하였고 밀봉된 분리막

을 다양한 빔 전류 및 조사조건에서 전자선(EB-Tech, No1, 2.5MeV)을 조사

하였다 (표 1). 본 실험에서 조사선량의 변화는 빔 전류와 conveyer 속도를

조절하였다. 3.73 mA의 저 전류 빔 조건일 경우 5 m/min 의 속도로 조사되

었고 14.92 mA 의 고 전류 빔 조건일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이동 속도인 20

m/mindm로 조사되어 조사선량율을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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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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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결과

(가)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가교도 변화.

그림 1. 전자선 조건에 따라 조사된 PE 분리막의 가교도 변화

- 그림 1은 다양한 빔 전류 조건과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가교도를 비교한 것

이다. 이 그림에서는 조사선량의 증가할수록 가교도가 증가하고 빔 전류가 낮

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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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고 선량, 저 전류 빔 조건에서 조사된 샘플이 가장 낮은 용융온도

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용융온도와 같은 특성 온도의 변화로 재

료의 구조적 변화를 예측가능하며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가교된 고

분자의 열화 현상도 미세하지만 비례적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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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자선 조건에 따라 조사된 PE 분리막의 Tm 변화.

(다)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열수축률 변화.

그림 3 전자선 조건에 따라 조사된 PE 분리막의 열수축률 변화 (a)TD, (b)MD.

- 그림 3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TD 및 MD방향의 열수축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수축률이 모두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열수축 실험 결과는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폴리에틸

렌 분리막에 가교가 일어나 내열성이 증가하여 열수축률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조사선량에서 저 전류 빔으로 장시간 조사했을 경우 고 전

류 빔으로 단시간 조사했을 경우 보다 열수축률이 감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

- 그림 4(a)에서 분리막의 모듈러스는 전자선 조사에 의해서 증가됨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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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y

는 최대값을 가지고 이후 감소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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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자선 조건에 따라 조사된 PE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 변화 (a) modulus,

(b) tensile strength.

(마) 전자선 조사 조건에 따른 전해액 함침율과 이온전도도 변화

그림 5. 전자선 조건에 따라 조사된 PE 분리막의 (a)이온전도도와 (b)전해액 함침율.

- 그림 5는 조사 선량에 따라서 함침율과 이온전도도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동일한 전류의 빔 조건(3.73 mA)일 때 조사선량의 변화에 따른 전해액 함침

율과 이온전도도는 오차 범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교에 따른

고분자의 함침율 및 이온전도도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이는 가교된 폴리에틸렌

분리막이 전해액 친밀도와 전해액을 함침하는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안전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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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 제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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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nm 알루미나(Al2O3)를 용매 자이렌(Xylene)과 혼합하여 120 °C~150 °C 사이

의 온도로 24시간 중탕하여 표면처리된 알루미나를 얻었다.

PVDF-HFP(KYNAR FLEX 2801)는 용매로 아세톤(acetone)을 사용하여 5

wt% PVDF-HFP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커플링제로 처리된 알루미나

(silylated Al2O3)와 PVDF-HFP 고분자 용액의 중량비가 알루미나

/PVDF-HFP = 10/0, 9/1, 7/3, 5/5이 되도록하고 고형분(표면처리된 알루미나

+ PVDF-HFP)이 5 wt%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톤 용매를 추가한 후 12시간

동안 mixing한 후 초음파로 몇 분 더 분산시켜 균일하게 분산된 무기물 슬

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12 ㎛의 두께를 가진 상용 다공성 폴리에틸

렌(PE, polyethylene, SK LiBS) 분리막을 항온항습실에서 제조된 유/무기 슬

러리에 침지시킨 후, 꺼내어 일정 습도 (상대습도 40%) 조건하에 자연 건조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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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2O3
를 FT-IR을 통해 성공적으로 표면개질을 하였고 그로 인해 acetone에 분산

이 더 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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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기가 증가하고 기공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습도 조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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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

도, 두께, 통기도 변화

- 그림 3(a)에서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silylated Al2O3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

공도가 증가한다. 이는 그림 2에서의 SEM image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

하다.

- 그림 3(b) 또한 습도가 증가할수록 silylated Al2O3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코팅

된 PVDF-HFP/silylated Al2O3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

전이로 인해 높은 습도에서 PVDF-HFP가 더 많은 기공이 생성되어 상대적으

로 낮은 습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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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되고, 무기물함량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고분자 함량이 감소하여 두께가 감

소할 뿐만 아니라, 무기물들 사이의 기공 또한 증가하여 통기도가 감소한다.

그림 3 PVDF-HFP/silylated Al2O3 (5/5, 10/0) 코팅된 PE separator의 (a) 기공도

변화, (b) 두께변화, (c) 통기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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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온 전도도

- 그림 4(a)에서 높은 습도 조건이 코팅된 분리막은 고분자의 상변화를 통해 많

은 기공이 생겨 전해액 함침이 증가하여 이온전도도가 증가하고, 무기물의 함

량이 증가하면 통기도가 감소하여 액체 전해액의 함침율 뿐만 아니라, 리튬이

온의 이동이 용이해져 이온 전도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 그림 4(b)에서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고분자의 경화로 인해 이온전도도

가 감소하지만, 그림 4(c)에서는 같은 조사선량에서 제조된 샘플의 이온전도도

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특히 상용 PE 분리막의 이온전도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PVDF-HFP/silylated Al2O3 이온전도도 (a) 조성별, (b) 조사선량별, (c) 온

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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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전율(방전: 0.2 ~ 1 C)에서는 상용 PE 분리막 및 고분자 코팅 분리막,

무기물이 함유한 분리막의 상대 방전용량이 같으나 높은 방전율 (방전 : 1.5~2

C)에서는 일반 상용 PE 분리막 보다 상대 방전용량이 떨어진다. 그러나 무

기물이 첨가되면 고분자만 코팅된 PE 분리막보다 높은 상대 방전용량을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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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

수가 증가 할수록 무기물이 함유된 PE 분리막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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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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리막이 들어간 코인셀은 100 cycle 이후에 전해액이 누출되어 coin cell 표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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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루미나(Al2O3)의 분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란계 커플링제(coupling

agent)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TMSPMA, Aldrich)와 400

nm 알루미나(Al2O3)를 용매 자이렌(Xylene)과 혼합하여 120 °C~150 °C 사이

의 온도로 24시간 중탕하여 표면처리된 알루미나를 얻었다.

PVDF-HFP(KYNAR FLEX 2801)는 용매로 아세톤(acetone)을 사용하여 5

wt% PVDF-HFP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커플링제로 처리된 알루미나와

PVDF-HFP 고분자 용액의 중량비가 알루미나/PVDF-HFP = 90/10, 95/5이

되도록하고 고형분(표면처리된 알루미나 + PVDF-HFP)이 30 wt%를 유지하

기 위해 아세톤 용매를 추가하였다. 여기에 가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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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를 첨가하고 12시간 동안

mixing한 후 초음파로 몇 분 더 분산시켜 균일하게 분산된 무기물 슬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12 ㎛의 두께를 가진 상용 다공성 폴리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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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polyethylene, SK LiBS) 분리막을 항온항습실에서 제조된 유/무기 슬러

리에 침지시킨 후, 꺼내어 일정 습도 (상대습도 40%) 조건하에 자연 건조시

켜 코팅하였다. 건조된 분리막을 질소 충진된 실링백에 넣고 가속선량 1.14

MeV, 전자전류 3.73 mA로 조절하여 전자선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 실제 리튬이차전지에 적용시켰을 때의 용량 구현 및 수명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해 단위전지를 제조하였다. 음극은 그래파이트계 활물질(mesocarbon

microbead (MCMB)), 도전재, 바인더 역할을 하는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구리 집전체로 양극은 LiCoO2, 도전재, 바인더, 알루미늄 집전체로

구성된다. 단위전지는 음극과 양극사이에 제조된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으로

구성되고 코인셀 타입으로 제조되었다. 이 조립과정은 모두 아르곤으로 채워

진 글로브박스 안에서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사이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4.2 V 충전 - 3.0 V 방전 cutoff voltage로 설정한 후 0.1 C 조건에서

formation후 0.5 C 조건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방전 속도에 따른 셀의 특

성을 평가하기 위해 0.1 C로 충전은 유지한 채로 방전 조건을 0.2, 0.5, 1, 1.5,

2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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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 % 150

Al2O3/KF 95/5

+ TTT 2 wt%, 150

kGy

95/5 2 wt % 150

(2) 실험결과

(가) 제조된 분리막의 표면 분석

- 그림 1은 제조된 분리막의 양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유/무기 복합막의 코팅층은 알루미나입자, 바인더 고분자 구성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양의 무기입자를 첨가한 경우 도 균일한 기공

구조가 형성되어 이온의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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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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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경 18mm의 SUS 기판 사이에 적층하고, 106~0.1 Hz 범위의 주파수에서 임피

던스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식에 대입하고 각 분리막의 전도도를 계산하여

표에 나타내었다.

-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교제를 첨가하고 전자선 조사를 한 유/무기 복

합막은 1 mS/cm 이상의 이온전도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교제

를 첨가하고 전자선 조사하여 가교시킨 경우 상용 세퍼레이터와 무기물의

결합력이 커져서 전자선처리 및 가교제가 들어가지 않은 유무기 복합막에 비

해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기물의 함량이 많을

수록 무기물 사이의 기공이 많이 생기므로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2. 제조된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PE separator Al2O3/KF 90/10,
0 kGy

Al2O3/KF 90/10
+TTT 2 wt%,
150 kGy

Al2O3/KF 95/5 +
TTT 2 wt%, 150

kGy

Ionic
conductivity
(mS/cm)

0.96 0.94 1.0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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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퍼레이터의 열수축율 평가

- 제조된 샘플을 150℃에서 1시간 열처리한 후의 열수축율을 평가하여 그림 2에

나타냈다. 실험 결과, 통상적인 폴리에틸렌 다공성 막으로 된 분리막은 70%

이상의 열수축율을 보이고 가교제를 첨가하지 않고 전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유무기 복합막은 코팅층 및 상용분리막층이 분리되어 수축하는 반면, 소정의

가교제를 첨가하여 전자선으로 가교한 유무기 복합막은 5% 미만의 열수축율

을 나타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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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은 제조된 분리막으로 만들어진 코인셀의 c-rate 거동을 나타낸 그래

프로서, 양극 및 음극 용량이 3 mAh인 각 전지들을 0.5 C 충전 후 0.2 C 방

전 용량, 0. 5C 충전 후 0.5 C 방전 용량, 0.5 C 충전 후 1.0 C 방전 용량,

0.5 C 충전 후 1.5 C 방전 용량, 0.5 C 충전 후 2.0 C 방전 용량을 측정하여

0.2 C를 100% 상대 방전용량 기준으로 c-rate 성능평가 하였다. 이온 전도도

에서와 같이 가교제를 첨가하여 전자선 조사하여 가교한 유무기 복합막의 경

우보다 높은 상대방전용량을 가지며 특히 무기물의 함량이 높은 유무기 분리

막의 경우 낮은 c-rate에서 높은 c-rate까지 높은 상대방전용량을 가짐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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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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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커플링제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

(TMSPMA, Aldrich)와 400nm Al2O3을 용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C~150°C 사이의 온도로 24시간 중탕하여 얻었다. PVDF-HFP powde

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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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1로 acetone과

혼합하여 3시간 동안 300RPM으로 교반 시킨 후 ultrasonic cleaner

(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 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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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코팅 후, UV lamp (CM-10,

Spectronics Co., USA, λ=375 nm)로 4시간 동안 조사 (irradiation) 시켜주었

다. 액체 전해질로는 1 M LiClO4이 포함된 PC (Semichem. Co.,)를 사용하였

다.

(2) 실험결과

- 그림 1은 UV 경화가 일어난 Al2O3/PVdF/PEGDA 합성 비율에 따른 이온 전

도도를 비교한 것을 나태내고 있다. 합성된 분리막 (membrane)은

Al2O3/PVdF/PEGDA 질량비 9/1/0을 기준(reference)으로 하였다. 본 실험에

서는 사용된 PVdF를 기준으로 PEGDA의 양을 조절하였다. Non-woven에

Al2O3/PVdF/PEGDA가 9/1/1로 상온에서 코팅된, UV의해 가교되지 않은 나

노복합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는 9.62 × 10-4 S/cm였다. UV 가교를 위해 첨

가된 PEGDA는 PVdF의 질량비가1/1로 동등해 질수록 이온 전도도는 감소하

였다. 이것은 PEGDA가 UV에 의해서 가교됨으로써 Al2O3/PVdF에 의해 만

들어진 기공들을 일부 막아 분리막을 통한 리튬 이온의 기동성 (mobilit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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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Al2O3와 PVdF 코팅

층이 UV 가교 과정에서 다소 큰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적당한 기공도

(porosity)를 유지하여 줌으로써 이온 전도도는 10-4 S/cm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UV 가교된 Al2O3/PVdF 나노복합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

- 그림 2는 UV 경화된 Al2O3//PVdF/PEGDA 합성 비율에 따른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를 보여 주고 있다. 흔히 혼합될 수 없는 합성 고분자의 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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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MPa의 인장 강도를 가진

non-woven에 Al2O3/PVdF/PEGDA의 비율이 9/1/0로 코팅되면 그 인장 강도

는 코딩전보다 향상되었다. 또한 UV 가교 후 약 25% 정도의 기계적 물성이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무기물 나노 입자인 Al2O3의 효과뿐만

아니라 UV에 의해 가교된 PEGDA의 network 구조와 PVdF chain과의 관계

가 있음을 나타낸다. 본 실험에는 PVdF의 양을 기준으로 PEGDA의 비율을

달리하였다. PVDF와 PEGDA가 1/1의 질량비로 제조하여 UV 가교시킨 분리

막이 기계적 물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 UV 가교된 Al2O3/PVdF 나노복합 분리막의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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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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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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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힘이 기계적 물성을 높여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교된 PEGDA 양이 증

가할수록 Al2O3/PVdF chains는 일정하지 않게 PEGDA oligomer와 얽혀지다

가 점점 Al2O3/PVdF chain이 점차 PEGDA network에 의하여 감싸여지는 것

을 확인함으로써 다시 한 번 기계적 물성이 향상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가

교는 액체 전해질이 분리막으로 스며들어가면서 Al2O3/PVdF의 물리적 가교를

수반하게 되어 기계적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을Al2O3/PVdF에 의한 미세다공성

과 비결정질의 구조를 가지는 PEGDA의 상호작용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UV 가교 전/후 분리막의 Thermogravimetic analysis(TGA)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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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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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는 본 실험에서 제조된 분리막의 치수 안전성 (dimension stability)을

확인 하고자 Thermogravimetic analysis (TGA)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은 순수 PE Non-woven는 390°C 이후로 분해되기 시작했고

Al2O3/PVdF/PEGDA (9/1/0)의 reference 분리막은 PVdF 고분자 바인더로 인

하여 290 °C에서 처음 분해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UV 가교 시킨 나노복합

분리막은 290 ℃이상에서 분해가 시작되었고, 측정이 완료된 600 °C에서는

70% 이상 분리막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것으로 UV 가교시

킨 나노복합 분리막이 가교되지 않은 분리막보다 열적 안정성이 뛰어남을 확

인하였다.

라. 방사선 경화에 의한 유/무기 복합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본 실험에서는 계면활성제 (surfactant)를 첨가제 (additive)로 400 nm Al2O3
(AES-11, Sumitomo cheml Co.)와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계면접착 촉진

(coupling agent) 된 Al2O3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계면활성제 (surfactant)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 (TMSPMA, Aldrich)와 400nm Al2O3
을 용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 °C~150 °C 사이의 온도로 24 시간 중탕하여

얻었다. PVdF-HFP powder(KYNAR FLEX 2801-00, Atochem. Co.)는

acetone을 용매로 사용하여 5 wt% PVdF solution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형

물 25%를 유지하는 전체 solvent 값을 정한 후, 고형물인 Al2O3와 PVdF를 질

량비 9대 1로 acetone과 혼합하여 3 시간동안 300 RPM으로 교반시킨 후

ultrasonic cleaner (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 분정도 분산시

켜 슬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었다. Coating은 습도가 40%미만인 실내 공

간 (chamber)에서 non-woven 기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코팅 후, 전자선 (e-beam)을 10 kGy/pass가 되는 전자

가속기 (Electron Accelerator)안에서 50 kGy와 100 kGy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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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그림 1. 전자선 (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9/1, w/w)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

- 그림 1는 전자선 (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 (9/1, w/w) 분리막의 이

온전도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선이나 UV로 가교되지 않는 Al2O3/PVdF

(9/1, w/w) 나노복합 분리막의 이온 전도도는 9.62 × 10-4 S/cm이었다. 이것

을 PEGDA oligomer를 첨가하여 UV로 가교 되었을 때는 8.02 x 10-4 S/cm으

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것은 방사선으로 가교된 PVdF-HFP가 이온 전도도에

영향을 끼치는 전해질 담지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

로, 고분자 바인더로 무기물 입자 사이를 접착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Al2O3
와 함께 미세 다공성을 형성하여 다량의 액체 전해질을 담지하고 Li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paths)를 만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2~3은 방사선(전자선)으로 가교된 Al2O3/PVdF 나노복합 분리막을 UTM

으로 측정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는 PVdF-HFP가 전자선에

의해 가교된 전/후의 분리막의 인장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사량이 증

가하면 그 효과도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전자선에 의해

PVdF-HFP가 가교되고, 그로 인해 나노 입자 사이의 인력이 향상되어 기계

적 물성은 향상된다고 판단된다. 그림 3은 고분자 바인더인 PVdF-HFP가

Al2O3와의 다양한 질량비에 따른 방사선 전/후의 나노복합 분리막의 인장강

도를 나타내고 있다. Al2O3/PVdF가 질량비로 9.5/0.5의 경우 전자선에 의해

가교된 분리막의 인장강도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10.5% 향상되었고 8/2의 경

우는 17%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PVdF가 전자선에 반응하여 PVdF

chains들이 더욱 단단하고 치밀하게 Al2O3와 다.되어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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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자선 (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 (9/1, w/w) 분리막의 인장강도

그림 3. 전사선 (e-beam)으로 가교된 고분자 바인더의 함량 변화에 따른 인장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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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EM images (a) non-woven (b) Al2O3/PVdF (9/1, w/w) (c) 100KGy로

전자선으로 가교된 Al2O3/PVdF (9/1, w,w) 분리막

- 그림 4는 전자선 (e-beam)으로 가교된 Al2O3/PVdF (9/1, w/w) 나노복합 분

리막의 SEM image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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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b)를 통해

Al2O3/PVdF가 코팅되면 더 작은 기공을 형성하여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4(c)를 통해서 전자선 (100kGy)으로 가교된 후에

도 분리막 표면 (morphology)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어 Al2O3/PVdF가

형성한 미세 다공성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여 분리막을 통한 리튬 이온의 원

활한 기동성 (mobility)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다.

- 또한, 그림5 (a), (b)는 고분자 바인더인 PVdF의 함량에 따라 Al2O3/PVdF의

혼합 질량비가 다른 상태에서 방사선 가교된 나노복합 분리막의 SEM image

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가교된 PVdF의 양이 증가할수록 더 단단하

고 치밀하게 Al2O3와 결합하여 기계적 특성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Al2O3/PVdF가 질량비로 8대 2로 혼합되어 방사선 가교를 시키면 미세

다공성 기공들은 유지하면서 다른 질량비에서 볼 수 없었던 벌집 구조 형태

를 나타냄으로서 가장 우수한 인장 강도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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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a) (b)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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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은 질량비 9/1의 Al2O3/PVdF 나노복합 분리막의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TGA curve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확인했다시피, 우수한 이온전도도와 적

당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는 질량비 9/1의 Al2O3/PVdF 나노 복합 분리막을

reference로 하였다. 이 reference 분리막의 경우 PVdF때문에 270 °C에서 처

음 분해되기 시작하였다. PVdF로 인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분리막 전체 질

량(weight)은 감소하였고, 제조된 분리막에서 차지하는 PVdF의 양은 손실된

30 wt.%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전자선에 의해 가교된 분리막의 경

우 온도가 400°C까지 될 때가지 질량 변화는 거의 없어 고온에서도 여전히

박막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그림 6 Al2O3/PvdF(9/1, w/w)가 코팅되어 각기 다른 조사량의 전자선(e-beam)에

가교된 분리막의 TGA curves

- 그림 7은 고분자 바인더의 함량 비율에 따라 가교된 분리막의 TGA curves를

나타낸다. 측정 온도 400 °C까지 다양한 고분자 바인더 함량을 보이는 분리막

모두가 거의 2 wt.% 정도의 손실밖에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80 °C에서

PVdF가 분해가 되기는 하나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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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고분자 바인더의 함량 변화에 분리막의 TGA

curves

그림 8. 전자선(e-beam)으로 가교된 분리막을 적용한 cell의 charge-discharge curves

- 그림 8은 0.2 C로 충전하여 다양한 c-rate(전류밀도)로 방전한 질량비 9/1의

Al2O3/PVdF을 기본으로 코팅되어진 분리막을 전자선 (e-beam)에 의해 가교

된 유/무기 나노복합 분리막으로 제조된 bi-cell의 충방전(charge-discharge)

curves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8(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선으로 가교된

분리막으로 제조된 cell은 3.8 V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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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b) 에서처럼 전자선으

로 가교된 분리막은 가교된지 않은 분리막과 비슷한 형태의 다양한 전류밀

도에 따른 방전용량 curve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방사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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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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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교

된 분리막과 가교되지 않은 분리막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cell 성능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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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첨가된 PEGDA와 photo-initiator의 부정적 영향으

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Al2O3/PVdF로 구성된 무기물 기반의 분리막은 전자선을 이용해

가교시키면 기계적 강도 (mechanical strength)과 치수 안정성 (dimension

stability)이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UV 가교와는 다르게 첨가물

을 첨가하지 않고 적은 양의 고분자 바인더를 경화시켜 무기입자 사이의 접

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가교되지 않은 분

리막과 비교해서 표면 (morpholoy) 변화나 이온전도도 등의 뚜렷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Li-ion battery의 구성 재료로써 폴리올레핀

(polyolefin) 기반에 무기물과 고분자 바인더를 코팅하여 비교적 간단한 방법

으로 유/무기 나노 복합 분리막를 제조하여 방사선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과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켜 기존의 분리막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Al2O3 입자 크기에 따른 분리막 물성 변화

(1) 실험 방법

- 본 실험에서는 계면활성제(surfactant)를 첨가제 (additive)로 400 nm 또는 50

nm Al2O3 (AES-11, Sumitomo cheml Co.)와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계면접착

촉진 (coupling agent) 된 Al2O3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계면활성제

(surfactant)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TMSPMA, Aldrich)와

400 nm Al2O3을 용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 °C~150 °C 사이의 온도로 24

시간 중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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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nm/50 nm (50/50wt.%) Al2O3 또는 50 nm Al2O3와 PVdF를 용매인

acetone과 혼합하여 3h동안 300RPM으로 교반시킨 후 ultrasonic cleaner

(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 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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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코팅 후, UV lamp (CM-10,

Spectronics Co., USA, λ=375 nm)로 4 시간 동안 조사 (irradiation) 시켜주었

다.

(2) 실험결과

- 표 1은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갖는 Al2O3와 PVdF (9/1, w/w)를 non-woven에

코팅된 light-curing system에 의해 가교된 전/후 분리막의 이온전도도와 인

장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앞장에의 400 nm Al2O3만 사용된 분리막과 함께

비교해 보면 입자 크기가 8분의 1로 줄어든 50 nm Al2O3를 단독으로 사용 하

였을 경우가 400 nm Al2O3/50 nm Al2O3와 혼합하였을 때보다 기계적 물성이

훨씬 향상되고 >10-4 S/cm의 이온전도도를 유지하는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을 UV 가교시켰을 경우에는 전도도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400 nm Al2O3/PVdF (9/1, w/w)를 non-woven에 코팅한 가교되지 않은 분리

막에 비해 1.5배 이상 기계적 강도가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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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에서 400 nm Al2O3를 사용한 분리막이 전자선에 의해 가교되어도 가교

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이온전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50 nm Al2O3를

사용한 분리막도 전자선에 의해 가교 된다면 >10-3 S/cm 결과가 예상된다.

표 1. Al2O3 입자 크기에 따른 분리막 특성

Condition 400nm Al2O3

400 nm/50 nm

Al2O3

50 nm

Al2O3

Non-curing

conductivity

(S/cm)
9.62 x 10-4 8.02 9.57

tesile strength

(MPa)
9.5865 13.401 14.535

UV-curing

conductivity

(S/cm)
8.02 x 10-4 5.53 8.94

tesile strength

(MPa)
10.978 17.033 18.005

Radiation

-curing

conductivity

(S/cm)
9.20 x 10-4 - -

tesile strength

(MPa)
11.143 - -

그림 1. Al2O3 입자 크기에 따른 이온전도도

- 그림 2는 다양한 입자 크기를 갖는 Al2O3와 PVdF (9/1, w/w)를 non-woven

에 코팅된 분리막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400 nm Al2O3와

50 nm Al2O3를 혼합한 경우와 50 nm Al2O3를 단독으로 사용한 분리막의 경

우 인장강도가 400 nm Al2O3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30%이상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많은 무기물 입자들과 PVdF과

같은 고분자 바인더가 더 치밀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그 사이에서 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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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UV 가교된 경우에도 50 nm Al2O3를 단독

으로 사용한 분리막은 liting-curing system에 의해 가교되지 않은 400 nm

Al2O3 분리막 보다 2배 이상 향상되었기 때문에 전자선을 통해 가교된 분리막

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3은 ight-curing system에 의해 가교되지 않은 50 nm Al2O3와 PVdF

(9/1, w/w)를 non-woven에 코팅한 분리막의 표면을 나타내는 SEM image

이다. 앞장에서 400 nm Al2O3를 사용한 분리막의 SEM image와 비교해 볼

때 더 치밀한 구조로 더 작으면서 많은 기공들을 형성함으로써 복잡한 구조

를 가짐으로써 전지 제조시 우수한 shut down 특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

라 예상된다.

그림 2 Al2O3 입자 크기에 따른 인장강도.

그림 3 50 nm Al2O3/PVdF(9/1, w/w)가 코팅 된 분리막의 SEM Image

- 그림 4는 50 nm Al2O3와 PVdF (9/1, w/w)를 non-woven에 코팅한 분리막

으로 bi-cell을 제조하여 충/방전을 실시하여 얻어진 방전용량을 나타내었다.

각각 다른 c-rate (전류밀도)로 방전한 결과 초기 방전용량은 LiCoO2의 실제

용량 140 mAh/g 를 상외 할 뿐만 아니라 좋은 power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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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 무기물 나노 입자 Al2O3를 사용하는 분리막은 그 입자 크기가 작

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을 극대화 시켜 전해질에 대한 젖음성을 향상 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욱 작은 크기로 기공을 분포 시켜 주어 치밀한 구조를 형성하

여 shut down 특성 을 향상시키면서 리튬 이온의 원활한 기동성 (mobility)를

유지하게 하여 분리막의 물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cell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50 nm Al2O/PVdF가 코팅된 분리막을 전자선에 의해 가교시킨다

면 훨씬 강화된 특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됨으로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 할

예정이다.

그림 4. 50nm Al2O3/PVdF (9/1, w/w)가 코팅 된 분리막이 적용된 cell의 방전용량

(바) PMMA 기재 유/무기 복합 분리막 개발

(1) 실험방법

- 본 실험에서는 계면활성제 (surfactant)를 첨가제 (additive)로 400 nm 또는

501 nm Al2O3 (AES-11, Sumitomo cheml Co.)와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계면

접착 촉진 (coupling agent) 된 Al2O3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계면활성제

(surfactant)인 3-(Trimethoxysilyl)propylmethacrylate (TMSPMA, Aldrich)

와 400 nm Al2O3을 용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 °C~150 °C 사이의 온도로

24 시간 중탕하여 얻었다. PVdF-HFP powder (KYNAR FLEX 2801-00,

Atochem. Co.)는 acetone을 용매로 사용하여 5 wt% PVdF solution를 만들

어 사용하였다. 고형물 25%를 유지하는 전체 solvent 값을 정한 후, 고형물

인 Al2O3와 PVdF를 질량비 9대1로 acetone과 혼합하여 3 시간 동안 300

RPM으로 교반시킨 후 ultrasonic cleaner (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 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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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

여 casting 시켰다. 코팅된 유리 기판은 진공 오븐 (vacuum oven)에서 80

°C/5 시간 이상 건조시켜주었다. 그 뒤로 1 L이상의 증류수가 있는 water

bath에 유리 기판을 놓아 둔 뒤 얇은 필름을 얻었다 이후 진공 오븐에서 다

시 60 °C/2 시간 건조시켰다. Coating은 습도가 40%미만인 실내 공간

(chamber)에서 non-woven 기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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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 표 1은 Al2O3와 PVdF를 non-woven과 PMMA film을 고분자 기재로 사용하

여 얻은 이온 전도도와 인장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순수 PMMA 필름은 기존

에 non-woven을 지지체로 하여 Al2O3와 PVdF를 코팅한 분리막보다 매우 우

수한 기계적 강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상용화된 SK Energy PE separator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그림 1에서처럼 PMMA를 고분자 기재로 사용하여

Al2O3/PVdF (9/1, w/w)코팅한 분리막의 인장강도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아래

와 같은 식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σ max=P max/A0

- 인장강도 σmax는 시편이 받는 최대 하중 Pmax를 시편의 단면적 A0로 나눈값이

다. 여기서 단면적은 시편의 폭과 두께의 곱으로써, 단면적과 인장강도는 반

비례함으로 두께가 두꺼울수록 인장강도는 감소하는 것이다. 이로써 PMMA

를 고분자 기재로 사용하는 것은 기계적 특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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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MMA film의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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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MA를 지지체로 Al2O3/PvdF (9/1, w/w)를 코팅한 분리막의 단면과 표면

SEM Image

- 그림 2은 PMMA를 지지체로 하는 Al2O3/PvdF(9/1, w/w)가 코팅된 분리막의

단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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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MMA를 지지체로 Al2O3/PvdF (9/1, w/w)를 코팅한 분리막의 치수안정성

(150 °C/20 min)

- 그림 3은 Al2O3/PvdF (9/1, w/w)가 코팅된 PMMA 기반 분리막의 치수 안정

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상용화된 SK Energy의 PE

separator와 순수 PMMA film를 진공 오븐에 150 °C/20 min 함께 넣어 두었

다. Al2O3/PvdF (9/1, w/w)가 코팅된 PMMA 기반 분리막은 열에 의한 변

형이 다소 있었으나 PE separator와 비교해서는 온전한 분리막 형태를 유지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고온에서도 우수한 열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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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MA를 지지체로 Al2O3/PvdF (9/1, w/w)를 코팅한 분리막이 적용된 cell의

방전용량

- 그림 4는 Al2O3/PvdF(9/1, w/w)가 코팅된 PMMA 기반 분리막을 가지고

bi-cell을 만들어 다양한 C-rate에 따른 방전 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전 용량은 LiCoO2의 실제 용량 140 mAh/g보다 다소 떨어

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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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체하여 Li-ion battery system에서 무기물 나노 입자와 더불어 치수 안정성

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단위의 기공이 분포 하는 PMMA film를 제조하

여 이온 전도도를 향상 시키고 방사선 (전자선)을 조사여 그 특성을 추가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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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로 상온에서 5 시간동안 용해하여 12 um의 두께를 가진 상용 다공성

PE (polyethylene) 분리막을 습도 환경에 따라 (상대습도 0%, 25%, 50%) 딥

코팅을 하여 자연 건조하였다. 상대습도 0%는 Glove box (물농도 5 ppm이하

산소농도 5 ppm이하)에서 코팅하였으면, 상대습도 25%와 50%는 항온항습실

에서 코팅조건을 확립하였다. 제조된 분리막을 질소 충진된 실링백에 포장하

여 전자빔은 가속선량 2.5 MeV, 전자전류 1 mA로 조정하여 총 조사선량

50, 100, 150, 200 kGy로 설정하여 조사하여 제조하였다.

(2) 실험결과

- 전자선 조사에 의한 PVDF-HFP/PEGDMA와 PE 분리막 사이의 화학적 결

합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세톤으로 세척, 두께 변화 및 단위 면적당 코팅된

고분자의 무게, FT-IR를 측정하였다.

- 그림 1에서 전자선 조사처리 전의 샘플들은 아세톤으로 세척 후에 코팅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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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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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kGy에서는 코팅된 고분자가 아세톤에 모

두 제거되었고 100 kGy이상부터 고분자의 함량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EGDMA의 첨가로 50 kGy이상부터 고분자의 함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아세톤의 세척에도 고분자가 남아 있다는 것은 전자선 조사를 통해 상용분리

막과 고분자사이에 라디칼이 형성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여 아세톤이라는

용매에 저항성이 증가로 인해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PEGDMA라는

가교제의 첨가는 PVDF-HFP와 상용 PE 분리막 사이에 보다 많이 화학적 결

합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FT-IR측정에도 나타난다.

그림 1.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상용 PE 분리막에 화학적으로 결합한 고분자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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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T-IR spectra

- 그림 2에서 PVDF-HFP만 코팅된 분리막에 50 kGy로 조사된 샘플을 세척하

였을 때의 IR 스펙트럼은 상용 PE 분리막과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나 100

kGy에서는 PVDF-HFP에서 C-F의 특성 픽인 1500 과 1350~1100 cm-1이 나

타났고 100 kGy이상에서도 동일한 픽이 나타났다 이는 PVDF-HFP가 상용

PE 분리막에 화학적 결합을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PVDF-HFP/PEGDMA

(8/2)에서는 50 kGy에서 카보네이트의 특성 픽인 1728 cm-1와 C-F의 특성픽

1500, 1350~1100 cm-1이 각각 나타났다 특히 1640 cm-1에서 나타나는 메타크

릴레이트의 이중결합의 특성픽이 사라진 것을 볼 때 PEGDMA가 모두 반응

에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튬 고분자 배터리에서 겔 고분자를

사용할 때 전극에 코팅을 하거나 상용 PE 분리막에 코팅을 하여 사용하는데

대부분 물리적 결합을 통한 방식이어서 실제 공정에서 코팅된 고분자가 벗겨

지거나 전해액의 첨가로 인해 고분자가 벗겨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선

조사를 도입하여 PVDF-HFP와 가교제인 PEGDMA를 이용하여 상용 PE 분

리막과 화학적인 결합을 증가시킴으로써 공정상의 고분자 벗겨지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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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팅 환경 및 PEGDMA의 함량에 따른 기공도

- 그림 3에서는 코팅 조건 (상대습도 0%, 25%, 50%) 및 PEGDMA 함량에 따

른 기공도를 나타냈다. 상대습도 0%에서 코팅을 했을 경우 기공도는 기존의

상용 PE 분리막(기공도 : 35 %)에 비해 낮은 기공도를 보였고 상대 습도

25%이상에서는 기존의 상용 PE 분리막에 비해 높은 기공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PEGDM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코팅 환경 및 PEGDMA의 함량에 따른 코팅된 고분자의 밀도

- 그림 4에서는 코팅 조건 (상대습도 0%, 25%, 50%) 및 PEGDMA함량에 따라

동일한 두께로 코팅이 된 일정 크기(4 cm × 4 cm)의 샘플에서 상용 PE분리

막에 코팅된 고분자의 밀도를 계산한 것이다. 습도 조건에 따라 습도가 증가

함에 따라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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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

자 용액을 코팅하는 과정에서 용매가 건조 될 때 높은 습도로 인해 고분자용

액과의 phase inversion이 발생하여 기공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밀도가 높은

조건에서 낮아지는 이유가 기공이 많이 생겨 상대적으로 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이다. PEGDM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낮아지는 이유도

PEGDMA가 친수성으로 많은 기공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SEM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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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 코팅 환경 및 PEGDMA의 함량에 따른 코팅된 고분자의 SEM image : (a)

표면, (b) 단면

- 그림 5는 코팅 조건 및 PEGDMA 함량에 따른 PVDF-HFP/PEGDMA가 코팅

된 상용 PE 분리막의 표면과 단면을 SEM image로 나타내었다. 상대습도 0%

에서 코팅된 PVDF-HFP/PEGDMA 코팅된 상용 분리막의 표면에는 기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에 비해 상대습도 25%이상일 경우 기공이 만들어졌다

는 것을 확인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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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이 많아 질수록 기공의 수도 증

가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PEGDMA의 친수화 성질은 보다 많은

수분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공을 만들게 한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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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피비 1/1인 조성의 액체전해액에 PVDF-HFP/PEGDMA가 코팅된 상용 PE

분리막을 24 시간 침지하여 식(2)를 통해 액체 전해액 함침율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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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은 제조된 막의 액체 전해액 함침율을 코팅 조건, PEGDMA의 함량, 전

자선 조사 선량에 따라 나타내었다. 전자선 조사전의 액체전해액 함침율 보다

조사후의 액체전해액 함침율이 떨어졌다. 상용 PE 분리막의 액체전해액 함침

율이 175%였고 상대습도 0%에서의 코팅된 막은 상용 PE 분리막의 액체전해

액 함침율 보다 낮았다. 이는 상대습도 0%에서 코팅된 막은 SEM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코팅된 고분자가 상용 PE 분리막의 기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액

체전해액의 함침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상대습도 0%를 제외하고 상대습

도 25%이상일때는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액체 전해액 함침율이 감소하

다 일정 부분에서 평형을 이루고 습도가 높을수록 액체전해액 함침율이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공도 및 SEM 분석에서 습도가 높아 질수록

기공도가 높아지고 기공이 많아져서 액체전해액의 함침율이 증가하게 된다.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하게되면 PE 상용 분리막 및 PEGDMA가 가교가 일어

나서 고분자의 사슬의 운동성이 떨어져 액체전해액의 함침율이 떨어지게 된

다.

- 그림 7은 코팅 환경 및 조사량에 따른 PVDF-HFP/PEGDMA가 코팅된 상용

PE분리막의 이온전도도를 표시하였다. 전자선 조사전과 조사후를 비교했을

때 전자선 조사후의 이온전도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조사선량이 증가함

에 따라 그리고 코팅습도가 낮을수록 이온전도도는 감소한다. 이는 액체전

해액 함침율과 같은 결과로 전해액 함량에 따른 결과로 기인된다. 상용 PE

분리막의 경우 6.43 × 10-4 S/cm의 이온전도도를 가지며 상대습도 0%를 제

외한 코팅환경에서 코팅된 고분자전해질이 보다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대습도 50% 코팅조건에서 10-3 S/cm의 상대적으로 높

은 이온전도도를 유지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기공도의 영향으로 많은 액

체전해액을 함침되기 때문이다.

그림 7. 코팅 환경 및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PVDF-HFP/PEGDMA 코팅된 상용 PE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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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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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외에 양극과 음극을 격리시키는 격리막으로써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그러

나 열에 의해 분리막이 shut down이 되고 수축하게 되면 양극과 음극이 직

접적으로 접촉이 일어나 폭발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분리막의 수축률을 구하기

위해 상용 분리막 및 제조된 분리막을 일정 면적(4 cm × 4 cm)으로 준비

150 oC 1시간 동안 대류 오븐으로 수축률을 구하였다. 그림 8는 코팅 환경

및 조사량에 따른 PVDF-HFP/PEGDMA가 코팅된 상용 PE분리막의 열 수축

률을 나타내었다.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 수축률이 MD(machine

direction)과 TD(transverse direction)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PEGDM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용 PE 분리막

의 경우보다 모두 열 수축률이 낮았다. 그림 9에서 전자선 조사 전후에 따른

PEGDMA의 함량변화가 열 수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 전자선 조사

전에는 PEGDMA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 수축률이 나빠(증가)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kGy의 전자선 조사를 했을 때 PEGDMA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 수축률이 향상(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EGDMA가 조사 전

에는 코팅된 고분자 내에 가소제 역할을 하면서 기공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나 분자량이 적어 열에 취약하지만 전자선 조사후에는 PVDF-HFP와 상용

PE 분리막 사이에서 가교반응이 일어나 내열성을 가지게 된다.

그림 9. PEGDMA 함량에 따른 PVDF-HFP/PEGDMA 코팅된 상용 PE 분리막의

열수축률 (a) Machine Direction(MD), (b) Transeverse Directi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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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열 수축전 B: 열 수축후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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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0은 조사선량 및 PEGDMA의 함량 증가로 기존의 상용 PE 분리막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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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선 조사하여 폴리에틸렌 다공성막과 코팅된 고분자 사이에 화학적 결합

및 가교를 통해 열적으로 우수한 다공성 고분자 겔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제

조하였다. 가교제 PEGDM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PVDF-HFP가 PE 분리

막에 화학적 결합이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딥코팅 환경에서 습도

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친수성의 PEGDM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딥코

팅후 건조시 PVDF-HFP의 상분리시 기공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선 조사에 의해 전해액 함침율이나 이온전도도가 떨어지나 상용

PE 분리막에 비해 높은 전해액 함침율 및 이온전도도를 가진다. 특히

PEGDMA의 함량의 증가는 PVDF-HFP의 코팅층에 가교반응을 일으켜 열수

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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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어 항습 조건(R.H. 40%)에서 건조하여 제조하였다.

- 실제 리튬이차전지에 적용시켰을 때의 용량 구현 및 수명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해 단위전지를 제조하였다. 음극은 그래파이트계 활물질 (mesocarbon

microbead (MCMB)), 도전재, 바인더 역할을 하는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구리 집전체로 양극은 활물질로 LiCoO2, 도전재, 바인더, 알루미늄

집전체로 구성된다. 단위전지는 음극과 양극사이에 제조된

PVDF-HFP/PMMA로 코팅된 분리막으로 구성되고 코인셀 타입으로 제조되

었다. 이 조립과정은 모두 아르곤으로 채워진 글로브박스 안에서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사이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4.2 V 충전 - 3.0 V 방전 cu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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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tage로 설정한 후 0.1 C 조건에서 formation후 0.5 C 조건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방전 속도에 따른 셀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0.1 C로 충전은

유지한채로 방전 조건을 0.2, 0.5, 1, 1.5, 2 C로 변화를 주면서 기존의 PE 분

리막과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실험결과

PVDF-HFP/

PMMA
10/0 6/4 5/5 4/6 0/10

표면

단면

그림 1.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른 분리막 표면 모폴로지(SEM image)

- 제조된 분리막의 표면을 SEM 이미지를 통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1에서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라 제조된 분리막의 표면 image를 관찰했

다. PVDF-HFP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형태가 뚜렷해지며 기공의 volume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PMMA만 코팅된 경우 (0/10) 기공을 관

찰할 수 없었다.

- 그림 2(a)는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른 미세기공 크기(pore size),

비틀림도(tortuosity)와 공극률(porosity)을 나타냈다. PVDF-HFP/PMMA

(2/8) 조성에서부터 공극률과 기공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나타났고, 비틀림

도는 2/8 조성에서 급격히 높아 졌다. 또한, 그림 2(b), PVDF-HFP/PMMA

함량에 따른 전해액 함침율은 2/8 조성에서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그림 2(a)에서의 공극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극률이

줄어질수록 전해액이 함침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a) (b)

그림 2.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른 분리막 (a) 미세기공 특성, (b) 전해액

함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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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른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 그림 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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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또한, PVDF-HFP로 인한 전해액

을 함침할 수 있는 표면의 기공형태특성과 PMMA의 특성의 적절한 조합인

5/5 조성에서 이온전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그림 4는 PVDF-HFP/PMMA가 코팅된 분리막의 산화 안전성에 관한 특성이

다. 모든 조성비에서 5 V 이상에서 산화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리튬 이차전지가 산화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2 V까지만 충전을 할

수 있는데 반해 PVDF-HFP/PMMA에서 5 V까지 충전해도 산화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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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VDF-HFP/PMMA 조성변화에 따른 분리막의 전기 화학적 특성.

(a) (b)

그림 5. PVDF-HFP/PMMA 함량에 따른 분리막의 성능에 관한 특성.

- 그림 5에서 PVDF-HFP/PMMA로 코팅된 분리막을 셀 안에 조립해 셀의 성

능에 관한 특성을 관찰하였다. 그림 5(a)에서는 0.2 C에서의 방전 용량부터

2 C 에서의 방전용량까지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c-rate를 변화시켰을

때 방전용량은 5/5 조성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그림 5(b) 는

0.5 C 충전 0.5 C 방전으로 300회까지 충방전 후 방전용량을 관찰하였다. 그

림 5(a)의 c-rate 시험에서와 같이 반복 충방전 시험에서도 5/5 조성비가 가

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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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사선이용 탄화수소계 및 유/무기복합 연료전지막

제조 기술 개발

1. 탄화 수소계 연료전지용 수소 이온 전도성막 제조 기술 개발

가. 술폰화된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 (SPEEK)의 합성 및 물성 조사

(1) 연구 수행 방법

(가)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을 이용한 술폰화 반응 방법

- PEEK 분말은 미국 Victrex 사의 VictrexⓇ를 130 ℃에서 12 시간 동안 진공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98 wt% 순도의 황산 500 mL가 들어있는 3구 반응기에

PEEK 분말 18 g을 상온 및 질소 기류 화에서 서서히 첨가시킨다. 고속 교반

기를 이용하여 SPEEK 파우더가 황산에 완전하게 녹게 되면, 반응 온도를 각

각 55, 60, 65 및 70 ℃까지 가열한 후 약 3시간 동안 반응 시켜 준다. 이 후

반응기를 약 5 ℃ 정도의 얼음물에 넣어 술폰화 반응을 종결 시켜준다. 반응

이 끝난 용액을 2500 mL 정도의 3차 증류수에 떨어뜨려 침전 시킨다. 이렇게

생성된 침전물을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척 용액의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세척해 준다. 이 후 생성된 시료를 80 ℃ 온도에서 12 시간 건조

후 130 ℃에서 5 시간 동안 진공·건조시켜준다.

(나) 필름 제조

- 술폰화된 PEEK를 상온에서 N ,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DMAc)에 녹여 10

wt%의 용액을 제조한다. 용액 캐스팅 방법을 이용하여 필름을 제조하였는데

그 방법은 제조된 용액을 유리판에 잘 분산 시켜 준 후 80 ℃에서 5 시간 동

안 건조 시켜 준 후 130 ℃에서 약 2 시간 동안 진공·건조하여 필름을 제조하

였다. 이 필름을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유리판에서 분리해 준다. 이렇게 분

리된 필름을 1 M HCl 수용액에 48 시간동안 넣어준 후 3차 중류수를 이용하

여 1 시간 동안 세척한다. 이 후 필름을 130 ℃에서 12 시간 진공·건조시켜준

다.

(다) IEC (Ion Exchange Capacity) 측정

- 술폰화 PEEK 필름의 IEC를 적정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건조 SPEEK

고분자 필름을 3 M NaCl 용액에 24 시간 넣어두어 술폰기의 H
+
를 Na

+
형

태로 치환 시켜준 후 용액으로 방출된 수소이온을 0.1 M NaOH 표준 용액을

사용하여 중화적정하였다. 정확한 중화적정을 위해 automatic titrator DL22

(Mettler Toledo Company, Switzerland)를 사용하였다. IEC 값은 아래와 같

은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IEC (meq/g) =
C NaOH×V NaOH

W dry

여기서, CNaOH는 NaOH 용액의 농도, VNaOH는 중화 적정 중에 사용된 0.1 M

NaOH 용액의 부피이며, Wdry는 술폰화 PEEK 필름의 건조 상태의 무게 이

다.

(라) 열안전성 및 열적성질 측정 :

- 술폰화된 PEEK 필름의 열적 안정성을 측정하고자 TA Instrument사의 SDT

Q600을 사용하였다. 약 10 mg의 시료를 이용하였으며 술폰화된 PEEK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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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잔류해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160 ℃까지 10 ℃/min의 승온 속도

로 온도를 올린 후 필름의 온도를 40 ℃까지 식힌 후 50 ℃에서부터 700 ℃

까지 질소 기류 화에서 10 ℃/min의 승온 속도로 온도를 증가하면서 이 필름

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한편 술폰화된 PEEK 필름의 열적 성질을 측정

하고자 TA Instrument사의 DSC 2000을 이용하였다. 술폰화된 PEEK 필름은

130 ℃에서 12 시간 동안 진공·건조한 후 사용하였으며, -50 ℃에서부터 300

℃ 까지 10 ℃/min의 승온 속도로 온도를 증가시켰으며, 질소 분위기 하에서

측정하였다.

(마) DMA (Dynamic Mechanical Analysis) 측정 :

- TA Instrumnet사의 TA DMA Q800을 이용하여 술폰화된 PEEK 필름의 동

적·기계적 성질 측정하였다. 클램프를 tensile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1 Hz

주파수를에서 -50 ℃에서부터 300 ℃까지 2 ℃/min의 승온 속도로 온도를 증

가시키면서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진공·건조 후에 DMA를 3회에 걸처 측

정하여 결과를 얻었다. 시료의 크기는 약 5.3×12.9×0.1 mm (W×L×T) 정도였

다. 이렇게 얻은 측정 값은 SPSS 사의 Peak F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an δ 

peak의 넓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사용된 수식은 각각의 tan δ peak는

gaussian 식이였으며, 기준선은 exponential 식을 이용 하였다.

(사) SAXS (Small-angle X-ray Scattering) 측정

- 술폰화된 PEEK 필름의 형태학을 조사하기 위해 소각 X-선 산란 (SAXS) 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술폰화된 PEEK 필름의 SAXS결과를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PAL, korea)에 있는 빔라인 4C1에서 실시한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사용한 X-ray 빔의 파장은 1.30 Å 이였으며, 시

료와 detector의 간격은 1,085 mm 였다. 한편 detector는 Mar CCD 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빔의 조사시간은 30 초였다. SAXS 실험을 이해 술폰화된

PEEK 필름은 1 N NaCl 수용액을 이용하여 Na+로 중화한 후 사용 하였다.

또한 Mar CCD 카메라를 통해 얻은 결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silver behenat

기준물질을 이용하여 벡터 q를 환산하였다. 모든 data 결과는 PAL에서 개발

한 sol-SAX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보정 값을 얻

기 위하여 beam flux 및 공기와 kapton 필름 값을 나타내는 background를

측정하였다. 산란 각도에 따른 흡수율을 산란 벡터 q로 나타내는 인자는 산란

각도(θ)를 이용하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4 sin
λ

q p q=

여기서, λ는 X-ray 파장이며 (0.1366 nm)이다.

(2) 결과 및 고찰

- 술폰화된 PEEK 필름의 열적 안정성을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그림 1의

결과를 보면 모든 술폰화된 PEEK 필름은 두 번에 걸쳐 분해가 고분자 사슬

의 분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술폰화된 PEEK 필름의 처음 분해에

대해서 관찰해 보면 280 ℃에서부터 350 ℃ 온도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술폰 그룹이 PEEK 주 사슬에서 열에 의해서 분해되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분해를 보면 약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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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580 ℃ 온도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분해는 PEEK의 주

사슬에서 일어나는 분해 현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술폰화된 PEEK의 초기 분해 온도가 점점 낮아지

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술폰화된 PEEK는 약 280 ℃까지는 매우

열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emperature (oC)

100 200 300 400 500 600 70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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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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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K 93.7
SPEEK 97.6

SPEEK 77.8
SPEEK 87.6

그림 1. 술폰화된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 필름들의 TGA 곡선

- 한편 Conceição 등의 연구에서는 이 TGA 결과를 이용하여 초기 술폰 그룹의

무게 변화를 이용하여 PEEK의 술폰화 정도 (DOS)를 계산할 수 있다고 제안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그룹에서는 Conceição 등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아

래식을 이용하여 PEEK의 술폰화 정도를 계산하고자 하였다.

DOS =
WSO3

81
×

100
N SPEEK

- 여기서 NSPEEK = (100-WSO3)/288 이며, WSO3는 TGA 결과에서 나타나는 술폰

화 그룹의 무게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리고 288 및 81은 각각 PEEK 반

복단위와 술폰 그룹의 분자량이다. 이렇게 위의 수식을 이용하여 PEEK의 술

폰화 정도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를 보면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술폰화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술폰화된 PEEK의 IEC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술폰화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IEC 값도 증가하고 있음

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제조된 SPPEK 막의 술폰화도와

IEC 값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음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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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술폰화된 PEEK 막의 술폰화 정도 및 IEC 값

Reaction

temperature (°C)

Mass loss at

400 oC (%)

Degree of

sulfonation

IEC

(meq/g)

55 82.05 77.8 1.59

60 80.23 87.6 1.88

65 79.75 93.7 1.92

70 78.47 97.6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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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Hz에서 온도에 따른 SPEEK 필름을 측정한 저장 탄성률 곡선

- 술폰화된 PEEK 필름의 동적·기계적 성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DM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2는 술폰화된 PEEK 필름의 저장 탄성율 (E')을 온도

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SPEEK 77.8을 보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장

탄성율은 유리상, PEEK의 물리적 가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β-전이온도, 이온

plateau, 그리고 이온 회합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α-전이온도를 걸쳐 고무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SPEEK 97.6을 보면 새로운 β‘-전이온도를 보여

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저장 탄성율 곡선을 보면 매우 넓은 이온

plateau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온 plateau는 α-전이온도와
β/β’-전이 온도 사이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장 탄

성율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적은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이온 plateau는 이온 회합체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사슬이 서로 겹쳐져

움직임이 제한된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움직임이 제한된 영

역은 옆의 무정형 부분 보다 많은 고분자 사슬이 분포하게 되어 새로운 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영역을 cluster 영역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온 plateau의

값이 높게 되면 이온 회합체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또

한 이온 plateau의 넓이가 증가하게 되면 이온 회합체의 크기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편 이 이온 plateau에서 저장 탄성율 곡선의 기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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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위치를 ionic modulus라 하며 이값은 그림 3 (a)에 나

타내었다. 이 결과를 보면 술폰화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ionic modulus 값도

증가하고 있음 확인할 수 있다. 이 ionic modulus 값을 일차 방정식으로 나타

내면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r2 = liner least-squares correlation

coefficient).

Log E'ionic(Pa) = 8.2 + 0.0144 × (degree of sulfonation), (r
2=0.9973).

이상의 결과로부 이온 회합체의 개수는 술폰화된 PEEK 필름의 기계적 물성

에 매우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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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술폰화 정도에 따른 SPEEK 필름의 (a) 이온 모듈러스 및 (b) 이온

plateau의 기울기(1 Hz 결과)

- 만약 PEEK 주사슬의 영역과 이온 회합체의 영역이 homogeneous 하게 되면

α-전이 온도 및 β/β‘-전이온도가 매우 잘 분리 되어 나타나게 되어 두 영역이

서로 잘 상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전이온도에 영향을 받는

이온 plateau영역의 평균 기울기 값을 구하게 되면 두 영역의 상 분리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b)는 이온 plateau의 기울기를 그림 2

에서부터 얻은 결과이다. 그 결과 술폰화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온 plateau

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으며, 이 기울기 값을 2차 방정식

으로 아래 와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E′ionic(Pa) = -0.0003218 + 0.0001646 × (the degree of sulfonation) -
0.000001315 × (the degree of sulfonation)2, (r2=0.9973)

- 한편, 낮은 술폰화 정도를 가지는 PEEK에서는 이온 회합체들이 PEEK 주사

슬 영역에서 불순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높은 술폰화 정도

를 가지게 되면 이온 회합체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게 됨과 동시에 이온 회합

체의 분포가 점점 매우 균등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α-전이 온도의 기본이

되는 메카니즘인 이온-hopping이 매우 작은 온도 구간에서 일어 나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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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그림 3(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온 plateau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

지는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이온 회합체가 점점 homogeneous 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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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온도에 따른 SPEEK 필름의 손실 탄젠트 곡선 (1Hz에서 측정)

- 그림 4는 온도 변화에 따른 술폰화된 PEEK 필름의 손실 tan δ 값을 나타낸

결과이다. SPEEK 77.8을 보면 3개의 서로 다른 tan δ peak인 α, β, 그리고
γ peak를 보여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α-전이 온도 peak는 170 ℃에서

190 ℃까지의 온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주 사슬과 곁사슬의 넓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정전기적인 가교 구조에의 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전기적인 가교 구조는 이온쌍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온 회

합체에서 전정기적 적인 또는 전기적인 힘에 의해 일어나는 이온-hopping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β-전이 온도 peak는 약 20 ℃에서부터

60 ℃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주 사슬의 물리적 가교에서 나

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편 γ-전이 온도는 약 -40 ℃에서부터 -10 ℃

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작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분자의

움직에 의해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한 PEEK 에

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SPEEK 77.8은 결정성 영역, 이온 회합

체 부근 영역인 이온 영역 및 무정형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SPEEK

97.6을 보면 β-전이 온도 peak가 shoulder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역은 결정성 영역과 이온 영역의 상분리 형상이 명확하

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술폰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α-전이 온도

peak의 위치가 높은 온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α-전이 온도 peak의 넓이도 점

점 커지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이상의 DMA 결과를 통해 술폰화 정도

는 SPEEK의 이온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술폰화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SPEEK의 이온 영역이 크기가 점점 증가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한편 술폰화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β/β＇-전이
온도 peak 및 γ- 전이 온도 peak는 낮은 온도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술폰화도 증가함에 따라서 술폰 그룹이 내부 가

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368 -

Temperature (oC)

0 50 100 150 200

En
do

 d
ow

n

SPEEK 93.7

SPEEK 77.8
SPEEK 87.6

SPEEK 97.6

그림 5. 술폰화 정도에 따른 SPEEK 막의 DSC 곡선

- 그림 5는 -20 ℃에서부터 280 ℃까지의 술폰화된 PEEK 필름의 열량 변화를

나타낸 DSC 결과이다. 그 결과를 보면 술폰화된 PEEK 필름에서는 순수한

PEEK 필름에서 확인되던 결정영역의 흡열 peak를 관찰 할 수 없었다. 이러

게 흡열peak를 관찰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일반

적으로 DSC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결정영역의 크기는 약 30 nm인데 만약

에 술포화된 PEEK 필름의 결정 크기가 약 30 nm 미만인 경우에는 DSC에서

그 결정 영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 현재 우

리가 관찰한 DSC 결과 영역은 SPEEK 필름의 분해 온도 때문에 약 280 ℃까

지 측정하였는데 만약에 SPEEK 결정이 그 이상의 온도인 경우에는 SPEEK

필름의 분해에 의한 열량 변화와 같은 영역에서 관측되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순수한 PEEK 필

름의 결정영역의 흡열 peak는 약 350 ℃ 정도에서 관찰된다. 한편 DSC 결과

보면 약 180 ℃에서부터 190 ℃로 술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SPEEK 필름의

유리 전이온도가 증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상의 결과는 앞의

DMA 결과의 α-전이 온도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DSC 곡선에서 관찰되는 유리 전이 온도는 이온 회합체

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술폰화된 PEEK 필름의 형태학을 관찰하기 위하여 소각 X-ray 산란(SAXS)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6은 술폰화된 PEEK 필름의 SAXS data를 나타낸

결과이다. SAXS 결과에서 술폰화된 PEEK 필름의 SAXS peak의 위치를 관

찰해 보면 q 값이 약 0.28에서부터 0.35 Å
-1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PEEK 77.8 필름의 q 값으로부터 두 이온 회합체의 Bragg 거리를

계산한 결과 약 22 Å이였으며 다른 종류의 SPEEK 필름의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이 Bragg 거리가 분자간 이온 회합체의 거리와 관계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발표 되었다. 한편 술폰화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SPEEK 필름의 SAXS peak 크기는 점점 증가 하였고 peak의 위치는 점점

더 큰 q 값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AXS peak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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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온 영역의 분자가 산란 중심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술폰 화 정도

가 증가함에 따라 SPEEK 필름의 이온 회합체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설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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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술폰화 정도에 따른 SPEEK 막의 소각 X-선 산란 곡선

표 2. SPEEK 막의 소각 X-선 산란 곡선에 대한 결과 값

Sample q (Å-1) dBragg (Å) q* (Å-1)
Persistence

length (Å)

SPEEK-77.8 0.27 23.3 3.23 8.7

SPEEK-87.6 0.32 19.6 3.81 7.4

SPEEK-93.7 0.34 18.5 3.92 7.2

SPEEK-97.6 0.35 17.9 4.27 6.6

- 한편 이온 회합체들간의 persistence 거리를 2.87/q* 식을 이용하여 구할 있

다. 여기서 q*는 [(I)×q]와 q2으로 나타내어 X-ray 산란 곡선에 선형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낸 값이다. (그 예로 SPEEK 77.8의 log (Iq)에 대한 q2

의 그래프는 그림 6 안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SPEEK 필름의 SAXS 결과로

부터 persistence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림 6에 나타낸 작은 그림은

SPEEK 77.8을 이용하여 선형이 시작된 부분을 찾았는데 그 값이 0.323 Å-1

이였으며, 이 값을 이용하여 persistence 거리를 구한 값이 약 8.7 Å이였다.

다른 종류의 SPEEK 필름의 persistence 거리는 q* 로부터 구하여 그 결과

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술폰화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SPEEK 필름의

persistence 거리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술폰화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 회합체간의 거리가 점점 감소함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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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온 회합체들은 앞으로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연료전

지의 기본 성질인 이온 전도도에서 매우 중용한 역할을 하는 인자이다.

나. 방사선과 가교제를 사용하여 가교구조를 가지는 SPEEK 전해질 막의 제조

및 특성 분석

(1) 연구 수행 방법

(가) 재 료

- PEEK 분말은 미국 Victrex 사의 VictrexⓇ에서 구입하였고 130 ℃에서 12 시

간 동안 진공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황산 및 N ,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DMAc)은 regent grade를 사용하였다. 폴리 에스터 아크릴레이트 (IRR 608,

Cytec, USA) 올리고머와 트리메틸올 프로판 트리 아크릴레이트(TMPTA:

Miwon) 삼관능성 단량체, 1.6-헥산디알 디아크릴레이트(HDDA : BASF) 이관

능성 단량체 및 2-(2-에톡시-에톡시)에틸 아크릴레이트(EOEOA: BASF) 단관

능성 단량체 등의 가교제를 사용하였다.

(나)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을 이용한 술폰화 반응 방법

- 98wt% 순도의 황산 500 mL가 들어있는 3구 반응기에 PEEK 분말 18 g을 상

온 및 질소 기류 화에서 서서히 첨가시킨다. 고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SPEEK

파우더가 황산에 완전하게 녹게 되면, 반응 온도를 65 ℃ 까지 가열한 후 약

3 시간 동안 반응 시켜주었다. 이 후 반응기를 약 5 ℃ 정도의 얼음물에 넣어

술폰화 반응을 종결 하였다. 반응이 끝난 용액을 2500 mL 정도의 3차 증류수

에 떨어뜨려 침전물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침전물을 3차 증류수를 이

용하여 세척 용액의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세척해 주었다. 이

후 생성된 시료를 80 ℃ 온도에서 12 시간 건조 후 130 ℃에서 5 시간 동안

진공·건조 하였다.

(다) 고분자 전해질막 제조

- 표 1과 같은 함량 비율의 배합비로 가교제 용액을 제조하였다. 앞에서 합성

된 SPEEK를 DMAc 용매에 녹여 약 10 wt% 함량을 가지는 용액을 제조한

후 배합된 가교제와 SPEEK를 1/9, 2/8, 3/7, 4/6 및 5/5 (wt/wt) 비율로 석

어 고분자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용액을 유리판에 용액 케스팅

방법으로 도포한 후 70 ℃에서 약 1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이렇게 건조된 유

리판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연구소에서 (정읍, 한국) 6 kGy/min의 속도

로 100 kGy 까지 방사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조사가 끝난 고분자 막

을 120 ℃에서 5 시간동안 진공·건조하여 잔류해 있는 고분자 용매를 제거해

주었다. 이렇게 제조되어 가교 구조를 가지는 SPEEK 전해질 막을 deionized

증류에 수분 동안 넣어준 후 유리판에서 분리하였다. 그 이후 모든 가교 구

조를 가지는 SPEEK 전해질 막을 1 M HCl 수용액에 48시간 동안 넣어 술

폰 그룹에 치환되어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고 1시간 동안 삼차 증

류수에 넣어 두어 세척한 후 100 ℃에서 12 시간동안 진공· 건조 하였다. 가

교 구조를 가지는 SPEEK 전해질 막의 제조 가정을 그림 7에 도식화 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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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교제의 배합비

Formulation of crosslinker (wt%)

Polyester acrylate 30

TMPTA 10

HDDA 20

EOEOA 40

Total 100

(라) 겔화도 및 IEC (Ion Exchange Capacity) 측정

- 전자선 조사 전에 사용하였던 용매인 DMAc를 이용하여 가교된 SPEEK 전해

질 막을 하루 동안 담가 둔 후 무게 변화를 관찰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겔

화도를 측정 하였다.

겔화도 (%) =
W dry- W dissolved

W dry

×100

여기서, Wdry는 용액에 담가 두기 전의 전해질 막의 무게이며, Wdissolved는 용

액에 하루 동안 담가 둔 후의 전해질 막의 무게이다.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IEC는 중화 적정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건조된 가교된 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을 3 M NaCl 용액에 24 시간 넣어두어 술폰기의 H+를 Na+

형태로 치환 시켜준 후 용액으로 나온 수소이온을 0.1 M NaOH를 이용하여

중화 적정하였다. 정확한 중화 적정을 위해 automatic titrator DL22 (Mettler

Toledo Company, Switzerland)를 사용하였다. IEC 값은 아래와 같은 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IEC (meq/g) =
C NaOH×V NaOH

W dry

여기서, CNaOH는 NaOH 용액의 농도, VNaOH는 중화 적정에 사용된 0.1 M

NaOH 용액의 부피이며, Wdry는 가교된 SPEEK 전해질막의 건조상태의 무게

이다.

그림 1. 전자선 조사를 이용한 가교된 SPEEK 막의 제조과정의 도식도

(마) 전해질 막의 spectroscopic 분석

- SPEEK의 합성 여부 및 술폰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JEOL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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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M-LA 3000, 1H-NMR 기기를 이용하였다. SPEEK를 DMSO-d6에 녹여

약 5% 농도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술폰화 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술폰 그

룹 근방의 수소 와 방향족 수소 NMR 스펙트라 peak의 적분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TIR-ATR 스페트럼은 Nicole 7700 스펙트로메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FTIR-ATR 스페트라의 scan수는 32번이였으며, 해상도는

2 cm-1이였다. 스페트라는 흡수 모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 범위는

4000에서부터 650 cm-1이였다.

(바) 기계적 및 열적 성질 측정

- TA Instrumnet사의 TA DMA Q800을 이용하여 술폰화된 PEEK 필름 및 가

교된 SPEEK의 동적·기계적 성질 측정하였다. 클램프는 tensile 방법으로 사

용하였으며, 1 Hz 주파수를에서 -50 ℃에서부터 300 ℃까지 2 ℃/min의 승온

속도로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진공·건조 후에 DMA

를 3회에 걸처 측정하여 결과를 얻었다. 시료의 크기는 약 5.3×12.9×0.1mm

(W×L×T) 정도였다. 각 시료들의 열 안정성을 측정하고자 TA Instrument사

의 SDT Q600을 사용하였다. 약 10 mg의 시료를 이용하였으며 술폰화된

PEEK 필름에 잔류해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160 ℃까지 10 ℃/min의

승온 속도로 온도를 올린 후 필름의 온도를 40 ℃까지 식힌 후 50 ℃에서부

터 700 ℃ 까지 질소 기류 화에서 10 ℃/min의 승온 속도로 온도를 증가하면

서 이 필름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사) SAXS (Small-angle X-ray Scattering, SAXS) 측정

- 술폰화된 PEEK 필름의 형태학을 조사하기 위해 소각 X-선 산란 (SAXS) 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술폰화된 PEEK 필름의 SAXS결과를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PAL, korea)에 있는 빔라인 4C1에서 실시한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사용한 X-ray 빔의 파장은 1.30 Å 이였으며, 시료

와 detector의 간격은 1,085 mm 였다. 한편 detector는 Mar CCD 카메라를 사

용하였으며, 빔의 조사시간은 30초였다. SAXS 실험을 이해 술폰화된 PEEK

필름은 1 N NaCl 수용액을 이용하여 Na+로 중화한 후 사용 하였다. 또한 Mar

CCD 카메라를 통해 얻은 결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Silver behenat 기준물질을

이용하여 벡터 q를 환산하였다. 모든 data 결과는 PAL에서 개발한 sol-SAX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보정 값을 얻기 위하여 beam

flux 및 공기와 Kapton 필름 값을 나타내는 background를 측정하였다. 산란

각도에 따른 흡수율을 산란 벡터 q로 나타내는 인자는 산란 각도(θ)를 이용하

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4 sin
λ

q p q=

여기서, λ는 X-ray 파장이며(0.1366 nm)이다.

(아) 수분 흡수율(Water Uptake) 및 이온전도도(Proton Conductivity) 측정

-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수분 흡수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24 시간 상온에

서 증류수에 담가둔 후 전해질 막 표면에 존재하는 수분을 제거 하여 무게변

화를 관찰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수분 흡수율 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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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흡수율(%) =
W s-W d

W d

×100

여기서, Wd는 건조된 필름의 무게이고, Ws는 수분을 흡수한 필름의 무게 이

다.

한편,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수소이온 전도도를 AC impedance

analyzer (SI 1260, Solatron Comp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임피던스 측정

은 0.01에서부터 100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기록하여 측정하였으며, 아래 수

식을 이용하여 수소이온 전도도를 계산하였다.

수소이온 전도도(σ, S/cm) = L
(A×R)

여기서, L은 두 개의 전극의 거리, A는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두께방향

에 대한 넓이이며, R은 전기적 저항 값이다.

(2) 결과 및 고찰

- 술폰화도는 술폰 그룹 당 PEEK 반복 단위의 평균값으로 1H-NMR을 이용하

여 구할 수 있다. 그림 2은 DMSO-d6에 SPEEK를 녹여 측정한 1H-NMR 스

펙트럼이다. 각각의 NMR peak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여

기서 약 7.5 ppm 정도의 NMR peak는 벤젠링에 술폰 그룹이 치환되어있는

탄소의 바로 옆 탄소에 결합되어진 수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림 8의

SPEEK 구조에서 H6'에 해당하는 위치이다. 이 수소의 NMR peak의 넓이를

구하여 다른 수소들의 넓이로 술폰화도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

게 되는 SPEEK의 술폰하도는 약 73% 정도였다.

그림 2. 술폰화된 PEEK의 1H-NMR 스펙트럼 결과 (용매:DMSO-d6)



- 374 -

표 2. 1H NMR of SPEEK73 in DMSO-d6

δ (ppm) Proton designation δ (ppm) Proton designation

7.01, 7.17 2, 3, 9 ,11 7.25 5, 6, 7, 8

7.10 8’ 7.51 10’

7.22 7’ 7.70-7.87 1, 4, 10, 12

- 가교된 SPEEK는 배합된 가교제의 양을 달리하여 전자선 조사 방법을 이용

하여 가교 하였다. PEEK, 술폰화된 PEEK 및 가교된 SPEEK의 구조를 분석

하기 위하여 FTIR 스펙트로메터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ATR 기법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FTIR-ATR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를 확

인해 보면 PEEK에 술포산 그룹이 첨가하게 되면서 3400 cm-1 부근에서 술

폰산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물 분자 및 O-H 그룹의 진동으로 인한 새로운

peak가 관찰되었다. 한편 술폰산 그룹의 대칭 및 비 대칭 스트레칭에 의한

peak가 각각 1260 cm-1 및 1020 cm-1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710 cm-1 부근에서 peak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벤젠링에 결

합되어 있는 설파(C=C-S)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벤젠링의 C=C 스트레칭에 의해서 나타나는 1640 cm-1부근의 peak는 순수한

PEEK와 같이 술폰화된 PEEK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전자

선 조사에 의해서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을 보면, 1252 cm-1와 1207 cm-1

에서 새로운 peak를 확인할 수 있다. 이 peak는 가교제인 아크릴레이트 그룹

의 C-O 스트레칭에 의한 것이다. 한편 1748 cm-1 부근에서 peak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크릴레이트 그룹의 C=O 스트

레칭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그림 9(C)의 810 cm-1부근에서 술폰화

된 PEEK와 비교해 본 결과 새로운 peak가 관찰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peak는 가교제인 아크릴레이트 그룹의 C=C 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으로 만약에 모든 가교제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영역의 peak

가 관찰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크릴 그룹 전

체가 전자서 조사에 의해서 가교 반응에 참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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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numbers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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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순수한 PEEK(a), 술폰화된 PEEK(b)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SPEEK 막의

FTIR-ATR 스펙트럼

그림 4. PEEK, SPEEK 및 가교된 SPEEK 의 TGA 곡선

- 한편, 순수한 PEEK, 술폰화된 PEEK 및 가교된 SPEEK의 열 안정성을 측정

하기 위하여 TGA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4은 온도 증가에 따른 무게 변화

를 나타낸 결과 그래프이다. 순수한 PEEK를 보면 주 사슬의 분해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무게 변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SPEEK 73을 보면 두 개

의 분해 구간이 존재하며 각각 280 ℃에서부터 350 ℃ 및 450 ℃에서부터

580 ℃이다. 첫 번째 분해 온도 구간은 술폰 그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이

며, 두 번째 분해 온도는 주 사슬의 분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이다. 한편

가교된 SPEEK의 곡선을 보면 크게 3개의 분해 구간이 존재한다. 약 237 ℃

부근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분해지점은 술폰산 그룹 및 가교제의 결사슬의

분해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해 온도 구간은 약

400 ℃에서부터 460 ℃부근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이 구간에서는 가교제의

주 사슬의 분해로 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 460 ℃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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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610 ℃ 부근에서 일어나는 분해는 앞의 순수한 PEEK 및 술폰화된 PEEK

에서와 같이 PEEK 주사슬의 분해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 TGA

결과를 통해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은 약 200 ℃ 정도에서 연료전지에 사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가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겔화도를 측정하였

다. 겔화도는 전자선 가교 후 가교된 SPEEK 전해질막을 DMAc 용매에 담가

녹인 후에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겔

화도 결과를 보면 가교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겔화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EC는 전기 전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하

나이기 때문에 연료전지용 전해질 막에서는 반드시 측정해야할 실험 중 하나

이다. 전해질 막의 IEC 값은 중화 적정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IEC 결과를 보면 가교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IEC 값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교제의 함량

이 증가하여 소수성 성분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으로 여겨진

다.

표 3. SPEEK 및 전자선 조사로 제조된 가교된 SPEEK 막의 겔화 정도, IEC 및

수분 흡수율 결과

- 수분 흡수율은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에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Geble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소 전자가 물을 흡수하여 생성된

cluster-network의 이온 채널을 통해 이동한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온 채널은 이온 영역들이 잘 연결 되어야 이온 전도도가 증가한다고 설명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고분자 전해질 막에 물 분자가 충분히 필요하

다. 만약 수분 흡수율이 증가하게 되면 상 분리되어 있는 이온 영역들이 서

서히 서로 연결되어 cluster-network 이온 채널을 생성하게 되면 고분자 전

해질 막을 통해 수소 이온들이 매우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분

흡수율이 매우 증가하게 되면 고분자 전해질 막의 기계적 강도 및 수치 안

정성이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술폰화된 PEEK 및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에서 수분 흡수율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 3을

보면 가교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 흡수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온도에서 사용가능한 연료전지용 고분자 전해질 막의 안정성

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높은 온도에서의 수분 흡수율은 매우 중요

하다. 표 3에서 보면 70 ℃에서의 수분 흡수율 또한 가교제의 양이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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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교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

흡수율이 감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교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겔 화도가 증가하게 되어 가교 구조를 가지는

고분자 사슬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열적 안정성 및 수치 안정성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가교제 함량 증가함에 따라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IEC 값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편 가교제 함량이 10% 미만인 경우에

는 수분 흡수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분에 완전히 녹기 때문에 가교제가 고

분자를 잡아주는 효과가 없다. 한편 20% 미만으로 가교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수분이 가소제와 같은 역화를 해주어 젤리와 같은 형태로 변화기 때문에 전

해질 막의 수분 흡수율을 측정할 수 없었다.

- 한편, 순수한 PEEK, 술폰화된 PEEK 및 가교된 SPEEK의 수분에 대한 안정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수 안정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5는 가교제 함량

변화에 따른 치수 안정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순수한 PEEK를 면적 변

화가 약 50% 정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으며 가교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서 면적의 변화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수기를 가지고 있는 가교제의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수분 흡수율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SPEEK 및 가교된 SPEEK 의 치수 안정성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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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온도에 따른 SPEEK 73, Nafion 117 및 전자선 조사로 제조된 가교된

SPEEK 막의저장 탄성율 및 손실 탄젠트 값 (1 Hz 측정)

- 그림 6는 Nafion, SPEEK 73 및 가교제 함량에 따른 가교된 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에 대해 저장 탄성율 및 손실 tan δ 값을 온도에 대한 함수로 나타

낸 결과이다. SPEEK 73저장 탄성율을 보면 60 ℃에서 매우 작은 전이온도를

보인 후 235 ℃ 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서의 이온 plateau를 보여주다가 그 이

후 유리전이온도를 보여준 후 흐름이 관찰되었다. 한편 가교된 SPEEK 전해

질 막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리전이온도, 이온 plateau, 유리전이온도 이

후 고무상 영역이 관찰되었다. Eisenberg 등에 의하면 무정형 아이오노머인

경유 이온쌍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온 회합체를 multiplet이라고 이야기 하였

으며, 이 multiplet주위로 움직임이 제한된 고분자 사슬이 존재하게 된다고 이

야기하였다. 만약 이온 농도가 증가하여 multiplet의 개수가 증가하여 각각의

존재하는 움직임이 제한된 영역이 서로 겹쳐지게 되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상이 생기게 되는 이 영역을 cluster라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연속적으

로 존재하여 움직임이 제한된 영역에 의해서 새로운 유리전이가 관찰하게 되

는데 이러한 유리전이온도를 cluster 유리전이온도라고 정의 하였으며, 이들은

고분자 주사슬에 의해서 나타나는 matrix 유리전이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존재하게 된다. cluster 유리전이온도는 이온 그룹들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multiplet에서 다른 multiplet으로 hopping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두 개 서로 다른 유리 전이 사이에 존재하는 저장 탄

성율 영역을 이온 plateau 라고 하며 이 이온 plateau의 기울기가 최속값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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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을 이온 모듈러스(E'ionoic)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림 6에서 가교제의 함량

이 감소함에 따라 점점 이온 모듈러스 값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높은 이온 plateau를 가지는 고분자의 경우에는 좀더 많은 multiplet을 가

지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교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multiplet의 개수가 점점 감소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Nafion 117의 저장 탄성

율 곡선을 보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PEEK 73 및 가교된 SPEEK 고분자

전해질 막과 매우 비슷한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저장 탄

성율 변화 지점의 온도를 보면 SPEEK 73 및 가교된 SPEEK 고분자 전해질

막 보다는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제조한 고분자 전해질 막은 Nafion 117 보다 높은 온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tan δ 곡선을 보면 보든 고분자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tan δ peak를 보

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peak는

matrix 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peak는 cluster

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가교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두 tan δ peak

는 점점 낮은 온도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matrix peak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

는 반편 cluster peak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

과는 일반적으로 많은 cluster를 형성하는 폴리 스타이렌 아이오노머의 결과

와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은

이온 회합체를 매우 잘 형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SPEEK 73 막의 matrix

tan δ peak가 약 60 ℃ 및 cluster tan δ  peak가 약 220 ℃에서 나타나고 있

으며, Nafion 의 경우 각각 -12 ℃와 108 ℃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해질 막을 비교 해보면 SPEEK 전해질 막

이 Nafion 전해질 막 보다 우수한 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앞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은 약

180 ℃ 부근에서 까지 연료전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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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모폴로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소각 X-선 산란 실

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7은 SPEEK 73 및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에 대한

SAXS 실험 결과이다. 그 결과를 보며 SPEEK 73 및 모든 가교된 SPPEK 전

해질 막의 SAXS peak의 위치는 약 0.32 Å-1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peak들의 최고점을 이용하여 bragg 거리를 계산해 본 결과

약 19.5 Å 정도였다.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을 보면, 가교제의 함량에 따

라 SAXS peak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고 단지 peak의 강도만 감소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가교제의 함량이 변해도 가교된 SPEEK

의 모폴로지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peak의 강도 변화는

단지 이온 회합체의 개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의 DMA 결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교제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온 쌍의 양

이 감소하게 되어 이온 회합체의 개수가 감소한다.

그림 8. 상온에서 SPEEK 73 및 가교된 SPEEK 막들의 이온 전도도

-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는 100% 상대 습도에서 1M HCl 수

용에서 처리한 후 측정하였다. 모든 시약은 deionized 물을 이용하여 세척하

고 수화 시켰다. 그림 8은 상온에서 SPEEK 73 및 가교된 SPEEK 막들의 이

온 전도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 결과를 보면 모든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

도가 10
-1 S/cm 이상으로 측정 되었으며, 가교제 함량에 따라 이온 전도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렇게 가교제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온 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은 사슬안에 존재하는 이온 쌍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 수분 흡수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높은 수분 흡수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높은 수분 흡수율을 가지게 되면 cluster network를 만들어 채널을

형성하게 되어 수소전자가 쉽게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

의 DMA 결과 및 SAXS 결과와 같이 가교제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교

된 SPEEK 막 안에 존재하는 이온 회합체들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이

야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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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B 전사선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가교구조를 가지는 SPEEK 전해질 막의

제조 및 특성 분석

(1) 연구 수행 방법

(가) 재 료

- PEEK 분말은 미국 Victrex 사의 VictrexⓇ에서 구입하였고 130 ℃에서 12 시

간 동안 진공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황산 및 N ,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DMAc)은 regent grade를 사용하였다. 폴리에스터 아크릴레이트 (IRR 608,

Cytec, USA) 올리고머와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TMPTA:

Miwon) 삼관능성 단량체, 1.6-헥산디알 디아크릴레이트(HDDA : BASF) 이

관능성 단량체 및 2-(2-에톡시-에톡시)에틸 아크릴레이트(EOEOA: BASF)

단관능성 단량체 등의 가교제를 사용하였다.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ies)를 제조하기위하여 촉매로는 40 wt% 백금/탄소 상용 촉매 (40

wt% Pt/C , Alfa Aesar)를 이용하였으며, 바인더 역할을 하는 아이오노머를

증류수/알콜 혼합용액에 5 wt%가 녹아있는 Nafion(Aldrich)을 사용하였다. 한

편 용매로는 이소프로판올 및 3차 증류수를 이용하였다.

(나)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을 이용한 술폰화 반응 방법

- 98 wt% 순도의 황산 500 mL가 들어있는 3구 반응기에 PEEK 분말 18 g을

상온 및 질소 기류 화에서 서서히 첨가시킨다. 고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SPEEK 파우더가 황산에 완전하게 녹게 되면, 반응 온도를 65 ℃ 까지 가열

한 후 약 3 시간 동안 반응 시켜주었다. 이 후 반응기를 약 5 ℃ 정도의 얼음

물에 넣어 술폰화 반응을 종결 하였다. 반응이 끝난 용액을 2500 mL 정도의

3차 증류수에 떨어뜨려 침전물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침전물을 3차 증

류수를 이용하여 세척 용액의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세척해 주

었다. 이 후 생성된 시료를 80 ℃ 온도에서 12 시간 건조 후 130 ℃에서 5 시

간 동안 진공·건조 하였다.

(다) 고분자 전해질막 제조

- 표 1과 같은 함량 비율의 배합비로 가교제 용액을 제조하였다. 앞에서 합성

된 SPEEK를 DMAc 용매에 녹여 약 10 wt% 함량을 가지는 용액을 제조한

후 배합된 가교제와 SPEEK를 5/5 (wt/wt) 비율 및 3/7(wt/wt) 비율로 섞어

고분자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용액을 유리판에 용액 케스팅 방

법으로 도포한 후 70 ℃에서 약 1 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이렇게 캐스팅된

유리판을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정읍, 한국) 6 kGy/min의

속도로 100 kGy 까지 방사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조사가 끝난 고분자

막을 120 ℃에서 5 시간동안 진공·건조하여 잔류해 있는 고분자 용매를 제거

해주었다. 이렇게 제조되어 가교 구조를 가지는 SPEEK 전해질 막을

deionized 증류수에 수 분 동안 넣어준 후 유리판에서 분리하였다. 그 이후

모든 가교 구조를 가지는 SPEEK 전해질 막을 1 M HCl 수용액에 48 시간

동안 넣어 술폰 그룹에 치환되어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고 1 시간

동안 삼차 증류수에 넣어 두어 세척한 후 100 ℃에서 12 시간동안 진공·건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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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교제의 배합비

Formulation of crosslinker (wt%)

Polyester acrylate 30

TMPTA 10

HDDA 20

EOEOA 40

Total 100

(라) 겔화도 및 IEC (Ion Exchange Capacity) 측정

- 전자선 조사 전에 사용하였던 용매인 DMAc를 이용하여 가교된 SPEEK 전해

질 막을 하루 동안 담가 둔 후 무게 변화를 관찰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겔

화도를 측정 하였다.

겔화도 (%) =
W dissolved

W dry
× 100

여기서, Wdry는 용액에 담가 두기 전의 전해질 막의 무게이며, Wdissolved는 용

액에 하루 동안 담가 둔 후의 전해질 막의 무게이다.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IEC는 중화 적정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건조된 가교된 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을 3 M NaCl 용액에 24시간 넣어두어 술폰기의 H+를 Na+

형태로 치환 시켜준 후 용액으로 나온 수소이온을 0.1 M NaOH를 이용하여

중화 적정하였다. 정확한 중화 적정을 위해 automatic titrator DL22 (Mettler

Toledo Company, Switzerland)를 사용하였다. IEC 값은 아래와 같은 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IEC (meq/g) =
C NaOH×V NaOH

W dry

여기서, CNaOH는 NaOH 용액의 농도, VNaOH는 중화 적정에 사용된 0.1 M

NaOH 용액의 부피이며, Wdry는 가교된 SPEEK 전해질막의 건조상태의 무게

이다.

(마) 전해질 막의 Spectroscopic 분석

- SPEEK의 합성 여부 및 술폰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JEOL사의 JNM-LA

3000, NMR 기기를 이용하였다. SPEEK를 DMSO-d6에 녹여 약 3 wt% 농도

의 용액을 제조하여 1H-NMR을 측정하였으며, 약 15 wt% 농도의 용액을 제

조하여 13C-NMR을 측정하였다. 술폰화 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술폰 그룹

근방의 수소와 방향족 수소 NMR 스펙트라 peak의 적분비를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바) 수분 흡수율(Water Uptake) 및 이온 전도도(Proton Conductivity) 측정

-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수분 흡수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24 시간 상온에

서 증류수에 담가둔 후 전해질 막 표면에 존재하는 수분을 제거 하여 무게변

화를 관찰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수분 흡수율 정도를 측정하였다.

수분 흡수율(%) =
W s-W d

W d

×100

여기서, Wd는 건조된 필름의 무게이고, Ws는 수분을 흡수한 필름의 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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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한편,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수소이온 전도도를 AC impedance

analyzer (SI 1260, Solatron Comp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임피던스 측

정은 0.01에서부터 100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기록하여 측정하였으며,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수소이온 전도도를 계산하였다.

수소이온 전도도 (σ, S/cm) = L
(A×R)

- 여기서, L은 두 개의 전극의 거리, A는 가교된 SPEEK 전해질 막의 두께방

향에 대한 넓이이며, R은 전기적 저항 값이다.

(사) 기계적 및 열적 성질 측정

- TA Instrumnet사의 TA DMA Q800을 이용하여 술폰화된 PEEK 필름 및 가

교된 SPEEK의 동적·기계적 성질 측정하였다. 클램프는 tensile 방법으로 사

용하였으며, 1 Hz 주파수를에서 -50 ℃에서부터 300 ℃까지 2 ℃/min의 승온

속도로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진공·건조 후에 DMA

를 3회에 걸처 측정하여 결과를 얻었다. 시료의 크기는 약 5.3 mm ×12.9 mm

× 0.1 mm (W×L×T) 정도였다. 방사선으로 조사된 고분자 전해질 막의 기계

적 물성은 INSTRON series IX(Instron Co., Universal Testing System

Model 44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필름 시편은 ASTM 규격에 따른 비율

(5.3 mm×31 mm)로 준비하였다. 실험은 상온에서 실시하였으며 변형 속도는

50 mm/min 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아)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ies) 제조용 catalyst ink 제조

- 40 wt% 백금/탄소 상용촉매를 이용하여 음극 (anode)과 양극 (cathode)을 제

조하였다. 지금 까지 보고된 많은 선행 연구들을 확인해 본 결과 백금 촉매를

1 cm2 넓이에서 약 0.3 mg을 도포한 경우 가장 우수한 전기적 특성 및 경제

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백금 촉매를 0.3

mg/cm2로 도포하기 위하여 아래 식을 이용하여 백금/탄소의 양을 계산하였

다.

Weight of catalyst = Celldimensions × 0.3 mg/cm
2
÷ Ptconcentration × 2

여기서, Celldimensions는 Single cell의 넓이, Ptconcentration는 상용 촉매에 함유하고

있는 백금 촉매의 농도이다. 이렇게 계산된 백금/탄소 촉매의 사용량은 약 15

mg이였다. Catalyst 잉크를 제조하고 이하여 먼저 3차 증류수 75 μL에 계산

된 백금/탄소 촉매를 넣어 주었다. 한편, 고분자 전해질 막과 촉매 상호간의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인더 역할을 할 수 있는 5 wt% Nafion 용액

110 μL을 첨가해준다. 그 후 상용 촉매의 점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이소프로

필 알콜을 2065 μL 첨가한 후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백금/탄소 촉매의

미립자가 관찰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분산시켜 잉크를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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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talyst 잉크 제조과정의 도식도

(자)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ies) 제조

- 백금/탄소 촉매를 5 wt% Nafion 용액에 분산시켜 제조한 catalyst 잉크를 이

용하여 MEA를 제조하였다. MEA 제조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catalyst 잉크를 Teflon blank위에 도포하여 catalyst sheet를 제

조한 후 고분자 전해질 막에 hot press 방법을 이용하여 catalyst sheet를 부

착하는 decal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제조 방법은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그림 2. Decal 방법을 이용한 MEA 제조과정의 도식도

- 두 번째 방법은 catalyst coated substrate (CCS) 방법으로 gas diffusion

layer (GDL)에 직접 스프레이 방법으로 도포한 후 고분자 전해질에 촉매가

부착된 GDL를 hot press방법으로 부착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catalyst coated membrane (CCM) 방법으로 고분자 전해질에 직접 스프레이

기법을 이용하여 catalyst 잉크를 도포하는 방법이며 아래 그림은 직접 스프

레이 기법을 이용한 MEA 제조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직접 스프레이 기법을 이용한 MEA 제조과정의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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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CCM 제조 방법 중에서 직접 스프레이 기법과 달리 스크린 프린팅 방법

을 이용한 제조 방법도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스크린 프린팅 방법을 이용하

여 MEA를 제조하였다. 아래 그림은 스크린 프린팅 방법을 나타내었다.

그림 4. 스크린 프린팅 방법을 이용한 MEA 제조과정의 도식도

(차) PEMFC single cell performance

- CCM 방법 중 스크린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 제조된 MEA와 CNL에서 제조한

single cell 모듈을 이용하여 cell performance용 single cell을 제조하였다. 이

렇게 제조된 single cell을 100% 습도 조건 아래에서 각각 60 oC 및 80 oC로

측정 온도를 고정 시킨 후 SMART PEMFC test system (WonATech)을 이

용하여 cell performance를 측정하였다. 이때 음극(anode) 방향으로 수소 가스

를 100 mL/min으로 주입하였으며, 양극(catode) 방향으로는 산소 가스를 100

mL/min으로 주입하였다. 이렇게 실시한 single cell performance 결과를 I-V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2) 결과 및 고찰

- 중 수소로 치환된 DMSO 용매에 녹아있는 술포화된 PEEK (SPPEK)시료를
1H NMR (A) 및 13C NMR (B)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1H NMR 및 13C NMR에서 나타나는 피크들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표 2

와 표 3에 각각 나타내었다. PEEK를 이용하여 술폰화 반응을 시킨 연구 논

문들이 현재 많이 발표 되고 있는데 그 중 Jin 등의 결과를 보면 PEEK사슬

에서 일어나는 술폰화 반응은 PEEK사슬의 친 전자성 부분이 존재하는 하이

드로퀴론 사슬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NMR data를 통해 Jin 등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인 하이드로퀴론 사슬

에서 술포네이선 반응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SPEEK의 술폰

화 정도를 1H-NMR을 이용하여 측정해 하였다. 그림 5(C)에서 작성한

SPEEK 탄소의 숫자에서 10`번째 탄소에 결합한 수소의 개수는 술폰산 그룹

의 숫자와 같기 때문에 10`번째 탄소에 결합된 수소를 이용하여 술폰화 정도

를 측정할 수 있다. 즉, 술폰화 정도는 10`번째 탄소에 결합된 수소 피크의 넓

이와 다른 수소들의 넓이 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1H-NMR로부터

계산된 SPEEK의 술폰화 정도는 약 69%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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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PEEK 시료의 (A) 1H-NMR and (B)
13
C-NMR 스펙트럼 및 (C) SPEEK

구조 및 탄소에 작성한 숫자, y/n는 술폰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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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PEEK 시료의 1H-NMR 피크 분석결과 (용매 : DMSO-d6)

peak position

(ppm)

proton number peak position

(ppm)

proton number

7.01, 7.17 4, 6, 15, 19 7.25 9, 10, 12, 13

7.10 13' 7.51 10'

7.22 12' 7.70~7.86 3, 7, 16, 18

표 3. SPEEK 시료의 13C-NMR 피크 분석결과 (용매 : DMSO-d6)

peak position

(ppm)

carbon number peak position

(ppm)

carbon number

116.50~117.70 4, 6, 15, 19 148.05 8'

119.98 10' 150.90 11'

121.93 9, 10, 12, 13 151.53 8, 11

122.39 12' 160.71 5 또는 14

123.87 13' 161.97 14 또는 5

130.90~132.30 2, 3, 7, 16,17,18 193.11 1

141.49 9'

- 일반적으로, 전자빔을 사용한 가교 방법은 다른 가교 방법보다 짧은 조사 시

간에도 다량의 반응 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조사선량을 달리 하여 전자빔(EB)을 사용한 방사선 가교

방법을 사용하여 가교구조를 가지는 SPEEK (CSPEEK) 막을 제조하였다. 총

조사선량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가교정도는 겔화율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

다. 가교제와 SPEEK를 잘 녹일 수 있는 용매인 DMAc에 CSPEEK 막을 담

가 가교되지 않은 시료를 녹인 후 무게 변화를 확인하여 겔화율 측정하였다.

그림 6은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겔화율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겔화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총 조사선량이 200 kGy인 경우 겔화율 약 95%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CSPEEK

막의 상대적인 경화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교정도는 조사

선량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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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겔화도

-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온도 변화에 따른 동적·기계적 성질을 관찰하

기 위하여 DMA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7은 방사선 조사

선량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손실 tan δ값을 나타낸 결과이다.

CSPEEK 200 kGy 막의 결과를 보면, 서로 다른 두 개 의 tan δ피크를 발견

할 수 있다. 일찍이 Eisenberg 등은 무정형 랜덤 아이오노머에 대한

multiplet/cluster (EHM[Eisenberg-Hird-Moore])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

델에 의하면 무정형 랜덤 아이오노머는 이온 회합체와 고분자 matrix의 상대

적인 정적기적 차이 때문에 두 개의 분리된 상으로 존재한다고 기술 하였다.

또한 이온 회합체에 의하여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이 제한된 영역이 관찰되는

데 이 부분을 multiplet 또는 cluster라고 설명하였다. 즉, 무정형 랜덤 아이오

노머의 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온 회합체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어 움

직임이 제안된 영역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겨 연속된 영역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 부분을 cluster 영역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움직임이 제안된 영역이

10 nm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무정형 랜덤 아이오노머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유리 전이 온도를 보여주게 된다.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유리 전이

온도(matrix Tg)는 고분자 matrix영역에서 나타나며, 높은 온도에서 나타는

유리 전이온도(cluster Tg)는 이온 회합체로 인한 cluster 영역에서 나타난다.

한편 CSPEEK 25 kGy 고분자 전해질 막의 손실 tan δ 곡선을 보면 3개의

서로 다른 유리 전이 온도를 관찰할 수 있으며, 제일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

는 유리 전이온도는 matrix Tg이며 가장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유리전이

온도는 cluster Tg이며, 중간 정도에서 나타나는 유리전이 온도는 crosslinker

의 사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crosslinker Tg는 조사

선량이 50 kGy이상이 될 때부터는 shoulder 형태의 피크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Peakfit(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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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an δ 곡선의 피크를 de-convolution 하였다. 이때,

기준선을 exponential 식을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각각의 피크를 Gaussian

area 식을 이용한 경우 가장 우수한 fitting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Temperature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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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EEK 200 kGy

그림 7. 온도 변화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들을 1Hz에서 측정한 손실 tan

δ곡선.

- 그림 8(A)는 tan δ 피크의 꼭지점으로부터 측정한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들의 유리 전이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CSPEEK 고분자 전해질막은 조사

선량이 75 kGy 아래인 경우 crosslinker에 의해 나타나는 유리 전이 온도를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선량이 100 kGy 이상인 경우에는 crosslinker

Tg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crosslinker Tg 와 cluster Tg가 서로 합쳐져 하나의 피크

로 관찰된 경우이다. 두 번째는 crossliker 곁사슬이 영역이 조사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여 crosslinker Tg 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Tan δ 곡선

으로부터 tan δ피크의 넓이를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an δ 피크의 넓

이는 가교된 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matrix, cluster 및 crosslinker 영

역에 대한 상대적인 상 분리 정도를 나타내어준다. 예를 들어, 가교된

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에서 관찰되는 cluster Tg의 tan δ피크의 넓이가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cluster 영역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tan δ곡선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tan δ피크 넓이를 측정하였다. 그림 8(B)는

matrix, cluster 및 crosslinker의 손실 tanδ 피크의 넓이 및 이들의 합을 방

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나타내었다. cluster tan δ피크 넓이를 보면 조사선량

이 증가하여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모든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에서는 이온 회합체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 조사선량이 CSPEEK 고분자 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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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 cluster 영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crossliker Tg와 cluster Tg가 서로 합쳐져 하나의 피

크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matrix 및 crosslinker의 피크

넓이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crosslinker가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에서 더욱 더 많은 가교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matrix Tg 및 cluster Tg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을 그림 9 (A)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사 사슬의 움직임 및 자

유 부피가 유리 전이 온도에 결정적인 영항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

리 전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 및 자유 부피는 감소하

게 된다. 즉, 가교 구조가 증가함에 따라 CSPEEK 고분자 전해질막의 matrix

및 cluster 영역에서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 및 자유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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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1Hz에서 측정한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A)유리전이온도 및 (B) matirx, cluster 및 crosslinker tan δ 피크 넓이 및 각각

피크 넓이의 총합.

- 그림 9(A)는 온도 변화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저장 탄성율

(E')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를 보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장

탄성율은 유리상을 거쳐, matrix Tg를 보여준 후, 이온 모듈러스를 보여주다

가 다시 다른 유리전이 온도인 cluster Tg를 거쳐 고무상 탄성율이 보여주다

가 마지막으로 막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저장 탄성율 곡선에서는

CSPEEK 200 kGy 고분자 전해질 막은 높고 넓은 이온 모듈러스를 보여주

고 있다. 이온 모듈러스는 matrix Tg와 cluster Tg 사이의 온도구간에 나타난

다. 또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온 모듈러스 값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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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조사선량 변화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모듈러스

값의 변화를 그림 9(B)에 나타내었다.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모

듈러스 값들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2차 방정식 곡선으로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무정형 랜덤 아이오노인 경우 높은 이온 모듈러스

는 움직임이 제한된 영역이 증가하게 되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온 농

도가 증가하게 되면 아이오노머의 이온 모듈러스 값이 1차 방정식 곡선과 같

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모든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은 같은

이온 농도를 가진다. 이 결과를 통해, CSPEEK 고분자 전해질막의 이온 모듈

러스는 이온 회합체 영역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 수

있었다. 한편, 고분자의 가교 구조는 일반적으로 사슬의 움직임을 제안하게

된다. 따라서, 이온 모듈러스 높이에 막의 가교정도가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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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1Hz에서 측정한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A)저장 탄성율 및 (B) 이온 모듈러스.

- 여러 방사선 조사선량에서 제조된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기계적 성

질을 관찰하기 위하여 Instron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10은 방사선 조사선

량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인장응력에 대한 필름의 변형률을

나타낸 결과이다.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방사선 조사선량이 25 kGy

에서 200 kGy로 증가함에 따라 항복 응력이 56.75 MPa에서 55.12 MPa로

매우 조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분자 전해질 막의 신

장률은 25 kGy에서 200 kGy로 증가함에 따라 23.6%에서 50.5%로 약 두배

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해질 막의 최대 기계적 강도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25 kGy에서 200 kGy로 증가함에 따라 56.75 MPa에서

66.16 MPa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방사선 조

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교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고분자 전해

질 막의 기계적 강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측정한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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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 및 DMA의 이온 모듈러스 결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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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기계적 강도

- IEC는 이온 전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

료전지용 전해질 막에서는 반드시 측정해야할 실험 중 하나이다.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IEC는 중화 적정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

과를 그림 11(A)에 나타내었다. 모든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IEC 값

은 1.248 meq/g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EC 값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조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결과를 통해 방사선을 조사하더라도 고분자 전해질 막의 술폰화 정

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 고분자 전해질 막의

수분 흡수율을 막의 성질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최근에

Kornshew등은 수화된 이온 도메인(cluster network channel)은 전자를 이동

시킬 수 있으며,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는 이온 도메인의 연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고분자 전해질 막은 충분한

수분의 흡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므로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

온 전도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분 흡수율이 증가해야한다. 하지만, 고분자

전해질 막의 너무 많은 수분 흡수는 치수안정성 및 기계적 성질을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고분자 전해질 막의 수분 흡수율의 측정은 매

우 중요하다. 수분 흡수율은 건조 상태의 막의 무게와 수화된 상태의 막의

무게 변화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11(B)는 측정 온도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막의 수분 흡수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상온에서 측정한 경우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분자 전해질 막의 수분 흡수율은 매우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수분 흡수율 결과는 IEC 값

과 매우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결과를 통해 상온에서는 방사

선을 조사선량이 변화하더라도 고분자 전해질 막의 술폰화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측정 온도를 증가하게 되면 CSP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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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전해질 막의 수분흡수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측정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 및 사슬안의 자유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고분자 전해질 막의 수분 흡수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교 구조가 증가함에 따라 가교된 고분자 전해질 막의 사슬의 움

직임 및 사슬안의 자유부피 증가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앞에서 측

정한 DMA와 겔화율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교정

도가 증가하게 되면 수분 흡수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조사선량을 이용하여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수분 흡수율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1.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A)IEC 및 (B)

수분 흡수율.

- 1 M HCl로 전 처리 후 상대 습도 90%인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선량이 25부

터 200 kGy 범위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를 측정하였

다. 또한 모든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은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척하

고 충분히 수화 시켰다. 그림 12는 온도 변화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

질 막들의 이온 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들은

10-2 S/cm 보다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방사

선 조사선량이 75 kGy 미만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들의 이온 전도도

가 30 oC에서부터 75 oC까지의 측정 온도에서는 증가 하다가 75℃이상의 측

정 온도에서 부터는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사선 조사

선량이 75 kGy 이상인 경우에는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

가 측정 온도가 증가하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이온 전도도는 측정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전자 및 사슬의 움직임이 활

발해지기 때문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방사선 조사선량이 75 kGy

미만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는 일치 하지 않는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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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자 및 사슬의 움직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다른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와 비교해 본 결과 75 kGy 미만의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경우에 수분 흡수율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는 수분에 의

한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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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온도 변화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

- 그림 13은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을 60 oC에서

single cell 성능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0.4 voltage(V)에서 방사선 조사

선량이 50, 100 및 200 kGy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전류 밀도는 584,

564 및 552 mA/cm2 이였다. PEMFC single cell 성능 실험에서 50 kGy

CSPEEK 고분자 전해질의 전압 밀도가 다른 막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50 kGy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이 가

장 높은 전압 밀도를 가지는 이유는 ICE, 수분 흡수율 및 이온 전도도등에서

다른 막 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60 oC 에서는 모든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이 충분한 수분 흡수율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을 80 oC에서 single cell 성능평가 결과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0.4 voltage(V)에서 방사선 조사선량이 50, 100 및 200 kGy

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전류 밀도는 각각 221, 484 및 522 mA/cm2

이였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선량이 50, 100 및 200 kGy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전압 밀도는 각각 95, 201, 225 mW/cm2 이였다. 80 oC에서

single cell 성능평가 결과에서는 50 kGy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이 매우

낮은 cell 성능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80 oC에서 50

kGy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수분 흡수율이 다른 고분자 막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림 10(B)에서 잘 나타나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전해질 막의많은 수분 흡수율은 기계적 성질 및 치수 안정성을 감소

하게 된다. 따라서 고분자 전해질 막의 수분 흡수율을 조절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인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선량은 IEC, 수분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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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이온 전도도 및 single cell 성능 평가 결과를 통해서 고분자 전해질 막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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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60 oC 온도에서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single cel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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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80 oC 온도에서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의

single cell performance.

- 한편 전년도에 실시한 가교제 함량에 따라 제조된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에서 가장 우수한 기계적 성질 및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던 가교제 함량

이 30 wt%인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에 방사선 조사선량을 200 kGy로

하여 CSPEEK 30 wt%_200KGy 고분자 전해질 막을 제조하였다. 그림

15(A)는 CSPEEK 30 wt%_200KGy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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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이다. 그 결과를 보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0.083 S/cm에서 0.1234 S/cm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슬의 움직임 및 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이다. 한편 그림 15(B)는 80 oC에서 측정한 CSPEEK 30 wt%_200

kGy 고분자 전해질 막의 single cell 성능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0.4

voltage (V)에서 고분자 전해질 막의 전류 밀도는 1165.47 mA/cm2 이였다.

제조된 막의 최고 전압 밀도는 471.87 mW/cm2 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교제 함량은 30 wt%로 조정하고 조사선량

을 200 kGy로 한 경우 가장 우수한 기계적 성질, 이온 전도도 및 cell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EB을 이용해 방사선을

조사한 CSPEEK 고분자 전해질 막은 높은 치수 안정성 및 single cell 성능

가지고 있기 때문에 PEMFC 응용분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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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온도 변화에 따른 CSPEEK 30wt%_200 kGy 고분자 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 및 (B) CSPEEK 30 wt%_200 kGy 고분자 전해질 막의 single cell

performance.

2.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복합 연료전지막 제조기술 개발

가. 유/무기 복합막 제조를 위한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

(1) 연구 수행 방법

(가) 시료준비

- 25 μm 두께의 ETFE 필름은 ASAHI GLASS Co., Ltd에서 구입을 하였고

styrene (St, 99%), 1,2-디클로로에탄 (99.5%),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핵산, 톨

루엔은 SHOWA에서 구입 하였다. TMSPM (trimethoxy silyl propyl

methacrylate))은 Sigma-Aldrich 에서 구입을 하였고 아세톤을 비롯한 기타

시약은 덕산케미칼에서 구입하여 추가적인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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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그래프팅

- ETFE 고분자필름을 2 cm X 3 cm로 자르고,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건조한

후 다양한 조성비로 혼합된 St/TMSPM/용매 혼합용액에 침지시킨다. 이 필

름이 침지된 용액은 30 분간 질소로 충진한 후 60Co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에

의해 정해진 선량 및 선량률에 따라 조사하였다. 조사된 용액에서 그라프트

된 필름을 빼내서 디클로로메탄에 넣어 24 시간 동안 세척하였고 12 시간동

안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였다. 그라프트율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여기

서 Wo는 그라프트 전의 ETFE 필름의 무게이며, Wg는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의 무게이다.

DOG (degree of grafting) (%)=[(Wg-Wo)/Wo] X 100

(다) IR 분석

- ETFE 필름에 다양한 조성비의 St/TMSPM 단량체 혼합물을 사용하여 방사

선 그라프트 반응을 진행시킨 후, 제조된 필름을 적외선 스펙트럼(FT-IR

spectrometer, Brucker, Tensor-37)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transmittance를 측

정하였다.

(라) SEM-EDX 측정

- 그라프트된 고분자의 ETFE 필름 내부로의 그라프팅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SEM-EDX(7200-H, HORIVA Company) 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성비의

단량체 (St/TMSPM) 혼합물로 제조된 필름의 단면을 관찰하였다. 제조된 막

은 액채 질소에 담가서 파단 시킨 후 두 개의 지지체 사이에 탄소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이고, 백금으로 코팅 처리하여 SEM-EDX 측정을 하였다. EDX

모드에서는 제조된 막의 단면에 분포된 실리콘의 상대적 분포를 측정하고 분

석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 그림 1은 ETFE 필름에 감마선 동시조사 조건하에서 단량체 (St/TMSPM,

5/5 v/v) 40 vol% 농도로 여러 용매와 섞은 후 선량률 2 kGy/h, 조사선량

40 kGy 조건으로 조사한 후 얻어지는 필름의 그라프트율의 변화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 결과 아세톤을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 가

장 높은 그라프트율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세톤>톨루엔>테트라하이

드로퓨란>헥산>디클로로메탄 순으로 그라트율의 증가를 보였다. 그림 2는

각 용매별로 그라프트된 필름의 사진이다. 그림 1에서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

인 필름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필름이 불투명하게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후 실험에서는 그라프트율이 높게 나온 아세톤을 용매로 사용하

여 실험하였다.



- 398 -

그림 1. 용매에 따른 그라프트율 변화

그림 2. 다양한 용매에서 그라프트된 필름

- 그림 3은 단량체(St/TMSPM) 조성 및 조사선량에 따라 제조된 막의 그라프

트율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조사 선량율 및 단량체/용매의 조성은 2 kGy/h,

40/60 vol%로 고정하였다.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제조된 막의 그라프트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styrene (St)만 그라프트된 막이 TMSPM

만 그라프트된 막보다 그라프트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

량체(St/TMSPM)조성에 따라 그라프트 변화를 관찰한 결과, TMSPM의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styrene

(St)이 방사선에 의해 ETFE 필름에 그라프팅될 때 TMSPM 단량체 보다 반

응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단량체/용매 부피비에서는 styrene (St) 함량이 높

은 용액에서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user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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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량체 (St/TMSPM) 조성비에 따라 제조된 막의 그라프트율 변화

(St/TMSPM 조성비(v/v) = A: 10/0, B: 7/3, C: 5/5, D: 3/7, E: 0/10)

- 그림 4은 단량체 (St/TMSPM, 5/5, v/v)조성비와 아세톤 용매의 비율이

ETFE 필름의 그라프트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단량체 농도가 30%

(단량체/용매, 3/7)에서 70% (단량체/용매, 7/3, v/v)의 단량체 농도 범위에

서는 단량체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라프트율이 증가하지만 90%(단량체/용

매, 9/1, v/v)에서 그라프트율은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는 단량체 농도가

70%까지는 단량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필름 내부로의 단량체 확산 속도

가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이고 단량체 농도가 70%를 넘으

면 단량체의 필름 내부로의 확산속도가 감소되고 높은 단량체 농도를 가진

용액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많은 양의 호모폴리머를 형성하게 되어 단량

체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또한 용액의 점성을 증가시켜 단량체의 확산을 방

해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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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단량체 혼합물과 아세톤 용매의 조성비에 따른 그라프트율 변화

- 그림 5는 St/TMSPM (5/5, v/v) 단량체를 ETFE 필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그라프트시킬 경우, 선량률, 조사선량 및 조사시간에 의한 그라프트율의 변화

를 나타내었다. 그림 5(a)에서는 선량률이 높을수록 그라프트율이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그림 5(b)에서는 조사시간에 따른 그라프트율은 조사시간이 증가

할수록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량률의 변화에 따른 그

라프트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아 그라프트율은 선량률 보다 조사시간에 더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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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a) 조사선량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변화 (b) 조사시간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변화

- 그림 6에서는 단량체 혼합물/아세톤 용매 4/6(v/v)의 조성비에서 다양한 조성

비의 단량체 혼합물 (St/TMSPM, v/v)을 사용하여 선량률 2 kGy/h, 조사선

량 40 kGy의 조사조건으로 ETFE 필름에 그라프트하여 제조된 필름의 IR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styrene 단량체 (St/TMSPM, 10/0, v/v)로만 그라프트

된 ETFE 막의 IR 스펙트럼에서는 styrene (St) 고분자에 의한

peak(3010~3100, 1596, 754 cm-1)들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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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PM(St/TMSPM, 0/10, v/v)로만 그라프트된 ETFE 막에서는 TMSPM

고분자에 의한 ester group peak(1725 cm-1)들을 관찰할 수 있다. styrene과

TMSPM을 혼합하여 그라프트 반응을 진행시켰을 경우, TMSPM의 함량이

증가(St 함량은 감소)함에 따라서 TMSPM 고분자에 의한 peak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styrene(St) 고분자에 의한 peak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tyrene과 TMSPM의 특성 peak들의 크기와 면적이 혼합된 조성비와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그라프트된 styrene 고분자와 TMSPM의 조성비와도 관계있

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7은 그림 6에서 측정된 IR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제조된 막의 전체 그라

프트율에서 차지하는 polystyrene (PS)의 그라프트율과 poly(trimethoxy silyl

propyl methacrylate) (PTMSPM)의 그라프트율을 보여주고 있다. PS와

PTMSPM이 전체 그라프트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은 각 고분자의 특성

peak(PS: 3078, 3028 cm-1, PTMSPM: 1724 cm-1)의 면적을 ETFE의 특성

peak(692 cm-1)의 면적으로 나누어 얻을 수 있었다. 계산 결과, St와 TMSPM

단량체의 조성비가 그라프트된 막의 전체 그라프트율에서 차지하는 각 고분

자 (PS와 PTMSPM)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PS의 경우, 사용된 단량체 조성비 보다 더 많은 양이 그라프트 되는

반면에 TMSPM의 경우 사용된 단량체 조성비 보다 적은 양이 그라프트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tyrene (St)이 TMSPM 단량체 보다 방사선

에 의한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ETFE 필름에 더 쉽게 그라프트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림 6. 단량체(St/TMSPM) 조성비에 따라 제조된 막의 IR 스펙트럼 (A: ETFE

필름, B~F: 그라프트된 필름, St/TMSPM 조성비(v/v) = B: 10/0, C: 7/3, D: 5/5,

E: 3/7, F: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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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량체(St/TMSPM) 조성비에 따라 제조된 막의 전체 그라프트율에서

차지하는 PS와 PTMSPM의 그라프트율

- 그림 8.에서는 단량체 (St/TMSPM)의 조성비에 따라 제조된 막의 단면 및

실리콘, 플루오린 분포를 SEM-EDX 분석으로 나타내었다. TMSPM에 있는

실리콘 원소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TMSPM이 ETFE에 그라프트됨을 정성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SEM-EDX 분석을 통해 TMSPM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silicon의 프로파일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리콘의

분포가 표면뿐만 아니라 필름 내부 안쪽까지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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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8. 단량체 (St/TMSPM) 조성비에 따라 제조된 막의 SEM-EDX 분석

(붉은색 : silicon profile, 하늘색: fluorine profile)

(St/TMSPM 조성비(v/v) = A: 7/3, B: 5/5, C: 3/7, D: 0/10)

E: 단량체 (St/TMSPM) 조성비에 따라 제조된 막단면의 silicon profile 분석

user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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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마선을 이용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용 유/무기 복합막 제조

(1) 연구 수행 방법

(가) 시료준비

- 25 μm 두께의 ETFE 필름은 ASAHI GLASS Co., Ltd에서 구입을 하였고

styrene (St) (99%), 1,2-디클로로에탄 (99.5%)은 SHOWA에서 구입 하였다.

TMSPM (trimethoxy silyl propyl methacrylate)은 Sigma-Aldrich 에서 구입

을 하였고 아세톤을 비롯한 기타시약은 덕산케미칼에서 구입하여 추가적인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나) 방사선 그래프팅

- ETFE 고분자필름을 5 cm X 5 cm로 자르고,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건조한 후

다양한 부피분율로 이루어진 St/TMSPM/acetone 용액에 침지시킨다. 이 필름

이 침지된 용액은 30 분간 질소로 충진한 후 60Co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에 의

해 정해진 선량 및 선량률에 따라 조사하였다. (표 1)

표 1. 단량체/용매 조성비, St/TMSPM 조성비, 선량률 및 조사선량

조사된 용액에서 그라프트된 필름을 빼내서 디클로로메탄에 넣어 24시간 동안

세척하였고 12시간동안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였다. 그라프트율은 아래 공식으

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Wo는 그라프트 전의 ETFE 필름의 무게이며, Wg는 그

라프트된 ETFE 필름의 무게이다.

DOG (degree of grafting) (%)=[(Wg-Wo)/Wo] X 100

(다) Sol-gel 가교 및 술폰화

- 그라프트된 TMSPM을 sol-gel 방법으로 가교하기 위해 그리프트된 필름을

80 oC 증류수에 침지한 후 1시간씩 3회에 걸쳐 처리하였다. 가교된 그라트프

필름은 클로로술폰산/디클로로에탄 2(v/v%) 혼합용액에 담가 반응시킨 후

증류수로 가수분해 반응을 진행시켜 술폰산 작용기가 도입된 막을 제조하였

다.

(라) IR 분석

- 그라프트된 ETFE-g-PS/TMSPM 필름을 sol-gel 가교 및 술폰화를 진행시

켜 유무기복합막을 제조한 후 적외선 스펙트럼 (FT-IR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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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ker, Tensor-37)분석 장비를 통해서 transmittance을 측정하였다.

(마) 이온교환용량 (Ion Exchanging Capacity) 측정

- 제조된 연료전지막의 이온교환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술폰화된 막을 1.0 M

NaCl 수용액에 24 시간 동안 함침시킨 후 용액에 생성된 HCl의 양을 NaOH

로 적정하였다. 이온교환 용량은 아래식에 의해 계산 되었으며, 여기서 N

(molL-1)은 적정한 NaOH의 노르말 농도 이고, Y (mL)는 소모된 NaOH의 양

이며, WO (g)는 시료의 건조 무게이다.

IEC (meq/g) = N × Y / WO

(바) 함수율(Water Uptake) 측정

- 제조된 막의 함수율은 24 시간 동안 상온의 증류수에 막을 함침시킨 후 꺼내

어 표면에 물기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하여 얻었다. 함수율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으며, 이 식에서 WW (g)는 물을 함유한 막의 무게이고, WO

(g)는 건조된 막의 무게를 나타낸다.

Water Uptake (%) = (WW– WO) × 100 / WO

(사) 치수안정성 (Dimensional Stability) 측정

- 제조된 막을 2 cm x 2 cm 자르고 24시간 동안 상온의 증류수에 막을 함침

시킨 후 꺼내어 표면에 물기를 제거하고 면적 변화를 측정하여 얻었다. 치수

안정성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으며, 이 식에서 AW (g)는 물을 함유한

막의 무게이고, WO (g)는 건조된 막의 무게를 나타낸다.

Dimensional Stability(%) = (AW– AO) × 100 / AO

(아) 수소이온전도도 (Proton Conductivity) 측정

- 제조된 막을 증류수에 24 시간 동안 담근 후 꺼내어 젖은 상태에서 수소이온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제조된 막의 동일한 면에 백금 (Pt) 탐지침을 4 mm 간

격으로 접촉시키고 Solartron사의 SI1260을 사용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한 후 다

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수소이온전도도를 계산하였다.

σ = W / R × d × l

위 식에서 σ (S/cm)는 수소이온전도도, W (cm)는 기준 탐지침 사이의 거리,

R (Ω)은 임피던스 측정 시 고주파 영역에서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없어지는 지

점의 옴저항(ohmic resistance)을 의미하며, d (cm)는 막의 두께, l (cm2)은 막

의 넓이를 의미한다.

(자) 화학적 안정성(Chemical Stability) 측정

- 제조된 필름을 70 ℃ 증류수에서 넣어 무게 변화가 없을 때까지 팽윤시킨 후,

팽윤된 필름을 70 ℃로 가열된 Fenton's reagent(3 % H2O2, 4 ppm Fe2+) 용

액에 담근 후 시간에 따른 무게 변화를 관찰하였다. 무게 측정은 30분 간격으

로 진행하였으며 막을 꺼낸 후 표면의 수분을 닦아내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 그림 1에서는 다양한 단량체 조성비(St/TMSPM)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전

지막의 IR 투과 스펙트럼을 보여 준다. 제조된 막에서 3500과 1700 cm-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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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넓은 영역에서 적외선에 대한 흡수가 일어나는데, 이는 술폰산의

수산화 작용기와 술폰산 주위에 형성되어 존재하는 물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림에서 사용된 styrene(St) 단량체의 함량이 줄어들수

록 제조된 연료전지막의 IR 스펙트럼에서 3500과 1700 cm-1의 넓은 peak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술폰산 작용기를 함유한 PS의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림 1. 단량체(St/TMSPM) 조성비에 따라 제조된 연료전지막의 FT-IR 스펙스럼

(A: ETFE 필름, B~F: 제조된 연료전지막, St/TMSPM 조성비(v/v) = B: 10/0, C:

7/3, D: 5/5, E: 3/7, F: 0/10)

- 그림 2에서는 제조한 ETFE-g-PSSA/TMSPM 막을 산염기 적정법으로 측정

하여 얻어지는 이온교환용량 (IEC: ion exchange capacity) 값을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 IEC 값은 막의 단위질량당 존재하는 술폰산 작용기의 당량을

나타내는 수치로 연료전지에서는 높은 IEC를 가질수록 수소이온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또한 함수율 증가와 기계적 물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림 2에서 ETFE-g-PSSA/TMSPM막의 IEC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단량체 조성비 (St/TMSPM,

v/v)에서 styrene(St) 단량체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제조된 막의 IEC 값이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tyrene (St) 단량체 함량이 감소하면

술폰산 작용기를 함유한 PS의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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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리프트율에 따른 ETFE-g-PSSA/TMSPM 막의 이온교환용량

- 술폰화 과정에서 술폰산 작용기는 aromatic ring이 존재하는 styrene (St)에

만 붙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측정한 IEC 값을 기반으로 styrene

(St)과 TMSPM이 ETFE 필름에 정량적으로 각각 얼마나 그라프트 되었는지

를 유추할 수 있다. 우선 styrene (St)만 그라프트된 연료전지막을 산-염기

적정법으로 측정한 IEC와 이론 IEC (그라프트된 styrene (St)의 aromatic

ring에 술폰산 작용기가 1개 붙어있을 때) 값이 같다고 가정을 하면

ETFE-g-PSSA막의 이론 DOGs (전체 그라프트율에서 styrene(St)의 그라프

트율)을 구할 수 있다. 아래 식에서 얻어진 DOGs를 실제로 측정된 DOG와

상관관계를 얻기 위해 calibration curve 만들어 보정하였다(그림 3).

TMSPM와 styrene (St) 두 종류의 단량체가 그라프트된

ETFE-g-PSSA/TMSPM에서 측정된 IEC와 이론 IEC가 같다고 가정하면

DOGs(전체 그라프트율에서 styrene (St)의 그라프트율)를 구할 수 있고 이

렇게 구해진 DOGs를 calibration curve에서 얻어진 식에 대입하면 보정

DOGs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 얻어진 전체 DOG(styrene (St)이 그라프

트된 ETFE의 그라프트율 + TMSPM이 그라프트된 ETFE의 그라프트율)에

서 빼주면 TMSPM이 ETFE-g-PS/TMSPM 막에서 정량적으로 얼마나 그

라프트 되었는지를 구할 수 있다. 표 2는 제조된 막의 IEC값으로 유도된

styrene (St)의 그라프트율과 TMSPM의 그라프트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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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된 IEC값으로 유도된 제조된 막의 그라프트율 보정선

표 2. 측정된 IEC값으로 유도된 styrene(St)의 그라프트율과 TMSPM의 그라프트율



- 410 -

- 그림 4에서는 ETFE-g-PSSA/TMSPM 막의 전체 그라프트율의 변화에 따른

(a) 함수율 변화와 (b) 치수변화를 나타내었다. 같은 단량체 조성

(St/TMSPM, v/v)에서 함수율과 치수변화는 전체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체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술폰산

작용기가 증가하고 증가된 술폰산 작용기가 높은 함수율과 치수변화를 야기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TMSPM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함수율과 치수변

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MSPM의 함량의 증가로 인한

가교구조의 증가로 함수율 및 치수변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ETFE-g-PSSA/TMSPM (5/5, v/v)에서는 치수변화가 40%이하로 감소하여

치수안정성의 향상을 보였고, 함수율도 45%이하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a)

(b)

그림 4. 그리프트율에 따른 ETFE-g-PSSA/TMSPM 막의 (a) 함수율 (b) 치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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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ETFE-g-PSSA/TMSPM막에서의 전체 그라프트율에 따른 수소이

온전도도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전체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IEC,

함수율, 치수안정성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같은 단량체 조성에서 전체 그라프

트율이 증가할수록 수소이온전도도가 증가하고 TMSPM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수소이온 전도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IEC 및 함수율의 결과

와 일치하는데 술폰화 작용기가 증가하게 되면 IEC가 증가하고 증가된 술폰

화 작용기는 함수율을 증가시켜 수소이온의 이동이 보다 더 원활해지기 때문

이다. 특히 단량체 조성비 (St/TMSPM, 5/5, v/v)로 제조된

ETFE-g-PSSA/TMSPM막은 치수변화가 40%이하이며 함수율이 45%이하로

낮은 반면에 수소이온전도도가 0.08 S/cm이상으로 나피온 (Nafion 212: 0.08

S/cm) 보다 높은 수소이온전도도를 보였고 ETFE-g-PSSA/ TMSPM 막이

단량체조성 (St/TMSPM 5/5 v/v)에서 최적화된 조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그리프트율에 따른 ETFE-g-PSSA/TMSPM 막의 수소이온 전도도

- 표 2에서 유사한 styrene( St)의 그라프트율을 가지지만 다른 함량의

TMSPM이 그라프트되어 제조된 연료전지막을 선정하여 화학적 안정성 평

가를 하였다. 선정된 ETFE-g-PSSA/TMSPM막은 단량체/아세톤 용매의

비가 30/70 (v/v), 단량체 (St/TMSPM) 조성비가 10/0 (v/v), 조사선량이 5

kGy로 제조된 ETFE-g-PSSA막 (styrene 그라프트율: 35%, TMSPM 그라

프트율: 0%)과, 단량체/아세톤 용매의 비가 40/60(v/v), 단량체(St/TMSPM)

조성비가 7/3 (v/v), 조사선량이 10 kGy로 제조된 ETFE-g-PSSA/TMSPM

막(styrene 그라프트율: 36%, TMSPM 그라프트율: 15%), 그리고 단량체/아

세톤 용매의 비가 40/60 (v/v), 단량체 (St/TMSPM) 조성비가 5/5 (v/v), 조

사선량이 40 kGy로 제조된 ETFE-g-PSSA막 (styrene 그라프트율: 39%,

TMSPM 그라프트율: 30%)이다. 그림 6은 선정된 막의 라티칼 생성 조건에

서의 화학적 안정성을 보여 주고 있다. 스틸렌 술폰산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연료전지막이 연료전지에 적용되어 구동될 경우 HO․과 HO2․ 라디칼에

의한 공격을 받아 그라프트 사슬이 분해를 일으켜 효율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6에서는 TMSPM의 그라프트율이 높을수록 라디칼에 의

한 연료전지막의 분해되는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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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 막이 TMSPM의 sol-gel 가교에 의해서 가교구조를 형성하여 막 내부

로 HO․라디칼의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과 가교된 사슬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라디칼과 반응해야 하는 요인으로 인하여 높은 화학적 안정성

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6. TMSPM 그라프트율에 따른 화학적 안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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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마선 동시조사방법을 이용한 silane-crosslinked ETFE-g-PS

/PTMSPM 연료전지막의 제조 및 연료전지 성능평가

(1) 연구 수행 방법

(가) 시료준비

- ETFE 필름은 ASAHI GLASS사의 50 μm 두께의 필름을 사용하였고, 단량

체로는 99% 이상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스타이렌 (Styrene[St]: Aldrich)과

3-(트리메톡시실릴)프로필 메타아크릴레이트 (TMSPM: Aldrich)를 사용하였

다. 용매로는 아세톤, 1,2-디크로로에탄 및 THF는 regent grade를 사용하였

다.

(나) 방사선 그라프팅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 중 하나인 동시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술

폰산기의 도입과 가교구조의 도입이 가능한 고분자 사슬들이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을 제조하였다(그림 1). 4 cm × 20 cm 준비된 ETFE 고분자 필름

을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건조한 후 아래 표 1과 같이 다양한 부피 분율을 가

지고 있는 St/TMSPM/acetone 용액에 담근다. 이렇게 ETFE 필름이 담겨져

있는 용액에서 잔류해있는 산소 및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기 위해 30 분간

질소를 불어넣어준 후 60Co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2 kGy/h의 조사

선량으로 표 1과 같이 다양하게 조사하였다. 방사선 조사된 용액에서 그라프

트된 ETFE 필름을 빼내서 THF 용매로 세척하여 잔류하고 있는 스타이렌 단

량체 및 올리고머 등을 제거하였다. 세척된 필름을 진공오븐을 이용하여 80
oC에서 12 시간 동안 진공·건조 하였다.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의 그라프트율

(DOG)은 아래에 나타낸 식(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DOG(%)=[(Wg － Wo)/Wo] × 100 (1)

여기서, Wo는 방사선 그라프트 전의 ETFE 필름의 무게이며, Wg는 그라프트

된 ETFE 필름의 무게이다.

표 1. 단량체 /용매 조성비, St/TMSPM 조성비, 선량률 및 조사선량

No.
Monomer/ Solvent

(acetone) (v/v %)

Styrene/TMSPM

(v/v%)

Dose rate

(kGy/hr)

Absorption

dose (kGy)
1

40/60

10/0

2 kGy/hr

4
2 6
3 8
4 10
5

7/3

10

6 20
7 30
8 40
9

5/5

10
10 20
11 30

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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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ol-gel 가교 및 술폰화

- 동시조사로 제조된 ETFE-g-PS/PTMSPM 필름에 존재하는 실란 작용기를

이용하여 sol-gel 반응을 진행시켜 가교 구조를 형성시켰다(그림 2). sol-gel

방법은 1 M HCl 용액에 그라프트된 ETFE-g-PS/PTMSPM 필름을 담근 후

80 ℃ 24 시간 동안 반응시켜 그림 2와 같이 가교구조를 형성시킨다. 이렇게

제조된 silane crosslinked ETFE-g-PS/PTMSPM 필름을 증류수로 수회에

거쳐 세척한 후 진공오븐 80 ℃에서 12 시간 진공·건조 하였다. 건조된 silane

crosslinked ETFE-g-PS/PTMSPM 필름을 chlorosulfonic

acid/1,2-dichloroethane (2:98 v/v) 혼합용매 안에 넣어 12 시간동안 술폰화

반응을 실시하였다. 술폰화 반응이 끝난 후 술폰산 작용기를 도입하기 위해

70 oC 증류수에 담가 3시간동안 필름을 가수분해 하였다. 이 후 술폰화된

silane crosslinked ETFE-g-PS/PTMSPM 필름을 증류수로 수회 세척 후 60

℃ 진공오븐에서 진공·건조하여 술폰산 작용기가 도입된 막을 제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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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R 분석

- 그라프트된 ETFE-g-PS/PTMSPM 필름을 사용하여 sol-gel 가교 및 술폰화

를 진행시킨 유·무기 복합 막을 제조한 후 적외선 스펙트럼(FT-IR

spectrometer, Brucker, Tensor-37)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가교 반응의 유무를

관찰하였다.

(마) 이온교환용량 (Ion Exchanging Capacity) 측정

- 제조된 ETFE-g-PSSA/ PTMSPM막의 이온교환용량을 중화·적정 방법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1.0 M NaCl 수용액에 제조된 필름을 담근 후 24 시간 동

안 중화 시킨다. 그리고 중화 반응이 끝난 NaCl 수용액 안에 생성된 HCl의

양을 0.1 M NaOH 수용액으로 적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HCl 양을

아래에 나타낸 식 (2)을 이용하여 IEC를 계산 하였다.

IEC(meq/g) = N × Y / Wo (2)

여기서, N (molL-1)은 적정한 NaOH의 노르말 농도 이고, Y (mL)는 소모된

NaOH의 양이며, Wo (g)는 시료의 건조 무게이다.

(바) 치수 안정성 (Dimensional Stability) 및 함수율 (Water Uptake) 측정

- 제조된 ETFE-g-PSSA/PTMSPM막을 3 cm × 3 cm로 준비하여 상온에서 증

류수에 24 시간 동안 담근 후 충분히 수화된 막의 면적 및 무게를 측정하였

다. 수화된 막의 면적과 건조된 막의 면적을 식 (3)을 이용하여 치수 안정성

을 측정하였다. 이 식에서 AW는 물을 함유한 막의 면적이고, AO는 건조된 막

의 면적을 나타낸다.

Dimensional Stability(%) = (AW– AO) × 100 / AO (3)

한편, 건조된 필름의 무게와 수화된 필름의 무게차이를 이용하여 함수율을 측

정하였다. 아래에 나타낸 식 (4)는 함수율 계산 방법이다.

Water Uptake(%) = (WW– Wo) × 100 / Wo (4)

여기서, WW (g)는 물을 함유한 막의 무게이고, Wo (g)는 건조된 막의 무게를

나타낸다.

(사) 수소이온전도도 (Proton Conductivity) 측정

- 제조된 막의 동일한 면에 백금 (Pt) 탐지침을 4 mm 간격으로 접촉시키고

Solartron사의 SI1260을 사용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한 후 식(5)을 이용하여 수

소이온전도도를 계산하였다.

σ = W / R × d × l (5)

위 식에서 σ (S/cm)는 수소이온전도도, W (cm)는 기준 탐지침 사이의 거리,

R (Ω)은 임피던스 측정 시 고주파 영역에서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없어지는 지

점의 옴저항(ohmic resistance)을 의미하며, d (cm)는 막의 두께, l (cm2)은 막

의 넓이를 의미한다. 이때, 제조된 막은 증류수에서 24시간 동안 충분히 수



- 416 -

화한 후 수소이온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아) 기계적 성질 (Mechanical properties)

- 제조된 ETFE-g-PSSA/PTMSPM막의 기계적 물성은 INSTRON series

IX(Instron Co., Universal Testing System Model 4400)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시편은 ASTM 규격에 따른 비율 (5.3 mm × 31 mm)로 준비하였다.

실험은 상온에서 실시하였으며 변형속도는 50 mm/min으로 선정하여 인장강

도 (tensile strength), 파단 연신율 (break elongation), 모듈러스(modulus)를

구하였다.

(자) 열 안전성 및 열적성질 측정

- St/TMSPM 의 부피비에 따른 Crosslinked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TA

Instrument사의 SDTQ600을 사용하였다. 약 10 mg 의 시료를 이용하였으며,

필름에 잔류해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150 ℃까지 10 ℃/min의 승온

속도로 온도를 올린 후 필름의 온도를 40 ℃까지 식힌 다음 질소 기류 아래

에서 10 ℃/min의 승온 속도로 650 ℃까지 측정하였다.

(차) MEA (Membrane Electrode Assmblies) 제조 및 PEMFC single cell

performance

- 백금/탄소 촉매를 5 wt% Nafion 용액에 분산시켜 제조한 catalyst 잉크를 이

용하여 catalyst coated membrane (CCM) 방법으로 MEA를 제조하였다.

CCM방법 중 스크린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 제조된 MEA와 CNL에서 제조한

single cell 모듈을 이용하여 cell performance용 single cell을 제조하였다. 이

렇게 제조된 single cell을 100% 습도 조건 아래에서 각각 60 oC 및 80 oC로

측정 온도를 고정 시킨 후 SMART PEMFC test system (WonATech)을 이

용하여 cell performance를 측정하였다. 이때 음극 (anode) 방향으로 수소 가

스를 100 mL/min으로 주입하였으며, 양극 (catode) 방향으로는 산소 가스를

100 mL/min으로 주입하였다. 이렇게 실시한 single cell performance 결과를

I-V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2) 결과 및 고찰

- 표 2는 다양한 그라프트 조건에 따라 제조된 연료전지막의 그라프트율 및

IEC 값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연료전지막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라

프트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래 표 2에서 제조된 그라

프트 필름 중 비슷한 IEC 값을 가지는 샘플 3, 6. 12를 선택하여 막의 기본

물성을 측정하였다. 샘플 3의 IEC 값은 2.17 meq/g로 측정되었고 이론 IEC

값의 87% 정도 값을 가지고 있어 스타이렌 단량체의 87%정도가 술폰산 그룹

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St/TMSPM (7/3) 조성으로 그라프트

된 필름들 중 샘플 6의 경우에는 IEC 값이 2.13 meq/g이고 전체 그라프트된

사슬의 무게의 약 72% 정도만이 술폰화 그룹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St/TMSPM (5/5) 조성으로 그라프트된 필름들 중 샘플 12의 경

우에는 IEC 값이 2.04 meq/g이고 전체 그라프트된 사슬의 무게의 약 67% 정

도만이 술폰화 그룹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단량

체 함량에서 TMSPM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TMSPM단량체들의 그라프트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스타이렌

단량체가 TMSPM 단량체보다 우수한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 417 -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TMSPM의 사슬의 크기가 스타이렌 단량

체의 사슬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입체 장애로 인해 TMSPM 사슬의 그라

프트 반응이 일어 날 수 있는 확률이 스타이렌 단량체 보다 감소하기 때문

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표 2. 술폰화된 ETFE 막의 술폰화 정도 및 IEC 값

No.

Monomer/

Solvent

(acetone)

(v/v %)

Styrene/

TMSPM

(v/v%)

Absorption

dose (kGy)
DOGT

Experimental

IEC value

(meq/g)

Theoretical

IEC value

(meq/g)

DOS

(%)

1

40/60

10/0

4 12.66 0.75 0.99 74.99
2 6 34.57 1.80 2.06 87.14

3 8 47.72 2.17 2.49 87.23
4 10 57.59 2.43 2.74 88.62
5

7/3

10 34.49 1.59 2.06 77.07
6 20 68.23 2.13 2.97 71.71
7 30 76.85 2.50 3.13 79.77
8 40 88.60 2.50 3.32 75.22

9

5/5

10 22.08 1.05 1.53 68.54
10 20 55.41 1.96 2.69 73.01
11 30 62.45 1.92 2.85 67.45
12 40 73.04 2.04 3.06 66.75

- 그림 3은 St/TMSPM로 그라프트된 ETFE 필름, 가교 및 술폰화된 필름들의

TGA (Thermogravimetic Analysis)를 측정한 것이다. St/TMSPM (10/0) 필

름의 TGA 곡선을 보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 단계의 분해 곡선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약 400 oC 부근에서 스타이렌

사슬이 분해로 인해 일어나며, 두 번째 단계는 약 500 oC 부근에서 ETFE 주

사슬의 분해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술폰화 된 St/TMSPM (10/0) 필

름의 TGA 곡선을 보면 세 단계의 분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분해는 스타이렌에 술폰화된 SO3H 가 분해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 사슬에 그라프트된 스타이렌의 분해에 의해서 나타난다. 마지막 분

해는 고분자 주 사슬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St/TMSPM을 혼합하여 그라

프트한 ETFE 필름의 TGA 분해 곡선을 보면 St/TMSPM (10/0)필름과 같이

사슬의 분해가 두 단계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TMSPM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인 열적 안정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

다. 한편 TMSPM 사슬의 실란 그룹을 가교시킨 ETFE 필름의 분해 곡선을

보면 순수 ETFE-g-PS/PTMSPM 필름에 비해 열적 안전성이 증가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수한 St/TMSPM (10/0) 필름 보다는 열적 안

정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교 후 술폰화된

ETFE-g-PS/PTMSPM 필름들의 TGA 곡선을 보면 술폰화된 St/TMSPM

(10/0) 필름과 비슷하게 세 단계로 사슬의 분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교된 유·무기 복합 막을 제조하더라도 열적

안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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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사선 조사 방법으로 제조된 유·무기 복합 막의 TGA곡선

- 그림 4은 ETFE, ETFE-g-PS/TMSPM 및 가교된 ETFE-g-PS/TMSPM 필

름에 대한 IR 스펙트럼 결과이다. ETFE-g-PS/TMSPM 필름의 IR 결과를

보면 순수한 ETFE 필름에서 관찰되지 않는 830 cm-1 에서 TMSPM에 존재

하는 -OCH3의 진동으로 인한 피크를 관찰할 수 있으며, 800~680 cm-1 부근

에서는 스타이렌에 존재하고 방향족 고리에 mono 치환기에 의한 out of

plant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크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Si-O로 진동으로 인

해 나타나는 피크가 910 cm-1 부근에서 관찰되었다. 한편 가교된

ETFE-g-PS/TMSPM 필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실란 그룹이 가교되면서 사

라지는 -OCH3 그룹의 피크가 830 cm-1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ol-gel 반응으로 인해 실란 그룹의 가교가 잘 이루어진

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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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TFE, ETFE-g-PS/TMSPM 및 가교된 ETFE-g-PS/TMSPM 필름의 IR

스펙트럼

- 그림 5는 TMSPM의 함유량에 따른 ETFE 필름의 인장응력에 대한 필름의

변형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St/TMSPM (10/0)은 최고 인장강도가 약 47

MPa정도였으며, 필름의 인장율은 약 250%정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편, TMSPM을 첨가한 St/TMSPM (7/3) 필름의 최고 인장강도가 48 MPa정

도로 St/TMSPM (10/0)와 비슷한 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인장율은 약

208% 정도여서 약 83%로 감소하였다. St/TMSPM(5/5)은 50 Mpa정도에서

최고 인장응력을 갖으며 인장률 159%정도에서 사슬파괴가 일어난다. 이 결

과를 통해 TMSPM을 첨가하여 가교시킨 필름은 점점 더 강도가 증가하지만

인장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TMSPM의 실

란 그룹이 가교되면서 사슬의 움직임이 감소하여 경직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

라 가교 구조를 가지는 사슬에 의해서 신장율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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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량체(St/RMSPM) 조성비에 따라 제조된 연료전지막의 응력-변형율곡선

- 일반적으로 일정한 양의 수분 흡수는 이온 회합체들간의 채널 형성에 영향을

주어 수소이온 전도도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너무 많은 수분 흡수는 치수 안

정성이 감소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계적 물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된다. 따라서 흡수율과 치수 안정성 측정은 연료 전지막에서는 매우 중요

한 실험이다. 그림 6은 TMSPM의 함유량에 따른 술폰화된 ETFE필름의 (a)

함수율 및 (b) 치수 안정성을 IEC 변화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 결과 IEC값

이 증가함에 따라 함수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술폰산 그룹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 무게당 수분과의 결합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IEC 값에 따라 치수 안정성

변화에 대한 결과를 보면 IEC 값이 증가함에 따라 막의 넓이가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위 면적당 수분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어 막의 넓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한편 같은 IEC에서 TMSPM

함유량에 따른 흡수율을 관찰해 보면 TMSPM이 30% 첨가된 경우 흡수율이

증가하고 TMSPM이 50%로 첨가된 경우 흡수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함유량이 30% 미만인 TMSPM이 ETFE 필름에

그라프트 되면 ETFE 사슬의 무정형 영역에 존재하게 되는 자유 부피가 증

가하게 된다. 소량의 TMSPM이 그라프트를 이루고 있어도 실란 가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잔류하고 있는 하이드록시 실란에 수분이 수소 결

합을 가지게 되어 더욱 많은 수분을 막이 흡수하게 된다. 또한 TMSPM이

30% 이상 첨가하게 되면 실란 가교가 치밀하게 일어나게 되어 서서히 자유

부피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수소 결합을 가질 수 있는 하이드록시 실란 그룹

이 감소하게 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유사한 IEC를

갖는 유무기 복합연료전지막에서 St/TMSPM의 함량비가 5/5 조성으로 제조

된 연료전지막의 함수율과 치수변화가 50% 이하와 40% 이하로 다른 조성으

로 제조된 막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따라서 TMSPM을 50% 이상 첨가하여

가교 구조를 가지는 유·무기 복합 막을 제조하게 되면 보다 우수한 치수 안

정성 및 낮은 흡수율을 가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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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EC에 따른 ETFE-g-PSSA/PTMSPM 막의 (a) 함수율 (b) 치수변화

- 그림 7은 TMSPM의 함유량에 따른 수소이온 전도도(proton conductivity)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연료 전지막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소이온

전도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 및 수소 이온의 움직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

어나는 현상이다. 한편 TMSPM 함유량이 30%로 증가 하였을 때 가장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지는데 이러한 이유는 앞의 IEC 결과에서 언급한 것과 같

이 Sol-gel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잔류해 있는 하이드록시 실란 그룹의 함

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또한 TMSPM

함유량이 50%로 증가하였을 경우 30%와 같은 하이드록 실란 그룹에 의해서

TMSPM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연료 전지막 보다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지

고 있다. TMSPM 함유량에 따라 제조한 연료 전지막 3종류 모두가 상온에

서 수소이온전도도 0.1 S/cm 이상 이였으며, 고온 수소이온전도도 0.2 S/cm

이상을 이였다.

그림 7. TMSPM 함유량에 따른 ETFE-g-PSSA/PTMSPM 막의 수소이온 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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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는 TMSPM의 함유량에 따른 ETFE 막으로 제조한 MEA의 성능을 60
oC측정하여 나타낸 전류-전압 곡선이다. 단위전지의 측정결과 미국 에너지국

(Department of Energy, DOE) 0.6V 기준으로 St/TMSPM (7/3)의 전류밀도

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St/TMSPM (10/0)은 831 mA/cm2, St/TMSPM

(7/3)의 전류밀도 값은 906 mA/cm2 및 St/TMSPM (5/5)은 629 mA/cm2 으

로 각각 관찰되었다. 또한 각 조성별 최대 power density를 보면 St/TMSPM

(10/0)은 703 mW/cm2, St/TMSPM (7/3)은 654 mW/cm2 및 St/TMSPM

(5/5)은 523 mW/cm2로 St/TMSPM (7/3) 조성에서 가장 높은 power density

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60 oC에서 구동할때에는 TMSPM이 30%인 경우

가장 우수한 single cell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앞

의 수소이온 전도도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수분 흡수로 인한 cell 성능의

저하는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음을 치수안정성 및 흡수율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그림 9는 80 oC에서 TMSPM의 함유량에 따른 ETFE 막

의 전압에 대한 전류 곡선을 나타낸 결과이다. 80 oC 역시 0.6 V에서

TMSPM 30% 막이 가장 우수한 전류 밀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전압이 0.5 V

미만에서 부터는 전류 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관찰한 수분 흡수로 인한 치수 안정성 및 흡수율 결과

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흡수율이 증가로 인하여 막의 기계적 강도가 급격

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TMSPM을 50% 첨가한 경우

에는 60 oC 와 80 oC의 전류 밀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흡수율이 높은 온도에서 single cell 성능에 가장 큰 영

향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림 8. 60 ℃ 온도에서 TMSPM의 함유량에 따른 ETFE-g-PSSA/PTMSPM 막의

single cel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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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80 ℃ 온도에서 TMSPM의 함유량에 따른 ETFE-g-PSSA/PTMSPM 막의

single cel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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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선 조사를 이용한 연료전지용 유/무기 복합막 제조

- 일반적으로 수소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은 고분자 주쇄에 음전하를 띈 작

용기가 있는 고체 고분자전해질이다. 이러한 고분자전해질은 수분이 흡수되지

않으면 상당히 강직하여 매우 낮은 이온 전도도를 보인다. 하지만 수화된 고

분자전해질의 수소이온 전도도는 물의 함량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10-2 ~

10-1 S/cm 의 전도도를 가진다.

표 1. 수소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막의 핵심 요구 물성

요구물성 특징

낮은 전기 저항성
이온교환능과 수분의 함량을 높이고 막의 두께를 감소시켜 
전기저항성을 줄일 수 있다.

음이온 및 비이온
화 분자들에 대한 
높은 선택도

물의 팽윤에 따라 감소하며, 따라서 전도도와 선택도를 조
절함에 의해 최적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계적 강도와 화
학적 안정성

산화물(oxide)의 존재에 장기간 안정성이 요구된다.

- 이러한 수소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막은 초기에 전극에서의 부반응을 막

아 전기합성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기화학 반응에서 전지의 분리막으

로 사용되었다. 과거에 asbestos와 같은 무기재료만이 사용되던 것이 현재는

복합재료에서 유기 이온 교환막으로까지 그 소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

한 분리막들은 이온 혹은 수소이온 (양성자, proton) 전도도가 필요한 모든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소이온 전도도는 음전하기의 운동성이 수분

의 함량에 따라 증가될 수 있는 술폰산 (-SO3H) 및 카르복실산 작용기

(-COOH)의 존재로 인해 고분자 주쇄의 이온기를 통해 발생한다. 이러한 수

소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막에서 필요한 주요 특성은 표 1과 같다.

그림 1. Schematic diagram of Nafion / inorganic composit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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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부직포 (non-woven) 기재에 Al2O3와 poly(vinylidene fluoride

hexafluoropropylene) (PVDF-HFP) 고분자바인더를 이용하여 알루미나 복합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이후 플라즈마 조사를 통하여 제조된 소수성의 복합 분

리막을 친수성으로 개질하고 Nafion 용액을 함침시켜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

키는 한편 분리막의 제작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였다(그림 1).

- 고분자 기재로 사용된 non-woven matrix는 그림 2 와 같이 두께가 20 ㎛ 이

하이고 20 N/cm2 범위의 기계적 강도 (mechanical strength)와 낮은 연신율

(elongation)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열 수축율 (thermal shrinkage)로 200 °C

이상의 온도까지 견딜 수 있다. 또한 약 20∼100 ㎛ 크기의 균등한 기공

(pore) 분포, 55∼65%의 기공도 (porosity)를 가져 Nafion resin이 함침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다. PVDF-HFP는 고분자 바인더로써 Al2O3와 같

은 ceramic 나노 입자를 non-woven위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2. Non-woven SEM image (x100)

- 하지만 이렇게 제조된 무기물 복합 분리막은 강한 소수성을 지니고 있다. 소

수성은 Nafion용액이 제조된 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pore로 침투하기 힘들게

만들뿐만 아니라 수소이온을 전달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물에 대한 젖음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학적

처리 (chemical treatment), 화염 (flame) 처리, 코로나 (corona) 처리, 플라즈

마 (plasma) 처리, U.V. 처리, 전자선 처리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 중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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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감마선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높은 선량율을 얻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전자빔 조사에는 전자가속기가 사용된다. 전자가속기란 말 그대로

전자를 가속시키는 장치이다. 전자는 대부분 원자에 속박되어 움직이지 않는

데 이것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높아져서 진공 중으로

튀어 나오게 된다. 이 전자는 에너지가 낮아서 느리게 움직이는 전자에 에너

지를 주어 빛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가속기이다. 전자가속기

로 전자빔을 쪼이면 길게 늘어선 고분자들이 더욱 단단하고 치밀하게 결합되

어 우수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물질이 탄생한다. 고분자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라디칼 (radical)이 생성되고, 이들 라디칼에 중합성 폴리머를 접촉

시키면 새로운 중합반응이 일어나 가지 (branch)가 생성된다. 이때 조사에 의

해서 라디칼을 생성시키는 고분자를 골격고분자라 하고, 새로운 중합에 의해

서 생성된 가지 (branch)를 가지고분자라 한다. 이 그라프트 고분자는 골격

고분자 및 가지고분자를 모두 갖게 되기 때문에 고분자 개질의 유효수단이 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선 처리 공정에서 일어나는 피처리물의 친수성 표

면개질은 활성종이 고분자 표면과 반응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로서 카보닐

(carbonyl), 카복실 (carboxyl), 하이드록실 (hydroxyl), 알데하이드

(aldehyde), 아민 (amine) 등의 기능성 그룹이 피처리물의 표면에 생성되며,

본 실험에서는 혼합기체 (air)를 활성종으로 사용하여 알루미나 복합 분리막에

친수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 후 Nafion용액을 위 분리막에 함침시킨 후

완성된 강화복합막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1) 연구 수행 방법

- 본 실험에서는 계면활성제 (surfactant)를 첨가제 (additive)로 화학적으로 결

합시킨 계면접착 촉진 (coupling agent)된 50 nm Al2O3 (BUEHLER Co.), 400

nm Al2O3(AES-11, Sumitomo cheml Co.)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계면활성제

(surfactant)인 3-(Trimethoxysilyl) propylmethacrylate (TMSPMA, Aldrich)

와 50 nm 및 400 nm Al2O3을 용매 Xylene과 혼합하여 120 ~ 150 °C 사이의

온도로 24 시간 중탕하여 얻었다. PVDF-HFP powder (KYNAR FLEX

2801-00, Atochem. Co.)는 acetone을 용매로 사용하여 5 wt% PVDF-HFP

solution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형물은 15 wt%를 유지하는 전체 solvent 값

을 정한 후, 고형물인 Al2O3와 PVDF-HFP를 질량비 95대5로 acetone과 혼합

하여 3 시간 동안 300 RPM으로 교반 시킨 후 ultrasonic cleaner (powersonic

405, Hwashin Tec. Co.)로 10분정도 분산시켜 슬러리 형태의 혼합물을 만들

었다. Coating은 습도가 40%미만인 실내 공간 (chamber)에서 non-woven 기

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dip-coating 하였다. 이 후, 전자

선 (e-beam)을 10 kGy/pass가 되는 전자가속기 (Electron Accelerator)안에서

100 kGy로 조사하였다.

- 현재 시판되고 있는 나피온 용액 (Nafion® perfluorinated resin solution, 5

wt.% in lower aliphatic alcohols and water, contains 15-20% water,

aldrich)은 나피온 고분자가 용액 내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나피온 용액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무

기 복합 분리막의 pore에 나피온 고분자가 함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는 나피온의 주사슬과 보조사슬의 solubility parameter (δ)와 용액의 유전상

수(dielectric constant) 및 용해도 (solubility)와 크게 관련이 있다. 다양한

solubility parameter를 갖는 용액으로 실험한 결과 나피온 고분자가 뭉치는



- 427 -

현상(aggregation)은 2-propanol/water 용액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판되는 나피온 용액을 60 ℃의 진공오븐 (vacuum oven)에서 약 한

시간 동안 건조시켜 나피온 수지 (resin)을 얻은 후 2-propanol/water (4/1

wt. ratio) 용액에 12시간 이상 교반시켜 5 wt%

Nafion/2-propanol/water(2-propanol/water=4/1 in wt% ratio)용액을 제조하

였다. 제조된 용액을 무기물 복합 분리막에 dip-coating하여 80 ℃에서 건조

시켜 나피온 수지(resin)을 함침시킨다. 위 코팅 과정을 4~5회 반복하여 나피

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을 제작하였다.

- 전자선으로 조사된 무기물 복합 분리막과 나피온 용액으로 코팅된 나피온/무

기물 복합 분리막의 표면 (morphology)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JSM 7000F, JEOL Co.) 통해 관찰하였다. 나피온/무기

물 복합 분리막의 수소이온 전도도 (proton conductivity)는 4-probe 방법을

이용하여 1 kHz에서 100 kHz까지의 주파수(frequency) 상태에서 ac

impedance spectroscopy (Zahner, Germany)로 30 ℃, 50 ℃, 70 ℃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이온전도도 (σ)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전극간의 거리 (L), 분리

막의 두께 (T), 분리막의 너비(W)와 분리막의 저항(R) 값으로 구하였다.

σ(S/cm)=
L

RWT

- 또한 젖음성 (Water Uptake, ΔW)은 나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을 하루 동안

deionized water에 넣은 후 측정한 무게(W1)와 12 시간 동안 진공오븐에 건조

한 분리막의 무게(W2)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ΔW(wt%)=
W1-W2

W2

×100

- 분리막 자체의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hermogravimetic Analysis

(TGA, Seiko Exstar 6000, SEICO Inst.)를 측정 온도범위 20 ∼ 600 °C, 승

온속도 10 ℃/min로 N2 Gas가 채워진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 전극(electrode)은 carbon paper (TGP-H-090 toray paper 20% Wet proofing

30 cm × 30 cm, Japan)위에 carbon black(vulcan xc-72R)으로 gas diffusion

later (GDL)을 구성한 뒤 0.4 mg/cm2 Pt/C (Platinum, nominally 20% on

carbon black/5g/Alfa Aesar
®
)의 촉매를 담지하여 9 cm

2
의 크기로 제작하였

다. 제조된 나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을 양 전극사이에 샌드위치 시켜 13

0℃에서 10분 동안 30bar의 힘을 가해 압착하여 막전극접합체(MEA,

Membrane-electrode Assembly)를 제작하였다.

- 완성된 강화복합막을 사용한 연료전지의 출력밀도 (Power density)는

PEM/DM Hybrid fuel cell test system (WonAtech, Korea)를 이용하여 대

기압하에서 측정하였다. 연료와 산화제로 공급된 산소와 수소의 유속은 각

각 300 SCCM, 500 SCCM으로 고정하여 70 ℃에서 성능평가를 실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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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과  고찰

    - 그림 3 는 무기물 복합 분리막을 자선 처리하기  (왼쪽), 후 (오른쪽)의 

젖음성을 비교한 그림이다. 100 kGy로 자선 처리를 하 을 경우 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젖음성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에서 언 했듯이 

자선 처리를 통하여 친수성을 띄는 하이드록실 (hydroxyl), 카복실 

(carboxyl) 등의 기능성 그룹이 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표면에 생성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 자선 처리에 따른 알루미나 복합 분리막의 물에 한 젖음성의 변화; 

자선 처리  (좌측), 자선 처리 후 (우측)

    - 그림 4 에서 각각 50 nm, 400 nm, 50/400 nm (5/5 wt, ratio) Al2O3의 나노 

입자를 코 한 무기물 복합 분리막을 라즈마 처리하기 /후의 

morphology를 SEM image를 통해 살펴보았다. SEM image를 통하여 무기

물 나노입자의 크기가 무기물 복합 분리막 pore의 크기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즈마 처리가 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구조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분자 해질 용액을 지지체에 

함침시켜 강화복합막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void가 형성되는 문제, 지지체와 

고분자 해질 용액과의 친수성 차이에 의한 계면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

는 강화복합막 제작에 있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그

림 5 을 통해 무기물  복합 분리막이 나피온 수지로 함침된 후의 SEM 

image를 통해 나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표면에서 void가 형성되지 않음

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피온 수지가 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pore

속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표면 에 고르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6은 본 실험에서 제조된 나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열  안정성 

(Thermal stability)을 확인 하고자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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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Nafion-212 막은 유리 이온도인 103 ℃부

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290~400 ℃에서 술폰산기의 탈황  산화가 일

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400~470 ℃에서 보조사슬의 분해, 470 ℃에서 주사

슬의 분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무기물 복합 분리막과 나

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은 380 ℃에서 처음 질량의 변화가 시작 되었고 측

정이 완료된 600 ℃에서는 50% 이상 분리막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지지체로 사용된 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복잡한 기공구조가 나피

온을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TGA분석을 통해 

뛰어난 열 안정성을 지닌 알루미나 복합 분리막의 특성이 나피온을 함침시

킨 이후에도 그 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자선처리에 따른 무기 나노 복합막의 SEM image; 

자선 처리  (좌측), 자선 처리 후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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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5 wt% Nafion/2-propanol/water (2-propanol/water=4/1, w/w) 용액으로 

dip coating 한 후의 나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SEM image

    - 표 2 은 무기물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른 나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이온

도도를 30 ℃, 50 ℃, 70 ℃에서 각각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에서 50/400 nm (5/5 wt, ratio) Al2O3 무기물 나노입자를 사용한 나피온/무

기물 복합 분리막의 이온 도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

로 다른 크기의 50 nm와 400 nm Al2O3 가 복잡한 구조의 pore를 생성하여 

나피온의 함침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다시 말하면, 400 

nm Al2O3와 50 nm Al2O3가 혼합된 무기 나노 복합 분리막의  여러 효과는 

다음과 같다. 400 nm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50 nm 입자가 채워 주면서 표

면 을 극 화시켜 많은 나피온 수지를 채울 수 있는 높은 기공도와 균일한 

기공크기 분포를 나타내면서 수소 이온의 이동에 용이한 연속된 구조를 지녀 

우수한 이온 도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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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afion-212, 무기물 복합 분리막 (50/400 nm Al2O3), 나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Thermogravimetic analysis (TGA) curves

표 2. 무기물 나노 입자 크기에 따른 나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Thickness

(um)

Proton conductivity

(10-3S/cm)

Room Temp. 50 ℃ 70 ℃

50 nm 35 52.81 70.37 90.41

400 nm 37 37.43 47.84 60.73

50/400 nm 35 70.55 121.58 173.16

Nafion-212 60 88 148 196



- 432 -

그림 7. 나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 (50/400 nm Al2O3)의 polarization curves

- 하지만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지지체로 사용된 무기물 복합 분리막의 친수성

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나 코팅층의 dense한 표면구조는 지지체

내부의 친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 점은 나피온resin의 침투를

어렵게 만들고, 상당한 두께의 알루미나 코팅층으로 인해 결국 완성된 강화복

합막의 두께 또한 두꺼워지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그림 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Nafion-212를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낮은 전력 밀도값을 보여

준다.

마. 화학기상증착법 (CVD)과 다공성 PVDF-HFP지지체를 이용한 유무기 복합

막의 제조 및 물성 향상

- 최초로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PEMFC)를 사용한 것은 1960년대 중반에 미

국의 GE사로서 1 kW급 제미니 (Gemini) 우주선의 일차 전력원으로 시작되었

다. 그 당시 제미니에 장착된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는 고분자전해질로서 폴

리스티렌 술폰산 (polystyrene sufonic acid) 전해질이 사용되었고, 이 폴리스

티렌 술폰산은 연료전지내에서 분해가 일어나 성능과 수명은 그리 만족할 수

준이 아니었다. 두 번째 GE사의 PEMFC는 1969년도에 Biosatellite 우주선에

사용되었고, 이 때 사용한 고분자 전해질막의 소재가 요즘도 널리 사용되는

미국 Dupont사의 Nafion
®
이다. 이 때부터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성능과

수명은 나피온이 1968년 개발된 이후 괄목한 만한 성능 향상을 가져왔으며

Nafion-120에 의해 50000 시간 정도까지 연료전지의 성능 수명을 연장시키게

되었다.

- 하지만 지금도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조기 실용화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역시 고분자 전해질막이다. 대규모의 상업적 측면에서 보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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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습도와 고온에서 수분 함유량의 감소로 인한 이온전도도의 감소, 고온에서

의 화학적 안정성의 감소, 마지막으로 Nafion과 같은 불소계 고분자의 값비싼

비용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위한 한 방법으

로 다양한 다공성 지지체를 이용한 강화복합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논문기재에 알루미나와 PVDF-HFP고분자 바인더

를 사용한 무기물 복합 분리막을 지지체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알루미나 복합

분리막을 지지체로 이용하였을 경우 전자선조사를 통하여 지지체 내부까지

친수성의 향상이 어려워 결국 연료전지의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발생한다.

그림 1. 전자선 처리한 Nafion/PVDF-HFP/SiO2 composite membrane 제조 공정

- 본 연구에서는 Phase Inversion방법을 통하여 저가의 PVDF-HFP 고분자를

다공성 구조를 갖는 박막으로 제조 후에 화학기상증착법 (CVD)를 이용하여

수 나노 수준의 SiO2 나노 입자를 지지체의 표면에 증착시켜 다공성 지지체

를 완성하였다(그림 1). PVDF-HFP 코팅층은 지지체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극반응시 발생하는 하이드로퍼옥시 라디칼

로 인한 지지체의 내구성 약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균일하게 증착

된 SiO2는 지지체의 친수성을 높여 연료전지용 고분자전해질의 침투를 용이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박막화에 따른 수소와 산소의 가스크로스오버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때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PVDF-HFP의 경우,

CVD과정에서 SiO2의 필름이 매우 불균일하게 형성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는 친수성을 갖는 SiO2의 전구체와 극소수성을 갖는 PVDF-HFP간의 표면성

질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된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에서

사용된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PVDF-HFP의 표면을 친수성을 갖게 만든 후

에 SiO2를 코팅하였을 때 매우 균일한 코팅층을 형성되는 것은 SEM으로 관

찰하였다. 이는 전자선 조사로 인하여 PVDF-HFP의 표면특성을 나피온이

침투가 용이한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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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수행 방법

- 본 실험에서 PVDF-HFP powder(KYNAR FLEX 2801-00, Atochem. Co.)는

acetone을 solvent로 사용하여 5 wt%를 유지하여 3 시간 동안 400 RPM으

로 교반시킨 후, non-solvent인 deionized water의 양을 2 wt%, 4 wt%으로

각각 상기 용액에 분산시켜 불투명한 형태의 혼합물을 약 3 시간 동안 교반

(stirring)시켜 주었다. Coating은 습도가 40%미만인 실내 공간 (chamber)에서

non-woven 기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solution mixture에 딥코팅(dip

coating)하였다. 코팅 후, 친수성을 부여하기 위해 e-beam irradiation 처리와

함께 화학기상증창법 (CVD)을 이용하였다. 전자선 (EB-Tech 2.5 MeV) 처리

는 공기 중에서 10 kGy/pass 선량률로 100 kGy로 시행하였다. 화학기상증착

법은 지지체로 사용되는 PVDF-HFP/non-woven matrix를 deionized water와

함께 80 ℃의 오븐에 넣어 H2O vapor를 지지체의 표면에 생성시킨 뒤 silicon

tetrachloride (Aldrich)의 증기를 지지체에 접촉시켜 SiO2 나노 입자를 생성시

키게 된다. 이 후 나피온 용액 (Nafion® perfluorinated resin solution, 5

wt.% in lower aliphatic alcohols and water, contains 15-20% water,

aldrich)용액으로 130 ℃의 핫플레이트 (hot plate)위에서 brush로 수 회 코팅

을 시켜 주었다.

- Non-solvent를 이용하여 코팅된 PVDF-HFP/Non-woven 지지체의 표면

(morphology)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SM 7000F, JEOL

Co.) 통해 관찰하였다. 지지체로 사용된 PVDF-HFP/Non-woven,

SiO2/PVDF-HFP/Non-woven의 접촉각은 drop shape analysis system

(Easy drop, KRUSS GmBH, Germany)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Nafion /

SiO2 / PVDF-HFP composite membrane 의 수소이온 전도도 (proton

conductivity)는 4-probe 방법을 이용하여 1 kHz에서 100 kHz까지의 주파수

(frequency)상태에서 ac impedance spectroscopy (Zahner, Germany)로 30

℃, 50 ℃, 70 ℃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이온전도도(σ)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

여 전극간의 거리(L), 분리막의 두께(T), 분리막의 너비(W)와 분리막의 저항

(R) 값으로 구하였다.

σ(S/cm)=
L

RWT

- 또한 젖음성(water uptake, ΔW)은 Nafion / SiO2 / PVDF-HFP composite

membrane을 하루 동안 deionized water에 넣은 후 측정한 무게 (W1)와 12

시간 동안 진공오븐에 건조한 분리막의 무게 (W2)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ΔW(wt%)=
W1-W2

W2

×100

- 전극은 carbon paper (TGP-H-090 toray paper 20% Wet proofing 30 cm ×

30 cm, Japan)위에 carbon black(vulcan xc-72R)으로 gas diffusion layer

(GDL)을 구성한 뒤 0.4 mg/cm2 Pt/C (Plantinum, nominally 20% on carbon

black/5 g, Alfa Aesar®)의 촉매를 담지하여 3 x 3 cm2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제조된 나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을 양 전극사이에 샌드위치 시켜 130 ℃에

서 10 분 동안 30 bar의 힘을 가해 압착하여 막전극접합체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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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Electrode Assembly)를 제작하였다.

- 완성된 Nafion / SiO2 / PVDF-HFP composite membrane을 사용한 연료전지

의 출력밀도 (Power density)는 PEM/DM Hybrid fuel cell test system

(WonAtech, Korea)를 이용하여 대기압하에서 측정하였다. 연료와 산화제로

공급된 산소와 수소의 유속은 각각 300 SCCM, 500 SCCM으로 고정하여 7

0℃에서 성능평가를 실행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 그림 2은 PVDF-HFP / Non-woven 지지체의 구조를 SEM image를 통해 살

펴본 것이다. PVDF-HFP는 solvent인 acetone에는 용해도가 높지만,

non-solvent인 물에 대한 용해도는 무척이나 낮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PVDF-HFP는 non-solvent가 보다 적은 쪽으로 용해되어 있게 된다. 강한 교

반(stirring)을 통해 non-solvent인 물을 고르게 분포시킨 후 모든 용매를 빠

르게 증발(evaporation) 시키면 SEM image와 같이 균일한 pore를 지니고 있

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phase inversion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다공

성 구조를 통해 Non-woven 지지체를 PVDF-HFP로 코팅하여 기계적 물성을

높이는 한편 나피온 수지의 함침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이 때 non-solvent인 물의 양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그림 2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PVDF-HFP 용액 중 물의 양이 6 wt%가 초

과할 경우 기공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곳곳에 커다란 macro-pore가 형성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기공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다공성지지체를

이용할 경우 균일한 두께의 강화복합막을 제작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

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PVDF-HFP 코팅 용액 중 non-sovent인 물의

양을 2 wt%와 4 wt%로 고정한 다공성 지지체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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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물의 양에 따른 다공성 구조를 보이는 PVDF-HFP 코 층의 SEM images; 

(a)2 wt% (b)4 wt% (c)6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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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VD 처리 (왼쪽)과 처리 후(오른쪽, 10회) PVDF-HFP / Non-woven 

지지체 표면의 구조(x 2000); (a), (b) 2 wt%; (c), (d) 4 wt% 

    - 실험과정  실리카 구체를 이용한 SiO2의 증착과정에서 발생하는 HCl 가

스가 다공성 지지체의 표면구조, 기공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험이 있기 

때문에 SEM image를 통해 지지체의 표면구조를 살펴보았다(그림 3). 하지만 

지지체의 표면에 SiO2를 증착한 이후에도 표면의 구조에 향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EM image만을 통해서는 SiO2의 증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수 없다. EDS분석을 통해 다공성 PVDF-HFP / Non-woven 지지체의 표

면에 SiO2의 증착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 다. 그림 4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 wt%의 물을 사용하 을 때와 4 wt%의 물을 사용하여 제작한 다

공성지지체에 모두 SiO2의 증착이 성공 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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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VD 처리 전(왼쪽)과 처리 후(오른쪽, 10회) PVDF-HFP / Non-woven

지지체 표면의 EDS spectrum; (a), (b) 2wt%; (c), (d) 4wt%

- 일반적으로 지지체의 표면에 SiO2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를 이용한 졸-겔법이 사용된다. 하지만 졸-겔법을 사용

할 경우 지지체의 표면에 SiO2가 고르게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

지체의 기계적 강도를 감소시키거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와 산소의 가스크

로스오버 현상을 개선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화학기상증착법을 이

용하였을 경우 지지체의 표면에 수나노 수준의 SiO2입자가 매우 고르게 증

착하였음을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균일하게 증착된 SiO2입자

는 그림 6와 같이 PVDF-HFP / Non-woven 지지체의 친수성을 향상시켰고

이러한 결과는 2 wt%의 물을 이용하였을 때와 4 wt%의 물을 이용한 지지

체를 사용하였을 경우 모두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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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VD 처리  (왼쪽)과 처리 후 (오른쪽, 10회) PVDF-HFP / Non-woven 

지지체 표면의 SEM image와 EDS element mapping; (a) SEM image, (b) EDS 

element mapping for the element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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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VD 처리  (왼쪽)과 처리 후(오른쪽, 10회) PVDF-HFP / Non-woven 

지지체 표면의 Contact angles; (a), (b) 2wt%; (c), (d) 4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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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VD처리에 따른 Nafion-212, Nafion/ SiO2/ PVDF-HFP membranes의 성능

Type
Water

content

CVD

Treatment

Average

weight of

coated

Nafion

(10-3 g/cm2)

Water

uptake

(ΔW, %)

Thickness

(μm)

Proton

conductivity

(10-3 S/cm)

Nafion/

SiO2/

PVDF-HF

P

membrane

s

2 wt%

- 12.94 9.2

27

7.81

5 cycles 2.33 9.5 7.74

10 cycles 1.86 7.9 8.03

4 wt%

- 2.51 18.7

27

15.3

5 cycles 2.31 19.1 16.2

10 cycles 2.16 25.2 19.4

Nafion-21

2
- - 13.18 6.68 50 88

- 표 1는 물의 양에 따라 다른 기공크기를 갖는 SiO2/ PVDF-HFP지지체를 이

용하여 강화복합막을 제작하였을 경우의 성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4wt%

의 물을 사용한 지지체를 이용하여 제작한 강화복합막이 2 wt%의 물을 사용

한 지지체를 사용한 강화복합막보다 water uptake, 수소이온전도도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는 기공의 크기에 단위면적당 함침된 나피온의 양의 차이

에 기인한다. 하지만 두 가지 형태의 강화복합막은 모두 Nafion-212막에 비해

낮은 수소이온전도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단위면적당 나피온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7-8은 Nafion-212막과 CVD 처리 횟수에 따른 Nafion / PVDF-HFP /

Non-woven composite membrane의 출력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와 같

이 2wt%의 물을 이용한 강화복합막을 사용하였을 경우 완성된 강화복합막

은 모두 Nafion-212막에 비해 낮은 출력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

라 CVD를 통하여 SiO2를 증착시킨 이후에 오히려 출력밀도가 저하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소 작은 기공의 크기로 인하여 SiO2가 지지체의 내부

까지 증착이 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나피온의 침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표면의 기공구조에 다량 증착된 SiO2
는 나피온이 함침될 공간을 차지하여 결국 전력밀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인

다. 반면 그림 8과 같이 4wt%의 물을 이용한 강화복합막의 경우 CVD를 통

하여 SiO2를 증착시킨 후 오히려 연료전지의 성능이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2wt%의 물을 이용한 지지체에 비해 큰 기공구조를 갖고 있어

지지체내부로 SiO2의 증착이 일어나 나피온의 침투가 보다 용이하게 일어났

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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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Nafion / SiO2 / PVDF-HFP membranes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Cell

voltage/power density vs current density for PEMFC ( Water content = 2 wt%)

그림 8. Nafion / SiO2 / PVDF-HFP membranes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Cell

voltage/power density vs current density for PEMFC ( Water content = 4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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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화학기상증착법(CVD)과 다공성 Non-woven지지체를 이용한 유무기 복합

막의 제조 및 물성 향상

- 본 장에서는 SiO2와 다공성의 논우븐 기재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강화복합

막을 제작하였다. 앞 장에서 사용된 다공성의 PVDF-HFP / non-woven 기재

와는 달리 논우븐 기재는 얇은 두께를 갖고 있어 박막화에 유리한 장점을 갖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십~수 백 마이크로미터(μm)의 기공크기를 갖는 특성

이 있다. 또한 뛰어난 열적 특성, 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연료전지용 강화복합막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물성을 지니고 있

다. 하지만 논우븐 기재의 강한 소수성은 연료전지용 고분자전해질의 침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논우븐 기재에 전자선을 조

사한 후에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수 나노 수준의 SiO2를 증착시켜 친수

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1) 연구 수행 방법

- 본 실험에서 non-woven 기재를 지지체로 사용하여 친수성을 부여하기 위해

e-beam irradiation 처리와 함께 화학기상증창법 (CVD)을 이용하였다. 전자선

(EB-Tech 2.5 MeV) 처리는 공기 중에서 10 kGy/pass 선량률로 100 kGy로

시행하였다. 화학기상증착법은 지지체로 사용되는 논문기재를 deionized water

와 함께 80 ℃의 오븐에 넣어 H2O vapor를 지지체의 표면에 생성시킨 뒤

silicon tetrachloride(Aldrich)의 증기를 지지체에 접촉시켜 SiO2 나노 입자를

생성시키게 된다. 이 후 나피온 용액 (Nafion® perfluorinated resin solution,

5 wt.% in lower aliphatic alcohols and water, contains 15-20% water,

aldrich)용액으로 130 ℃의 핫플레이트 (hot plate)위에서 brush로 수 회 코팅

을 시켜 주었다.

- Nafion / SiO2 / Non-woven composite membrane 의 수소이온 전도도

(proton conductivity)는 4-probe 방법을 이용하여 1 kHz에서 100 kHz까지의

주파수(frequency)상태에서 ac impedance spectroscopy(Zahner, Germany)로

30 ℃, 50 ℃, 70 ℃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이온전도도(σ)는 아래의 식을 이용

하여 전극간의 거리(L), 분리막의 두께(T), 분리막의 너비(W)와 분리막의 저

항(R) 값으로 구하였다.

σ(S/cm)=
L

RWT
- 또한 젖음성(water uptake, ΔW)은 Nafion / SiO2 / Non-woven composite

membrane을 하루 동안 deionized water에 넣은 후 측정한 무게(W1)와 12 시

간 동안 진공오븐에 건조한 분리막의 무게(W2)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으로 구

할 수 있다.

ΔW(wt%)=
W1-W2

W2

×100

- 전극은 carbon paper(TGP-H-090 toray paper 20% Wet proofing 30 cm ×

30 cm, Japan)위에 carbon black(vulcan xc-72R)으로 gas diffusion

layer(GDL)을 구성한 뒤 0.4 mg/cm2 Pt/C(Plantinum, nominally 20% on

carbon black/5 g, Alfa Aesar®)의 촉매를 담지하여 3 x 3 cm2의 크기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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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제조된 나피온/무기물 복합 분리막을 양 전극사이에 샌드위치 시켜

130 ℃에서 10 분 동안 30bar의 힘을 가해 압착하여 막전극접합체(MEA,

Membrane-electrode Assembly)를 제작하였다.

- 완성된 Nafion / SiO2 / Non-woven composite membrane을 사용한 연료전지

의 출력밀도(Power density)는 PEM/DM Hybrid fuel cell test

system(WonAtech, Korea)를 이용하여 대기압하에서 측정하였다. 연료와 산

화제로 공급된 산소와 수소의 유속은 각각 300 SCCM, 500 SCCM으로 고정

하여 70℃에서 성능평가를 실행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SiO2를 증착시키는 과정 중 발생하는 HCl가스에

의해 논우븐 기재의 표면 구조변화, 기계적 물성의 저하와 같은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EM 분석을 통하여 CVD처리 전/후 논우

븐 기재의 표면구조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논우븐

기재의 표면 구조, 기공의 크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하지만 SEM분석을 통해서는 SiO2의 증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을 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EDS 분석을 통하여 SiO2의 증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CVD처리의 횟수가 증가할 수록 증착되는

SiO2의 양이 증가하였음을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림 3의 EDS element mapping을 통하여 나노 수준의 SiO2 입자가 매우 고르

게 논우븐기재에 증착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자선 조사를 통해 친수성을 갖는 하이드록실기, 카복실기 등의 기능

성 그룹이 논우븐 기재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피처리물 즉, 논우븐기재의

표면에 형성된 친수성 그룹은 CVD 과정 중 발생하는 수증기를 매우 고르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고르게 분포된 물입자는 SiO2 형성을 위한

전구체로 사용된 silicon tetrachloride(SiCl4)와 반응하여 매우 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SiO2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SiO2입자들은 논우븐 기재의 표면 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기공을 갖는 논우븐 기재의 내부구조 속에 증착이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단위면적당 적은 양의

나피온을 함침하여 낮은 수소이온 전도도값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향상된

전력밀도를 나타내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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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VD 처리 (a)과 처리 후(b, 10회) Non-woven 지지체 표면의 구조(x300, 

x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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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VD 처리 전(a)과 처리 후(b, c) Non-woven 지지체 표면의 EDS

spectrum; (a) 처리 전, (b) 5회, (c)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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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VD 처리 전(왼쪽)과 처리 후(오른쪽, 10회) Non-woven 지지체 표면의

SEM image와 EDS element mapping; (a) SEM image, (b) EDS element mapping

for the element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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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VD처리에 따른 Nafion-212, Nafion/ SiO2/ Non-woven membranes의 성능

Type

CVD

Treatmen

t

Average

weight of

coated

Nafion

(10-3g/cm2)

Water

uptake

(ΔW, %)

Thickness

(μm)

Proton

conductivit

y

(10-3S/cm)

Nafion/

SiO2/

nonwoven

membranes

- 1.87 14.4

25

4.21

5 cycles 1.83 12.1 4.16

10 cycles 2.07 10.5 4.68

Nafion-212 - 13.18 6.68 50 88

그림 4. Nafion / SiO2 / Non-woven membranes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Cell

voltage/power density vs current density for PEMFC

-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무기물을 이용하여 소수성의 다공성 기재를 제조하

고 이 기재와 기존 Nafion 소재를 복합화 하는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다. 일반적으로 무기물 기반 다공성 소재 또는 고분자 기반 다공성 소재는

극소수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소수성 특성은 고분자 전해질막을 사용시

기계적 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특성이다. 하지만 친수성을

갖는 이온 전도성 고분자를 복합화시에 젖음 특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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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소수성

고분자의 표면성질을 개질함으로써 친수성 고분자와의 친화성을 높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자선 조사만으로 친수성을 향상시키기 어

려운 기재의 경우 CVD방법을 통하여 친수성을 갖는 SiO2 나노입자를 증착

시킴으로써 지지체의 표면 뿐만 아니라 내부구조의 친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작된 세 종류의 다공성지지체 중

SiO2를 증착시킨 non-woven을 지지체로 이용하였을 경우 단위면적 당 나피

온의 양이 기존에 사용되는 Nafion-212에 비해 1/6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 주었다. 반면 SiO2를 증착시킨 다공성의 PVDF-HFP를

지지체로 이용하였을 경우 Nafion-212와 비슷한 cell 특성을 보여주었지만,

PVDF-HFP 코팅층으로 인하여 전극 반응시 발생하는 하이드로퍼옥시 라디

칼에 의한 지지체의 내구성 저하를 방지할 수 점, Phase Inversion 방법을

통하여 지지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한 크기의 기공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은 SiO2 / PVDF-HFP 지지체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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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치료 유효 천연물선별

- 7종 이상

1) 동의보감, 본초학 등의 문헌을 통해 7종의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억제하는 유효 천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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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

물의 농도 및 성상에 따른 안정성 검증

20 100

특허 출원 1건,

논문게재 3편, 논

문 투고 1개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

이드로겔 합성

- 천연고분자 2종,

합성고분자 2종

1) 증류수, 메탄올, 에탄올, 혼합용매에 의한

수세, 추출법을 이용하여 PVA 정제

2) 방사선(감마선, 전자선)을 이용한 가교, 동

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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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도 및 겔화율, 팽윤도 등을 측정

5)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겔을 동결건조

하여 FTIR, DSC 분석

6) 글리세린, PEG,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가소

제를 첨가하여 하이드로겔의 물성과 효능

에 미치는 영향 평가

20 100

국내특허등록 1

건, 국외특허출원

3건, 논문 게재 2

편

하이드로겔용 막 합성

- 조사량효과, 고분자

농도 효과

1) HDPE, VLLDPE의 압출성형으로 막 제조,

기공형성제와 연신방법에 따른 기공도 조

절

2) HDPE, VLLDPE 막의 수분 투과도 측정

및 기공율 측정으로 하이드로겔 적용 가능

성 평가

3) 기공형성제의 함유량과 방사선 조사전후의

연신 방법에 따라 막의 기공율 및 기계적

강도의 변화 측정

4) 제조된 막을 하이드로겔에 적용하기 위한

HaCaT 세포주를 이용하여 독성 평가

30 100

특허출원 1개, 논

문게재 2편, 논문

투고 1편

고분자 전해질 겔 합성

- monomer 5종 이상,

전도도 2×10
-3
S/cm이상,

current o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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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100
특허출원 1건, 논문

게재 2편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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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온전도도 및 LSV 측정

6) 딥코팅시 습도조건에 따른 기공도 변화 및

이온전도도 측정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천연소재 약물이 함유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제조

1)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하이드로

겔을 제조하고 Nc/Nga 마우스에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여 치료 효능을 검증. 치료

과정 중 안와정맥 혈액 추출을 통해 면역

학적 기전과 혈액분석을 실시하고, 피부는

염색을 실시하여 조직학적인 관찰을 함.

2) 인체에 적용하기 위한 하이드로겔의 세포

독성 및 토끼를 이용한 안 독성 평가. 토끼

의 눈에 추출물을 삽입하고 독성여부를 평

가 함. 세포독성은 인간의 각질세포주와 섬

유아세포주를 이용하여 독성을 평가함.

3) 제조된 하이드로겔이 자체 접착력만으로

피부에 잘 부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형의 연구가 이루어짐. 최종 접착

성은 돼지의 피부를 이용하여 테스트함.

30 100

특허 출원 4건,

논문게재 2건, 논

문 투고 2건

(주)아가방앤컴퍼

니 기술이전 완료

하이드로겔과 수분증발

방지막의 접착기술

1) 하이드로겔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

어 일반 접착제로는 부착이 되지 않음. 방

사선 기술과 종래의 접착제를 이용하여 하

이드로겔이 잘 부착할 수 있도록 함.

2) 하이드로겔과 다양한 종류의 수분증발방지

막, 다양한 접착제 조성을 이용하여 접착

강도 및 수분 투과도를 측정함.

20 100

특허출원 1건, 논문

발표 2건, 논문 투

고 1건

이차전지용 막 개질 및

고분자 겔 전해질 제조

기술 개발

- 고온수축율 상용분리

막 대비 50%이상 향상,

유/무기 나노 복합 분리

막 2종이상 개발

1) impedence analyzer를 이용하여 제조된 전

해질막과 상용 PE 분리막의 이온전도도 및

LSV를 측정 비교하였음

2) 제조된 전해질막을 이용하여 coin cell를

제작 충방전기를 통해 C-rate 측정

3) 제조된 전해질막을 충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 방전 profile 확인

4) 유기물 혼합 PE separator 및 유기/무기

나노 복합분리막 제조

5) 100 cycle 충방전후 코인 외관 검사시 전

해액 누출 유무 코인셀 외관 검사

50 100
특허출원 2건, 논

문 게재 8편

총계 100 100

2. 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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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약물 함유 하이드로겔의

항알레르기성 약효검증

- 임상 50건 이상 수행

- 추출물 함유 하이드로

겔 3종 이상 : 치료효과

검증

1)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동물 모델을 이용한

하이드로겔의 효능 검증을 위하여 현재

1,100건의 동물 (Nc/Nga mice 600건,

Hairless mice 500건)을 사용하여 효능을 검

증함 (치료효능 85%)

2) 치료전과 치료중, 치료후 동물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중 염증 유발인자의 감소를

확인함.

3) 치료가 완료된 후, 마우스의 조직을 적출하

여 조직학적인 분석을 수행함. 수행결과 아

토피 피부염 치료용 하이드로겔이 각질세

포의 침윤이 적어 치유효과가 나타나는 것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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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하이드로겔의

보습유지 효과와 더불어 추출물인

NHEB-05가 피부에 침투함으로써 상승효과

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임.

5) 현재 KFDA 승인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모두 완료한 상태임.

50 100

민감성 피부용

스킨케어 제품

(PUTTO
Ⓡ
) 출시

(2009. 9)

SCI 논문 1편,

국내특허 2건 출

원

이차전지 분리막 및 고분

자 겔 제조

- 이론용량대비 90%

- 충방전 : 100cycle 이상

1) 상용 분리막의 전자선 조사시 beam

current 조절하여 높은 가교도 및 내열성

이 향상된 분리막을 개질함. 특히 beam

current가 적을 수록 가교도가 증가하고

열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함을 확인함.

2)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을 제조하기 위하

여 기공형성제로 stearyl alcohol과

dibuthyl phthalate(DBP) 를 HDPE와 혼합

/압출, 추출 공정을 통하여 분리막의

porosity를 증가시킴.

3) 분리막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무기물 충진

과 방사선 조사를 통한 가교효과로 높은

기공도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기계적 물성

및 낮은 열수축성을 가지는 리튬 이차전지

용 폴리에틸렌 다공성 분리막을 개발함.

4)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인 Al2O3/PVDF-HFP

에 가교제인 TTT를 첨가하여 내열성이 강

화될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특성이 우수

한 다공성 유무기 복합막을 개발함. 400nm

크기를 갖는 무기물을 기초로 하는 유/무기

복합 분리막의 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을 보

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선 조사를 이용

한 50 nm 급 무기물을 기초로 하는 유/무

기 복합 분리막을 제조함. 무기물 입도 조

50 100 논문 게제 13편,

특허출원 3건

3. 3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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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통한 분리막의 기계적 물성 향상 (전

자선 비처리 분리막 대비 기계적 물성 향

상: 20% 이상 tensile strength 향상)

5) 상용 분리막에 전자빔을 이용하여 siloxane

및 borate를 그라프트한 고분자 전해질 막

기술 개발 (Cycle test시 상용 분리막 대비

우수, 4.2 V cutoff시 200 cycle후 초기용량

의 98% 유지, 4.4V cutoff시 200 cycle후 초

기용량의 90% 유지)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

용 하이드로겔 및 겔 페

이스트 제조 기술 개발

- 3종 이상의 천연 추출

물 발굴

-겔강도 1.5 kgf/cm2 이

상

- 겔화율 50% 이상

- 동물실험 치료 효능

60% 이상

1) 세계 최초 방사선을 이용한 유효물질 함유

당뇨성 궤양 치료용 하이드로겔 제조 기술

개발

- 궤양 치료 효능을 가진 유효물질(효소, 꿀,

나노은, 프로폴리스) 함유 하이드로겔 3종

이상 개발

- 겔강도가 1.5kgf/cm2 이상이며, 겔화율이

50% 이상으로 궤양 치료용으로 사용적합

성 확인

- 효소 함유 하이드로겔을 개발하여 기존의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조된 하이드로겔 대

비 효소 활성 2배 증가하였음

2) 세계 최초 방사선을 이용한 유효물질 함유

당뇨성 궤양 치료용 겔 페이스트제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고분자 하이드로겔

을 제조하고, 이것을 분쇄하여 당뇨성 궤

양 치료 효능이 있는 천연물을 혼합하여

겔 페이스트제 3종 이상((밤꽃꿀, 마누카,

나노은, 프로폴리스 등)을 개발하였음

- 겔강도는 90 kPa 이상(압축강도)이었으며,

가소제로 꿀을 첨가하여 효과적으로 겔의

수분증발을 억제하였음(꿀을 첨가하지 않

을 때 보다 수분증발억제울 20% 이상 향

상)

45 100
논문 게제 8편,

특허등록 3건

탄화수소계 연료전지용

이온전도성 막 제조 기

술 개발

- 방사선 가교 및 그라

프팅 자료 수집

- 그라프트 필름 및 수

소이온전도성 고분자 선

정

1) PEEK 탄화수소계 고분자를 술폰화시킨 후

4종류의 가교제(IRR 608, TMPTA,

HDDA, EOEOA)와 방사선을 도입하여 높

은 온도 높은 습도 조건하에서 내구성이

향상된 가교 구조의 탄화수소계 연료전지

막 5종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음.

2) 제조된 연료전지막의 내부 구조, 수소이온

전도성 고분자의 이온 채널, 열적 내구성

20 100
SCI 논문 3편,

특허등록 2건

4. 4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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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가교 및 그라프

트 조사조건 확립

- 방사선 영향평가

등을 SAXS, DMA, TGA 등의 기기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고 가교제 및 방사선에 의

한 영향 평가 및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3) 제조된 연료전지막의 수소 이온전도도는

상온에서 0.1 S/cm 이상이며 치수안정성은

50%이하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

었음.

방사선을 이용한 유/무기

복합 연료전지막 제조

- 연료전지용 유/무기복합

막 자료 수집

- 무기물 선정

- 방사선 조사조건 확립

- 무기물에 의한 영향평가

1) 방사선을 이용하여 3종류의 무기물(SiO2

Al2O3., TMSPM)이 도입된 유/무기 복합

연료전지막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음.

2) TMSPM으로 제조된 복합연료전지막의 경

우, 방사선 조사선량, 조사량, 용매의 종류,

농도 등 조사 조건에 따른 막의 특성 등을

측정하여 유/무기 복합 연료전지막 제조를

위한 최적의 조사 조건을 확립하였음(스타

이렌/TMSPM 5/5 조성비, 그라프트율:

50% 이상, 조사선량: 2 kGy/h, 조사량:

10~40 kGy, 용매: 아세톤, 단량체농도:

40%).

3) 스타이렌/TMSPM 5/5 조성비로 제조된 연

료전지막의 경우, 치수안정성이 45% 이하

이며 함수율 또한 45% 이하로 낮은 반면

에 수소이온전도도는 0.08~0.15 S/cm으로

나피온(Nafion 212: 0.08 S/cm) 보다 높은

수소이온전도도를 가짐을 확인하였음.

4) 실리카와 알루미나가 함유된 유무기 복합

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부직포에 무기물

첨가 및 방사선 처리로 소수성 고분자를

친수성으로 변환시킨 후 나피온과 혼합하

였음.

20 100
SCI 논문 4편,

특허등록 1건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

용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마이크로캡슐 나노겔 제

조 기술 개발

- 천연고분자 2종

- 동물실험 치료 효능평

가 60% 이상

- 흡수율 500% 이상

- 기존 대비 기계적 강

도 8배 이상

- 탄력도 120% 이상

1)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천연고분자 나노

섬유 제조 기술 개발

- 천연고분자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제조 조

건 확립 및 물성 평가

- 나노섬유 보강 하이드로겔 합성 조건 확립

및 제조

2) 방사선 이용 궤양 치료용 마이크로캡슐 나

노겔 제조 기술 개발

- 마이크로캡슐 겔 제조 조건 확립 및 물성

평가

- 마이크로캡슐 겔 내 유효성분 로딩조건 확

립

45 100
논문 게제 8편,

특허등록 3건

5. 5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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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나노입자 함유 고분

자 나노겔의 동물실험

치료 효능평가 60%이상

3) 궤양 치료용 나노섬유 하이드로겔, 마이크

로캡슐 나노겔의 동물실험에 의한 효능평

가

- 동물실험 치료 효능 대조군 대비 육아조직

학적 효능평가 60%이상 달성

연료전지막 성능평가 및

최적화

- 탄화수소계 수소이온전

도성막

수소 이온 교환 용량 :

1.2 meq/g 이상

상온 수소이온전도도 :

0.08 S/cm 이상

고온 수소이온전도도 :

0.1 S/cm 이상

치수 안정성 : 50% 이하

- 유/무기 복합막

수소이온교환용량 :

1.2 meq/g 이상

상온 수소이온전도도 :

0.08 S/cm

고온 수소이온전도도 :

0.1 S/cm 이상

치수 안정성 : 50% 이하

1) 기계적 물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PEEK 고

분자를 황산과 반응시켜 술폰산기를 함유

한 SPEEK 고분자를 제조한 후, 가교제와

혼합하고 전자선으로 조사하여 가교 구조

를 가지는 SPEEK 고분자 전해질막을 제

조하였음.

2) 다양한 조사 조건에서 제조된 가교 구조의

SPEEK 전해질막의 기계적 특성을 인장강

도 측정을 통해 조사해본 결과 방사선 조

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증

가하였고, DMA를 통해 열적 성질을 관찰

한 결과,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매우 우수한 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

어 높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가교제 함량을 30 wt%를 첨가한 후 전자

선을 200 kGy로 조사하여 제조한 가교 구

조의 SPEEK 전해질막이 연료전지막으로

서 최적화된 기본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single cell 성능에서 고온에서도 우

수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IEC: 1.248 meq/g, 상온이온전도도: 0.083

S/cm, 고온 이온전도도 (80 oC): 0.1234

S/cm , 치수안정성 : 28%)

4) 다양한 조성비의 St/TMSPM 단량체 혼합물

을 ETFE 필름에 그라프트시킨 후, Sol-gel

방법으로 가교구조를 형성시키고 술폰화하여

다양한 ETFE-g-PSSA/PTMSPM 연료전지

막을 제조하였음. 제조된 막의 성능평가 및

연료전지 성능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을 규

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최적의 성능을 보이

는 연료전지막을 얻었음. (St/TMSPM 5/5,

기계적 강도: 50 MPa, 치수안정성: 38%, 함

수율: 49%, 수소이온전도도가 0.16 S/cm, 고

온이온전도도 (80 oC): 0.27 S/cm )

5) ETFE-g-PS/PTMSPM의 가교 전후의

TGA 분석 결과, 가교된 ETFE-g-PS/

PTMSPM막의 열적 안정성이 가교전보다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TMSPM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가교전후의 열적 안정성 변화

가 큼을 확인하였음

20 100
SCI 논문 3편

특허출원 1건

연료전지막 최적화 및 막/

전극접합체(MEA) 성능 평

가

- MEA 크기 :

3 cm x 3 cm 이상

- MEA 성능 :

1) 가교제 함량을 30 wt%를 첨가한 후 전자

선을 200 kGy로 조사한 후 제조한 가교된

SPEEK 전해질막을 3 cm x 3 cm MEA를

제조하여 single cell 성능 관찰한 결과 고

온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

인하였음. (0.6 V 기준 전류밀도 : 490

20 100
SCI 논문 3편

특허등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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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mW/cm2 이상

mA/cm2, 최대 전력밀도 : 472 mW/cm2)

2) St/TMSPM 5/5 조성비로 제조한 가교된

ETFE-g-PSSA/TMSPM 전해질막을 이용

하여 3 cm x 3 cm MEA를 제조하고 이

를 이용하여 single cell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0.6 V에서 전류밀도가 629 mA/cm2,

최대 전력밀도가 523 mW/cm2로 우수한

성능을 보임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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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보다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서 고품질의 제

품 생산이 가능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관련 산업이 RT산업의 주요 기

술로 자리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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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용 하이드로겔 기술이 개발되면 국

내외적으로 이러한 제품이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함.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질, 생리대 등을

제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음.

- 생체 재료는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

으로 사용되는 재료임. 의료용 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재는 고분자 재

료이며, 이것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개질하여 여러 가지 화학적 기능을 도입

할 수 있으며, 관, 필름, 섬유, 겔 등으로 가공하기 쉬운 특징이 있음. 이러한

생체 재료는 신체와 접촉하므로 독성이 없고, 신체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성질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데,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를 최소화

할 수 있어서 신 재료 개발의 우수한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성적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궤양(당뇨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대

한 부정적인 영향과 질환으로 인한 감염 및 절단 수술 위험성을 최대한 감소

시켜 환자들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음.

- 현재 이차전지 세계시장은 일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응용기술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일본의 기술력과 신규시장 발굴에 탁월한 일본 특유

의 상업성이 접목되면서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음. 이처

럼 일본이 주도하던 이차전지 시장에 국내 업체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이

차전지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었으나, 본 과제에서는 내열성이 우수한 이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관련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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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기술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 발생 장치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핵심소재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연료전지용 수소이온교환막 제

조 기술은 연료전지 소재 중 핵심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나피온

을 대체할 수소이온 교환막 제조에 대한 방사선 기술을 확보하여 가격이 저

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연료전지 제조에 핵심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음. 이

를 통하여 친환경 녹색산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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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

-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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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분자 재료에 방사선을 활용하면 독성 물질 첨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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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치료용/궤양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

질, 생리대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낙후한 국

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효소결합 고기능성 하이드로겔에 대한 기초지식은 글루코스 산화환원

효소 뿐만 아니라 기타의 다른 산화환원효소의 적용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또한 신규의 효소는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한 특허에 구애 없이 사

용가능함으로 산업화에 매우 유리함.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겔/분리막/전해질 제조 기술은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의 핵심기술로,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활용기술이 증대되고 있으며 성

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연료전지막 등 에너

지소재는 방사선의 강력한 에너지와 높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로 기타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제조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은 기술로 개발이 산

업화에 적용될 경우 방사선 기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 및 연료전지막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되어진

방사선 가교 및 그라프트 기술은 물질의 분리, 유해 물질의 흡착, 화학반응

의 촉매 개발 및 다루기 힘든 금속 동위원소 분리등 여러 산업분야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적 측면

-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열적, 화학적, 방법보다 친환경적, 저에너

지소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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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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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겔 은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므로 그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

함.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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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성 궤양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선 활용 새로운 치료제제의전 임상 실

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며, 이는 기초의학 발전 및 의료 산업적 활용성 증

대를 촉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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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으로, 이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실정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

열성이 향상된 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 기술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 이

루어지면, 연3,000억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상용화된 연료전지막인 나피온은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위험하며 이로

인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대체 연

료전지막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본 과제에서

방사선 기술로 개발된 연료전지용 수소이온 전도성막은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료전지막 중 대부분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나피온의 대

체 연료전지막으로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 측면

- 방사선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인공관절의 수명연장, 화상/상처 드레싱의 보

건 의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항암약물전달체, 아

토피 피부염 치료제, 인공장기, 의료품을 생산할 수 있어 방사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기술은 아토피 치료용/궤양 치료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유착방지겔, 생체용 점착제, 젤폼, 피부확장물

질, 생리대 등을 제 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낙후한 국내 의료산업

을 활성화시키고 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만성적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궤양(당뇨성)등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대

한 부정적인 영향과 질환으로 인한 감염 및 절단 수술 위험성을 최대한 감

소시켜 환자들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사회적 교통을 경감시키는데 큰 기

여가 기대됨

- 또한, 본 성과는 아토피성 피부질환의 치료 뿐만 아니라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 개념의 재료로써 가려움의 예방과 긁은 후 2차적인 상처를 예방

할 수 있으므로 국민 보건 의료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내열성이 향상된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 제

조 기술 개발 및 연료전지용 수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하여, 하

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가정용 연료전지, 비상 전력

용 연료전지, 지능형 로봇, DMB 정보통신기기 등 전기, 전자, 통신 산업분

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내열성이 향상된 리튬이차전지용 분리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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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술 개발 및 연료전지용 수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 개발은 인류가 가장

큰 해결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키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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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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

자태양연료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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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발표 및 자료 수집 (노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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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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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 바이오 연료, 폐기물 처리 등을 주 내용으로 발표되었고, 생체재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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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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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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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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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다기능성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 2009 22nd European conference of biomaterials 참석(임윤묵, 2009년 9월, 스위스

로잔)

: 생체 적합성 고분자를 응용한 기능성 생체재료 등과 관련된 논문 발표, 다기능

성 생체재료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 Asian conference on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0(AsianNANO 2010)

학회 참석(박종석, 2010년 10월, 일본 동경)

: 기능성 나노입자에 관련된 논문 발표, 나노재료, 생체재료를 이용한 생체공학

적 응용, 다기능성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polymers via macromolecular

engineering(APME 2011) 학회 참석(노영창, 2011년 9월, 터키)

: 기능성 고분자 개발 관련 동향 및 방사선을 이용한 신소재, 생명공학, 의학, 환

경,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개발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학회 참석

(권희정, 2011년 12월, 태국 푸켓)

: 기능성 물질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해외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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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 최초로 전기방사, 원심식 방사법을 이용하여 탄화 규소 섬유를 제조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함.

새로운 섬유방사법에 의하면 탄화규소를 섬유 뿐만 아니라 mat 형태로도 제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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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가 우수

한 전자선 경화 이용 도전성 접착 기술을 개발함.

o 방사선을 이용하여 기존의 열경화법에 비해 공정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탄소/탄화규소, 탄소/탄

소 복합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함.

o 방사선을 이용하여 화학 증해 없이 천연섬유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천연섬유강화 복합소재를 개발

함.

o 수지이송성형법과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자동

차 후드 제조 기술에 적용하여 기존 제품에 비하여 50% 이상 경량화된 제품을 개발함.

o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내열 및 내마모성이 향상된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플

라스틱을 이용하여 자동차 엔진 부품소재(Face arm 및 Body arm)을 제작, 품질 인증 획득함.

o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열성 및 내구성이 향상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오링을 개발함.

o 방사선 경화기술은 열경화 공정에 비해 저에너지 소비, 친환경적인 기술로 정부의 녹색 기술 정책

에도 부합되며, 개발된 기술 등은 항공우주, 원자력, 자동차, 국방, 전자부품 소재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방사선, 탄화규소섬유, 에폭시 복합재,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엘라스토머

영 어
Radiation, SiC fiber, Epoxy composite,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Ela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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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방사선 이용 복합 신소재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항공우주산업에서는 고성능 고효율의 시스템을 개발하기위해 경량이면서 고온강도에 대한 저

항성이 큰 재료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탄화규소섬유는 고강도, 고온 내열성, 내충격성, 내

약품성이 있어 고강도 경량 복합재료의 강화섬유로서 기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유기규소

폴리머인 폴리카보실란 섬유 전구체를 공기 중에서 약 200 ℃로 가열해 산소를 도입시켜 열산

화를 통해 불융화 처리한 후, 1000∼1300 ℃에서 소성하여 섬유를 제조하는데, 이와 같이 열산

화법에 의해 제조된 탄화규소 섬유는 1,300 ℃ 이상이 되면 산소가 원인이 되어 열분해되고 역

학적 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섬유 내에 산소농도를 저하시키는 새로운 섬유경화기술이 필요

하게 되고 있다. 현재 국외에서 전자선 경화에 의한 섬유경화기술이 대안이 되어 활용되고 있

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전자선 섬유경화기술이 전무한 실정이다. 탄화규소섬유는 기술이전이

나 수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국산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내에서의 탄소 복합재 및 탄소섬유 강화 복합소재 연구개발은 전통적인 열경화형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시설(오토클레이브)이 필요하고 에너지 비용이 높고, 휘발성 유해성분 배

출등 난점을 갖고 있다.

복합재료 제조 관련하여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 열경화법으로는 프리프레그의 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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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이 적고, 열에 약한 소재 또는 열용량이 큰 소재에의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항공기 구조체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으로 전자선 경화 및 접합공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첨단섬유 이용, 전자선 경화형 프리프레그, 수지이송성형법등의 기술이 활용

되고 있다.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성형품마다 최적의 제조과정을 채택하고, 사용되는 매트릭스

수지도 각각 다른 점도의 수지를 준비하고 넓은 점도 범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전

자선 조사에 의한 경화법이 필요하다.

반도체 디바이스를 적층하는 데 있어서 저유전 재료막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공정이다. 저유전

고분자 재료가 경화가 덜되면 그 막의 경도(hardness)가 낮게되고, 과도하게 경화되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적층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저유전 재료의 경화기술은 저유전막의 유전율과 경도

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기존의 열경화 기술은 저유전막의 경도를 조절하

는 데 한계성이 있다. 한편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면 저유전막의 경화정도를 전자선량을 조

절하여 적층조건에 알맞은 저유전율 및 경도를 갖도록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탄화규소 섬유의 경우, 일본, 미국 및 독일 등에서 파일롯 규모로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로 생산되고 있으며, 전략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내 수입이 불가한 상황이다.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경제효과는 막대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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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능의 내열소재를 화학적 처리 및 열경화 방법 대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 공

정인 방사선 경화공정을 이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소재, 첨단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항공기 고온내열소재, 차세대 선체 구조물, 무인 항공기 등에서는 가벼운 구조물, 방탄성, 레

이더 은폐성 등이나 감지 장치에 잡히지 않는 등의 특성이 필요하며 복합재료는 하나의 재료

시스템에서 이러한 기능을 통합시킬 수 있으므로 기능성 복합재료의 발달과 응용이 절실히 필

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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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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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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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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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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방사선 이용 천연섬유 복합재료 제조기술

1. 방사선 이용 케나프 섬유화 및 복합재 제조 기술 개발

- 셀룰로오스 함량 60% 이상 확보

-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 굴곡강도 30 MPa 이상

아. 방사선 이용 자동차용 CFRP 경량 복합재 제조 기술개발

1. 방사선 이용 자동차 후드/프레임용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 복합재료 개발

- 무게감량: 기존 소재대비 50% 이상

2. 자동차 부품용 나노입자/고분자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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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T, 알루미나 강화 복합재료 제조

자. 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상기술개발

1. 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상 기술 개발

- 내열성(열변형온도): 160℃ 이상(PA12, PA6)

- 내마모성: 5mg/104cycle 이하(ISO 기준)

- 흡습도 10% 감소

2. 열가소성 플라스틱 엔진부품 적용기술 개발

-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엔진부품 사출 성형 제품 제작

- 시험 평가 후 인증 획득

차.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내열성/내구성 향상 및 엔진 부품 적용기술개발

1.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부품소재의 내열성 및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내열성(압축영구변형): 20%이하/150℃

- 내구성(용제(벤젠)내 체적증가율: 5% 미만)

- 경도(Durometer): 50이상

2.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부품 적용기술 개발

- 엘라스토머 부품 사출 성형 및 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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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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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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함량 2.6 %

까지 감소)

- 섬유내 산소함량에 따른 폴리카보실란섬유의 경화율 측정(겔화율 98 % 이상 확보)

- 섬유 내 산소함량에 따른 탄화규소섬유의 기계적강도 측정 (최고인장강도 2.55 GPa, 최고 탄성

율 259 GPa 구현-국내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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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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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섬유 등 을

이용하여 5종의 복합재 제조)

2. 복합재료 열적, 기계적 특성 분석

-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카본나노튜브/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동력학적 특성평가

- 불소화된 카본나노튜브 보강 에폭시 복합재 물성평가

-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를 이용한 hybrid 압력용기 및 LNG 압력용기 시제품 제작 및 신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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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에 필요한 적정 접합강도가 열경화시 800 gf/cm 인데 반해 전자선 경화

공정 이용시 5분이내에 1,000 gf/cm의 높은 접합강도를 나타내어 향후 소재접합으로의 적용 기

술을 확보함

- 전자선 경화이용 copper clad laminate 기술개발

- LCD 액정 패널 접합시 주로 사용되는 copper clad laminate 기술을 전자선 경화방식을 이용하

여 요구물성(800 gf/cm)을 충족하는 1,050 gf/cm의 높은 접착력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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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선 가속기의 에너지별(1 MeV∼2.5 MeV) copper clad laminate 경화거동을 연구하여 에너

지별 laminate 두께 결정 연구 수행

○ 전자선 경화 이용 TFT-LCD 및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용 복합재료 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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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되는 현상을

고분자 표면에 질소, 네온, 아르곤 등의 이온을 주입하여 금속/고분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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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었으며 금속

배선 에칭액인 질산 및 포토 리소그라피 공정에 사용되는 현상액인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등과 반응하지 않는 우수한 내에칭성 확보(무게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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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방사선 이용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기술

1. 항공기 부품용 고열부분(hot section) 적용 탄화규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제조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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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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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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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리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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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접합제를 사용해 본딩

함으로써 브레이크 디스크 시제품을 제작함

- 기존 열경화 공정에 비해 전자선경화공정을 이용한 시제품이 굽힘강도 및 연신율에서 10% 수

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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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밀도

2.21g/cc의 고밀도 탄소/탄화규소 복합재료를 제조

-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저밀도(1.55 g/cc) 탄소/탄소 복합재를 PIP(polymer

impregnation pyrolysis)법을 이용하여 밀도 2.15 g/cc의 탄소/탄화규소 복합재료를 제조

사. 방사선 이용 천연섬유 복합재료 제조기술

1. 방사선 이용 케나프 장섬유 제조 기술 개발

- 케나프 섬유의 방사선 조사 조건에 따른 셀룰로오스 함량 및 리그닌, 헤미셀룰로오스 제거량

측정

- 셀룰로오스 93%이상 함유(목표 : 60% 이상), 리그닌 15%에서 0.7%까지 제거, 헤미셀룰로오스

19%에서 2%까지 제거

-방사선을 이용한 비화학약품 증해에 의한 세계 최초 펄프제조 방법 개발

-비조사 알칼리증해 표백펄프와 방사선 처리 물찜 표백 펄프의 SEM을 통한 섬유 분리 비교 측

정

2. 케나프 장섬유 이용 복합소재 제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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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나프 섬유강화 폴리프로필렌 복합재료를 제조 및 기계적 특성 평가 (굴곡강도: 50MPa, 탄성

률: 1,980 MPa)

아. 방사선 이용 자동차용 CFRP 경량 복합재 제조기술개발

1. 방사선 이용 자동차 후드/프레임용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 복합재료 개발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의 경화 조건(상온 경화, 전자선 경화)에 따른 기계적 물성을 만능재료시

험기를 이용하여 ASTM C 1341-06 규격에 따라 비교 평가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 제조에 전자선 경화를 이용함으로써 굴곡강도 25% 향상(방사선경화: 372

MPa, 상온경화: 296 MPa)

2.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 적용 자동차 후드 제작

- 이형처리한 금형(몰드)에 카본 프리프레그, 유리섬유, Core재를 적층하고 RTM 공정을 이용하

여 수지를 주입, 전자선을 이용하여 상기 성형체를 경화시키고 탈형하여 자동차 후드 제작

- 전자선 경화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상온 경화 공정 대비 제조 시간을 1/10로 단축시킴

-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로제조한자동차후드(8.5kg)는상용 자동차 후드(18kg) 대비 50%이상 무

게를 감소시킴

3. 자동차 부품용 나노입자/고분자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 초음파를 이용한 EVA/clay, PA/clay 나노복합체의 제조 및 방사선 가교기술개발

- 초음파를 이용한 PP/EPDM의 제조 및 방사선 가교기술개발

- 액상 블렌딩과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한 HDPE/Al2O3 복합소재 제조기술개발

- 나노 복합소재의 분산성 향상을 통하여 기계적 특성의 향상시키고 방사선을 이용하여 고분자

소재를 가교시킴으로써 내열성 및 내마모성 등의 특성을 향상시킴

자. 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상기술개발

1. 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상 기술 개발

-열가소성 플라스틱 8종류 선정 (PE, PP, EVA, 나일론 6, 6/6, 12, PBT, POM)

-전자선 가교에 따른 겔화율 70~90% 이상 확보

(가교제 TAC, TAIC, TMPTMA 첨가에 의한 겔화율 20~30% 향상)

-전자선 가교에 따른 수분흡습율 약 30~50% 이상 향상 효과 확인

(수분 흡습율 1.4~2.4%에서 0.6~1.2% 미만으로 수분흡습율 감소)

-전자선 가교에 따른 열변형온도 160℃ 이상의 내열 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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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 12는 167℃의 30%, 나일론 6는 198℃의 내열 특성향상 효과 확인)

-전자선 가교에 따른 5 mg/104cycle 이내의 마모량 확보 및 마모표면의 안정성 구현

(나일론 및 PBT 수지의 최대 1mg/104cycle의 우수한 내마모량 확보)

-전자선 가교에 따른 열적, 기계적 특성 향상

(1차 분해온도 10℃ 상승, 인장강도 : 5~10MPa 상승, 탄성률 2~3MPa 상승)

2. 열가소성 플라스틱 엔진부품 적용기술 개발

- 선정된 열가소성 플라스틱 사출 성형 조건 확립(사출압력,사출속도,금형온도,실린더온도,보압

등)

- 실제 성형 사출품 4종 생산(나일론6, 6/6, PBT, POM)

- 사출 성형품의 전자선 가교에 따른 열적 특성 평가(열분해온도 5℃이상 상승 : 열 안정성 확

보, 열변형온도 160℃ 이상의 내열성 확보)

- 사출 성형품의 전자선 가교에 따른 기계적 특성 평가(굴곡강도 : 20MPa 상승, 굴곡탄성률 :

1~2 GPa 상승,

- 저장탄성률 600MPa 상승, 유리전이온도 7~10℃ 상승 연화점 4~6℃ 상승) → 열적, 기계적 물

성 향상 확보

- 사출 성형성 평가 완료, 사출품 조립성 평가 완료

- 현양산품과 개발품 공인 인증 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의뢰 물성 평가

- 한창 엔프라(주)의 품질관리부 인증 완료

차.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내열성/내구성 향상 및 엔진 부품 적용기술개발

1.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부품소재의 내열성 및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선정 (5종)

: FR, NBR, EPDM, EPDM/HDPE, EPDM/PTFE

- 상기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에 가교제(TMPTMA) 첨가에 따른 겔화율 향상 확인 (겔화율 30

% 이상 향상 효과)

- FR 소재의 전자선 가교에 따른 용매(벤젠)내의 체적증가 특성 향상

:전자선 조사 전 5.2%→ 조사 후 2.5%

- 전자선 가교에 따른 압축영구변형율 20% 미만 확보(FR: 11 %, NBR: 12%)

- 전자선 가교에 따른 경도 50(shore A) 이상 확보(FR: 77, EPDM/HDPE: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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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M/PTFE: 71)

2.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부품 적용기술 개발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중 불소고무 이용 오링 사출 성형성 평가

- FR 소재 이용 O-ring 제품 시사출 및 시사출에 따른 물성 평가

- FR O-ring의 체적증가율(3.9 %), 압축영구변형율(11 %), 경도(73)

: 시사출에 따른 물성 저하 없음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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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에너지 및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고효율, 고성능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 경량이면서     

내식성과 고온에서 강도가 큰 재료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에너지산업    

으로 거론되는 핵융합에너지 분야에서는 환경 친화형 청정에너지의 개발을 위하여     

1000 oC이상의 온도에서 적용 가능한 초고온 구조재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탄화    

규소 재료는 우수한 고온강도, 치수안정성 및 중성자 조사에 대한 낮은 유도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융합로와 우주항공 분야의 구조용 재료로서 기대되고 있음. 그    

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탄화규소 섬유가 국산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수입    

이 어려운 상태임.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이나 미국 등의 기술과 차별화된 새로운 개    

념의 섬유방사 기술개발, 섬유안정화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탄화규소섬유,

탄소섬유 등의 초고온 보강재료의 국산화 기틀을 마련하였음. 기술적으로는 탄화규소, 탄소

섬유 강화 복합재료 및 탄소복합재를 이용하는 항공기, 우주선, 자동차등의 부품         

제조업에서 주로 이용되는 열경화 공정을 대체할 신개념의 전자선 경화 공정을 개발     

하여 첨단 복합재료 산업에 있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전자부품소재 관련 복합재 제조 및 접합공정 관련 전자선 경화 공정은 기존의 열경화     

공정에 비해 경화시간이 단축되며, 높은 접착강도를 유지하는 기술로 디스플레이, 반     

도체 층간 유전재료 산업발전에 기대됨. 방사선 가교 방법에 의해 제조된 엔진 플라스    

틱의 제조는 높은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용 엔진 부품인 face arm, body arm,

guide timing chain 등의 내마모성 자동차용 엔지 사출성형품의 제조 기술로 매우 유    

용할 것으로 기대됨. 방사선 가교형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오링의 제조 공정은 기존의    

가황 공정에 비해 화학적 가교의 한계를 해결하고 높은 내구성 및 내열성을 보유하는    

기술로 자동차, 항공기 및 다양한 패킹 재료로서 기대됨.

○ 경제․산업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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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보강섬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고온 복합재   
료의 국내개발은 매우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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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이 기대되   
는 분야이며 국내에서도 3000 억원 이상의 시장창출이 예상됨.

- 자동차 산업의 신소재로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차체 및 외장, 내장, 엔진 부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경량화, 연비 감소, 안               
정성, 가격 절감, 고성능화 등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내열, 내구성이 향상된               
방사선 가교형 오링은 자동차 엔진용 패킹, 화학공장의 내충패킹, 내열, 내유, 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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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성을 필요로 하는 미사일, 로켓 등의 패킹, 원자로 기술 등에 적용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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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를 추진할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인 하이브리드 가스 압력용기 제조기술

은 경화시간 단축 및 연속공정을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성 및 환경 친화적인 

장점으로 산업용 실린더, 특수 고압용기, 의료용  가스용기 제조업체등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함.

- 전자선 경화이용 도전성 접착기술은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시 기존 열경화 공정에 비

해 경화속도가 10 배 이상 빠르고 접착강도가 우수하여 LCD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LG, 삼성전자등과 협력하여 산업화 연구를 지속

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전자선을 이용한 전자파차폐용 복합재료 제조기술은 TFT-LCD 및 각종 전자기기의 

전자파 차폐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전자선 조사에 의한 연자성 개발기술은 인

덕터,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삼성전기, 삼화전자, 자화전자등에 기술이전관련 협의를  

계획하고 있음.

- 항공기, 로켓추진기관, 자동차 브레이크 소재 등은 탄소/탄화규소, 탄소/탄소 복합재

등이 이용되며, 탄화규소의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 등을 탄소 프리폼에 침투시켜 전자

선으로 세라믹 소재를 코팅하는 기술은 고성능 내열, 내마모성 소재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됨. 관련 복합재료 업체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소재 사업화를 추진

하고자 함.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를 이용한 방사선 가교형 오링의 향상된 내열, 내구성은 

기존 공정에 비해 VOC 발생이 적고, 안정성을 확립하고 있으며, 가교 공정 시간이 단

축되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관련 업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공정 확립과 상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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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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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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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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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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Fabrication of natural fiber composite using a radiation technology

1. The development of high quality natural fiber which containing cellulose over than 60 %

using a radiation technology

2. Fabrication of natural fiber reinforced composite



- 19 -

H. Development of composite fabrication techniques by 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to

lightweight & high strength CFRP for automobiles

1. Development of natural fiber composite fabrication techniques by radia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CFRP) to automobile

hood/fram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ightweight and high strength CFRP for automobile by

radiation

2. Fabrication of nano particles and polymer composites for automobile parts

I. Development of heat-resistant plastic materials by 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for engine

parts

1. Development of heat-resistant properties of thermoplastics by radiation

J. The development of heat resistance and durability of thermo elastomer

1. Development of heat-resistant and durable thermoplastic elastomers and elastomers

2. Performance test and property comparison of heat-resistant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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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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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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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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Fabrication of natural fiber composite using a radiation technology

Natural fiber fabrication technology using a radiation was developed. As increasing the

radiation dose, concentration of cellulose was increased up to 93 %. This technology

suggested the novel process without the chemical process. And natural fiber reinforced

plastics which polypropylene as a matrix material was fabricated. This composite showed the

high mechanical properties with flextural strength 50 MPa and elastic modulus 1,980 MPa.

H. Development of composite fabrication techniques by 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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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weight & high strength CFRP for automobiles

Novel kind of curing technique with a radiation was developed to fabricate a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This material showed higher mechanical properties than the other curing

system. The automobile hood was fabricated by resin transfer molding process and radiation

technique. This new curing system lead to reduce the processing time about 10 times. The

automobile hood(8.5 kg) was very light better than conventional hood(18 kg).

I. Development of heat-resistant plastic materials by 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for engine

par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heat resistance of thermo plastics such as PE, PP, EVA,

Nylon 6, Nylon 6/6, Nylon 12, PBT and POM. The gel contents of materials can be increased

as much as 20~30% with curing agents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and also the water

absorption was increased. Specially, the heat resistance of Nylon 12 was increased about

30%. The durability of abrasion of nlyon and PBT was enhanced by radiation irradiation less

than 1 mg/104 cycle. Finally, the application to engine part of face arm and body arm was

successfully fabricated and the quality approval was obtained of these parts.

J. The development of heat resistance and durability of thermo elastomer

Development of heat-resistant and durable thermoplastic elastomers and elastomers was

studied such as FR, NBR, EPDM, EPDM/HDPE, EPDM/PTFE. The volume change of the

elastomers can be enhanc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And compression set of FR was

reduced from 5.2% to 2.5%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The hardness of FR, EPDM/HDPE,

EPDM/PTFE was increased over than 70(shore A). We successfully fabricated FR O-ring the

properties of it was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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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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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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중에서 약 200℃로 가열해 산소를 도입시켜 열산화를 통해 불융화 처리한

후, 1000∼1,300℃에서 소성하여 섬유를 제조하는데, 이와 같이 열산화법에 의해

제조된 탄화규소 섬유는 1,300℃ 이상이 되면 산소가 원인이 되어 열분해되고

역학적 특성을 잃게 됨. 따라서 섬유 내에 산소농도를 저하시키는 새로운 섬유

경화기술이 필요하게 됨. 현재 국외에서 전자선 경화에 의한 섬유경화기술이 대

안이 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전자선 섬유경화기술이 전무한

실정임. 탄화규소섬유는 기술이전 이나 수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국산화의

필요성이 요구됨.

- 국내에서의 탄소 복합재 및 탄소섬유 강화 복합소재 연구개발은 전통적인 열경

화형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형시설(오토클레이브)이 필요하고 에너지 비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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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합공

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첨단섬유 이용, 전자선 경화형 프리프레그, 수지

이송성형법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성형품마다 최적의

제조과정을 채택하고, 사용되는 매트릭스 수지도 각각 다른 점도의 수지를 준비

하고 넓은 점도 범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전자선 조사에 의한 경화

법이 필요함.

- 반도체 디바이스를 적층하는 데 있어서 저유전 재료막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공

정임. 저유전 고분자 재료가 경화가 덜되면 그 막의 경도(hardness)가 낮게되고,

과도하게 경화되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적층시 문제가 됨. 따라서 저유전 재료

의 경화기술은 저유전막의 유전율과 경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

술임. 기존의 열경화 기술은 저유전막의 경도를 조절하는 데 한계성이 있음. 한

편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면 저유전막의 경화정도를 전자선량을 조절하여 적

층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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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적인 방위능력 확보가 필요하며, 기상 및 해양관측이나 첩보 및 방어용 인공위성

개발등 우주산업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방위산업,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서 초고온 재료 개발은 필수적이며, 탄화규소섬유와 같은 초고온 재

료는 외국에서 수입조차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우주항공시대로

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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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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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항공우주/국방용 첨단 복합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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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방사선이용 천연섬유 복합재료 제조기술

8) 방사선이용 자동차용 CFRP 경량 복합재 제조기술개발

9) 방사선이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상기술개발

10)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내열성/내구성 향상 및 엔진부품 적용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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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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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온도, 시간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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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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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 탄화규소섬유 강화 폴리카르보실란 기지 복합재료 제조

- 유기실리콘 단량체이용 화학증기 침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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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재의 고온특성실험

(2) 항공기, 로켓추진기관, 자동차 브레이크 소재용 탄소섬유강화 탄소 복합재 제

조

- 보강섬유 프리폼 제조

- 탄소/탄소 복합재료가공

사. 방사선 이용 천연섬유 복합재료 제조기술

1. 방사선 이용 케나프 섬유화 및 복합재 제조 기술 개발

- 셀룰로오스 함량 60% 이상 확보

-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 굴곡강도 30 MPa 이상

아. 방사선 이용 자동차용 CFRP 경량 복합재 제조 기술개발

1. 방사선 이용 자동차 후드/프레임용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 복합재료 개

발

- 무게감량: 기존 소재대비 50% 이상

2. 자동차 부품용 나노입자/고분자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 MMT, 알루미나 강화 복합재료 제조

자. 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상기술개발

1. 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상 기술 개발

- 내열성(열변형온도): 160℃ 이상(PA12, PA6)

- 내마모성: 5mg/104cycle 이하(ISO 기준)

- 흡습도 10% 감소

2. 열가소성 플라스틱 엔진부품 적용기술 개발

-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엔진부품 사출 성형 제품 제작

- 시험 평가 후 인증 획득

차.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내열성/내구성 향상 및 엔진 부품 적용기술개발

1.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부품소재의 내열성 및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내열성(압축영구변형): 20%이하/150℃

- 내구성(용제(벤젠)내 체적증가율: 5% 미만)

- 경도(Durometer): 50이상

2.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부품 적용기술 개발

- 엘라스토머 부품 사출 성형 및 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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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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 섬유 내의 산소함유량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여 1500℃의 내열성을 갖는

‘하이니칼론’을 시장에 투입하였고 1998년에는 하이니칼론을 발전시켜 내크립성

을 향상시킨 ‘하이니칼론 S'를 상품화하였음.

- 프랑스 Aerospatiale 사에서 필란멘트 운드 로켓 모터를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

용하여 제조 하였으며, 10 MeV, 20 kW 급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하여 탄소섬

유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로켓 모터를 경화하였음.

- 항공기 구조체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으로 전자선 경화 및 접합공정을 이용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첨단섬유 이용, 전자선 경화형 프리프레그, 수지이송성형

법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Oak Ridge 국립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사선 경화형 재료에 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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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

전상수 막을 증착하는 기술을 공개하였음(USP 7060330).

- 미국의 Chrysler 연구그룹은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일체형 열가소성 자

동차 프레임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복합재료 개념 자동차 즉,

composite concept vehicle(CCV)가 탄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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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국내 기술개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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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하

여 방사선을 이용하여 경화시켜 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

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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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성기술, 탄소제거기술 등 기술력이 선진국 100% 대비 약 30% 정도로 기술격차

가 70%이상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 강필현 연구팀이 수행한 전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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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조차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우주항공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초고온 복합재료의 국내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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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전망

- 전자선 경화 공정 기술 등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면 단기간에 우수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임. 선진국의 기술독점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연구협력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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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적외선 분광분석, 결정 구조 분석, 열특성 분석 등을 통하여 섬유 안정화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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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적으로 제조됨이 확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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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의 하나인 초고온가스로(VHTR) 노심 부품과 핵연료 피복재, 핵융합로 블랭킷 구조

재와 절연재와, 에너지 산업 및 항공우주 산업용 고온부품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탄화규소 복합재는 구조용 소재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 일반 산업분야 뿐

아니라 원자력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탄화규소 섬유는 제조

공정에서 출발물질로 폴리카르보실란 안정화에 열산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잉여 탄

소와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1300 ℃ 이상의 고온에서는 CO 와 SiO 가스발생에 따

르는 열분해 반응이 일어나서 강도의 저하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경화과정

중 열산화법 대신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방사선 경화공정은 불활성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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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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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린 섬유의 제조 방법과 방사선 조사

(1) 시료 및 시약

- 그린섬유는 일본 NIPUSI사의 평균분자량 약 1000～2600, 밀도 1.1 g/cm3인 탄화

규소섬유의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 (polycarbosilane, PCS)을 이용하였다. 전기방

사에서의 용매는 미국 Aldrich사의 톨루엔과 디클로로에탄을 정제 없이 사용하였

다.

(2) 실험 방법

① 그린섬유의 제조

- 탄화규소 섬유의 제조는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 (PCS)을 섬유화 후 전자선이나

열을 이용하는 안정화(불융화)과정과 비활성 분위기에서의 탄화과정을 거쳐 이루

어진다. PCS의 섬유화 제조법으로는 용융방사, 전기방사, 원심방사법이 사용되었

다. 장섬유 형태의 SiC 섬유를 얻기 위하여 용융방사법을 이용하여 프리세라믹

섬유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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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

은 PCS가 모두 용융 되도록 1시간 유지 한다. 완전 용융된 PCS를 아르곤 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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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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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분위기에 따른 경화조건 실험은 챔버 내의 퍼지 가스를 헬륨, 질소, 아르곤, 대기

분위기로 조절하여 그린섬유에 10,000 kGy 전자선 조사하였다. 그림 1-1은 방사

선 조사 장치를 도식화한 것이고 그림 1-2는 방사선 경화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이다.

③ 경화조건에 따른 그린섬유의 GPC 분석

- 전자선 조사에 따른 폴리카보실란의 분자량 변화를 관찰하고자 30 ml 유리앰플

에 폴리카보실란 1g을 넣고 진공을 건 후 아르곤이나 헬륨을 충진하는 과정을 5

회 이상 반복하여 불활성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앰플을 전자선

가속기(1 MeV, 4.79 mA)를 이용하여 100 ～ 10,000 kGy의 조사량을 조사하여 시

료를 제조하였다. 방사선 조사량과 경화 분위기에 따른 분자량 변화를 GPC (PL

사, PL GPC 2200)를 이용하여 분자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④ 경화조건에 따른 그린섬유의 화학조성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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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한 그린섬유의 화학조성비는 EDX와 원소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EDX 시료는 원형 파이프에 에폭시 수지와 열경화제 혼합물을 채운 후 방

사선 조사된 섬유를 넣고 130 ℃에서 30 분간 경화 후 사포와 다이아몬드 필름으

로 폴리싱 하여 섬유 단면의 화학조성비를 측정하였다.(그림 1-3) EDX를 이용하

여 규소, 탄소, 산소의 화학 조성비를 분석하였고, 원소분석기를 이용하여 탄소,

수소의 함량을 분석하여 규소, 탄소, 산소, 수소의 함량비를 비례식으로 계산 하였

다.

⑤ 경화조건에 따른 그린섬유의 경화율

- 방사선 조사된 그린섬유의 경화율은 용매 추출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THF(tetrahydrofuran)이 용매로 사용되었다. 용매 추출은 THF의 끊는점 65 ℃

보다 높은 80 ℃에서 섬유 1 g을 침지 시킨 후 48 시간동안 이루어졌다. 충분히

침지된 섬유는 진공 오븐에 넣어 70 ℃에서 48 시간 건조하여 무게를 잰다. 이때

의 무게가 가교된 섬유의 무게이다. 건조된 섬유의 무게를 Wd로, 처음 사용한 섬

유를 Wi로 나타낸다.

경화율 (%) =
W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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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하였다.

⑦ 전자선 경화중 발생하는 수소 가스 분석

- 탄화규소 섬유의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은 Si-CH2, Si-H 이 주결합이며, 전자선

이 조사되면 Si-H 결합이 절단되면서 그 자리에서 Si-Si 결합이 유도되고 수소기

체가 발생하게 된다. 전자선 조사중 그린섬유에서 발생하는 수소와 경화반응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탄화규소 섬유의 전자선 경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GC/MS로 그 생성가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전자선 경화장

치의 가스출구로부터 라인을 연결하여 이동식 가스 포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자선 조사 중 실시간으로 가스를 포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집된 가스를

GC/MS에 연결하여 전자선 조사에 따른 그린섬유 내의 수소발생관련 연구를 수

행하였다.

⑧ 경화된 섬유의 결정구조 분석

- 그린 섬유와 전자선 경화된 섬유 그리고 탄화규소 섬유의 결정구조 변화를 X선

회절분석기를 통하여 분석 하였다. X선회절분석기는 10～90 도까지 범위에서 분

석 하였다.

⑨ 경화된 섬유의 열특성 분석

- 그린섬유와 방사선 조사된 그린섬유의 열적 특성을 TG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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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는 승온속도를 분당 10℃로 질소 분위기에서 40～1,000℃ 까지 올린 후 그

잔류량을 비교 하여 전자선 조사가 섬유의 열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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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

내어서 분자량을 측정 할 수 없었다. 100, 500, 1,000 kGy까지의 분자량 변화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② 전자선 조사량이 그린섬유의 화학 조성비에 미치는 영향

- 전자선 조사량에 의한 그린 섬유의 화학 조성비 변화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용

융 방사 후에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산소함량이 폴리카보실란 파우더에서 보다 약

1.7 % 증가 한데 반해, 방사선 경화과정에서는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화학조성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전자선 조사 과정에서 챔버를 불활성 기체로 퍼지하여 다른

부가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린섬유의 수소 함량은 조사량에 따라 미

량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그린섬유가 경화 되면서 전자선

조사 중 일어나는 Si-H 결합의 절단에 의한 것으로 조사량이 증가 할수록 Si-H 결

합이 끊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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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아르곤,

헬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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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중에 존재하던 산소가 실리콘과 결합하며 실리콘옥사이드를 형성함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

④ 전자선 조사 조사량과 분위기가 그린섬유의 경화율에 미치는 영향

- 용매추출법을 이용한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조사량에 따른 그린 섬유의 경화율 측

정결과(그림 1-6)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겔함량 측정 결과 조사량이 늘어날수록 겔

함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 이것은 전자선의 조사량에 비례하여 그린섬유

가 경화됨을 보여준다. 전자선을 10,000 KGy 이상 조사하면 그린섬유는 95 %이상

경화되었다. 용매추출법을 이용한 폴리카보실란 섬유의 조사분위기에 따른 그린 섬

유의 경화율 측정결과(그림 1-7) 에 의하면 산소 함량이 8.3 wt% 였던 공기분위기

에서 조사한 시료의 겔함량이 78 wt%였고, 산소함량이 3.2 wt%로 제일 낮았던 아

르곤 분위기에서 전자선 조사한 시료의 겔함량은 98 wt%로 겔함량이 제일 높았다.

실험결과에 의하여 섬유내 산소함량이 낮을수록 섬유의 겔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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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선 조사량이 그린섬유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전자선조사량에 따른 시료의 FT-IR 스펙트럼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림 1-8). 스

펙트럼에서 2100 cm-1에서 Si-H stretching에 의한 피크와 1242 cm-1에서 Si-CH3

stretching에 의한 피크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용융방사된 섬유와 비교했을 때

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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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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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전자선 조사는 그린섬유의 결정구조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열분해 과정을 거친 탄화규소섬유는 β-SiC의 주요 결정면인

(111), (220), (311)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전자선 경화된 그린섬유가

SiC로 성공적으로 제조됨을 보여준다.

⑦ 전자선 조사량이 그린섬유의 경화과정 중 발생하는 수소 가스에 미치는 영향

- 폴리카보실란의 경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Si-H 결합세기는 전자선 조사에 의

해 감소한다는 것을 이미 IR 구조 분석에서 확인하였다. 그림 1-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량이 1,000 kGy에서는 수소농도가 329 ppm 이었으며 조사선량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10,000 kGy 에서는 9000 ppm 이상 발생하였다. 수소발생은

전자선 조사량이 클수록 Si-H 결합절단이 활발해지면서 다량의 수소가 배출되고

경화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였다.

⑧ 전자선 경화가 그린섬유의 열특성에 미치는 영향

- 그린섬유와 전자선 조사로 경화된 그린섬유의 열특성 비교 결과를 그림 1-11에

나타내었다. 그린섬유의 잔류량은 68.7 %이고 경화된 그린섬유의 잔류량은 87.2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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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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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섬

유의 경화단계에서 경화분위기 조절을 통한 섬유 내 산소함량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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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 경화장치

Ti 호일

반응기

냉각순환장치 연결

불활성 분위기 가스 조절

표 1-1 Molecular weight changed by electron beam dos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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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Apparatus for electron beam curing of green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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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uring mechanism of Polycarbosilane.

그림 1-3. EDX image of distribution of C, O and Si in cured PCS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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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Elemental composition of green fiber with different E-beam dose.

그림 1-5. Elemental composition of green fiber with different E-beam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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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Gel contents of PCS fiber with different irradiation dose.

그림 1-7. Gel contents of PCS fiber with different irradiatio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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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tructural transformations during thermal decomposition of

polycarbosilane cured by electron beam.

그림 1-9. Crystallization of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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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Hydrogen evolution from E-beam curing of PCS.

그림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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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촉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전기방사법과 전자선 경화를 이용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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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지시킨 후 50W자외선램프를 2시간 조사하면 메틸렌블루 90%이상이 분해되는

우수한 광촉매 특성을 보였다.

- 환경 분야에서 제거가 힘들었던 VOCs, NOx, SOx 등의 제거에 광촉매의 효율이

좋아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VOCs 제거 방법으로는 흡착법,

연소법, 공기 희석법, 바이오 필터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흡착법은 설비가 간단하

고 경제적으로 저렴하나 흡착제 교환 및 탈착공정 때문에 관리비용이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고 연소법은 제거공정이 간단하고 관리가 용이하나 동력비의 상승과 연

소에 의한 2차 부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 희석법은 도입이 간편하나

장기적 적용 했을 때 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바이오 필터법은 한정적

인 대상물질과 고농도 고속 처리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광촉매

를 이용한 VOCs 제거법은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다. 그 중에 이산화티탄은 값이

싸고,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중독성, 발암성 이 없는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고 광촉매로 사용 될 때는 거의 모든 유기화합물을 무해한 물이나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2차 오염물질을 발생시

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산화티탄을 이용한 광촉매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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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과 미국 알드리치사의 분자량 150,000의 폴리아크로니트릴과 티타늄 부톡사

이드가 사용 되었다. 전기방사의 용매로는 자일렌과 디메틸클로로포마이드가 사용

되었다.

- 폴리카보실란 UH 타입과 티타늄 부톡사이드를 1:1의 비율로 섞은 후 200℃ 질소

분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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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m으

로 회전하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지름 8 cm의 원통형 바에 집적된다 전기방사

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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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은 후 이산화티탄 분말이 잘 분산되도록 교반한다. 혼합용액을 실린지에 넣고

27 G의 니들사이즈 전압은 15 kV, 유속은 0.02 ml/min의 조건으로 전기방사 하

였다. 전기방사로 제조된 섬유는 300 rpm으로 회전하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지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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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로 넣어준다. 그렇게 제조된 고분자용액을 실린지에 넣고 25G의 니들사이즈

전압은 15 kV, 유속은 0.02 ml/min의 조건으로 전기방사 하였다. 전기방사로 제

조된 섬유는 300 rpm으로 회전하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지름 8 cm의 원통형

바에 집적된다. 전기방사로 제조된 섬유는 잔여용매의 제거를 위하여 진공 오븐에

서 24 시간 건조 시켰다.

④ 방사선 조사

- 전기방사법으로 제조된 섬유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자선 조사하였다. 광촉매섬유

를 챔버 안에 고르게 펴놓았다. 전자선은 1 MeV 기준으로 물 4 mm를 투과 하는

데 폴리카르보실란의 밀도 1.1 g/cm
3
이므로 시료 두께가 3 mm가 넘지 않도록 하

였다. 전자선 조사량에 관한 실험은 티타늄 호일로 창이 난 스테인리스 스틸 챔버

내에 그린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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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인자 이므로 전자선 경화를 이용하여 제조 된 3 가지 광촉매섬유의 표면을 주사

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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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광촉매섬유 표면의 티타늄의 함량 분석

- 광촉매섬유 표면의 이산화티탄의 함량이 많을수록 광촉매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

나므로 3가지 광촉매섬유 표면의 성분 분석을 EDX를 통하여 하였다. TiO2의 광

촉매 효과는 아나타제상일 때 제일 광촉매 활성이 좋다. TiO2의 결정구조가 아나

타제인지 루타일인지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XPS와 라만으로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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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촉

매섬유의 열특성을 분석하였다.

⑨ 광촉매섬유의 염료 분해 실험

- 제조된 광촉매섬유의 성능 테스트를 위하여 자외선 분광광도계를 통하여 염료의

분해 정도를 실험하였다. 10 ppm의 메틸렌 블루 수용액을 제조한 뒤 메틸렌 블루

수용액 300 ml에 섬유 0.1 의 섬유를 침지 시킨 후 50 W의 자외선램프를 이용하

여 자외선 조사 하였다.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른 염료의 분해 정도를 보기 위하

여 10, 20, 30 분과 1～8 시간의 시간 간격에 라서 수용액을 3 ml 씩 담은 후 알

루미늄 호일로 빛에 의한 부가 반응을 막으려고 감싸놓았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

는 메틸렌블루의 파장인 660 nm 에서의 변화치를 자외선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였

다.

나. 방사선 조사가 섬유에 미치는 영향

① 제조된 광촉매섬유의 형태

- 폴리티타노카보실란 섬유는 평균 지름이 2 mm 이고 표면의 거칠거나 미세 구멍

이 있으면 섬유의 비표면적은 커지게 되는데 PTC 섬유의 표면에는 지렁이 모양

으로 구불구불하게 100 nm 사이즈의 TiO2 파티클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림 1-12

∼그림 1-14) PAN/TiO2 분말 섬유는 섬유의 두께는 약 200 nm이고 섬유의 중간

중간에 약 50 nm의 크기의 TiO2 분말이 박혀 있는 형태이다. PAN/Ti(OBu)4 섬

유는 액상과 액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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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5) PTC 섬유는 탄소, 규소, 티타늄, 산소로 구성 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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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6)과 방사선 경화와 열처리에 관한 변화를 FT-IR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PCS와 Ti(OBu)4가 잘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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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을 통하여 PTC 섬유의 2100 cm-1에서의 Si-H stretching에 의한 피크와 1242

cm-1에서 Si-CH3 stretching에 의한 피크가 작아지는 것을 통하여 전자선 경화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④ PTC 섬유의 TiO2 확인과 결정상의 확인

- PTC 섬유의 XPS 분석 결과 (그림 1-18) 466.5 eV와 461.3 eV 의 TiO2 영역에서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섬유내 존재하는 이산화티탄의 존재를 확인 시켜주

는 결과이다. PTC 섬유의 라만 분석 결과 (그림 1-19) 145, 392, 514, 634 cm-1 에

서 피크가 확인되었는데 이 결과 또한 PTC섬유 내 TiO2가 아나타제상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X선 회절 분석 결과 (그림 1-20) (101), (004), (200), (106), (215)

면의 아나타제상 고유의 결정면을 보였다. 이는 PTC 섬유의 TiO2가 광촉매 효과가

제일 좋은 아나타제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다. 광촉매 섬유의 열안정성 및 광촉매 성능

① 광촉매섬유의 열안정성

- TGA 분석 결과 (그림 1-21) PTC섬유의 잔류량은 92% 이상이였다. 탄화규소섬유

제조용 전구체인 PCS룰 이용하여 제조한 섬유라서 열안정성이 뛰어남을 보였다.

또한 TiO2는 850 ℃에서 아나타제가 루타일로 규소는 상전이 하는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② 광촉매섬유의 성능

- 시간에 따른 염료의 분해 정도를 그림 1-22에 나타내었다. 자외선 분광광도계를 이

용하여 메틸렌블루 10 ppm수용액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PTC 섬유의 경우 자외선

을 2시간 조사하였을 때 90% 이상의 염료가 분해되었고, PAN/TiO2 섬유의 경우

자외선을 8 시간 조사 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PAN/Ti(OBu)4 섬유의 경우 자외선 6

시간 조사하였을 때 90% 이상의 염료가 분해되었다. 그림 1-23는 조사전후의 메틸

렌 블루 수용액의 사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 경화를 이용한 폴리카보실란과

폴리아크로나이트릴을 기지의 TiO2계 광촉매 섬유을 제조 하였다. 제조된 섬유는

가공 및 변형이 용이한 부직포 형태로 굽힙성이 뛰어났다. 광촉매섬유가 전자선을

이용하여 가교를 이루었음은 FT-I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광촉매 섬유에 존재하

는 TiO2는 광촉매 성능이 제일 우수한 아나타제상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

여 방사선을 광촉매 섬유 제조에 이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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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SEM image of PTC fiber.

그림 1-13. SEM image of PAN/TiO2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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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SEM image of PAN/Ti(OBu)4 fiber.

그림 1-15. EDX image of PT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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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FT-IR spectra of PTC fiber.

그림 1-17. FT-IR spectra of heat treated PT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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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XPS spectrum of PTC fiber.

그림 1-19. Raman spectrum of PT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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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Crystallization of PTC fiber.

그림 1-21. Thermal stability of PT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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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Concentration of MB with different UV irradiation time.

그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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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사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원자력용으로서도, 고온 가스로용의 입자 연료의 피복

재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또한 항공기 브레

이크, 로켓 노즐, 디젤 엔진 배기연료필터 등에 쓰이는 초고온·고강도 복합재료 시장

에 각광 받고 있는 재료이며. 고온환경용 센서, 전지용 촉매담지체, 고기능성 필터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탄화규소 섬유는 미국과 일본에서만 생산되며 전략물

자 품목으로 분류돼 수입도 쉽지 않은 소재다. 본 연구는 탄화규소 섬유의 국내생산

을 위한 제조 기술 개발에 관한 것으로 용융방사, 습식방사, 전기방사, 원심방사 공

정을 이용하여 그린섬유를 제조 후 방사선 경화과정 후 열분해 하여 고강도 고내

열성의 탄화규소 섬유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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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한 탄화 규소 섬유의 제조 기술 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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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방사, 습식방사, 전기방사, 원심방사 공정 등을 이용하여 그린 섬유를 제조

한 후 방사선 경화과정 후 열분해를 통하여 고강도, 고내열성의 탄화규소섬유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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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대 259 GPa의 높은 탄성률을 나타내었으며 우수한 열안정성과 내산화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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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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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에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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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습식방사를 이용한 섬유 제조

- 폴리카르보실란과 유기용매인 헥산을 1:1의 비율로 섞은 후 실온에서 4시간 교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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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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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방사기의 구조는 그림 2-3에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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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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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분해 공정

- 전자선으로 경화된 그린섬유를 튜브 전기로에 넣고 아르곤 가스를 0.2 L/min의

유속으로 흘려주면서 분당 10 ℃의 승온 속도로 실온에서 1,300～1,500 ℃ 까지의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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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방사법으로 제조된 섬유의 사진과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를 그림 2-4에 나타

내었다. 용융방사법으로 제조된 섬유는 장섬유의 형태로 제조 되었고 전기방사로

제조된 섬유는 3차원 구조를 갖는 매트 형상으로 제조 되었다(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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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

은 용액으로 채운 후 130 ℃에서 30 분간 열경화한 후 사포와 다이아몬드 필름

을 이용하여 폴리싱 하여 섬유 표면이 아닌 섬유 단면의 산소 함량을 분석하였

다.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분해온도 1,300, 1,400, 1,500 ℃에서의 섬유 내 평균 산

소 함량은 각각 3.2, 4.1, 4.8 wt%로 측정 되었다 (그림 2-6). 또한 아르곤분위기

에서 소성온도 1,300 ℃ 시료의 1, 2, 3시간의 소성시간에 따른 평균 산소 함량

은 각각 3.2, 4.0, 4.7 wt%로 측정 되었다 (그림 2-7). 전구체인 폴리카보실란 파

우더의 산소 함량은 2.1 wt%이고 폴리카보실란 A 타입을 용융방사한 섬유의

산소 함량은 약 3 wt% 이다. 아르곤에서 전자선 경화한 시료는 열분해단계를

거치며 산소 함량이 0.2 ～ 2.8 wt% 증가 하였고 열분해온도가 높을수록, 열분

해시간이 길수록 섬유 내 산소 함량이 높아졌다. 따라서 열분해온도와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섬유 내 산소 함량 조절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열분해온도

(1300 ～ 1500 ℃) 범위에서의 탄화규소섬유의 표면은 매끈하고 크랙이 가지 않

았지만 섬유의 평균지름은 각각 24, 22, 20 ㎛로 열분해온도가 증가 할수록 섬유

의 지름이 1300 ℃ 시료와 비교하여 1400 ℃ 시료는 8 %, 1500 ℃ 시료는 16 %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열분해온도 1300 ℃에서의 유지시간 1, 2, 3 시간에 따

른 탄화규소섬유의 표면과 지름의 변화를 측정결과 섬유의 표면에 열분해시간

(1～3 h)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열분해시간에 따른 섬유의 평균 지름은 각

각 24, 23, 21 ㎛로 열분해시간이 증가 할수록 섬유의 지름이 1시간 열분해한 시

료에 비하여 2 시간 열분해한 시료는 4 %, 3 시간 열분해한 시료는 16 % 감소

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열분해시간이 증가할수록 섬유가 치밀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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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탄화규소 섬유의 탄성률과 인장강도 측정

- 탄화규소 섬유의 기계적 물성 평가를 위하여 인장강도와 탄성률을 만능재료시험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로는 폴리카보실란 A 타입을 용융방사한 섬유를

아르곤 분위기에서 전자선가속기(1.14 MeV, 4 mA)로 10,000 KGy 조사한 후 열

분해온도(1,300～1,500 ℃), 열분해시간(1～3 시간)을 달리한 탄화규소섬유가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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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장강도와 탄성률 측정을 위해서는 섬유의 지름을 알아야 하므로 전자주

사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해 놓았다. 측정된 지름을 입력한 후 로드 된 섬유를 10

N의 로드셀을 이용하여 분당 5 cm의 속도로 당겨서 인장강도와 탄성률을 실험하

였다. 열분해온도와 열분해시간에 따른 탄화규소섬유의 인장강도 측정결과 (그림

2-8, 그림 2-9) 열분해온도 (1,300 ～ 1,500 ℃)에 따른 인장강도는 각각 평균 2.5,

1.6, 1.4 GPa 로 측정되었다. 열분해온도 1,300 ℃에서의 시간에 따른 인장강도는

각각 평균 2.5, 1.6, 1.5 GPa 로 측정되었다. 열분해시간과 열분해온도의 인장강도

가 매우 유사하게 나왔는데 열분해조건에 따른 섬유내 화학조성비중 열분해시간

과 열분해온도 시료의 섬유 내 산소함량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열분해온

도와 열분해시간에 따른 탄화규소섬유의 탄성률 측정결과 (그림 2-10, 그림 2-11)

열분해온도가 1,300～1,500 ℃까지 증가함에 따라 탄화규소섬유의 탄성률이 232～

259 GPa로 증가하였다. 이는 열분해 전 전자선 경화에 의해 제조된 섬유의 탄성

률이 223 GPa 인 것을 고려할때 1500 ℃의 열분해온도에서 탄성률이 최고 16 %

상승한 것이다. 1300 ℃에서의 소성시간이 3 시간인 시료의 탄성률은 253 GPa로

탄성률이 최고 13 % 상승하였다. 소성온도가 높고 소성시간이 길수록 탄성률이

증가하였다. 열분해시간에 따른 인장강도와 열분해온도에 따른 인장강도는 매우

유사하였고, 열분해시간에 따른 섬유 내 산소함량과 열분해온도에 따른 섬유 내

산소함량도 매우 유사 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여 섬유 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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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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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로 1,500 ℃의 고온에서 매우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내산화성 평

가 결과, 시료의 잔류량은 103.8 %(그림 2-13)로 고온에서의 우수한 내산화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내산화성 평가과정에서 증가한 무게는 섬유 표면의 실리콘 성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실리콘옥사이드를 형성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주사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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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을 이용하여 시료의 표면을 확인해 본 결과 열안정성을 평가한 섬유의 일부

가 열분해로 인하여 작은 구멍을 형성한 것을 관찰되었고 내산화성을 평가한 섬유

의 표면에는 하얀 점처럼 보이는 실리콘 옥사이드가 미량 존재 하였다(그림 2-14).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하여 용융방사법, 습식방사법, 전기방사법 그리고 원심방사법을

이용하여 그린섬유를 제조한 뒤 전자선 경화 후 열분해 하여 최대 2.7 GPa의 높은

인장강도와 최대 259 GPa의 높은 탄성률을 지닌 탄화규소 섬유를 제조하였다. 제

조된 탄화규소 섬유는 우수한 열안정성과 내산화성을 보였다. 장섬유의 탄화규소

섬유는 수입 대체용으로 사용가능하고, 3차원 매트 형상의 탄화규소 섬유는 복합재

제조에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2-1. Schematic diagram of the melt s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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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chematic diagram of the electrospinning.

그림 2-3. Schematic diagram of the centrifugal s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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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icture and SEM image of meltspun fiber.

그림 2-5. Picture and SEM image of electrospun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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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lemental composition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

그림 2-7. Elemental composition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ime

at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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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Tensile strength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

그림 2-9. Tensile strength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ime at 1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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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Elastic modulus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

그림 2-11. Elastic modulus of SiC fiber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ime at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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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Thermal resistance of SiC fiber.

그림 2-13. Oxidation resistance of Si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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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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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가하여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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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YD-128은 YDF-170에 비해서 경화속도는 느리나 완전 경화 시 기계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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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었으며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

경화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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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으로 복합재를 성형하고 전자선 경화하여 제품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제품의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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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면

서 2회, 90° 회전하면 4회로 실시하면서 경화시켰다. 각각의 제품은 기존의 제품

과 유사한 파괴 특성을 나타내었다.

가. 방사선 경화용 복합재료의 선정

-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지와 경화제를 선

정하였다. 에폭시 수지는 YD 128과 YDF 170의 2종류 선정하였으며, 경화제는

Triarylsulfonium hexafluoroantimonate (TASHFA)를 주 경화제로 그리고

Triarylsulfonium hexafluorophosphate (TASHFP)를 부 경화제로 선정하였다. 에

폭시 수지의 전자선 경화기구를 밝혔다.(그림 3-1)

나. 방사선 경화용 복합재료의 특성 평가

- 각각의 수지와 경화제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복합재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을 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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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선량에 따라서 경화하였다. 이런 복합재는 250 kGy이상에서는 모두 완전 경

화가 된다는 것을 경화도 측정에서 확인하였다. 에폭시 수지 중에서는 YD 12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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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그림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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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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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RTM, Vacuum Bag Molding, Lay-up, Filament Winding 그리

고 Pultrusion 등의 방법으로 복합재를 성형하고, 성형된 제품을 전자선 조사/경화

하여 제품을 제조하였다.(그림 3-6) 방사선 경화용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제조

에 최적의 성형공정은 Filament Winding이었으며, RTM과 Vacuum Bag Molding

도 적당하였다. 최적의 제조 공정은 성형 방법과 성형 몰드의 설계에 크게 좌우되었

다. Pultrusion은 조사 장치의 부착을 함께 병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에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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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각각의 제품은 (주) 데크에서 제조

된 제품과 유사한 파괴압력 특성을 나타내었다. 보다 깊은 특성 평가를 수행하고,

보다 많은 제품에 적용 실험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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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에폭시 수지의 전자선 조사에 의한 경화 기구.

그림 3-2.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에폭시 수지의 경화율 (TASHFA 경화제

2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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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에폭시 수지(YDF 170)의 경화율.

그림 3-4.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수지의 종류 및 경화제 첨가량에 따른

강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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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제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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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6.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여러 가지 제조 공정.

(a) Vacuum Bag Molding,  (b) Filament Winding,  (c) RTM.

그림 3-7. 자선 경화 기술을 이용한 하이 리드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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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화 제품에 적용 시험 및 특성 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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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적용 예로는 LNG 압력용기에 적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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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에서와 같이 LNG 압력저장 용기에 적용하였다. 1차년도

에 시험 제조된 개인용 산소 압력통에 비해서 부피가 크고, 적용압력이 높은 LNG

압력저장용기의 제작을 수행하였다. 제작방법은 기존의 산소압력통의 방법을 그대

로 적용하여 YD 128의 에폭시 수지와 TASHFA의 경화제를 사용하여 복합재를

성형하였으며, 이를 전자선을 조사하여 경화시켰다. 전자선 조사 선량은 기존 제품

의 경우보다 조금 높은 400kGy를 적용하였으며, 제품을 회전시키면서 경화를 시켰

다. 제작된 압력통은 본사의 압력통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다.(그림 3-9)

시험 결과는 (주) 데크에서 열경화로 제작된 압력용기의 특성에 90 %이상의 물성

치를 보여주었으며, 파열시험에서도 합격점인 104 MPa을 20 %이상 상회하는 127

MPa에서도 파괴되었다.(그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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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LNG 압력용기의 성형모습  완성품.

그림 3-9. LNG 압력용기의 내구성 시험 방법(자체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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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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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대할 수 있다. 현재에는 엔진용 터빈재료로써 세라믹 재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다. 세라믹 재료는 우수한 고온 특성, 높은 경도, 높은 내마모성, 강도 대비

낮은 비중으로 엔진의 경량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깨기지 쉬운 단점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탄화규소섬유 강화 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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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하였다. 탄소 복합재료는 에폭시 가교를 위해서 200kGy 전자선 조사를 실시

한 후 아르곤 분위기에서 1000 ℃로 1시간동안 열분해 과정을 통해서 SiC/C 복

합재료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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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iC의 함량이 0 wt%에서 10 wt%로 증가할수록

약 12배 이상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복합재료의 공극률을 수은 기

공도 측정기와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iC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약 3배

이상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탄화규소섬유가 함유된 복

합재가 극한 환경의 구조체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 전 세계의 제트기 엔진 작동온도를 평균 1 oC 증가시키면 연간 약 1조원의 연료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엔진의 연료 효율은 연소 온

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연소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의 발

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엔진용

터빈재료로는 니켈계의 초합금이 주를 이루었으나, 연소 온도가 1,000
o
C 이상에

서 금속재료는 열에 약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에 따라 내열성이 우수한 세라믹으

로 속 재료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세라믹은 높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는 우수한 고온 특성 외에 경도가 높고 내화학, 내마모 특성이 우수하며, 강

도 대비 비중이 낮아 엔진의 무게를 줄일 수 있어 연료 정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세라믹 재료는 깨지기 쉬운 단점으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응용에 걸림돌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라믹의 낮은 경도를 높여주고 인성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

지 형태의 강화재 (탄소나노튜브, 탄소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섬유 등)를 첨가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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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

기에서 전자선(1.14 MeV, 4 mA)으로 10,000 kGy 조사하여 가교하였고, 가교된 폴

리카보실란 섬유를 아르곤 분위기에서 1,300 ℃로 1시간동안 열분해하는 단계를 거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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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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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산화성은

약 12배 향상됐다(그림 3-11). 수은 기공도측정(Mercury porosimeter, AutoPore IV

9500, Micromeritics, USA)을 통하여 탄화규소섬유 함량에 따른 복합재의 기공도 변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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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이와 같은 현상은 SEM 분석을 통하여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탄화규소섬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극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13).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탄화규소섬유는 복합재의 내산

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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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규소섬유

함량에 따른 변화를 보았으며, 여기서 SiC의 함량이 증가함에따라 복합재 내부의 공

극이 줄어드는것을 확인하였다. TGA 분석을 통하여 SiC/C 복합재의 고온 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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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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Oxiation resistance of SiC/C composite on SiC content by TGA.

그림 3-12. Porosity test of SiC/C composite for SiC content.

그림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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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400 ℃ 부근에서 산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서 실제 적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산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Si가 첨가된 SiC/C 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여 내산화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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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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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 직물을 건조 공정을 통해서 헥산용액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

으로 총 4회의 함칩 공정을 거쳤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를 5,000 kGy 전자선 조

사를 두 번에 걸쳐 양면 조사하여 가교 시킨 후 1,300 ℃에서 1시간 동안 열분

해 과정을 거쳐 C/SiC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 CF 탄소직물에 폴리카보실란 용액의 함침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헥산용액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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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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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카보실란에 함침시킨 복합재료 (SiC/C)는 함침 전 열분해 후 3.2% 잔류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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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였다.

- 탄소 복합 소재는 가볍고,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며 열전도도가 우수하고 열

충격에 강하며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점들 때문에 최첨단 신소재로서

의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탄소 복합 소재는 고온 재료나 연마재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가스터빈이나 세라믹 엔진 부품 등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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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탄소재의 산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실

리콘(Si) 등 탄소와 반응이 가능한 원소 등을 첨가하여 SiC로 탄소재를 복합시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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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 실온에서 건조 하였고, 건조 후 24시간 진공 중에서 완전 건조하여 시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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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조건에 따라 제조한 탄소직물/폴리카보실란 함침시

료는 전자선(1.14 MeV, 4 mA)으로 아르곤 분위기에서 10,000 kGy 조사하여 가교

하였고, 가교된 복합재는 아르곤 분위기에서 1,300 ℃로 1시간 동안 열분해하여

C/SiC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C/SiC 복합재의 내산화 특성분석을 통해 극

한 환경의 구조체에 사용가능한지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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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CF (Toray, T-700 12K, Japan)을 20×20×2 mm의 직육면체 형태의 일정한 크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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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액에 완전히 녹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30×30×4 mm 용기에 일정한 크기로 자른

CF 시료를 넣고, 용기에 PCS를 부어주어 CF이 PCS 용액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

다. 이것을 24 시간동안 공기 중에서 자연건조 시킨 후, 진공 오븐을 이용하여 실

온에 CF/PCS의 무게 감소가 없을 때까지 충분히 건조하여, CF 내부에 있는 헥

산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4번 반복하여 CF 용액 농도와 함

침 횟수에 따른 CF/PCS 시료를 준비한다.

- 준비된 CF/PCS 시료는 전자선을 이용하여 PCS의 가교 반응을 유도하였다. 준비

된 CF/PCS 시료는 티타늄 진공 챔버에 넣고, 불활성 기체(아르곤)를 충분히 흘려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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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는 전자선 (ARTI KAERI, Korea)을 이용하여 가교하였고, 1.14 MeV,

4 mA의 전자선 가속기 조건으로 5,000 kGy씩 두 번에 걸쳐 양면 조사하였다. 조

사한 시료는 탄화로를 이용하여 아르곤 분위기에서 1,300 ℃, 1시간의 열분해를

통해 C/SiC 복합재로 제조하였다.

- SEM (JEOL, JSM 6390, Japan) 분석을 통하여 C/SiC 복합재의 PCS 용액 농도

와 함침 횟수에 따른 내부 미세 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SEM 분석을 위해 복합

재 시료는 액체 질소로 얼린 후 순간 적인 힘으로 절단하고, 절단한 복합재 표면

에 magnetron sputtering 장비를 이용하여 금 박막을 입힌 후, 10 keV 에너지에

서 500 배의 배율로 동등한 조건하에 복합재 시료의 단면을 분석하였다.

- CF에 PCS 용액을 조건에 따라 함침하고, 전자선 가교와 열분해 과정 후에 CF

내부에 SiC의 결정화 상태는 XRD (D/Max-1200, Rigaku, Japan)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시료의 분석 범위 2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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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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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재의 열 특성 및 내산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용 시료의 무게는 18 mg으

로 일정하게 하고, 공기 분위기에서 분당 10 oC의 승온을 유지하며 실온에서

1,500 oC 까지의 범위에서 C/SiC 복합재의 고온 내산화 특성을 분석하였고, 1,500
oC의 고온을 5시간 동안 유지하여 지속적인 고온 상태에서의 내산화 특성을 분석

하였다.

나. 함침법으로 제조된 복합재료(C/SiC)의 특성

- 그림 3-14은 SEM 분석을 통한 C/SiC 복합재의 내부 미세 구조 변화를 나타낸

다. C/SiC 복합재를 제조함에 있어 PCS 용액의 함침 횟수가 1～4회로 증가(그림

3-14(b)부터 그림 3-14(g)의 SEM 이미지)함에 따라 함침 전 CF (그림 3-14(a))

과 비교하여 복합재 내부에 대부분을 차지하던 공극이 SiC로 채워지는 부분이 많

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PCS 용액의 농도를 50 %에서 30 %로 (그림

3-14(e)부터 그림 3-14(g)의 SEM 이미지) 조절하면, 30 %의 낮은 용액 농도는

50% 농도에 비해 PCS 용액이 CF 내부로 잘 흡수되어 C/SiC 복합재 내부에 공

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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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림 3-15에 나타내었다. 그림 3-15에서 보듯이 SiC의 주요 결정화 peak (111),

(220), (311)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로 C/SiC 복합재에 SiC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PCS가 전자선 경화와 열분해 과정을 통해 SiC

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PCS 용액의 함침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SiC

peak의 세기가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그림 3-15(a)), 마찬가지로 PCS 용

액 농도가 30 %일 경우 50 %에 비해 SiC peak 세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그림

3-15(b)).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PCS 용액 농도가 30 %에서 4회 함침 하였을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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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6에 나타내었다. PCS

용액을 1회 함침 하였을 경우 시료 내부의 공극률이 52.1%이었던데 반해 4회 함

침시 내부 공극률은 13.5 %로 감소하여, 함침 전 CF의 공극률이 78.7 %였던 것

을 감안할 때 공극률은 최대 65.2% 감소하였다 (그림 3-16(a)). 함침 횟수에 따른

C/SiC 복합재 시료의 밀도 변화는 함침 전에 CF 0.60 g/cm3의 밀도 값을 보였고,

함침 횟수가 1～4로 증가하면 밀도 값은 점차 1.35～2.44 g/cm3로 증가하였고, 함

침 방법을 통한 C/SiC 복합재의 밀도는 최대 1.84 g/cm
3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림 3-16(b)).

- PCS 용액의 농도 변화에 따른 공극률의 변화는 그림 3-17에 나타냈다. PCS 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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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는 각각 4회로 고정하였을 때, 함침 전 CF의 공극률 78.7 %에 비하여 농도가

50 %에서 30 %로 변화함에 따라 공극률은 각각 25.5 %에서 13.5 %로 감소하였다

(그림 3-17(a)). 복합재의 밀도는 공극률에 비례하며 농도가 50%에서 30%로 변화함

에 따라 2.10～2.44 g/cm3의 밀도 변화를 보였고, 함침 전 CF과 비교하여 최대 4 배

의 밀도 증가를 나타냈다 (그림 3-1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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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a)에서 보듯이 CF

은 고온에서 낮은 내산화 저항 특성을 나타내며 그에 따라 시료가 거의 남지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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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b)는 5

시간 동안 1,500 oC 온도를 유지하며 C/SiC 복합재의 분해거동을 관찰함으로써 고

온 내산화 특성을 판단하였다. 제조한 C/SiC 복합재는 1,500 oC 지속적인 고온 상태

에서 95.2 %의 잔류량을 나타내어 좋은 고온 내산화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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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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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3로 함침 전 CF의 밀도 0.60 g/cm3에 비해 4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TGA 분석을 통하여 C/SiC 복합재의 열안정성과 고온

내산화 특성을 확인하였고, 함침 전 CF의 열분해 후 잔류량 3.2 %에 비하여 30 %

농도에서 4회 함침한 C/SiC 복합재의 잔류량은 95.2 %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으며,

1,500
o
C에서 5시간 동안의 고온 환경에서도 95.2 % 잔류량에 변화가 없는 우수한

내산화 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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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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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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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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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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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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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Impregnation times of C/SiC composite by porosimeter (at 30%

concentration); (a)porosity and (b)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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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Polycarbosilane concentration of C/SiC composite by porosimeter (at

impregnation 4 times); (a)porosity and (b)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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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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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물을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방식을 이용하여 SiC 코팅막을 증착

시켜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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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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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착막의 형태와 조성, 미세구조의 변화를 SEM과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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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있어 시료의 최외각 표면만이 SiC 증착이 된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000

℃에서 증착된 시료는 Si : C의 비율이 50:50의 일정한 조성비로 250 nm의 균일

한 증착막을 형성하고 있으나 1100 ℃에서 증착된 시료의 경우 100∼200 nm의

불균일한 증착막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탄소 복합 소재는 가볍고,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며 열전도도가 우수하고 열 충

격에 강하며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점들 때문에 최첨단 신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탄소 복합 소재는 고온 재료나 연마재로 이미 사용

되어지고 있으며 가스터빈이나 세라믹 엔진 부품 등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하지만 400 ℃ 부근의 산화 분위기에서 산소(O2), 이산화탄소(CO2), 수증

기(H2O) 등에 의하여 산화반응이 시작되며 온도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 구배

와 산소 농도가 높아져 산화 확산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어 재료의 다양한 적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탄소재의 산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실리콘(Si)과 보론

(B) 등 탄소와 반응이 가능한 4가 원소 등을 첨가하여 SiC, B4C 등을 이용하여 탄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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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VD 방식은 시료를 원하는 형태로 제조하고 시료에 물

리적인 힘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의 표면에 원하는 재료를 코팅할 수 있

는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시료의 형상에 구애 받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

축하고 실험에 이용한 CVD 장비의 사진과 개략도를 그림 3-1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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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험 전 oil rotary pump를 사

용, 반응로 내를 10-3 torr 이하의 진공도를 유지함으로서 반응로내의 불순물들을

일차적으로 제거하였고, 승온 속도를 약 10 ℃/min으로 하여 1,000 ℃ 이상의 고

온으로 반응로의 온도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불활성 기체인 Ar을 반응로내의 압력

을 5 torr로 충진하고 10-3 torr로 진공상태를 유지함을 5회 이상 반복하여 반응로

내의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그 후에 H2 가스를 사용하여 반응로 내의 압력을 5

torr 상태로 5분간 유지함으로서 반응로 내의 불순물 및 시료의 산화층을 제거하

였다. 이때 반응로 내의 압력은 펌핑이 유지되는 가운데 throttle valve를 사용하

여 제어하였으며 반응로 내로 유입되는 가스의 양은 MFC(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하여 제어하였다. 증착에 사용하고자 하는 유기 실리콘 단량체

인 MTS(Aldrich, 99.9%)는 bubbler 용기로부터 H2를 carrier gas로 사용하여 반

응로 내로 유입시켰으며 반응로 내에서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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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에

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나. Preform 형태의 carbon fiber matrix의 특성 분석 결과

- Preform 형태의 carbon fiber matrix는 (주) 데크에서 제작되었으며 실험을 위하

여 2×2×4 cm 직육면체 형태로 커팅 하였다. Thermal CVD의 tube furnace의 정

중앙에 graphite sample holder를 이용하여 위치시켰으며 1,000 ℃와 1,100 ℃의

공정조건에서 각 1시간씩 증착하였고 기타 공정 조건들은 실험방법에 기술되어

있다.

- Preform 형태의 시료에 SiC 증착 전·후의 SEM 사진을 그림 3-2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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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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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그림 3-22). 이때 Ion gun의 조건은 30 kV, 20 nA로 식각을 시작하였으며 식

각이 진행됨에 따라 beam current를 50 pA까지 낮추며 시편의 두께를 100 nm 로

제작하였다.FE-TEM은 nanofab center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가속전압 200 kV를

사용하였다. 우선 TEM의 EDX를 사용하여 SiC 증착 layer의 조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24과 그림 3-25에 나타내었다. 이때 EDX 측정 결과 중 Ga은 시

편 제작에 사용하였던 Ion에 의한 영향에 의한 것이며 Cu는 시편을 지지하고 있는

Cu grid에 의한 영향이며 Pt는 시편 제작에서 Ion gun으로부터 시료를 보호하기 위

하여 사용한 Pt에 의한 결과에 해당한다. Si와 C의 조성 비율은 증착 온도에 상관없

이 50 : 50으로 관찰 되었다. 고배율에서 회절 패턴(diffraction pattern)을 이용하여

각각의 layer에 대한 phase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26에 나타내었다. 그

림 3-26.의 a)와 b)는 증착 온도가 각각 1,000 ℃와 1,100 ℃이다. 그림 3-26. a)의

밝은 부분의 회절 패턴은 JCPDS card 중 75-1621의 결과와 일치하며 carbon fiber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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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와 일치하며 3C-SiC의 FCC (Face Centered Simple Cubic)로 lattice parameter

는 a : 4.358 Å으로 확인되었다. 코팅막의 두께는 약 80 nm 정도로써 균일한 두께

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3-26. b)의 코팅막은 회절 패턴이 JCPDS card

중 29-1126의 결과와 일치하며 hexagonal structure의 2H-SiC로써 lattice

parameter는 a : 3.081 Å, c : 5.031 Å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코팅막의 두께는 50

～ 300 nm 정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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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C/C composites에 증착한 SiC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FE-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시료의 준비 과정을 그림 3-23에 나타

내었다. 그림 3-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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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율에서의 TEM 관찰 결과 1,000 ℃에서 제조된 SiC 막(그림 3-27 a))은 약 250

nm의 균일한 코팅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preform 형태의 시료와 마찬가지로 3C-SiC

structure를 가지고 있었다. 1,100 ℃에서 제조된 SiC 막(그림 3-27 b))의 경우는

100 ～ 200 nm 정도의 불균일한 두께의 막을 형성하고 있으며 preform 형태의 시

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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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를 각 1 시간씩 증착하였으며 증착된 SiC의 형태와 결

정구조 등을 SEM과 FE-T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로써 시료의 형태와 증착

온도에 따른 SiC 증착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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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9. Thermal-CVD system for SiC deposition.

그림 3-20. SEM images of SiC deposited preform carbon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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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SEM images of SiC deposited C/C composites.

그림 3-22. TEM specimen preparation using a FIB(Focused Ion Beam) for the 

SiC deposited preform carbon fiber analysis.

그림 3-23. TEM specimen preparation using a FIB(Focused Ion Beam) for the 

SiC deposited C/C composi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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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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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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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6. TEM images of SiC layer, deposited at a) 1,000 ℃ and b) 1,100 ℃

on preform carbon fibers.

a) b)

그림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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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서 비닐 에스터 수지의 전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하여 LCD용 도전성 접착제에

적합한 접착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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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비해서 전자선으로 경화 시 겔화율 면에서는 낮은 선량에서도 높은 경화도

를 나타냈으나 완전 경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굴곡강도, 접착강도, 열적 안정

성 모두 비닐에스터 수지의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비닐에스터 수지에 경화제, 촉진제를 첨가하여 상온경화한 시료와 경화제만 첨

가하여 열경화시킨 시료, 첨가제를 넣지 않고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시킨 시료

의 특성을 분석하였을때 겔화율, 굴곡강도, 접착강도, 열적안정성 등 모든 면에

서 전자선 경화가 우수한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도전성 접착제에 가

장 중요한 접착강도 면에서 기준치인 800 gf/cm를 넘는 1,000 gf/cm의 접착강도

를 나타내어 도전성 접착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이방성 전도필름(Anisotropic Conductive Film)은 1977년 일본의 Sony Chemical

사가 최초로 상업화한 접합재료이다. 현재는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PDP(Plasma Display Panel) 등의 회로기판 실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디스플레

이 모듈에서 이방성 전도필름을 이용한 접합 기술은 TAB(Tape Automated

Bonding)접합, COF(Chip On Film)접합, COG(Chip On Glass)접합 등이 있다. 디

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질과 응답속도이며 이를 결정하는 것이 디

스플레이 모듈이다. 디스플레이의 응답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소형 디스플레

이에서는 구동회로 IC칩을 직접 패널에 접합하고 있다. 이렇게 구동회로 IC칩을

디스플레이 패널에 직접 접합하는 방법을 COG 접합이라고 한다. COG접합은 디

스플레이 모듈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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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는

두 회로의 재료와 접착성이 우수한 접착재료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두 회로의 전

극부위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밖의 부위는 ITO(Indium thin oxide),

Polyimide 등의 유기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ACF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

은 금속이나 유기/무기 재료와의 접착력이 우수하고, 열과 습기에 접착 신뢰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CF는 접착을 위한 폴리머와 전기적

전도를 위한 전도성 입자로 구성되어있다. 폴리머는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수지 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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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지도 연구되고 있는데 경화속도(8 ～ 10초)는 빠른 반면 열적 안정성이 불안한

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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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을 경화시켰다. 경화제로는 Methyl ethyl ketone peroxide(MEKPO)를 사용하

였고, 촉진제로는 8wt% cobalt/dimethyl amine/styrene 혼합용액을 사용하였다.

- 상온경화는 100 ml 비커에 RF-1001, 경화제, 촉진제를 넣은 후 골고루 분산되도

록 유리막대로 교반시켜주었다. 그리고 SUS 재질의 몰드(150×150×2 mm3)위에 PI

film을 올리고 그 위에 혼합용액을 부어준 다음 진공오븐에서 진공상태로 경화를

진행하였다. 열 경화는 상온경화와 방법은 같으나 촉진제를 쓰지 않고 온도를 약

80 ℃까지 올려서 진공오븐에서 경화를 진행하였다. 전자선 경화는 경화제와 촉진

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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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도록 경화를 진행하였다.

- 경화방법 이외에도 도전성 접착제에 더욱 적합한 수지 선정을 위해서 전자선 경

화형 에폭시 수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YD-128(에폭시 수지, 국도화학)과

KDU651TP75(아크릴 수지, 국도화학)를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시켜서 RF-1001

과 그 물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나. 전자선 조사에 따른 겔화율 특성 평가

- 각각의 경화된 sample들은 soxhelt 추출기에 acetone 용매를 사용하여 겔화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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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또, 경화방식을 달

리하여 겔화율을 비교하였을 경우 수초 이내에 경화가 진행되는 전자선 경화 방식

이 다른 경화방법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완전 경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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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그림 4-2). 추가적으로 RF-1001 수지를 전자선 경화하기 이전에 경화제와

촉진제를 추가로 첨가한 샘플의 겔화율 분석 결과를 보면 RF-1001 수지에 경화

제, 촉진제를 모두 함유한 샘플이 낮은 선량에서도 빠른 속도로 완전 경화가 이루

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3). 이는 전자선에 의한 경화와 더불어 촉매에

의해 활성화 되어 경화가 되는 2가지 반응이 함께 이루어져 낮은 선량에서도 경

화가 완료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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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그리고 상온, 열 경화와 전자선 경화된 수지의 굴곡강도를 비교하여도 전자선 경화

방식으로 경화시킨 수지의 강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그림 4-5). 추가적

으로 전자선 경화의 조건의 변화를 주어서 비교하였는데, 경화제와 촉진제를 첨가

한 후 조사한 RF-1001 수지의 강도가 약 2 MPa 정도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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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또, 전자선을 이용하여 경화된 수지가 상온, 열경화 방식에 의해

경화된 수지보다도 더 높은 접착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그림 4-8). 추가적으로

전자선 경화 시 경화제와 촉진제를 첨가하여 반응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겔화율과 굴곡강도와는 달리 접착강도 면에서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전자선만

이용하여 경화시킨 수지의 접착강도만이 기준치보다 높은 접착강도를 유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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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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유리전이온도는 고분자의 물리,

화학적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Storage modulus(E')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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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온도에서까지 유지됨을 확인하였고, 이는 열안정성이 매우 우수함을 나타내는

것이다(그림 4-11,그림 4-12). 전자선 경화 시 경화제와 촉진제를 첨가하여 분석한

결과는 3가지 조건 모두 높은 열안정성을 가지고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4-13,그림 4-14, 그림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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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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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겔화

율을 나타내었으며, 기존에 전자선 경화성 수지로 사용되던 YD-128, KDU651TP75

에 RF-1001 수지를 비교하여도 겔화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 되었다.

SEM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RF-1001 수지 내에서의 도전볼의 분산성을 확인하

였으며, 이외에도 굴곡강도와 접착강도 역시 RF-1001 수지와 전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하였을 때 가장 우수하고 기준에 적합한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수지에서 문제가 되었던 열적 안정성 또한 전자선 경화 방식을 이용할수록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가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선 경화의 빠른 경화속

도와 전자선에 의한 경화 활성부위가 수지에 높은 분산성을 나타내어 부반응이 최

소화 되고, 넓은 범위에서 경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전자선 경화 시 경화제와 촉진제를 첨가하여 경화를 진행한 경우 겔화

율, 굴곡강도, 열안정성 면에서는 모두 첨가한 수지의 결과가 미세하게 높게 나타났

으나, 접착강도 면에서 어떠한 첨가제도 넣지 않은 수지의 결과만이 기준 접착성보

다 높은 강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화 시 추가되는 경화제와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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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지 표면의 접착력을 떨어트리는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접착제 이외에

도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아 친환경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경화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4-1. Gel contents of various resins using e-beam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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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Gel contents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그림 4-3. Gel contents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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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Flexural strength of various resins using e-beam curing.

그림 4-5. Flexural strength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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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Flexural strength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그림 4-7. Peel strength of various resins using e-beam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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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Peel strength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그림 4-9. Peel strength of RF-1001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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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Comparison of the tan δ curves in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그림 4-11. Comparison of the storage modulus(E') curves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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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Comparison of the loss modulus(E") curves depending on the curing

methods.

그림 4-13. Comparison of the tan δ curves in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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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Comparison of the storage modulus(E') curves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그림 4-15. Comparison of the loss modulus(E") curves depending on the curing

conditions using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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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SEM image of conducting ball in cured RF-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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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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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PI 표면의 접착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 PI 표면의 이온주입으로 인하여 표면의 조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질소 이온 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결정의 불균일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었다. 그리고 PI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이온 주입에 의하여 PI 표면의 화

학구조가 변하여 친수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수성 치환

기가 증가할수록 물질의 접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PI의 접착성도 증가할 것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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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6에 나타내었다. 질소 이온 주입 실험을 위하여 PI 필름을 2 x 2 cm
2
크기로 절

단하였으며 아세톤에 담가 소니케이션을 통하여 표면을 세척한후 진공 오븐에서 건

조 하였다. 질소 이온 주입은 100 keV로 5 x 1014 에서 5 x 1017 ions/cm2 범위 내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 이온 주입된 PI 필름의 화학적 상태 변화는 XPS (MultiLab 2000, Thermo Electron

Corporation, England)로 분석하였다. Mg-Kα radiation을 사용하였으며 가속 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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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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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지 힘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특성으로 변형될 수 있다. 그림 4-17에 질소 이온의

깊이에 따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 XPS 분석 결과에서 277.1 eV와 543.1 eV 부근은 탄소와 산소의 분포도에 해당한

다. 이로부터 분석한 상대적인 원소의 양을 그림 4-18에 나타내었다. XPS 분석 결

과의 적분값들로부터 분석한 이온 상태를 표 4-1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질소 이온과 산소 이온 분포 상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온 주입에 의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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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접촉각과 접착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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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
값을 갖는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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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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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XPS survey elemental ratios

표 4-2 The component ratio of the surfaces of untreated and N+ ion irradiated

PI films under ion fluen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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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Chemical structure of the polymeric repeat unit of PI film.

그림 4-17. Simulation of project depth profile of N
+
ion fluence by SRI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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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XPS survey spectra of C1s, N1s and O1s from PI film after

irradiation by N+ ion treatment.

그림 4-19. XPS spectra of C1s, N1s and O1s from untreated PI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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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XPS spectra of C1s from PI film with different N+ ion fluence.

그림 4-21. XPS spectra of N1s from PI film with different N+ ion 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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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XPS spectra of O1s from PI film with different N+ ion fluence.

그림 4-23. SPM image of PI surface as a function of N+ 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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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The roughness of PI film surface as a function of N+ ion fluences.

그림 4-25. Photographs of the water droplets on PI surface as a function of N+

ion fl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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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The contact angle of water and the corresponding estimated work of

adhesion as a function of N+ ion fluences.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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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경화를 수행하였다. 유전재료의 두께는 alpha-step을 이용하여 측정하

고 화학적 구조변화는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agnetron sputtering

방식을 이용하여 전극을 제조한 후 impedance analyzer를 이용하여 전기적 특성

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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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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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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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역의 유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impedance의 허수부에서 capacitance 값을

추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유전 상수값을 구하였다.

"j'* eee -= …………………………………………………………………… (1)

000

*
* j

j C
G

C
C

C
Y

ww
e -==

…………………………………………………… (2)

여기에서
*e 는 유전 상수 값이 복소수임을 의미하며 통상의 유전 상수 값은 복

소 유전 상수값 중 실수부( 'e )를 지칭한다. *Y 은 어드민턴스(admittance)로 임피

던스(impedance)의 역수 값이며 C는 캐패시턴스(capacitance), G는 전도도

(conductance), w는 각 주파수(angular frequency)로서 f 2pw = 이다. 따라서 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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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으로 사용되는 TMA(Tetramethylammonium hydroxide)를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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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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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SQ(Hydrogen Silsesquioxance) 재료의 전자선 경화

[요약]

- HSQ 재료는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반경화 상태가 되었으며 열을 인가한 상태

에서의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완전 network이 형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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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유전상수값을 나타내었으며 우수한 내에칭 특성과 경도 값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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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따라서 경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FT-IR 결과 중 Si-O stretching과

bending에 있어서 cage like는 감소하고 network은 증가하게 된다. 조사량에 따른

시료의 FT-IR의 분석 결과를 그림 5-2에 나타내었다. IR 흡수 위치 중 1130 cm-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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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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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의 피크의 크기는 감소하게 되어 cage like와 network peak의 비율이 경화상태

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의 변화를 그림 5-3에 나타내었

다. 그림 5-2과 그림 5-3에서의 열경화 시료(thermal cured)는 여러 논문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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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가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전자선 조사만으로는 완전 경화가 이루어 지지 못한 반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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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선 조사 조건은 앞서의 조건인 1.14 MeV, 7.46 mA로 동일하다.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의 HSQ의 FT-IR 측정 결과를 그림 5-4에 나타내었다. Si-O의 cage

like와 network의 bending 및 stretching peak ratio가 열경화를 수행한 시료와 거

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그림 5-5). 또한 앞서의 열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선 조사한 결과와 열경화를 수행한 시료에 존재하던 2250 cm-1 위치의 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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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tching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 수 있음으로 완전 network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HSQ 재료의 유전 특성의 변화

- 상온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시료와 열경화를 수행한 시료의 주파수에 따른 유전

특성 분석 결과를 그림 5-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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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여 유전율이 낮은 특성이 보여진다.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시료의 유전특성을 그림 5-6에 함께 나타내었다.

라. 박막의 경도와 내에칭성

- 상온에서 전자선 조사를 수행한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열경화 시료에 비하여 매

우 낮은 경도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5-7). 이는 앞서의 FT-IR 구

조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자선 조사만으로는 완전한 경화가 이루어 지

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시료

에 있어서는 열경화를 수행한 시료에 비하여 5배 이상 경도 값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5-8). 이는 HSQ cage가 완전한 network을 형성함으로서 밀도가

향상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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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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Crosslinking of HSQ from cage structure to networ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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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FT-IR (ATR) spectrums of HSQ thin films as a fuction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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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FT-IR peak ratio of network/cage like as a function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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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FT-IR (ATR) spectrums of HSQ thin films as a fuction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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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FT-IR peak ratio of network/cage like with electron beam irradi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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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Hardness of HSQ thin films as a function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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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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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선을 조사하여 제조된 박막형 PTFE 재료는 2.5 정도의 값을 나타내며 1

MHz 대역까지 안정된 값이 유지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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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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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9에 나타내었다. PTFE는 340 oC 근처에서 meltin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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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에서 각 온도별로 200 kGy를 조사하였다. 각 온도별 전자선 조사에 의한

PTFE의 열적 성질 변화를 DSC로 분석하였으며 그림 5-9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

과 열을 인가한 상태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PTFE 재료는 melting points가 낮아지

고 350
oC에서 전자선 조사한 시료가 가장 낮은 melting points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PTFE의 전자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라디칼의 발생과 가교 상황을 그림 5-10에

나타내었으며 전자선 조사 조건별 FT-IR 측정 결과를 그림 5-11에 나타내었다.

350
o
C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시료에 있어서 CF2 peak이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있

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PTFE의 CF2가 전자선에 의하여 C-C 결합의 개수가

증가함으로 가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자선 조사에 따른 PTFE 재료의 유전 특성의 변화

- 본 실험에서 제조된 PTFE의 유전 특성을 그림 5-12에 나타내었다. 300
o
C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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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 PTFE 재료가 가장 낮은 유전 상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SEM 사진에서

확인되었던 나노 기공이 형성 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파수 의존성

면을 고려할 때 350 oC에서 전자선을 조사하여 제조된 박막형 PTFE 재료는 2.5 정

도의 값을 나타내며 1 MHz 대역까지 안정된 값이 유지됨으로 전기적으로 가장 안

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 전자선 조사에 따른 PTFE 재료의 미세 경도의 변화와 내에칭성

- 미세 경도에 있어서 열경화를 수행한 시료에 비하여 약간 경도가 증가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FT-IR 측정결과에서 보여졌던 PTFE 분자간 가교에 의하여

경도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50 oC에서 전자선에 의하여 경화된 PTFE

재료가 가장 우수한 경도 값을 가지고 있으며 열경화 시료보다 높은 강도값을 가

짐으로 최적화된 경화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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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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DSC analysis result of PTFE with different electron beam irradi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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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Radical creation of PTFE and crosslinked P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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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FT-IR spectrums of PTFE with different electron beam irradi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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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Dielectric properties of PTFE with different electron beam irradi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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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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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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물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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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되었으며 질소 이온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유전 상수값이 감소하고 높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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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전압을 인가하여 알곤 프라즈마를 생성시켜 Si wafer 위에 SiO2

층을 증착하였다. 증착된 SiO2의 두께는 알파스텝(alpha-step)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질소 이온 주입은 100 keV에서 SiO2 표면으로 1 x 10
17, 5 x 1017, 1 x 1018 N+

ions/cm
2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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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4에 나타내었다. AES 분석결

과는 SiO2 층의 표면부터 SiO2/Si 계면과 substrate인 Si wafer 표면의 질소 원소

농도 분포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질소 원자들이 SiO2/Si의 경계면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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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속된 질소 원자들이 비정질의 낮은 밀도의 SiO2 층을 쉽게

지나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SiO2/Si 계면에 집중되어지며 산란과정

을 거치며 Si wafer 내부의 interstrial sites를 채우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질소 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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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5에 나타내

었다. 유전율의 실수부에 대한 계산은 앞서의 방사선 경화기술 이용 층간 유전 재

료 제조 기술 개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질소 이온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10 Hz에서의 복소 유전 상수의 실수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질소

이온이 주입된 SiO2 층의 분극 강도 혹은 분극 밀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1 kHz 근처에서 유전율의 실수부의 감소가 나타나며 이러한 감소가 나타나

는 주파수 대역이 이온 주입량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허수부에서

나타나는 이완점 (relaxation peak)의 위치가 이온 주입량에 따라 높은 주파수 대

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유전율의 허수부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계산하였으며 그림 5-1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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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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된다.

유전층의 전기 전도도( acd )를 다음과 같은 관계로부터 계산하여 그림 5-17에 나

타내었다.

0ac ")d/A(tan weedwd == C ……………………………………………… (6)

질소 이온 주입된 시료의 ac 전도도는 10 Hz에서 5 kHz까지는 주입되지 않은 시

료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5 kHz 이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주파에

서 전도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질소 이온 주입이 SiO2 층의 전자 이동도를 감

소 시키기 때문이며 고주파에서 전도도가 높아진 것은 SiO2/Si 계면에 생겨난 새

로운 Si-N 결합에 의하여 계면의 공공을 질소 원자들이 체워버림으로서 Si

wafer로부터 SiO2 층으로의 전자 이송을 돕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복소 유전율의 실수부에 있어서의 고주파에서 질소 이온 주입된 시료가

그렇지 않은 시료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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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전상수값을 증가시키는 dipole moments의 개수와 밀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SiO2/Si 계면의 불안정한 공공의 자리를 질소 이온으로 체울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저유전 상수 값을 갖는 재료의 제조 공정에 있어서 이

온 주입 공정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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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Nitrogen ion depth profiles from the SiO2 surface to Si wafer
measured by an AES.

그림 5-15. Real part of dielectric constant, versus frequency at different N+ ions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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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Imaginary part of dielectric constant, versus frequency at different N+

ions implantation.

그림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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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행하였으며 250 kGy 이상에서 완전 경화가 이루어짐이 확인되었다.

가. 탄소 섬유 복합재의 제조와 물성

- 각각의 수지와 경화제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복합재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을 전자

선 경화 선량에 따라서 경화하였다. 이런 복합재는 250 kGy이상에서는 모두 완전

경화가 된다는 것을 경화도 측정에서 확인하였다. 이때 사용된 탄소섬유는 Toray

사의 T-700 12K 탄소섬유를 사용하였고, 경화제는 TASHFA를 3 wt% 첨가하였

다.

- 수지는 페놀과 같은 열경화성 수지에 비해서 탄화수율이 떨어지나, 최종 제품은

1.8 g/cc 이상으로 고밀도화하여 사용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만아니

라 에폭시 수지는 다른 열경화성 수지에 비해서 탄화 시 Open pore를 형성하므로

고밀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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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6-1.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탄화 후 밀도 변화

그림 6-1. HIPIC 공정을 5회 실시하여 밀도 1.96 g/cc의 고밀도화된 탄소/탄소 복합재

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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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iC 복합재의 제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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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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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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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침

하여 열처리로 SiC를 생성하는 PIP (Polymer Impregnation Pyrosis) 법 등이 있

다. 아래 그림 6-2에는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C/SiC 제조 방법 중에서 LSI법

과 PIP법을 이용한 제조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C/SiC 재료들은 현재 일부

선진국의 항공우주분야의 구조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사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6-3에는 미국의 우주왕복선에 사용된 C/SiC 재료로

제작된 부품을 나타내었다.

- 위에서 언급한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밀도 탄소/탄소 복합재를 1

차 고밀도화 공정을 통해서 밀도 1.5 g/cc 정도의 복합재를 제작하고, 이를 LSI법

을 이용하여 C/SiC로 제작하였다.

- 제작된 C/SiC의 밀도는 2.21 g/cc 이었으며, 전체적으로 SiC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SEM 관찰로 알 수 있었다. SEM 사진에서 희게 나타난 부분이 SiC로 전화

된 기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4에 제조된 복합재와 이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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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하였다.

- 제작된 C/SiC의 밀도는 2.15 g/cc 이었으며, 전체적으로 SiC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SEM 관찰로 알 수 있었다. 그림 6-5에 제조된 복합재와 이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 위에서 언급한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밀도 탄소/탄소 복합재를 5

차 고밀도화 공정을 통해서 밀도 1.96 g/cc 정도의 복합재 (그림 6-6)를 제작하

고, 이를 Pack-cementation 법을 이용하여 SiC 코팅된 탄소/탄소 복합재를 제작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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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6에 제조된 복합재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LSI 법을 이용한 C/SiC 제조방법 PIP 법을 이용한 C/SiC 제조방법

그림 6-2. 방사선 경화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C/SiC 제작 공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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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C/SiC 복합재를 적용한 비행체와 적용된 부품.

그림 6-4. LSI 법으로 제조된 C/SiC 복합재와 SEM 분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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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PIP 법으로 제조된 C/SiC 복합재와 SEM 분석 사진.

그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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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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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7에 나타내었다. 그림 6-8에는 제작된 프리폼과 브레이크 디스크 형상으

로 가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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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제품의 성능은 프리폼에 의해서 50 %정도의 영향을 받으며, 프리폼은 Rod의

보강방식과 Rod의 두께, Unit Cell의 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Hexagonal type의 4D 프리폼을 제작하였고, Rod의 두께는 0.7mm와 1mm를 사용

하였다. 그림 6-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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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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방식은 고온 내열복합재에 주로 용되는 리폼으로 항공우주 부품

의 구조제에 용되는 부분의 재료가 이런 형태의 리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리폼을 제작하여,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복합재를 

제조하 다. 그림 6-10에는 Weaving 리폼의 제작 기구를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탄소섬유의 형태는 T-700섬유의 6K 형태를 이용하여 보다 세

한 리폼을 제작하고, 이를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복합재를 제작하 다.

그림 6-7. NP 리폼 제작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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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직조된 상태의 NP 리폼과 형상가공된 NP 리폼.

그림 6-9. 4D hexagonal Rod 리폼의 제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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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3D Orthogonal Weaving 리폼의 제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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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개발

[요약]

- 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용 탄소섬유강화 탄화규소 복합재를 제조하였으며, 제

조된 제품은 기존방식의 재료와 비교하여 동일한 밀도와 와이블 계수를 가지면

서도 굽힘 강도가 향상되고 연신율이 증가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초고온용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제작 공정도는 아래

그림 6-11와 같다. 이러한 초고온용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는 항공기 브레이크디스

크, 자동차용 브레이크디스크, 항공기나 우주선의 추진기관 및 우주내열 구조재로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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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

선 경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식, 즉 1 Step으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제작

하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① 프리폼 및 복합재의 제작 (하중부)

탄소 섬유를 일정한 각도로 배열한 후 needle punching 공정으로 직조하여 탄소

섬유 프리폼을 제조하였다. 탄소 섬유를 평면 방향('X', 'Y' 방향)으로 배열하고,

회전하는 롤러를 이용하여 상하 운동을 하고 있는 직조 바늘을 지나가게 하면 직

조 바늘에 의해 평면 방향으로 배열된 섬유가 'Z' 방향으로 늘어선다. 이러한 공

정을 수 회 반복하여 일정 두께 이상의 탄소 섬유 프리폼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프리폼은 우선 PCS를 hexane에 용해시킨 용액에 2시간 동안 진공함침을

한다. 진공함침된 프리폼은 건조한 후, 전자선 경화를 한다. 경화조건은 약 300

kGy의 전자선을 조사하면 되므로 1시간이전에 모든 공정이 완료된다. 경화된 프

리폼은 1,700 ℃에서 열처리하여 프리폼의 탄소섬유 표면에 SiC 코팅층을 형성한

다.

SiC 코팅층은 추후 SMI 공정에서 탄소섬유의 침식을 방지하여, 제품에 탄성과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내산화성의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탄소 3D 프

리폼 직조기 및 제품을 그림 6-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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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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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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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5에 나타내었다.

마찰면과 하중부는 먼저 하중부 사이에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개의 탄소 복

합체 핀으로 위치를 고정시키고 양면의 마찰면을 접합제를 이용하여 결합하였다. 결

합된 브레이크 디스크는 열과 압력을 동시에 가하여 접합제를 경화시킴으로써 완전

히 접합하였다. 접합 구성 및 결합체 모식도를 그림 6-1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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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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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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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기존 제품과 방사선 경화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물성 비교.

물성 단 기존방식의 재료물성 방사선경화재료 물성

굽힘 강도 MPa 110 120

와이블 계수 - 7 7

도 g/cm
3

2.1～2.2 2.0～2.2

연신율 % 0.23 0.25

그림 6-11. 방사선경화기술을 이용한 고온용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제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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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탄소 3D 리폼 직조기  제품.

 

그림 6-13. TG-CVI 장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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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믹싱 장비                       (b) 스 장비

그림 6-14. 마찰면 제조 장비.

      

그림 6-15. 하 부 가공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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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하 부와 마찰면의 합 구성  결합체 모식도.

그림 6-17. SMI 장비  공정 후 제품.

 

그림 6-18. 세라믹 가공 장비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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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방사선 이용 천연섬유 복합재료 제조 기술 개발

[요약]

○ 방사선 이용 나  장섬유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 후 물찜 로세스에 의한 나  장섬유 제조기술 개발(섬유의 

미세구조  열 , 기계  특성 평가)
 

- 셀룰로오스 93%이상 함유, 리그닌 15%에서 0.7%까지 제거, 헤미셀룰로오스 

19%에서 2%까지 제거
  

○ 나  장섬유 이용 복합소재 제조 기술 개발
 

- 나  섬유강화 폴리 로필  복합재료를 제조  기계  특성 평가(굴곡

강도: 50MPa, 탄성률: 1,980 MPa)

      

(방사선 이용 kenaf 목재 섬유화 기술 개발  이를 이용한 복합재료)

※ 상기 기술 련 특허 출원: 3건 (출원 번호: 10-2010-0130021, 10-2011-0004038, 

10-2011-0005780)

1. 방사선 이용 나  장섬유 제조 기술

천연섬유를 사용하는 천연섬유 강화 복합소재는 최근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요

한 소재로 여겨지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되는 유리섬유

를 체하려는 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소재의 최  용분야는 

자동차업계로서 자동차 상품가치향상의 최  안인 연비 감, 환경규제 응, 

승객의 안정성 확보, 자동차 산업의 경쟁심화 등에 기인한 원가 감의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경량화 신소재 개발과 신공

법 개발에 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복합소재로서는 탄소섬

유 복합소재, 나노복합소재, 천연섬유 복합소재 등이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탄

소섬유 복합소재의 경우에는 경량, 고강도 특성으로 인하여 연비향상  충돌특

성향상을 한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고가의 탄소섬유의 가격(30～

70USD/kg)으로 인하여 주로 항공이나 스포츠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나노복합

소재는 기존의 탄소섬유를 체할 목 으로 리그닌 는 가 PAN을 리커서

로 사용하는 연구가 수행 에 있으며 탄소나노튜 와 같은 재료가 우수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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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물성으로 향후 적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가격과 분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천연섬유를 사용하는 복합소재는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

과 더불어 미래 소재로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몇몇 기업에서 자동차용 소재로

서 적용가능성을 연구하고 양산에 접목시키고 있다. 그 예로서 도요타(Toyota)

라움의 경우 바이오 매스로부터 제조한 PLA(Polyactic Acid) 섬유와 양마(Kenaf)

섬유를 블렌딩하여 제조한 스페어 타이어 커버를 양산 적용한 바가 있고, 벤츠

(Benz) S500에는 도어트림에 황마(Flex) 섬유 복합소재 및 시트 쿠션에 코코넛

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하였다. 천연섬유의 경우 표면처리 및 성형공정에서 수분관

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사출 성형 공정법으로 내장부품 성형시 변색 및

냄새 저감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목질계 섬유에서 나노크기의 셀룰로스 섬

유를 분리하여 보강재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소개되고 있는데 분리추출 공정에 따

른 가격 상승 및 분산기술을 해결해야 한다.

가. 실험 과정

실험에 사용한 케나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재배한 케나

프를 수확하여 사용하였다. 수확한 케나프에서 외피를 분리하여 햇볕에서 건조시켜

시료로 사용하였다.

1) 화학적 증해 방식을 이용한 케나프 천연섬유의 제조

외피를 섬유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화학적 증해 방식을 통하여 케나

프 섬유를 제조하였다. 화학적 증해 방식에는 NaOH powder(SHOWA 社)를 물에

용해시켜 NaOH (1 ～ 6 wt%)수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건조된 케나프 외피

를 상기 수용액에 함침시켜 auto-clave를 이용하여 121℃에서 7시간동안 반응을 시

키고 물로 씻어 NaOH 수용액을 제거하였다. 이후 오븐을 사용하여 80℃에서 24시

간동안 건조시킴으로써 섬유를 제조하였다.

2) 방사선(전자선)이용 케나프 천연섬유의 제조

방사선을 이용한 케나프 천연섬유의 제조는 앞서의 화학적 증해 방식과 같은 케나

프에서 분리한 외피를 이용하였다. 방사선은 전자선가속기(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10 MeV, 0.5 mA를 이용하여 10 kGy에서 1,000 kGy까지 조사

를 수행하였다. 이후 auto-clave를 이용하여 121℃에서 7시간동안 물찜을 수행하고

80℃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킴으로써 섬유를 제조하였다.

케나프 섬유의 표면을 SE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때 10 kV의 가속전압으로

배율을 x25에서 x1,000까지 관찰하였다. 케나프 섬유의 열적 특성 분석에는 TA 社

의 SDT Q600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의 분석 시 100℃에서 5분간

isothermal한 상태에서 수분 따위를 제거하고 40℃로 온도를 낮추어 평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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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유지한 후 600℃까지 분당 5℃의 승온 속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섬유의 인장강도 평가에 있어서 INSTRON 社의 만능시험기(모델번호: 5569)

를 이용하여 ASTM C 1557-03(Reapproved 2008,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Strength and Young's Modulus of Fibers)과 ASTM D 3822-07(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Single Textile Fibers)를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케나프 섬유에서 단섬유를 무작위로 일정 개수만큼 추출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때 cross-head displacement rate는 2 ㎜/min으로 고정하였다. 천연 섬유의 두께

는 상당히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 측정 전에 Micrometer를 이용하여 5 points

평균값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인장 강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수식이 사용되었

다.

T=F/A

여기에서 T는 인장강도(Pa), F는 파괴 강도(N)이며, A는 파괴면(섬유 축의 수직방

향)의 단면적이다. 섬유의 인장 신장율(Tensile strain)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 △l
l 0

여기에서 △l은 게이지의 신장(the elongation of the gage length, m)이고 l은 게이

지의 길이(m)이다.

나. 실험 결과

일반적으로 섬유는 셀룰로오스(cellulose)와 리그닌(lignin), 헤미셀룰로오스

(hemicellulose), 펙틴(pectin)으로 구성된다. 리그닌은 p-hydroxyphenyl, guaiacyl,

syringyl 등이 있다. 이러한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은 ester bond와 ether bond에

의하여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유로 사용되어지는 셀룰로오스

를 추출하기 위하여 NaOH 수용액을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 논문에서 보고된 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 증해 방식을 이용한 케나프 섬유를 비교 자료로 사

용하기 위하여 제조하였다.

원 케나프 bast(그림 7-1, 그림 7-2)은 섬유상과 섬유상들을 연결하고 있는 재료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NaOH 수용액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섬

유상들을 제거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NaOH(4wt%)의 수용액의

경우 매우 깨끗한 표면을 가지는 섬유가 생성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NaOH의 농

도를 더욱 증가시키면 섬유 표면에 예상치 않은 결함이 생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SEM 분석 결과 화학적 증해 방식을 이용한 섬유의 제조에 있어서

는 NaOH(4wt%)를 사용한 시료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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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SEM images of kenaf fibers as a function of the NaOH 

concentration. (x100)

 자선 조사량에 따른 0～1,000 kGy까지의 나  섬유를 그림 7-3에 나타내었으

며 SEM 분석 결과를 그림 7-4에서 그림 7-9에 나타내었다. 100 kGy까지는 외 상 

특이 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300 kGy에서는 약 3cm 내외, 

500 kGy에서는 1cm 내외, 700 kGy에서는 0.5cm 섬유가 찰되었고, 1,000 kGy에

서는 0.2cm 가량의 분말형태의 섬유가 제조되었다. SEM 분석 결과 100 kGy 정도

에서 화학 증해 방식에서 얻은 섬유와 비슷한 형태의 섬유 표면이 찰되었으며,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섬유의 표면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 찰되어졌다. 따라서 

100 kGy 정도의 자선 조사에 의하여 섬유상들을 연결하고 있는 부분을 히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단되어진다.

 SEM 사진에서 확인된 섬유화를 한 최 화 조건인 NaOH(4wt%) 화학 증해와 

자선 조사(100 kGy)를 통하여 제조된 섬유의 열  특성을 TA 社의 SDT Q600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그림 7-10에서 (a)는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나  

시료이며, (b)는 NaOH 화학 증해 처리를 수행한 나  섬유 시료이고, (c)는 자

선 조사에 의한 나  섬유의 결과이다. (a) 시료의 경우 5%의 무게 감소가 일어

나는 온도가 223℃이고, (b) 섬유의 경우 282℃, (c) 섬유의 경우에는 261℃이다. 이

는 화학  증해 방식이나 자선 처리를 통하여 제조된 섬유의 경우 원재료에 비하

여 낮은 분해온도를 가지는 화학구조의 성분들이 제거되었음을 나타낸다. 한 60

0℃에서의 최종 잔량의 경우에 있어서 (a)의 경우 33.6 wt% 으며, (b)는 24.2 

wt%, (c)는 23.8 wt%를 나타내었다. 화학증해를 이용하는 방식과 자선을 이용한 

섬유 제조 방식은 거의 잔류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SEM에서 보여진 섬유들을 연

결하고 있는 물질의 제거에 의한 결과로 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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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SEM images of kenaf fibers as a function of the NaOH

concentration. (x1,000)

그림 7-3. Pictures of the kenaf fiber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and

wa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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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SEM images of kenaf fibers as a function of the electron beam

irradiation from 0 to 100 kGy. (x100)

그림 7-5. SEM images of kenaf fibers as a function of the electron beam

irradiation from 0 to 100 kGy. (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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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SEM images of kenaf fibers as a function of the electron beam

irradiation from 0 to 100 kGy. (x1,000)

그림 7-7. SEM images of kenaf fibers as a function of the electron beam

irradiation from 300 to 1,000 kGy.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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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SEM images of kenaf fibers as a function of the electron beam

irradiation from 300 to 1,000 kGy. (x500)

그림 7-9. SEM images of kenaf fibers as a function of the electron beam

irradiation from 300 to 1,000 kGy. (x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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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TGA curves for KENAF fibers: (a) pristine kenaf; (b) NaOH

treated kenaf fiber; (c) electron beam(100 kGy) irradiated kenaf

fiber.

0 wt% 1 wt% 2 wt% 4 wt% 6 wt%
0

200

400

600

800

1000
 

 

Te
ns

ile
 S

tr
en

gt
h 

(M
Pa

)

NaOH Concentration

그림 7-11. Tensile strength of the kenaf fibers as a function of the NaOH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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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Tensile strength of the kenaf fibers as a function of the electron

beam irradiation.

천연섬유는 섬유마다 두께가 다르고 하나의 섬유 내에서도 두께 균일도가 매우 좋

지 못하여 기계적 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우 큰 오차 한계를 가지게 된다. 그림

7-11와 그림 7-12에 화학 증해방식과 방사선 처리 방식을 이용하여 각각 제조된 케

나프 섬유의 인장강도를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제조된 케나

프 섬유는 오차 범위가 매우 크지만 거의 유사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화학적 조성은 전자선이 조사된 케나프 섬유의 화학적 처리 전과 후의 셀룰로오

스, 리그닌, 헤미셀룰로오스의 변화량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시료들은 0.5 mm 입자

로 분쇄하였다. 분쇄된 시료는 1시간 동안 Rauryl 황산나트륨 수용액에서 환류하여

중성세제 섬유(Neutral detergent fiber, NDF) 값을 구하였다. 헤미셀룰로오스 함유

량은 산성세제에서 처리하여 NDF 잔류의 손실 값으로 결정하였다. 셀룰로오스와

리그닌 값은 72% H2SO4 처리와 550 °C 회화 처리에 따라 계산 되었다.

표 7-1은 알칼리 증해 후 비표백 펄프와 다양한 선량에서 전자선이 조사된 케나

프 섬유의 물찜 처리 후 비표백 펄프의 화학 조성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표 7-2는

비조사된 케나프의 알칼리 증해 후 표백된 표백 펄프와 전자선이 조사된 케나프

의 물찜 후 표백된 표백 펄프의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천연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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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섬유 속 리그닌이나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가 필수적

이며, 리그닌이나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량이 증가할수록 섬유들이 가늘게 분리

될 수 있고 결정영역의 셀룰로오스 부분을 얻는데 효과적이다. 케나프 원료 섬유

는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칼리 증해 후 현격하게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

감소되는 반면에 전자선이 처리된 비표백 펄프는 화학적 처리에 비해 리그닌

과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량이 적었지만 전자선 조사량이 더해질수록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량이 점차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표백 펄

프들을 표백하였을 경우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칼리 증해했던 비조사 케

나프 섬유는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가 약간의 감소를 나타내었지만, 물

찜된 전자선 조사 케나프 섬유는 표백 후 전자선의 도스가 증가할수록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량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300 kGy로

처리된 표백 펄프는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가 대부분 제거되어 셀룰로오스 성

분이 60.75%에서 93.45%까지 증가하였고, 리그닌은 14.71%에서 0.68%까지, 헤미

셀룰로오스는 19.21%에서 2.38%까지 대부분 제거 되었다.

표 7-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unbleached pulps

표 7-2 Chemical composition of the bleached pu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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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나프 섬유를 이용한 복합소재 제조

가. 실험 과정

천연섬유 복합재로의 보강섬유로서 케나프 섬유는 전자선을 100kGy로 조사하여

사용하였다. 메트릭스 재료는 밀도 0.9g/㎠, 굴곡 탄성률 13,000 kg/㎠(1,274MPa)인

PP(polypropylene, 호남석유화학 B-310)를 사용하였다.

상기 PP 원재료를 hot press를 이용하여 200℃에서 10분간 가압하여 냉각후 시트

를 제조하였다. 복합재료의 제조에는 상기 PP 시트와 케나프 섬유(40 wt%)를 이

용하여 hot press로 200℃에서 7 ton의 압력으로 10분간 가압하여 복합재료를 제조

하였다(그림 7-13).

케나프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은 UTM(Instron社, 5569) 장비를 이용하

여 굴곡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ASTM D790-10).

나. 실험 결과

그림 7-14에는 실험에 사용한 PP 시트의 물성과 천연섬유강화 복합소재의 굴곡

강도 및 굴곡 탄성률을 나타내었다. PP 시트는 굴곡 강도가 30MPa 였으며 케나프

천연섬유가 보강된 복합재료의 강도는 순수한 PP 시트보다 60% 가량 증가된

50MPa 였다. 또한 시트 형태로 제조한 PP는 1,050MPa의 굴곡 탄성률을 나타내었

으며, 케나프 천연섬유 복합소재는 1,980MPa의 굴곡 탄성률을 나타내어 93% 가량

향상된 특성을 나타내었다.

방사선(전자선)을 이용하여 케나프 섬유를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제조된 케

나프 섬유를 이용하여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화학적 증해 방식에는 NaOH 수용액을 이용하였으며 NaOH 4wt%에서 최적의

천연섬유 제조가 가능하였다.

2) 방사선(전자선)을 처리한 후 물찜을 통하여 케나프 섬유를 제조하였으며 100

kGy에서 안정된 섬유를 제조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의 조사선량에 대하여 조사량

이 증가함에 따라 섬유의 길이가 짧아져서 1,000 kGy에서는 분말 상태로 변화하

였다.

3) 상기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제조된 섬유는 SEM 분석 결과 매끈한 표면을 가지

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두 가지 방식으로 제조된 섬유는 유사한 화학 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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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Kenaf fiber reinforced polypropylene composite.

그림 7-14. Flexure strength of kenaf fiber reinforced plastic.

4) 방사선 이용 제조된 케나프 섬유와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하여 복합재료를 제조하

였다. 복합 소재는 굴곡강도 50MPa과 굴곡 탄성률 1,980MPa을 나타냄으로서 굴

곡강도는 60%, 굴곡 탄성률은 93%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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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RTM 공정법과 전자선 경화 공정을 이용하여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 시편 제

작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의 경화 조건(상온 경화, 전자선 경화)에 따른 기계적 물

성을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ASTM C 1341-06 규격에 따라 비교 평가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 제조에 전자선 경화를 이용함으로써 굴곡강도 25% 향상

(방사선경화: 372 MPa, 상온경화: 296 MPa)

○ 상기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 적용 자동차 후드 제작

-이형처리한 금형(몰드)에 카본 프리프레그, 유리섬유, Core재를 적층하고 RTM

공정을 이용하여 수지를 주입, 전자선을 이용하여 상기 성형체를 경화시키고 탈

형하여 자동차 후드 제작

-전자선 경화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상온 경화 공정 대비 제조 시간을 1/10로 단

축시킴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로제조한자동차후드(8.5kg)는상용 자동차 후드(18kg) 대

비 50%이상 무게를 감소시킴

○ 자동차 부품용 나노입자/고분자 복합재료 제조기술 개발

- 초음파를 이용한 EVA/clay, PA/clay 나노복합체의 제조 및 방사선 가교기술개

발

- 초음파를 이용한 PP/EPDM의 제조 및 방사선 가교기술개발

- 액상 블렌딩과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한 HDPE/Al2O3 복합소재 제조기술개

발

- 나노 복합소재의 분산성 향상을 통하여 기계적 특성의 향상시키고 방사선을 이

용하여 고분자 소재를 가교 시킴으로써 내열성 및 내마모성 등의 특성을 향상

시킴

※ 상기 기술 관련 시제품 1종 제작 (투스카니(현대자동차)용 후드 제작)

※ 복합재료 제조회사((주)데크)와 관련 기술이전 협의중

※ 관련기술 특허 출원(1건) 및 등록(2건) : 출원(10-2010-0034781), 등록

(10-0956543, 10-0998184)

제8절 방사선 이용 자동차 후드/프레임용 탄소섬유강화 플

라스틱(CFRP) 복합 재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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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료 제조 연구

복합재료를 성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분자 물질을 기지로 하는 복

합재료의 성형방법으로는 진공백 성형(Vacuum Bag Molding), 압축성형

(Compression Molding), 펄트루전(Pultrusion), 필라멘트 와인딩(Filament Winding),

RTM(Resin Transfer Molding), ERM(Elastic Reservoir Molding)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RTM(Resin Transfer Molding)공법을 이용하였다. RTM 성형공정법은

수지가 함침이 안된 상태의 탄소섬유에 넣어 수지가 탄소섬유에 함침하면서 섬유내

부에 있는 공기가 빠져 나가게 되고, 수지는 섬유에 함침되게 하는 방법으로써 타

공정에 비하여 매우 낮은 공구비용(Tooling Cost)을 필요로 하며, 매우 간단한 장치

를 필요로 한다. 또한 RTM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 금속 리브, 보강재와 기타 삽입

물 등을 금형 또는 섬유 내에 넣은 상태로 제조가 가능한 잇점을 갖는다.

가. 실험 과정

탄소섬유와 함침하기 위해 점도제어된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수지를 RTM (Resin

Transfer Molding) 공정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그림 8-1에 탄소섬유강화 복합

재 시편 제조 공정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이하 그림 8-1에 관한 설명을 아래에 나

타내었다.

1) 탄소섬유강화 복합소재 시편 제조에는 70X70 (가로X세로) 크기의 Al plate을 이

용하였다. 우선 plate위에 이형제를 코팅시킨 후 자연 건조하는 작업을 3회 반복

한다.

2) 이형제가 코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탄소섬유를 적층시키고 이형천을 적층한다. 이

형천은 상기 첫 번째 이형제를 도포시키는 것과 같은 이유로 경화된 탄소섬유

복합체를 잘 떼어내기 위함이다.

3) Spacer(유로망)을 적층 시킨다. Spacer는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수지와 탄소섬유

의 RTM 공정시 수지의 막힘 및 원활하게 주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다.

4) 진공비닐을 적층하고 패킹한 후에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진공 작업 시 진공펌

프를 사용하여 탄소섬유강화 복합체 내부에 있는 공기를 모두 빼낸 후 작업을

실시한다.

5) 진공 압을 이용하여 수지를 주입시켜 탄소섬유와 에폭시 수지 복합체를 제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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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Fabrication process of the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using a 

resin transfer mold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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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Curing process of the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using an electron 

beam curing technique; (a) electron beam curing process, and (b) 

CFRP.

 상기 RTM 공정법으로 제조된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자선

에 의한 경화 실험을 수행하 다. 자선 조사 시에는 기 의 산소 등의 유입에 

다른 부가 반응을 차단하기 하여 시료를 질소 가스 분 기 하에서 자선 조사 

비를 하 다.

 자선 조사 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 설치 되어있는 선

형 자선 가속기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자선 조사는 자선 가속기의 인가

압이 10 MeV이며, 류는 0.5 mA 조건 하에서 수행하 다. 1 scan 당 1 kGy 선량

으로 자선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체 조사량이 100 kGy이 되도록 하여 자선 

조사를 수행하여 경화된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료를 제조하 다. 그림 8-2.는 

자선 조사 비의 모습(a)과 자선 조사 실험 후의 경화된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료(b)이다. 경화된 탄소섬유강화 복합소재의 특성은 굴곡강도를 측정함으로서 

기계  특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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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결과

그림 8-3은 상온에서 경화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굴곡강도를 측정한 결

과이다. 상온에서 경화된 시편들의 굴곡 탄성률(E)는 최소 20.30GPa부터 최대

27.40GPa를 나타내었으며, 최대 힘에서 받는 굴곡 강도는 최소 267.65MPa 부터

최대 325.17MPa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측정 결과 중 시편 2의 경우 시험 시작과

동시에 파손이 발생하여 E값과 강도가 매우 작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평균값 산

출에 있어서 시편 2의 결과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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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Strain-stress curve of the CFRP sample cured in RT.

그림 8-4. CFRP sample after flexural property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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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Strain-stress curve of the CFRP cured by electron beam.

표 8-1 Flexural strength and modulus of CFRP

시편 Flexural Strength(MPa) E(GPa)

B-상-C-1 289.07 20.30 

B-상-C-2 103.83 3.67 

B-상-C-3 297.71 22.34 

B-상-C-4 267.65 20.82 

B-상-C-5 301.75 22.91 

B-상-C-6 325.17 27.40 

B-상-C-7 297.06 22.06 

평균 296.40 22.64 

표준편차 18.65 2.52

(B : Bending Test, 상 : 상온 성형, C : Carbon/Epoxy)

그림 8-5은 전자선 경화를 이용하여 제작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소재의 굴곡강

도 평가 결과이다. 전자선으로 경화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소재의 굴곡탄성률(E)은

최소 33.71GPa부터 최대 53.28GPa이며, 최대 힘에서 받는 굴곡강도는 최소

352.58MPa 부터 최대 392.85MPa로 측정되었다. 이는 상온 경화 탄소섬유강화 복

합소재에 비하여 굴곡 탄성률은 80% 가량 증가되었으며 굴곡 강도는 25% 가량

증가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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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CFRP sample cured by electron beam after flexure property

estimation.

표 8-2. Flexural strength and modulus of the CFRP

시편
Flexural

Strength(MPa)
E(GPa)

B-방-C-1 392.85 48.61 

B-방-C-2 378.39 53.28 

B-방-C-3 368.51 42.52 

B-방-C-4 352.58 36.24 

B-방-C-5 361.73 35.04 

B-방-C-6 359.30 33.71 

B-방-C-7 389.32 38.56 

평균 371.81 41.14 

표준편차 15.44 7.40

(B : Bending Test, 방 : 방사선 성형, C : Carbon/Epoxy)

2. 자동차 후드용 CFRP 복합재료 제조 및 특성비교

과거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복합재료 관련 기술이 오늘날 경량화되고

고급화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복합재료 관련 기술은 자동차 산업분야 뿐만 아니

라 모든 공업분야에 널리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합재료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어 각각의 물질에서는 기대할수 없는 기계적 성

질 또는 다른 기능성의 성질을 복합재료화에 의해 크게 향상 시킨 재료를 말한다.

섬유강화복합재료는 가볍다는 기본적인 장점 이외에 비강도비 및 비탄성율이 크며,

해수나 화학물질에 대한 내식성, 내피로성이 우수한 특성을 갖고있는 소재이다.

한편,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고 있는 복합재료로서는 에폭시(epoxy), 폴리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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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polyester)등의 다양한 고분자 화합물에 탄소(carbon), 아라미드(aramid), 유리

(glass) 섬유 등을 사용특성에 맞게 함침시켜 만든 고분자 복합재료가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재료는 소재로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성형 및 제조

공정에 대한 기술 개발과 설계 및 응용분야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재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카나 경주용 차량의 경우 차체 및 섀시 등의 주요 구조물

을 복합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특히, F1(formula one)

경주용 자동차의 경우에 경량화를 위하여 차체의 2/3가 복합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고성능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복합재료의 제작 단가

가 비싸더라도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오토클레이브 공법(autoclave process)을 적용

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차량은 hand lay-up 공정을 이용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표면에 핀홀등의 결함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압력을 가하지 않은 공정상

의 한계로 중량당의 강도 및 강성이 우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예전에는 국내의 K사

에서 CFRP (carbon fiber reinf orced plastics)와 하니컴 샌드위치 구조물을 이용한

스포츠카를 생산 판매하였으나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성과

를 이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공을 이용하여 섬유가 적층되어 있는 금형에

수지를 주입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공법을 이용한 자동차 후드용 CFRP 복합재료를

제작하였다.

일반적인 자동차 공정에 있어 프레임, 바디 패널, 브라켓, 후드 등 철판에 의한

무게는 자동차 총중량의 약 50%이상으로 프레스 공정을 거치는 강판으로 만들어

진다. 프레스 가공이란, 상하왕복운동을 하는 프레스 머신 사이에 자동차 바디 부

품형상을 가진 금형을 장착시킨후 소성변형시켜 소정의 패널을 제작하는 작업 방

법이다. 즉 소재인 철판(Coil)을 프레스 기계와 금형을 이용하여 교축(Drawing)

-> 굽힘(Bending) -> 절단(Cutting)등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하여 성형, 제품

(Panel)을 생산해내는 것을 말한다. 그림 8-7은 일반적인 자동차 공정에 있어서

press 공정을 나타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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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General fabrication press process for the automobile hood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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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 과정

본 연구에서는 CFRP 복합제를 제조, 함침하기 위해서 탄소섬유에 폴리비닐에스

터 수지 (RF1001, 크레이벨리 社)에 경화제로 MEKPO(0.5%)/Antimonate(0.5%),

경화 촉진제로 DMA(dimethyl amin)과 Styrene, Cobalt(8%)가 함유된 VE(크레

이벨리 社)를 혼합하여 RTM 공정으로 자동차 후드용 CFRP 복합제를 제조 하였

으며, 그림 8-8과 그림 8-9에서는 제작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8-8. Structure of the automobile hood using a CFRP.

그림 8-9. Flow chart to fabricate CFRP automobile 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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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를 제작하기 위한 금형 몰드를 제작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제조 공정을 그

림 8-10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금형 몰드를 이용하여 자동차 후드용 CFRP를 제

작하였으며 이에 관한 공정을 그림 8-11～그림 8-12에 나타내었다.

① 먼저 CFRP를 제작하기 전에 금형 몰드를 제작한다. 금형 몰드는 자동차 후드

모양의 금속재 후드에 유리섬유를 적층시킨 후 경화하여 금형 몰드를 제작하

였다.

② 제조된 금속 몰드에 투명 Gel Coat spray를 도포한다.

③ 상기 ②에서 도포한 Gel Coat를 경화시킨다.

④ 경화된 금형 몰드에 탄소섬유 2 ply 와 유리섬유 1 ply를 순서에 맞게 1차 적

층한다.

⑤ Core mat를 적층한다.

⑥ 유리섬유 1 ply 와 탄소섬유 2 ply를 순서에 맞게 2차 적층한다.

⑦ peel ply 을 적층한다. 이는 경화된 CFRP 복합재료를 쉽게 떼어내기 위함이

다.

⑧ Flow Media 및 진공라인을 설치한다. Flow Media는 수지 주입 시 원활하게

주입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한다.

⑨ 진공 백을 설치한다.

⑩ 수지를 주입하면 Flow Media로 먼저 흘러 들어가 바깥쪽에 설치된 Flow

Media에서 중앙의 진공 포트 쪽으로 수지가 함침 되며, 함침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⑪ 수지가 완전히 함침 되어진 후 전자선으로 조사하여 경화시킨다.

⑫ 경화가 완료된 후 탈형을 하여 CFRP 자동차 후드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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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 후드 섬유 적층 및 경화

완성된 금형 몰드(상판) 완성된 금형 몰드(하판)

그림 8-10. Fabrication of the mold flame to use in the CFRP automobile hood

fabrication.



- 178 -

Gel Coat Spray 도표 Gel Coat 경화

섬유 적층(1차) Core Mat 적층

섬유 적층(2차) Peel Ply 적층

그림 8-11. RTM process to fabricate the CFRP automobile hood.



- 179 -

Flow media 설치 진공 백 설치

수지 주입 전자선 조사 경화

완성된 자동차 후드 하판 완성된 자동차 후드 상판

그림 8-12. RTM process to fabricate the CFRP automobile hood and the

CFRP automobile hood.



- 180 -

나. 실험 결과

그림 8-12는 1차 시제품 및 2차 시제품의 CFRP 자동차 후드의 모습이며, 그림

8-13은 완성된 CFRP 자동차 후드를 사용한 자동차 완성품의 모습이다. 탄소섬유

복합재료 (CFRP)를 사용해 제작한 자동차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후드 및 범퍼,

차 옆문 등 10여 가지 자동차 외장 부품을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만들어 자동차

무게를 줄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작된 CFRP 자동차용 후드의 무게는

8.5 kg으로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사용해 무게를 상용 자동차 후드(18kg) 대비 50 %

이상 무게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자동차 무게감소는 연비 상승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동차 전체 중량의 10% 경량화는 연비에 있어서 3.8 % 정도의 향

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등의 배출가스를 4～

5% 정도 감소시키게 된다.

그림 8-13. Application of the CFRP hood in sports car.



- 181 -

3. 자동차 부품용 나노입자/고분자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1) 초음파를 이용한 EVA 나노복합체의 제조 및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초음파는 진동수가 가청 주파수 영역(16 Hz-16 kHz)을 넘는 탄성파로서 주파수 영

역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 첫째는 약 5-10 MHz의 진동수를 가지는

고주파 영역의 초음파(diagnostic ultrasound)로서 의료기기, 비파괴 검사 등에 활용

되며, 두 번째는 20kHz-100kHz의 상대적으로 낮은 진동수를 가지나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고강도 초음파(high intensity ultrasound)로서 세척기, 플라스틱 또는 금속

의 용접 그리고 페인트에 포함된 안료의 분산성 향상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초음파는 액체 내에서는 약 1,500 m/s정도의 음속을 전달되므로 약 10 cm에서

10-4 cm범위의 파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고강도 초음파의 화학적 효과는 초음파의

파장이 분자 크기의 치수보다 훨씬 크므로 물질과 초음파가 분자나 원자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강도 초음파가 액체에 가진 될 때 그

림 8-14에 묘사된 바와 같이 기포가 형성되고 성장하여 붕괴되는 acoustic

cavitation과 주로 연관이 있다.

그림 8-14. Schematic diagram of transient cavitation.

초음파가 액체를 통해 가진될 때 팽창 싸이클 동안 분자 상호간에 서로 밀어 내

는 음의 압력이 액체에 가해지게 되는데, 부가되는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팽

창 싸이클 동안 가해지는 음의 압력이 액체의 국부적인 인장 강도를 초과하게 되면



- 182 -

액체 내에 기포를 형성하게 된다. 인장강도는 찢어지지 않고 인장 부하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의 최대 응력으로 액체의 종류 및 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이 형성된 기포는 초음파 가진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여 성장하게 되

고, 이 기포의 성장은 초음파의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음파는 팽창과 수축

을 반복하므로 만약 고강도의 초음파가 가진되면 한 주기 중 팽창 싸이클 동안의

기포는 급격하게 팽창하지만 수축 싸이클 동안은 다시 원 상태로 수축될 충분한 시

간을 갖지 못하므로 관성 효과에 의해 기포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또 낮은 강도의 초음파가 가진되면 기포는 정류 확산이라는 느린 공정에 의해

매우 천천히 성장하게 된다. 즉 낮은 강도의 초음파가 가진되면 수많은 팽창과 수

축 싸이클을 거치는 동안 기포의 크기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면서 진동하게 되

며, 이러한 진동을 하는 동안 기포를 통해 주입되고 배출되는 기체나 증기의 양은

수축할 때보다 팽창할 때 약간씩 증가하는 표면적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많은 음파 싸이클을 거쳐 기포는 천천히 성장하게 되며, 초음파 가진에 의해 충

분히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공진 크기라고 일컫는 임계 크기로까지 성장하게 된

다. 기포의 임계 크기는 액체와 초음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20 kHz

에서는 대략 170 ㎛정도가 된다.

가진되는 초음파의 강도에 관계없이 기포가 임계 크기 이상의 불안정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면 기포가 터지면서 그 주변이 격렬하게 붕괴하게 된다. 이때 기포가

수축 팽창을 반복하면서 성장될 때 흡수한 열을 방출하며 온도가 5000K, 압력이

1000 atm 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주위의 액체는 여전히 차가운 상태로 있으므

로 1010 K/s보다 빠른 속도로 가열과 냉각되어 열이 흐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국부적으로만 가열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transient cavitation이라고 한다.

현재의 나노복합소재 산업에서는 열적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를 부가하는 기존

의 제조 공정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은 대부분 가공 온도 200-300도 범위에

서 주로 300-400 RPM의 회전수를 유지하며 전단과 연신 형태의 응력을 물질에 가해

주고 있다. 이때 나노크기로 분산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물질의 단위 크기당 보유하

고 있는 형태 보존력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미세구조 제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재를 나노복합화함에 있어서 고강도 초음파는 플라스마 또

는 광 처리 등 다른 물리적인 효과와 비교할 때 초음파의 특성상 발생하는 빠른 주

기의 압축과 팽창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강도의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를 이용해

새로운 모드의 응력 전달 도구로 고강도 초음파를 도입하여 전통적인 공정과 접목시

켜 복합화 함으로써 보다 진보된 형태의 나노 복합재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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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 과정

EVA 나노복합체의 제조를 위해 USI Chemical사의 UE638-35를 이용하였다.

Vinyl acetate 함량은 31%이며, 밀도는 0.95 g/ml이다. 층상 실리케이트는 Southern

Clay사의 Cloisite 30B를 사용하였으며, 유기화 그룹으로 methyl tallow bis 2

hydroxyethyl ammonium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매트릭스내에 clay의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고강도

의 초음파를 혼련 중에 직접 가진하여 분자 수준과 거시적 수준에서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초분산성을 달성하고 clay의 실리케이트 등이 고분

자 매트릭스에 완전히 분산을 이룬 형태인 박리형 나노복합체의 개발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8-15과 같이 기존 Haake mixer에 특별히 제작된

초음파 가진 장치와 냉각장치를 시료 투입부에 장착하여 용융혼련과 동시에 수지에

직접 초음파를 가진할 수 있도록 한 batch형 혼련 장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그림 8-15.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internal mixer equipped with an

ultrasonic horn.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강도 초음파는 20 kHz의 주파수와 15㎛의 진폭, 1.5KW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 실험은 EVA 수지와 5 wt%의 clay를 100℃ 50 rpm 조건에서 2

분간 혼련 후 초음파를 5분간 가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분간 혼련을 해주었다. 이를

통해 혼련 과정 중 부가되는 열적, 기계적 에너지 외에 추가적인 새로운 에너지원으

로 고강도 초음파가 가진되었다. 초음파를 가진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EVA 수지와

clay 5 wt%를 100℃ 50 rpm 조건에서 8분간 혼련한 나노복합체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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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샘플은 핫프레스(CARVER laboratory press)에서 25 mm 지름의 디스크 타

입(유변물성 측정용)과 ASTM D638 규격에 따른 인장 시편(인장실험용)으로 제조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 이온빔으로 전자빔을 이용하였다. 전자선 조사는 1.0

MeV, dose rate 10 kGy/scan으로 질소 분위기에서 시행하였으며, 흡수선량은

20-200 kGy까지 조사하였다.

초음파에 의한 나노복합체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유변물성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TA instruments사의 AR-G2를 사용하여, 25 mm paralled plate, Gap 사이

즈 1.0 mm, 100℃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oscillation mode 0.01-500 rad/s, 5%

strain 하에서 복소점도(complex viscosity) 및 저장 탄성율(storage modulus)를 측

정하였다. X선 회절기(Rigaku Mini Flex diffractometer, Cu Kα, λ=1.5406)를 이용

하여 나노복합체를 분석함으로써 clay가 고분자 매트릭스에 박리 분산된 상태를 조

사하였다. 이때 XRD 측정시의 회절각도는 1.5-10도로 하였으며, 주사 속도는 분당

1도로 하였다. Bragg 방정식을 사용하여 clay의 층상 거리를 계산하였다. 투과전자

현미경(TEM, JEOL 2000EXII)를 사용하여 제조된 나노복합체내의 clay의 분산 상

태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RMC PowerTome XL을 사용하여 -60도에서 50 nm

두께로 microtoming 하였다. EVA/clay 나노복합체는 3-4g의 적당한 크기로 절단되

어 정확하게 칭량되었고, 200 mesh 스테인레스망에 넣어져 140℃의 xylene용액에서

12시간 교반 후 추출되어 진공오븐에서 10시간 동안 건조하고 칭량되었다. 겔화율

은 추출전 무게와 추울후 무게비를 백분율로서 나타낸 것으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된다.

겔화율(Gel contents)=(추출 후 시료 무게/추출전 시료 무게)X100

방사선 조사한 EVA/clay 나노복합체 및 조사전 나노복합체 시편에 대한 인장실험

을 ASTM D638 기준에 따라 시행하였다. Lloyd model LR-5K를 이용하여

crosshead 속도 분당 50 mm로 상온에서 5개의 시편의 평균값을 내어 구하였다. 나노

복합체의 열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TGA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질소 및 대기 분

위기에서 승온속도 20℃/min으로 650℃까지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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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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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6. Complex viscosity (a) and storage modulus (b) of EVA/clay

nanocomposites with and without sonication before e-beam irradiation

방사선 조사전 EVA 및 EVA 나노복합체의 복소점도 및 저장 탄성율을 그림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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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낮은 전단속도 영역에서 Newtonian 거동을 보

이다가 전단 속도가 증가하면 전단 담화(shear thinning) 현상에 의해 점도가 감소

한다. 그림 8-16(a)에서 EVA의 경우 이와 같은 거동을 보여준다. 하지만, 나노복합

체의 경우 EVA 수지에 비해 높은 점도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도

전단 담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나노복합화에 따른 급격한 점도 증가는 clay의 네트

워크 구조 형성에 따른 항복 현상(yielding phenomenon)이다. 이러한 점도 증가 및

항복 현상은 초음파 가진에 따라 더욱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장 탄성율 또한 나노복합화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16(b)에서

EVA 수지는 G'∝ω를 따르는 terminal 거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나노복합화에

따라 저장 탄성율은 증가하고, 초음파 가진에 따라 주파수에 따르지 않는

non-terminal 거동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non-terminal 거동은 나노 복합체의 분산

성이 증가하여 이루어진 percolated 네트워크 구조에 기인하여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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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7. XRD patterns of clay and EVA/clay nanocomposites with and

without sonication before e-beam irradiation.

그림 8-17에 나노 복합체 및 clay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clay의 경우 층간

간격 1.816 nm에 해당하는 peak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peak는 나노복

합화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EVA/clay 나노복합체의 경우

박리(exfoliation)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EVA 수지의 극성그룹

과 clay의 뛰어난 친화력으로 박리 구조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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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이후에도 이러한 박리 구조는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EVA/clay 나노복합체의

XRD 분석에서 층간 간격 1.816 nm 보다 작은 위치에 약한 peak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공과정에서 열 및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 clay의 유기화 부분이 손상되

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a)

(b)

그림 8-18. TEM images of EVA/clay nanocomposites with (a) and without (b)

sonication before e-beam irradiation.

나노복합체의 구조를 TEM을 통하여 분석하여 고강도 초음파가 나노복합체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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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림 3-18(a), (b) 모두 박리 및 층간 삽입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하지만 고강도 초음파를 가진한 그림 3-18(a)에서 어두운 부분의

clay tactoid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가공과정에서 고강도 초음파를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분산성을 향상시켰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방사선조사 전 EVA/clay 나노복합체의 유변물성, XRD, TEM 분석을

수행하였다. EVA의 극성 그룹과 clay의 친화력으로 EVA는 박리 구조를 가지고 있

지만, 고강도 초음파를 도입함으로써 전체적인 clay의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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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9. Gel contents of EVA and EVA/clay nano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방사선 조사에 따른 EVA 및 EVA/clay 나노복합체의 겔화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8-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겔화율도 점

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 kGy의 낮은 조사랑에서 모든 샘플에 대해 겔은 측

정되지 않았다. 이는 가교 반응이 완전한 겔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 단계인

가지화 반응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VA 수지의 가교를 이루려면

50 kGy 이상의 조사량으로 조사해 주어야 한다. 200 kGy의 조사량에서 EVA 수지의

겔화율은 150 kGy의 경우에 비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방사선 조사

에 의해 생성된 겔이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나노복합체의 경우는 높

은 조사량에서도 겔화율이 계속 증가한다. 나노 복합체의 겔화율이 EVA 수지에 비

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강도 초음파에 의해 분산성이 향상된 경우 더욱 감

소하게 된다. 이는 clay의 영향으로 겔 발생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방사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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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가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에 의한 자유 라디칼이 생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노복합화가 됨에 따라 clay가 방사선에 의한 라디칼 생성 작용을 저

하시키고 결과적으로 겔화율은 작아지게 된다.

Irradiation dose, kGy
0 50 100 150 200

Y
ou

ng
's

 m
od

ul
us

, M
Pa

4

5

6

7

8

9

10

11

EVA
EVA/clay
EVA/clay sonic

그림 8-20. Young's modulus of EVA and EVA/clay nano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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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 Tensile strength of EVA and EVA/clay nano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그림 8-31은 나노 복합체의 영율(Young's modulus)을 보여주고 있다. EVA 수지가

나노복합화에 따라 영율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clay의 보강 작용에 의

해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생긴 결과이다. 하지만 고강도 초음파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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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분산성 향상에 의해서 변화는 극히 미미하며, 방사선 가교에 의해서도 큰 변

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선 조사에 따라 가교 반응이 진행되고 인장강도는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8-2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노복합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겔화율에도 불구하고 EVA 수지보다 높은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clay의 보

강 작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장강도의 증가는 가교 반응 및 clay의 보강 작

용에 의한 복합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clay의 영향으로 가교밀도는 작아지

지만 보강작용이 이에 따른 물성 저하를 상쇄하여 인장 강도는 오히려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고강도 초음파에 의해 분산성이 향상될 경우 인장 강도의 증가는 더욱 두

드러진다. 또한 EVA 수지의 경우 200 kGy의 높은 방사선이 조사될 때 겔화율은 떨

어지며 이에 따라 인장 강도 역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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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2. Elongation at break of EVA and EVA/clay nano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그림 8-22은 나노복합체의 파단신율 변화를 보여준다. 방사선 조사에 따라 가교가

이루어져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파단 신율은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인

복합체의 경우 복합화가 되면 파단 신율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 나노복합체의 경우

파단 신율은 증가한다. EVA/clay 나노복합체의 경우도 clay의 영향으로 파단신율은

증가하게 되며, 방사선 가교 이후에도 파단신율은 복합화 이전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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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3. TGA curve on EVA and EVA/clay nanocomposites without radiation

in nitrogen (a) and air (b).

EVA 수지의 열분해 반응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탈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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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cylation) 반응으로 아세틱산(acetic acid)이 없어지고 이중결함이 생성된다. 이

후 두 번째 단계에서 고분자의 주사슬이 분해된다. 그림 8-23(a), (b)는 각각 질소

와 대기 중에서의 TGA 분석 결과로 이러한 두 단계의 열분해 과정을 보여준다.

EVA/clay 나노복합체는 질소와 대기 분위기에서 다른 거동을 보인다. 우선 그림

8-23(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질소분위기에서 clay는 탈아실화 반응을 촉진 시킨

다. 이는 양성자화된 실리케이트(protonated silicate)가 산촉매 작용을 하기 때문으

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EVA/clay 나노복합체의 열안정성은 떨어지게 된다.

대기중의 TGA curve는 다른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에 의한 열분해 작용으로

첫 번째 분해 단계가 급격히 가속된다. 이에 따라 EVA와 나노복합체가 비슷한 열

안정성을 보여주며, 특히 EVA의 두 번째 열분해 거동은 나노복합체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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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4. 10% weight loss temperature of EVA and EVA/clay nanocomposites

in air.

방사선 가교에 의한 열안정성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에 따른 대기 분위

기에서 10% 무게 감소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8-2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방사

선 조사에 따라 열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선 가교가 진행됨에 따라

3차원 네트워크 구조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열에 보다 안정한 거동을 보이게 된다.

나노 복합체의 경우 고강도 초음파에 의해 clay의 분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초음

파 가진 이후에 비해 열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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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혼련 중 고강도 초음파를 가진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EVA/clay 나노

복합체를 제조하여 방사선 가교 후 물성을 측정하였다. 방사선 가교에 따라 인장

강도, 영율의 증가 및 파단 신율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인장 강도의 경우 나노 복합

화에 따라 증가하며, 초음파에 의해 분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물성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사선에 의해 가교된 이후에도 유지됨을 알 수 있다. TGA를 통한 열안정성

평가를 보면 clay에 의해 EVA의 분해 거동이 촉진되지만, 방사선이 가교됨에 따라

열안정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clay의 분산성이 증가하면서 열안정성은 더욱 개

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VA/clay 나노복합체에 있어서 방사선 가교는 물성

개선을 위한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다. 또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분산성을 개

선시키면, 개선 효과를 더욱 증대 시킬 수 있다.

2) 초음파를 이용한 PP/EPDM의 제조 및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고분자 블렌드는 균일과 불균일계로 나눠지며, 두 성분의 고유 특성을 잃고 보통

두 블렌드 성분들의 대수평균적인 물성이 나타난다. 한 고분자의 단점은 다른 고분

자의 강도에 의해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 블렌드의 물성이 각

구성 성분 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효과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불균일 블렌드는 다양한 모폴로지(morphology)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모

폴로지는 한 고분자가 다른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분산된 (dispersed) 모폴로지나

연속상 (co-continuous)을 갖는 경우 이다. 모폴로지의 특성은 블렌드 성분들의 특

성과 점도, 블렌딩 온도에서의 점도비, 조성에 따라 달라진다.

비상용성(immiscible) 고분자 블렌드의 모폴로지 제어는 향상된 물성을 가지는 새

로운 소재 개발의 핵심 요소이다. 상들의 모양, 크기, 분포는 점도, 계면특성, 조성

및 가공 조건간의 복합한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그림 8-25에서 용융상태에서

두 고분자를 블렌딩 할 때, 특히 연속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요약하였다.

그림 8-2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processes occurring during the melt

blending of two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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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적인 단계는 유동장에서 분산된 액적(droplet)의 변형이다. 계면 면적은 증가하

고 local dimension은 흐름 방향에 직각으로 감소한다. 두 점성 고분자의 경우 액적

변형은 주로 캐필러리 수(capillary number, Ca)에 의해 결정된다. Ca는 외부 유동

장에 의해 액적에 작용하는 전단응력과 계면 응력을 유지하는 구형의 비이다. Ca가

작을 때는 계면응력이 전단응력을 견뎌내 타원형 액적이 유지된다. 하지만 임계값

(Cacrit) 이상일 때는, 즉 일반적으로 분산된 액적이 큰 혼합초기 단계에서는 전단응

력이 계면응력보다 커서 액적은 가늘게 늘어나서 길고 가는 thread 형태로 된다. 만

약 thread의 local radius가 충분히 작아지면 계면 장애가 thread상에서 자라나고 이

로 인해 액체인 thread가 잘라져 작은 액적이 된다. 특정 직경이상에서는 이 작은

액적들은 다시 늘어나서 잘라진다. 매우 작은 액적들의 경우 계면 장력이 충분히

커서 더 이상 늘어나고 잘라지는 것을 막는다. Ca는 실제로 입자 크기의 상한이다.

점탄성 계의 경우 Wu 는 Ca 와 분산성과 연속상의 상대점도 사이의 경험식을 제

안했다.

Ca=η c∙ γ̇
R
s

=4 ( η d

η c
)

k

여기서 (ηd/ηc)≧1이면, k=0.84이고 (ηd/ηc)≦1이면 k=-0.84이다. Ca와 (ηd/ηc) 플롯으

로부터 평균 입자 크기를 가공인자의 함수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분산상

의 부피 분율이 낮거나 일정 할 때 유효하다. 따라서, 가장 미세한 상 분산은 같은 점

도를 갖는 고분자의 블렌드 일 때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론은 가공기기의 최대 전단

응력에 도달 할 때까지 Cacrit에서 준평형 상태 아래 액적의 반복적 절단과 전단응력

이 단계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이 전제 조건으로 필요하다.

분산상의 중첩은 조성비에 좌우되는데 상대적으로 분산상의 농도가 크면 최종 모폴

로지는 절단과 중첩의 경쟁으로 결정된다. 반면 낮은 농도에서는 도메인 크기의 하한

까지 액적의 절단이 지배적이다.

비상용성 고분자 블렌드에서 상용화제로 보통 블록 공중합체가 사용된다. 블록 공

중합체의 한 블록은 블렌드의 한 성분과 상용성이 있고, 다른 한쪽은 다른 성분과 상

용성이 있다. 이러한 블록구조는 미리 만들어져 고분자 블렌드에 첨가되거나 블렌딩

공정 중에 생성되기도 한다. 후자는 Reactive compatibilization이라 하고 블렌드 구

성 물 양쪽과 반응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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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6. Schematic piture of conformations for diblock, triblock, multigraft and

single graft copolymers at the interface of a heterogeneous polymer blend.

그림 8-26은 비균일 고분자 블렌드의 계면에서 상용화제 분자의 예상 형태를 보여

준다. 대상은 삼블록, 이블록, 다중 그라프트, 그리고 단일 그라프트 공중합체이다.

고분자 A와 B의 비균일 블렌드는 고분자 A와 혼화성이 있는 블록 C(또는 블록 A)

와 고분자 B와 상용성이 있는 블록 D(또는 블록 B) 로 구성된 C-b-D 이블록 공중

합체에 의해 상용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상 A와 B는 블록 A와 B에 대해 각각 θ-

용매인 반면에 상 A와 블록 C (그리고 상 B와 블록 D)의 상용성은 A와 C (그리고

B와 D) 사이에 특별한 상호 작용이 있음을 의미한다. 보통 블록 공중합체 C-b-D

가 블렌드 A/B에 대해 더 효과적인 상용화제 이다.

상용화제의 역할은 첫째로 계면 장력(interfacial tension)을 감소시킴으로써 고분자

블렌드시 나타나는 thread의 Rayleigh disturbance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계면 장력

이 낮을수록 변형 응력이 계면 장력보다 크게 되고 thread가 더 길게 늘어나서

thread의 직경이 더 작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분자의 액적 크기가 작아진다. 보

통 마이크론 단위 이하의 액적 크기에 도달한다. 더욱이 상용화제 분자가 생성된

작은 입자 표면에 존재하여 후 가공 동안 발생하는 중첩을 방지한다. 따라서 상용

화제는 더 미세한 모폴로지를 생성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poly(A-b-B) 상용화제의 각 블록은 구성성분과 얽히기에 충분한 만큼 A상과 B상

에 깊게 침투하여 계면 접착을 향상시킨다. 양호한 계면 접착은 한 상에서 다른 상

으로 응력이 충분히 전달되게 하며 계면에서 발생한 크랙이 자라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이 처럼 상모폴로지를 미세화, 안정화 시키고, 계면 접착을 향상시킴

으로써 대부분의 쓸모없는 비상용성 고분자 블렌드는 구성 성분 각각의 장점을 모

두 갖는 유용한 소재가 된다.

고분자 수지를 대상으로 한 초음파 가진 연구는 지난 30여년간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 그 중에서도 초음파 가진에 의해 단량체를 중합함으로써 고분자 수지를 합성하는

연구와 초음파 가진에 의한 용액 내에서의 고분자 수지의 Controlled degradation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용액내의 고분자 수지에 초음파를 가진하여 분해시키면

분포를 갖게 됨이 규명되었다. 이와 관련된 작용 기구는 초음파에 의하여 용액 내에

생성된 기포들의 주변에서 용매 분자들의 빠른 움직임과 기포가 붕괴될 때 생성되는

강력한 충격파에 의하여 용매 분자들의 흐름이 빨라져 전단응력장이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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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고분자 사슬들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에는 끊어지는 것이 설명되었다.

이 과정 중에 macro-radical들이 형성된다고 보고되었다.

그림 8-27. Mechanical degradation of dissolved polymer under sonication.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강도 초음파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고분자 수지의 분자

량과 분자량 분포를 조절하는 controlled degradation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정

가지구조의 저분자량 물질을 첨가하면, 선형 구조의 고분자를 가지구조로 변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중합이 끝난 고분자사슬에 다시 화학적인 활성을 부여함으로

써 다른 형태로의 추가 반응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어떤 고분자 수지가 다른 성

분의 단량체와 혼합된 상태에서 초음파가 가진되면 고분자 수지의 macro-radical로

부터 단량체의 중합이 진행될 것이며, 서로 다른 두 고분자 수지가 공용매속에 녹

아 있거나 또는 용매의 존재 없이 용융 혼련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성분의

macro-radical들이 상호 결합에 의하여 블록 또는 그래프트 형태의 공중합체를 형

성하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비상용성 고분자 블렌드의 상용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블록 공중합체는 통상적으로

음이온 또는 group transfer 중합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나 음이온 중합의 경우 중합되

어 질 수 있는 단량체의 종류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고, 또한 그 제조과정이 복합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량 생산을 위하여 스케일업할 경우 제조비용이 높아지는 문제점

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고분자들을 이용하여 고강도 초음파에 의한 macro-radical

의 형성으로부터 블록 또는 그래프트 형태의 공중합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열분해에

의한 사슬의 끊어짐이 매우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사슬의 중간 부분에서 선택적

으로 일어나나므로 상대적으로 생성과정이 간단하고 낮은 가격에 상용화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용액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순수한 용융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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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radical들의 상호 결합이 일어날 경우 별도의 공정을 최소화하여 컴파운딩

공정에서 in-situ 상용화에 의한 고분자 블렌드 또는 알로이의 제조도 가능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은 낮은 가격 대비, 가공성, 물성이 우수하기 때문

에 자동차, 가전제품, 산업 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저온에

서의 충격강도가 낮은 단점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엘라스토머 계열의 수지들과의 블렌드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EPDM(ethylene-propylene-diene rubber)과의 블렌드이다. EPDM이 PP수지의 충격

강도를 보강해 주어 그 응용 범위를 넓혀준다. 하지만 EPDM이 적용되면서 PP가

가지고 있는 인장 강도 및 영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물성 감소를 상쇄 시키는

방안으로 수지 가교 및 보강제 사용을 검토 할 수 있다.

가. 실험 과정

PP/EPDM의 제조를 위해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은 (주)효성의 J700을 이용

하였다. 융용지수(MI, ASTM D1238)는 11이며, 밀도는 0.90 g/ml이다.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terpolymer)은 금호 폴리캠사의 KEP-570P를 사용하였

다. ENB 함량 4.5wt%, Ethylene 함량 70wt% 이다. 가교 단량체로는 Sigma

Aldrich사의 TAIC (triallyl isocyanurat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P와 EPDM의 상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고강도 초음파를 혼

련 중에 직접 가진하여 공정 중 공중합체를 생성, 상용성이 향상된 PP/EPDM 블렌

드를 제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8-15과 같이 기존 Haake mixer에 특별히 제작된

초음파 가진 장치와 냉각장치를 시료 투입부에 장착하여 용융혼련과 동시에 수지에

직접 초음파를 가진 할 수 있도록 한 batch형 혼련 장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강도 초음파는 20 kHz의 주차수와 15㎛의 진폭, 1.5 KW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 실험은 PP 수지와 EPDM 수지를 무게비 9:1의 비율로 혼합하

여 190℃ 50 rpm 조건에서 2분간 혼련 후 초음파를 10분간 가진하였으며, 추가적으

로 TAIC를 3 wt% 투입후 2분간 혼련을 해주었다. 초음파를 가진하지 않은 대조군

으로 PP와 EPDM 수지를 190℃ 50 rpm 조건에서 11분간 혼련 후 TAIC 3 wt%를

투입하여 2분 추가 혼련 후 블렌드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샘플은 핫프레스(CARVER

laboratory press)에서 25mm 지름의 디스크 타입(유변물성 측정용)과 ASTM D638

규격에 따른 인장 시편(인장실험용)으로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 이온빔으로 전자빔을 이용하였다. 전자선 조사는 1.0 MeV,

dose rate 10 kGy/scan으로 질소 분위기에서 시행하였으며, 흡수선량은 20-200 kGy

까지 조사하였다.



- 198 -

초음파에 의한 나노복합체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유변물성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TA instruments사의 AR-G2를 사용하여, 25 mm paralled plate, 1.0 mm,

190℃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oscillation mode 0.01-500 rad/s, 5% strain 하에서

복소점도(complex viscosity) 및 저장 탄성율(storage modulus)를 측정하였다. 전자

현미경 (Hitch S-2500, 25kV)을 사용하여 제조된 블랜드의 morphology를 확인하였

다. 이를 위해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파단면을 생성 후 상온에서 12시간 동안

xylene을 이용하여 EPDM을 추출하였다.

PP/EPDM 블렌드는 3-4g의 적당한 크기로 절단되어 정확하게 칭량되었고, 200

mesh 스테인레스망에 넣어져 140℃의 xylene용액에서 12시간 교반 후 추출되어 진

공오븐에서 10시간 동안 건조하고 칭량되었다. 겔화율은 추출전 무게와 추출후 무

게비를 백분율로서 나타낸 것으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된다.

겔화율(Gel contents)=(추출 후 시료 무게/추출전 시료 무게)X100

방사선 조사한 PP/EPDM 나노복합체 및 조사 전 나노복합체 시편에 대한 인장시

험을 ASTM D638 기준에 따라 시행하였다. Lloyd model LR-5K를 이용하여

crosshead 속도 분당 50mm로 상온에서 5개의 시편의 평균값을 내어 구하였다.

EPDM에 의한 PP 의 충격강도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Ceast 사의 충격실험기

(Ceast model 6545)를 이용하였다. ASTM D256 방법을 따랐으며, 5개의 시편의 평

균값을 내어 구하였다.

블랜드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DSC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질소 분위기에서

300℃까지 승온 후 5분간 대기하여 열이력을 제거 후 분당 10℃로 냉각하여 결정

생성에 의한 발열을 확인하였다.

나. 실험 결과

방사선조사 전 PP/EPDM 블랜드의 복소 점도 및 저장 탄성율을 그림 8-28에 나

타내었다. 그림 8-28(a)에서 가공 과정 중 고강도 초음파를 가진하게 되면 neat PP

및 neat EPDM의 복합 점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강도 초음파에 의

한 고분자 가지 절단(chain scission) 현상으로 판단된다. 초음파에 의한 공동현상

(cavitation)에 의해 고온 고압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유 라디칼(free radical)이

생성된다. 이중 일부는 다시 결합되지만 일부는 결합되지 못하고 가지 절단이 일어

나게 된다. 이와 같은 고강도 초음파의 강한 에너지는 EPDM과 같은 가교 가능한

수지의 가교 역할로서도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고강도 초음파를 EPDM에 가진

하였을 때 점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가교 반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

측된다.

PP/EPDM 블렌드에 고강도 초음파를 가진하게 되면 복소 점도가 가진하지 않은 시

편에 비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용성 고분자에 상용화제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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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면, 계면 장력이 작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액적의 크기가 작아지며 분포가 고

르게 된다. 그 결과 액적과 액적 사이의 거리는 짧아지게 되어 액적간의 상호 작용

에 의해 매트릭스 고분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된다. 고강도 초음파를 가진한

PP/EPDM의 복소 점도가 증가한 현상도 이와 같은 상용성 향상의 결과로 생각되

며, PP의 움직임이 EPDM 액적에 의해 제한되어 점도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8-28(b)의 저장 탄성율의 변화로도 확인 할 수 있다. neat PP

및 EPDM에 고강도 초음파를 가진하면 저장 탄성율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PP/EPDM의 블렌드에서는 초음파 가진에 따라 저장 탄성율 증가를 확인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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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8. Complex viscosity (a) and storage modulus (b) of PP/EPDM blends

with and without sonication before e-beam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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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29. SEM images of PP/EPDM blends with (a) and without (b) sonication

before e-beam irradiation.

PP/EPDM 블렌드의 구조를 SEM으로 분석하여 고강도 초음파가 블렌드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림 8-29(a), (b)는 블렌드의 파단면을 관찰한 것으로 자

일렌(xylene)에 의해 EPDM의 액적은 추출되어 둥근 홀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고

강도 초음파를 가진한 그림 8-29(a)의 그림에 홀이 그림 8-29(b) 비해서 더욱 작으며,

개수는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변물성을 통해 유추한 고분자

블렌드에 있어서 초음파의 상용성 향상 효과를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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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0. Gel contents of PP and PP/EPDM blend with and without sonication

with irradiation dose.



- 202 -

방사선 조사에 따른 PP, EPDM 및 PP/EPDM 블렌드의 겔화율을 측정하였다. 그

림 8-3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겔화율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선 조사전 EPDM 및 PP/EPDM 블렌드에 고강

도 초음파를 가진한 경우 겔이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고강도 초음파의 고에

너지에 의한 가교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 kGy의 상대적으로 낮

은 조사량에서도 블렌드의 가교는 40% 정도 이루어지며, 50 kGy 이상의 조사량에서

는 겔화율이 일정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P, PP/EPDM 블렌드의 겔화율은 조사

량 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겔화율이 높은 EPDM의

함량이 10%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강도 초음파에 의한 블렌드가 겔화율

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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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1. Impact Strength of PP and PP/EPDM blend with irradiation dose.

방사선 조사에 따른 PP 및 PP/EPDM 블렌드의 충격강도를 측정하였다. 방사선조

사 전 PP/EPDM 블렌드의 충격강도를 보면 EPDM의 영향으로 PP의 충격강도는 기

존에 비해 약 9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강도 초음파에 의해서 상용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충격강도는 약 40% 가량 추가로 증가하게 된다. 충격 강도는 방사

선 조사에 의한 가교를 통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방사선 조사량 50 kGy

까지 충격 강도는 증가하며 이후 줄어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지

내에서 가교가 일어나면 3차원 네트워크 구조의 안정성 때문에 충격강도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100 kGy 이상의 높은 방사선에서 충격강도가 감소함은 고에너지에 의

한 구조 손상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그림 8-31에서의 겔화율은 100 kGy 이상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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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지내 가교된 부분의 손상이 아닌 가교가 상대

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결정 부분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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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2. Tensile Strength of PP and PP/EPDM blend with irradiation dose.

방사선 조사에 따라 가교 반응이 진행되면 인장강도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8-3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방서선 조사량 50 kGy까지 인장 강도는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00 kGy 이후 에서는 PP 및 PP/EPDM 블렌드 모

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림 8-31에서의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충

격강도 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PP/EPDM 블렌드의 인장 강도는 EPDM의 영향으로 PP에 비해서 떨어지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강도 초음파를 적용한 블렌드의 경우 적용하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인장 강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강도 초음파 도입에 따른

상용성 향성의 결과로 PP와 EPDM간의 접착력(adhesion force)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8-33는 블렌드의 영율(Young's modulus)을 보여주고 있다. PP/EPDM의 블렌

드는 EPDM의 영향으로 영율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음파에 의해

상용성이 향상된 블렌드의 영율은 초음파를 도입하지 않은 블렌드에 비해서도 떨어

진다. 상용성이 향상되면서 EPDM의 특성이 블렌드에서 보다 강하게 발현된 결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영율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고분자 수지

가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면서 분자 사슬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영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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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특히 100kGy 이상의 고에너지 상태에서도 구조적인 손상 없이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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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3. Young's modulus of PP and PP/EPDM blend with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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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4. Elongation at break of PP and PP/EPDM blend with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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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4는 블렌드의 파단신율 변화를 보여준다. 방사선 조사에 따라 가교가 이

루어져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파단 신율은 감소하게 된다. 방사선 가교

이전의 물성을 살펴보면, EPDM에 의해 물성이 보강되면서 블렌드의 파단 신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인장 강도와 마찬가지로 상용성이 증가하게 되면 파단신율은

증가하고 방사선 가교 이후에도 초음파를 가진한 블렌드의 파단 신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2은 PP/EPDM 블렌드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DSC curve의 peak point 및 열

량 값을 정리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peak point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결

정화 열량은 방사선을 조사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조

사량 150 kGy 이후에서는 급격한 열량 감소를 보인다. 이는 조사된 방사선이 수지의

결정화도에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고 에너지가 가진되고 결정화도가 감소함에 따라

PP 및 블렌드의 인장 강도 및 영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

사선 조사 시 가교는 조직이 치밀한 결정 부분 보다는 무정질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100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에서 더 이

상의 가교 밀도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수지의 결정화도를 떨어뜨려

물성의 저하를 가져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8-2. Crystallization behavior of PP/EPDM belnds with e-beam radiation

Sample (kGy) Peak Point (℃) ΔH (J/g)

PP 110.5 99.22

PP 20 114.67 96.36

PP 50 107.82 95.21

PP 100 108.94 92.34

PP 150 108.94 87.09

PP 200 110.77 89.13

PP/EPDM 111.52 89.32

PP/EPDM 20 109.42 88.54

PP/EPDM 50 109.17 87.14

PP/EPDM 100 108.85 82.63

PP/EPDM 150 110.32 80..60

PP/EPDM 200 109.51 82.08

PP/EPDM sonic 111.53 88.59

PP/EPDM sonic 20 109.43 86.95

PP/EPDM sonic 50 109.54 87.69

PP/EPDM sonic 100 108.88 87.04

PP/EPDM sonic 150 108.79 81.60

PP/EPDM sonic 200 108.88 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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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혼련 중 고강도 초음파를 가진 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PP/EPDM 블

렌드를 제조하여 방사선 가교 후 물성을 측정하였다. PP와 EPDM의 혼련 공정 중

에 고강도 초음파를 가진하게 되면 cavitation 현상에 의해 공중합체가 생성되어 비

상용성 블렌드의 상용성이 향상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유변물성 및 전자현미

경 분석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상용성이 증가된 블렌드에 방사선 조사

를 통해 가교를 하였으며 이의 기계적 물성 및 열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방사선 조

사 결과 가교로 인한 겔화율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100 kGy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겔화율의 증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방사선 가교에 의해 충격강도, 인장 강도,

영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파단신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DSC를 이용한

결정화 열량 측정 결과 방사선 조사에 의해 결정화도는 떨어지며 특히 100 kGy 이

상의 조사량에서 급격한 결정화도 감소를 확인하였다.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 조사

는 결정화도에 영향을 주어 기계적 물성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PA/caly 나노복합체 제조 기술 개발

흔히 나일론이라고 말하는 폴리아미드 수지는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섬유로써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성형품으로서는 기어, 볼트, 자동차 부품, 전기제

품의 부품, 하우징 등에 사용되고 있다. 폴리아미드 분자 구조 중 아미드기의 강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강인성이 높다. 하지만 수분에 대해 높은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 흡습을 하게 되면, 강성이 저하된다. 폴리아미드는 가지내 반복단위의

아미드 결합에 포함된 탄소 원자의 수에 따라 PA6, PA11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

로 PA6, PA66의 수요가 높은 편이며, 치수안정성이 필요한 경우에 PA11, PA12 등

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PA12 수지에 PA와 친화성이 있는 clay 수지를 사용하여

PA/clay 나노복합체를 제조하고, clay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강도 초음파

를 가진하였다. 또한 원활한 방사선 가교를 위해 가교제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방사

선 조사를 통해 가교반응을 유도한 후 이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

(1) 시료 및 시약

PA(polyamide) 나노복합체의 제조를 위해 UBE Engineering Plastics 사의

UBESTA 3035 U를 이용하였다. 밀도는 1.02g/ml 이며 Melt flow index(235℃,

2160g, g/10min)는 2 이다. 층상 실리케이트는 Southern Clay사의 Cloisite 30B를 사

용하였으며, 유기화 그룹으로 methyl tallow bis 2 hydroxyethyl ammonium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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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가교 단량체로는 Sigma Aldrich사의 TAIC (triallyl isocyanurate)를 사

용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시료 준비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매트릭스내에 clay의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고

강도의 초음파를 혼련 중에 직접 가진하여 분자 수준과 거시적 수준에서의 물리적

이고 화학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초분산성을 달성하고 clay의 실리케이트 등이

고분자 매트릭스에 완전히 분산을 이룬 형태인 박리형 나노복합체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와 동일한 장치(그림 8-15)를 사용 실험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강도 초음파는 20 kHz의 주파수와 15㎛의 진폭,

1.5KW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 실험은 PA 수지와 1-5 wt%의 clay를 200℃ 50rpm

조건에서 1분간 혼련 후 초음파를 3분간 가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분간 혼련을

해주었다. 이를 통해 혼련 과정 중 부가되는 열적, 기계적 에너지 외에 추가적인 새

로운 에너지원으로 고강도 초음파가 가진되었다. 초음파를 가진하지 않은 대조군으

로 PA 수지와 clay 1-5 wt%를 200℃ 50rpm 조건에서 5분간 혼련한 나노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샘플은 핫프레스(CARVER laboratory press)에서 25mm 지름의 디스크

타입(유변물성 측정용)과 ASTM D638 규격에 따른 인장 시편(인장실험용)으로 제

조하였다.

(나) 방사선 조사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 이온빔으로 전자빔을 이용하였다. 전자선 조사는 1.0

MeV, dose rate 10 kGy/scan으로 시행하였으며, 흡수선량은 100-500kGy까지 조사

하였다.

(다) 유변물성 측정

초음파에 의한 나노복합체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유변물성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TA instruments사의 AR-G2를 사용하여, 25mm paralled plate, Gap 사이즈

1.0mm, 200℃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oscillation mode 0.05-500 rad/s, 5%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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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복소점도(complex viscosity) 및 저장 탄성율(storage modulus)를 측정하였

다.

(라) X선 회절 분석

X선 회절기(Rigaku Mini Flex diffractometer, Cu Kα, λ=1.5406)를 이용하여 나

노복합체를 분석함으로써 clay가 고분자 매트릭스에 박리 분산된 상태를 조사하였

다. 이때 X-rd 측정시의 회절각도는 1.5-10도로 하였으며, 주사 속도는 분당 1도로

하였다. Bragg 방정식을 사용하여 clay의 층상 거리를 계산하였다.

(마) 투과전자 현미경

투과전자 현미경(TEM, JEOL 2000EXII)를 사용하여 제조된 나노복합체내의

clay의 분산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RMC PowerTome XL을 사용하여 -60

도에서 50nm 두께로 microtoming 하였다.

(바) 겔화율 측정

PA 및 PA/clay 나노복합체는 6g을 2mm의 크기로 절단되어 정확하게 칭량되었

고, 120 mesh 스테인레스망에 넣어져 130℃의 Benzyl Alcohol 용액에서 12시간 교

반 후 추출되어 진공오븐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하고 칭량되었다. 겔화율은 추출전

무게와 추울 후 무게비를 백분율로서 나타낸 것으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된다.

겔화율(Gel contents)=(추출 후 시료 무게/추출전 시료 무게)˟100

(사) 인장 실험

방사선 조사한 PA/clay 나노복합체 및 조사전 나노복합체 시편에 대한 인장실험

을 ASTM D638 기준에 따라 시행하였다. Lloyd model LR-5K를 이용하여

crosshead 속도 분당 50mm로 상온에서 5개의 시편의 평균값을 내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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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TGA 분석

나노복합체의 열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TGA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질소 분

위기에서 승온속도 20℃/min으로 600℃까지 시행하였다.

(자) DSC 분석

수지 및 복합체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DSC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질소

분위기에서 300℃까지 승온 후 5분간 대기하여 열이력을 제거 후 분당 10℃로 냉각

하여 결정 생성에 의한 발열을 확인하였다. 결정화도는 문헌에서 제시된 이론적인

결정화도 225.94 J/g3을 기준으로하여 DSC에서 결정화 열량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1) clay 함량에 따른 특성 및 초음파 가진에 의한 영향

① 나노복합체의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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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5. Complex viscosity (a) and storage modulus (b) of PA/3 wt% clay

nanocomposites with and without sonication before e-beam irradiation

방사선 조사전 PA 및 PA 나노복합체의 복소점도 및 저장 탄성율을 그림 8-35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낮은 전단속도 영역에서 Newtonian 거동을 보이다

가 전단 속도가 증가하면 전단 담화(shear thinning) 현상에 의해 점도가 감소한다.

그림 8-35 (a)에서 PA의 경우 이와 유사 거동을 보여준다. 하지만, 나노복합체의 경

우 PA 수지에 비해 높은 점도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도 전단 담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나노복합화에 따른 급격한 점도 증가는 clay의 네트워크 구조

형성에 따른 항복 현상(yielding phenomenon)이다. 이러한 점도 증가 및 항복 현상은

초음파 가진에 따라 더욱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장 탄성율 또한 나노복합화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35 (b)

에서 PA 수지는 G'∝ω를 따르는 terminal 거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나노복합화

에 따라 저장 탄성율은 증가하고, 초음파 가진에 따라 주파수에 따르지 않는 비말단

거동(non-terminal) 거동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비말단 거동은 나노 복합체의 분산성

이 증가하여 이루어진 percolated 네트워크 구조에 기인하여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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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6. X-rd patterns of clay and PA/clay nanocomposites with and without

sonication before e-beam irradiation

그림 8-36에 나노 복합체 및 clay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clay의 경우 층

간 간격 1.816nm에 해당하는 peak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초음파 가진

전 나노복합체의 경우 1.494nm, 2.857nm에 해당되는 두 개의 peak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PA/clay 나노복합에는 층간삽입(intercalation)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때 1.494nm에 해당되는 peak는 가공 과정에서 열 및 기계적 에너

지에 의해 clay의 유기화 부분이 손상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peak는

초음파 가진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초음파를 가진한 PA/clay

나노복합체의 경우 박리(exfoliation) 구조를 가짐을 알 수이다. 이와 같이 초음파에

의해 나노복합체의 구조가 변화를 그림 8-35 및 그림 8-36에서와 같이 유변학적 특

성 변화 및 XRD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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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8-37. TEM images of PA/clay nanocomposites with (a, b) and without (c,

d) sonication before e-beam irradiation

나노복합체의 구조를 TEM을 통하여 분석하여 고강도 초음파가 나노복합체의 분

산성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림 8-37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clay 나노복

합체에서는 어두운 부분의 clay tactoid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tactoid는 그림

8-37 (d)와 같이 여러 곳에 걸쳐 나타난다. 하지만 고강도 초음파를 가진한 그림

8-37 (a), (b)에서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lay tactoid는 고강도 초음

파 에너지에 의해 박리 구조로 변하였으며, 또한 전체적인 분산성도 향상되었다.

이상과 같이 방사선조사 전 PA/clay 나노복합체의 유변물성, x-rd, TEM 분석을

수행하였다. PA의 극성 그룹과 clay의 친화력으로 PA는 층간삽입 구조를 가지고 있

지만, 고강도 초음파를 도입함으로써 박리구조로 변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clay의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 겔화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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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에 따른 PA 및 PA/clay 나노복합체의 겔화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8-38 (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A는 400kGy 이상의 높은 조사량에서 겔을 생성

함을 알 수 있다. 400kGy 이하의 조사량에서는 가교반응이 완전한 겔의 형태로 이

루어지지 않고 중간 단계인 가지화 반응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PA/clay

나노 복합체의 경우 clay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같은 조사량에서 보다 높은 겔화

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기 충진체가 겔화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상반

되는 결과이다. 이는 clay에 30wt%가량 포함되어 있는 유기화 그룹의 영향으로 판

단된다.

일반적으로 무기계 충진제는 수지의 내열성을 강화시키고, 생성된 Radical을 제거하

는 역할을 함으로써 겔화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하지만 충진제가 clay와 같이 상대

적으로 많은 양의 유기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면 유기화부분이 가교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용으로 인해 clay 5wt%를 함유한 나노복합재료의 경우 400kGy

조사량에서도 80% 이상의 높은 겔화율을 보이게 된다. 그림 8-38 (b)는 초음파에

의해 clay의 분산성이 향상되었을 경우 겔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초음파가 가진된

PA/clay 나노복합체의 500kGy에서만 겔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clay의 분산성이

향상되었을 경우 오히려 PA에 비해서 겔화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clay에의해 겔

발생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방사선에 의해서 가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높

은 에너지에 의한 자유 라디칼이 생성되어야 한다. 생성된 자유라디칼이 clay

의 유기화 부분에 의해서 가교반응이 촉진됨과 동시에 clay의 작용에 의해서

가교반응이 억제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clay의 분산성이 좋지 않을 경우 유

기화부분의 가교 촉진이 전체적인 반응을 지배하지만 분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clay의 작용이 지배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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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8. Gel contents of PA and PA/clay nano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a) with different contents of clay, (b) with and without so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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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계적 물성 분석

그림 8-39은 나노 복합체의 영율(Young's modulus)을 보여주고 있다. 방사선

가교전 PA 수지가 나노복합화에 따라 영율은 각각 492.88 MPa, 615.86 MPa (clay

1wt%), 707.41 MPa (clay 3wt%)로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 3wt%

의 clay 함량에서는 큰 증가를 보이나 5wt%(731.82 MPa)에서는 물성 증가율이 떨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사선 조사 이후의 물성은 3 wt%와 5 wt%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많은 양의 clay 첨가에 따라 clay의 응집현상으로 인해

물성 증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PA의 영

율은 200kGy까지 큰 증가를 보인 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나노복합체의

경우 높은 방사선 조사량에서도 계속적인 증가를 보인다. 이는 clay 의 보강작용으

로 판단된다. 그림 8-39 (b)는 초음파 가진에 따른 나노복합체의 영율을 보이고 있

다. clay의 분산성이 증가되면서 영율도 증가하며 방사선 조사 이후에도 증가된 물

성은 유지된다.

방사선 조사전 나노복합화에 따라 PA의 인장강도는 증가한다. 하지만 5wt%

clay 함량에서는 인장강도가 오히려 3wt%에서보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집되어 있는 clay가 물성보강 보다는 오히려 결점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8-39과 그림 8-40의 결과로 보아 clay의 함량은 3 wt%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상의 함량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8-40

(a)에서 100kGy의 방사선 조사에 따라 인장강도는 증가한다. 하지만 보다 높은 방

사선 조사에서는 물성의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나노복합체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8-40 (b)는 초음파 가진에 따른 나노복합체의 인장강도 변

화를 보이고 있다. clay의 분산성이 증가되면서 인장강도도 증가한다. 하지만 100kGy에

서 최대 물성을 보이며 이후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하면서 물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300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량에서는 초음파를 가진하지 않은 나노복합

체와 유사한 물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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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9. Young's modulus of PA and PA/clay nano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a) with different contents of clay, (b) with and without so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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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0. Tensile strength of PA and PA/clay nano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a) with different contents of clay, (b) with and without so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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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은 나노복합체의 파단신율 변화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복합체의 경우

보강제가 첨가되면 파단신율은 떨어진다. 하지만 나노복합체의 경우 영율 및 인장

강도 뿐만 아니라 파단 신율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그림 8-41 (a)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PA/clay 나노복합체의 파단신율은 clay의 함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후 방사선 조사에 따라 고분자 사슬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파단신율은 감소하다.

하지만 clay 보강에 따른 물성 증가는 200kGy까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41 (b)는 초음파 가진에 의해 향상된 분산성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분산성이

향상되면서 파단신율도 증가하며 방사선 조사량 100kGy까지 증가된 물성을 유지했

다. 300kGy 방사선 조사량까지 나노복합체의 파단 신율은 PA수지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방사선 가교에 의한 네트워크 구조가 전체적인 물성을

지배하여 PA, PA/clay 나노복합체, 초음파 가진된 나노복합체의 파단신율은 유사해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열적 특성 분석

그림 8-42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PA12 수지의 결정화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방

사선 조사량이 많아짐에 따라 결정화 피크 온도는 147.75도에서 약 3-4도 가량 낮

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방사선 조사에 따라 결정부분에 결점이 생겼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의 결함이 영율 및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어 높은 방사선

조사량에서 물성의 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lay 함량에 따라 결정화 온도는 감소한다. 하지만 초기 적은량의 clay는 핵생성

제 (nucleation agent) 역할을 하여 결정화 온도를 상승시킨다. 하지만 clay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결정화를 지연시켜 피크 온도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그림 8-43에서와 같

이 PA/clay 1% 복합체의 결정화 피크 온도는 PA12보다 높다. 이후 방사선 조사에

따라 결정화 피크 온도는 점차 감소하지만 clay 함량에 따른 경향성은 유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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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 Elongation at break of PA and PA/clay nano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a) with different contents of clay, (b) with and without

so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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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2. DSC thermogram of PA with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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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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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4. Crystallinity of PA and PA/clay nano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a) with different contents of clay, (b) with and without so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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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에 따라 결정화 온도는 내려간다. 하지만 그림 8-44에서와 같이 결정

화도는 올라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방사선조사에 의해서 가지 절단(chain

scission)이 일어나지만 재결정도 동시에 일어남을 의미한다13,15. 방사선에 의한 가지

절단 및 가교는 주로 무정형 부분에서 일어난다16. 가지절단은 무정형 지역에서 분

자간의 응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이것은 가지의 움직임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열역학적으로 결정 상태는 안정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부정형지역의 고

분자 분자는 결정화를 이루게 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무정형 지역에서는 결정화

가 이루어지며, 결정부분에서는 결점이 생기는 것이다.

적은양의 clay는 핵생성제 작용을 하여 결정화도가 증가하지만(1wt%), 함량이 증

가하게 되면 결정생성을 방해하여 나노복합화에 따른 결정화도는 감소한다(3,

5wt%). 하지만 초음파 가진에 따라 나노복합체의 결정화도는 증가한다17. 응집되어

있는 clay는 고분자의 결정화를 방해하여 전체적인 결정화도를 떨어뜨리지만, 초음

파에 의해서 clay의 분산성이 향상되고 또한 층간 삽입구조에서 박리구조로 변함에

따라 clay의 크기는 충분히 작아져서 핵생성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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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5. TGA thermogram on PA and PA/clay nanocomposites without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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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5은 PA 수지의 질소 분위기에서의 열분해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clay의

첨가에 따라 열안정성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clay 1 wt%에서

최대를 보이고 이후 열안정성이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clay에 30%가

량 함유되어 있는 유기화물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8-46은 clay의 TGA

thermogram으로 약 250℃에서부터 열분해가 시작되고 약 500℃까지 30%가량의 유

기화물이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는 약 400℃에서 열분해가 시작된다.

이는 clay의 유기물이 이미 20% 이상 열분해된 온도이며, 이로 인해 많은 양의

clay 첨가는 수지의 열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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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6. TGA thermogram of clay.

방사선 조사에 따른 열안정성을 비교 위해 10% 무게감소시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8-4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안정성의 변화

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노복합체의 열안정성이 PA수지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우수하며 이는 방사선 조사 이후에도 유지된다. 또한 그림 8-47 (b)에서

초음파에 의해 분산성이 향상된 나노복합체는 100kGy까지 열안정성이 향상되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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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7. TGA curve on PA and PA/clay nanocomposites with irradiation

dose.: (a) with different contents of clay, (b) with and without so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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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IC 함량에 따른 특성

① 겔화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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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8. Gel contents of PA (a) with TAIC (b) with TAIC and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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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PA의 가교제로써 TAIC (triallyl isocyanurate)를 사용하였다. 그

림 8-48 (a)는 가교제 사용량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교제를 첨가해주게

되면 방사선 조사에 따라 급격한 겔화를 보였다. PA의 경우 400kGy에서 6.9%의

겔화율을 보였으나 TAIC 1wt% 첨가에도 같은 방사선 조사량에서 84.5%의 겔화율

을 보였다. 또한 TAIC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겔화율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48 (b)는 가교제와 clay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시의 겔화율을 나타낸다. clay의 겔

화반응 촉진 효과로 인해 겔화율이 TAIC 단독 사용시보다 clay와 TAIC를 함께 첨

가하였을 경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겔화율은 방사선 조사량 100-500kGy 전

범위에서 90%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② 기계적 물성 분석

그림 8-49 (a)은 TAIC 함량에 따른 PA의 영율(Young's modulus)을 나타내고

있다. TAIC가 첨가될 경우 방사선 조사에 따라 400kGy까지 영율은 지속적으로 증

가한다. 또한 첨가된 TAIC의 함량이 증가되면 동일한 방사선 조사량에서도 영율은

증가한다. 특히 PA의 경우 200kGy에서 최대값을 보인 후 물성의 감소를 보이나

TAIC를 첨가하였을 경우 400kGy까지 증가를 보인 후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TAIC에 의한 가교 반응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생성되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물성

증가로 판단된다. 그림 8-49 (b)는 가교제와 clay를 동시에 첨가하였을 때의 영율을

보여준다.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지며 200kGy까지는 TAIC와 clay를 함께 투입했을

때의 물성이 우수한 반면 TAIC 만 첨가하였을 경우 400kGy에서 우수한 물성을 나

타냈다. 이때의 최대값은 각각 PA/TAIC/clay 조성물의 200kGy 조사결과 811.32

MPa, PA/TAIC 조성물 400kGy 조사결과 824.36 MPa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8-50 (a)는 TAIC 함량에 따른 인장강도를 보여준다. 100kGy의 방사선 조사

에 따라 인장강도는 증가하고 이후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TAIC의 함량이 많을

수록 겔화율이 높아지고(그림 8-48 (a)) 이에 따라 인장강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50 (b)는 가교제와 clay를 동시에 첨가하였을 때의 인장강도를 보여준

다. TAIC와 clay를 함께 첨가했을 시에도 방사선 조사량 100kGy에서 물성의 최대

값이 나타났다. 이후 약간의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하지만 TAIC와 clay를 함께

첨가하였을시 TAIC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전 방사선 조사량에 걸쳐 물성 증

가를 보이고 있다. clay에 의한 보강효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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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9. Young's modulus of PA (a) with TAIC (b) with TAIC and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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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0. Tensile strength of PA (a) with TAIC (b) with TAIC and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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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1. Elongation at break of PA (a) with TAIC (b) with TAIC and clay

그림 8-51 (a)는 TAIC 함량에 따른 파단신율을 보여주고 있다. TAIC가 첨가됨

에 따라 방사선 조사시 겔화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네트워크 구조가 생성되어 파단신

율의 급속한 감소를 보인다. TAIC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파단신율 또한 급격히 감

소한다. 그림 8-51 (b)는 가교제와 clay를 동시에 첨가하였을 때의 파단신율을 보여

준다. TAIC와 clay를 함께 첨가했을시에도 방사선 조사시에는 급격한 파단신율의

감소를 보이며, clay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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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열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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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2. Crystallization peak of PA (a)with TAIC (b) with TAIC and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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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시 TAIC 첨가에 따라 지속적인 결정화 피크온도 감소를 보인다(그림

8-52(a)). 특히 함량이 증가할 수 록 온도 감소는 급격해 진다. 이는 TAIC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조사시 더욱 급격한 방사선 가교가 이루어지고, 수지의 결정

에 더욱 큰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방사선 조사에 따라 결정화 온도는 내려간다. 하지만 그림 8-54에서와 같이 결

정화도는 올라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TAIC가 함유되면서 방사선 조사에

따라 결정화도는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53(a)). TAIC의 함량이 증

가할 수 록 방사선 조사에 따라 결정화도는 급격히 감소한다. 방사선이 조사되면서

결정화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결정부분은 결점이 생기지만 무정형 지역에서 재결정

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가교제인 TAIC가 첨가되면 재결정화가 이

루어지기전 사슬절단 부분에서 TAIC에 의한 급격한 가교반응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TAIC 함량이 증가하면, 방사선 조사에 따라 결정화도는 줄어들게 된다.

적은양의 clay는 핵생성제 작용을 하여 결정화도가 증가하지만, 함량이 증가하게

되면 결정생성을 방해하여 나노복합화에 따른 결정화도는 감소한다 (그림 8-54(a)).

그림 8-53(b)는 TAIC와 clay를 동시에 첨가하였을 때 결정화도를 나타내려, 방사선

조사에 따라 TAIC와 clay가 결정화도 증가를 막기 때문에 결정화도는 감소하게 된

다.

TAIC 함량에 따른 방사선 조사시 열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10% 무게감소시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방사선 조사전 저분자량의 TAIC의 첨가로 열안정성이 떨어진

다. 하지만 방사선을 조사하고 가교가 일어나면서 열안정성은 회복된다. 그림 8-54

(a)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열안정성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8-54 (b)에서 TAIC 및 clay의 첨가에 따른 열안정성을 보여준

다. 방사선 조사전 TAIC에 의한 열안정성 저하는 clay의 첨가로 보강되나 방사선 가

교이후 열안정성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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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3. Crystallinity of PA with irradiation dose: (a) with different contents

of TAIC, (b) with and without clay(b) with and without so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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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4. 10% weight loss temperature of PA (a) with TAIC (b) with TAIC

and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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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IC 및 clay 첨가에 따른 특성

① 겔화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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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5. Gel contents of PA12/TAIC/clay nanocomposites with and without

ultrasound

그림 8-55은 PA에 TAIC 3wt%와 clay 3wt%를 함께 첨가하였을 시의 초음파

효과에 따른 겔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TAIC 및 clay의 작용에 의해서 겔화율은

90%이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초음파에 의해서 clay의 분산성이 향상되었을 시에도

높은 겔화율을 보이고 있다. clay의 분산성이 향상되었을 경우 clay의 겔화반응 방

해작용에 의해 (그림 8-38(b)) 겔화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TAIC에의한 탁월

한 가교반응으로 초음파 가진 이후에도 높은 겔화율을 보이고 있다.

② 기계적 물성 분석

그림 8-56은 PA에 TAIC 3wt%와 clay 3wt%를 함께 첨가하였을 시의 초음파 효

과에 따른 영율을 보여주고 있다. 방사선 조사전 clay의 영향으로 영율은 증가한다.

이후 방사선이 조사됨에 따라 가교반응이 진행되고 영율은 증가한다. 방사선 조사량

300kGy 이후에서 PA 수지는 영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TAIC 및 clay가 첨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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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물성의 급격한 저하 없이 300kGy이후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음파 가진

에 의해서 clay의 분산성이 증가하면 초기 방사선 조사에 의해 약간의 물성 증가를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300kGy 이후부터는 초음파 가진의 효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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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6. Young’s modulus of PA12/TAIC/clay nanocomposites with and

without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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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7. Tensile strength of PA12/TAIC/clay nanocomposites with and

without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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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7은 PA12에 TAIC 3wt%와 clay3wt%를 함께 첨가하였을 시의 초음파 효

과에 따른 인장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clay의 보강작용 및 TAIC에 의한 가교반응에

의해 인장강도는 방사선 조사에 따라 PA보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음파 가

진에 의해 clay의 분산성이 향상되었을 경우 초기 200kGy까지의 효과는 미비하다 하

지만 300kGy 이후의 높은 방사선 조사량에서는 인장강도의 저하 없이 초음파 가진

하지 않은 복합체에 비해 높은 인장강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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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8. Elongation at break of PA12/clay nanocomposites with and without

ultrasound

그림 8-58은 PA12에 TAIC 3wt%와 clay 3wt%를 함께 첨가하였을 시의 초음파

효과에 따른 파단신율 보여주고 있다. 방사선 조사전 clay 및 TAIC의 첨가에 따라

파단신율은 증가한다. 하지만 방사선 조사에 따라 파단신율은 급격히 감소한다. 이

는 가교반응에 의한 네트워크 구조형성에 기인한 특성이다. 또한 초음파 가진에 의

해 clay의 분산성이 향상되었을 경우 초음파 가진 전에 비해서 파단신율이 떨어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열적 특성 분석

그림 8-59는 TAIC와 clay를 함께 첨가하였을 시 결정화 피크온도를 나타내고 있

다. TAIC가 첨가되면 결정화 피크온도는 감소하지만, 초음파 가진에 따라 clay의 분

산성이 향상되어서 결정화 피크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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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9. Crystalline peak temperature of PA12/clay nanocomposites with and

without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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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0. Crystallinity of PA12/clay nanocomposites with and without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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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0은 TAIC와 clay를 함께 첨가하였을 때 초음파 가진에 따른 결정화도를

나타낸다. 초음파 가진에 따라 clay의 분산성이 향상되어 결정화 피크가 증가하듯이

결정화도도 초음파 가진에 따라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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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1. 10% weight loss temperature of PA12/clay nanocomposites with and

without ultrasound

그림 8-61은 PA12에 TAIC 3wt%와 clay 3wt%를 함께 첨가에 따른 열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0% 무게감소시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저분자량의 TAIC와 clay의 유

기화물의 영향으로 PA에 TAIC와 clay를 함께 투입하였을시 열안정성은 PA 수지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지만 초음파에 의해 clay의 분산성을 향상시켰을시 열안정성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음파에 의한 clay의 분산성 향상이 TAIC 및 clay 첨가

에 따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초음파 가진

에 따른 물성 향상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교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유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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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루미나 강화 복합재료 제조 기술 개발

높은 분자량의 탄화수소물인 Polyolefin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기계적, 광학적

및 화학적 성질이 우수하며 성형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폴리에틸렌(PE)은 가장 대표적인 범용 고분자로서 여러 산업 분야의 기초 소

재로 사용되고 있다. PE는 필름가공, 중공성형, 사출성형, 파이프 가공 등에 적용되

고 있으며 얻어진 성형체의 물성 증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Polyolefin계의 대표적 수지인 PE 중에서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은 강도와 내마모성 등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산업분야에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이런 기계적 특성을 가진 HDPE에 여러 물질을 분산시켜 물성을 증가

시키는 연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l2O3는 γ-, η-, δ-, θ-, κ-, χ-, 그리고 가장 안정한 구조인 α-Al2O3 등과 같은

다양한 결정 구조를 지닐 수 있다. Al2O3는 강한 화학결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

학적, 물리적으로도 매우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특히 α-Al2O3는 특유

의 뛰어난 물성으로 인해 절연체, 보강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Al2O3 첨가

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은 그 재료의 크기와 형태 등 미세구조에 따라 크게 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나노크기의 α-Al2O3는 강도나 인성 등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강제로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전자선의 특성은 다양한 고분자 물질을 가공할 경우 다른 물리적, 화학적 가공에

비해 휘발성이 높은 용매와 유해한 촉매 등의 첨가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고체 상태나 저온, 상온 상태에서도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점

이 있어 상업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가공 방법이라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짧은 시

간에 반응이 진행되어 공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공정의 단순화 및 자동화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양한 고분자 물질 중에 PE는 전자선 조사에 의해 고분자 사

슬 내에 라디칼을 생성하고 이런 라디칼들의 결합으로 Crosslinking되어 쉽게 가교

반응이 일어나는 고분자로 알려져 있다.

가. 실험과정

HDPE(밀도 0.963, 연화점 125 ℃)는 (주)호남석유화학에서 제조된 pellet 형태의

5200B를 사용하였다. 첨가된 α-Al2O3(Mw 101.96 g/mol, m.p 2040 ℃, b.p 2980 ℃)

는 nano powder 형태로써 (주)CNVISION의 제품을 선택하였고, α-Al2O3의 효과적

인 분산을 위해 분산제로 powder 형태의 Poylethylene-graft-Maleic

Anhydride(PE-g-MA, m.p 105 ~ 107 ℃, Aldrich Co. USA)를 사용하였다.

PE-g-MA는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진공오븐에서 60 ℃로 4시간 건

조하여 사용하였다.

HDPE는 Brabender mixer(USA)를 사용하였고, 170 ℃에서 50 rpm의 속도로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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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와 PE-g-MA를 함께 혼합하였고 혼합 시간은 10분으로 동일한 시간을 적용

하였다. α-Al2O3는 각각 1, 2, 5 wt%를 첨가하였고, α-Al2O3첨가에 따른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PE-g-MA는 3 wt%로 고정하였다. α-Al2O3와 혼합된 HDPE를 분석

용 시트로 제작하기 위해서 150×150×2 mm로 170 ℃에서 10분간 압력 몰드판을 사

용하였다. 제작된 α-Al2O3첨가 HDPE는 EB-tech에서 전자선 가속기를 사용하여

1.14 MeV, 7.46 mA로 10 kGy/scan의 조건으로 질소 분위기에서 전자선 가교 반응

을 수행하였다. 조사선량은 20, 50, 100, 150, 200 kGy로 연속적으로 조사하였다. 시

료에 잔존하는 라디칼을 제거하기 위해 건조기에서 120 ℃로 1시간 열처리를 하였

다.

복합재료의 가교도를 알아보기 위해 ASTM D2765-01에 따라 겔화율을 측정하였

다. 속슬렛(soxhlet) 장비를 사용하여 용매인 xylene에서 약 140 ℃로 24시간 추출

하였으며, 추출 후 진공 오븐에서 80 ℃로 12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또한

FE-SEM(sirion 200, Netherland) 장비를 사용하여 α-Al2O3 나노입자의 분산 정도

를 확인하였다.

복합재료의 인장 강도 평가에는 ASTM D638-08에 따라 시편을 제조하여 만능재

료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Instron 5569, USA)를 사용하여 평가

하였다. 평가는 상온에서 cross head speed를 50 mm min-1로 진행하였다. 굴곡 강

도는 ASTM D7264-07 에 따라 시편을 제조하였고 앞서의 재료만능시험기를 사용

하여 3점 굽힘강도를 측정하였다. 표점 거리는 60 mm였으며 cross head speed는 5

mm min-1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실험결과

그림 8-62은 각각의 HDPE/α-Al2O3 복합재료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겔화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8-62의 그래프를 확인하여 보면 α-Al2O3 1, 2, 5 wt% 첨

가 복합재료의 겔화율이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합재료의 표면을 SE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8-63에 나타내었

다. α-Al2O3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재료의 표면에 pore가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 α-Al2O3입자는 첨가량 2 wt%까지는 균일한 분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나, 5 wt% 첨가한 복합재료의 경우에 있어서 α-Al2O3 입자들이 서로 응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α-Al2O3 첨가량과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복합재료의 인장강도를 그림 8-64에 나

타내었다. α-Al2O3의 첨가에 의하여 2 wt%까지는 인장강도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wt%가 첨가된 복합재료의 경우 2 wt%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흡

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α-Al2O3의 첨가량과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HDPE의 굴곡강도를 그림 8-65에 나

타내었다. α-Al2O3 함량의 증가에 따라 굴곡 강도의 증가가 확인되었고,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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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 첨가가 2 wt%까지는 증가하지만 5 wt%가 첨가된 시료는 특성이 저하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굴곡 강도에 있어서 인장 강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선

흡수선량 150-200 kGy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가장 최적화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2 wt% α-Al2O3 첨가된 시료는 전자선 조사 150 kGy에

의하여 인장 강도는 17%, 굴곡 강도는 40% 가량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8-62. Gel contents of HDPE/α-Al2O3 composites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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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3. FE-SEM images of 150 kGy electron beam irradiated HDPE/α-Al2O3

composites : (a) HDPE; (b) α-Al2O3 1 wt% added composites; (c) α

-Al2O3 2 wt% added composites; (d) α-Al2O3 5 wt% added

composites, respectively.

그림 8-64. Tensile strength curves of HDPE/α-Al2O3 composites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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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5. Flexure strength curves of HDPE/α-Al2O3 composites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5) 액상분산법을 이용한 알루미나 강화 복합재료 기술 개발

가. 실험과정

복합재료의 수지로 HDPE(밀도 0.963, 연화점 125 ℃)는 (주)호남석유화학에서 제

조된 pellet 형태의 5200B를 사용하였다. 첨가된 α-Al2O3(Mw 101.96 g/mol, m.p

2040 ℃, b.p 2980 ℃)는 nano powder 형태로써 (주)CNVISION의 제품을 선택하였

다. Xylene 용매 안에서 HDPE와 α-Al2O3 나노 입자를 액상 블렌드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였고, α-Al2O3 나노 입자는 혼합 전 효과적인 분산을 위해 고강도 초음파를

통해 분산성을 향상시켰다. 혼합된 HDPE/α-Al2O3 복합재료를 금형의 몰드 내에서

150 ℃의 열과 5 kPa의 압력으로 열 압착하여 sheet 형태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HDPE/α-Al2O3 복합재료 sheet는 전자선 가속기를 사용하여 1.14 MeV, 7.46 mA로

10 kGy/scan의 조건으로 질소 분위기에서 전자선 가교 반응을 수행하였다.

FE-SEM(sirion 200, Netherland) 장비를 사용하여 α-Al2O3 나노입자의 분산 정도

를 확인하였고, 복합재료의 인장 강도 평가에는 ASTM D638-08에 따라 시편을 제

조하여 만능재료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Instron 5569, US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는 상온에서 cross head speed를 50 mm min-1로 진행하

였다.



- 244 -

나. 실험결과

그림 8-66은 blend 방법과 α-Al2O3 첨가량에 따른 HDPE/α-Al2O3 복합재료의 인

장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그림 8-67은 충격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액상 분

산법을 이용하여 전자선 가교된 HDPE/α-Al2O3 복합재료는 마스터 배치 방법을 이

용하여 전자선 가교된 HDPE/α-Al2O3 복합재료보다 월등히 높은 인장강도와 충격

강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장강도의 경우 α-Al2O3가 2 wt% 이상 첨가되어

야 물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68은 액상 분산법을 이용하여 전자선 가교된 HDPE/α-Al2O3 복합재료

표면의 미세 구조 사진이며, 그림 8-69은 마스터 배치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선

가교된 HDPE/α-Al2O3 복합재료 표면의 미세 구조 사진이다. 사진에서 나타나듯이

분산제의 사용 없이 추가적인 초음파의 가진과 액상 분산법을 통하여 고분자

의 mobility를 향상시켜 분산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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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6. Tensile strength curves of HDPE/α-Al2O3 composites using solution

blending and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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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7. Impact strength curves of HDPE/α-Al2O3 composites using solution

blending and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8-68. FE-SEM images of 150 kGy electron beam irradiated HDPE/α-Al2O3

composites using solution blending : α-Al2O3 concentration; (a) 1

wt%, (b) 2 wt%, and (c) 3 wt%, respectively.

그림 8-69. FE-SEM images of 150 kGy electron beam irradiated HDPE/α-Al2O3

composites using melt blending : α-Al2O3 concentration; (a) 1 wt%,

(b) 2 wt%, and (c) 3 w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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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

상 기술 개발

[요약]

○ 자동차용 내열 플라스틱 엔진 부품 소재 개발을 위해서 선정된 열가소성 플

라스틱을 가교제를 첨가하여 블렌딩한 후 전자선 처리함으로서 내열성 및 내마

모성을 향상시켜서 실제 엔진 부품 적용 가능성을 확인.

-열가소성 플라스틱 8종류 선정 (PE, PP, EVA, 나일론 6, 6/6, 12, PBT, POM)

-전자선 가교에 따른 겔화율 70~90% 이상 확보

(가교제 TAC, TAIC, TMPTMA 첨가에 의한 겔화율 20~30% 향상)

-전자선 가교에 따른 수분흡습율 약 30~50% 이상 향상 효과 확인

(수분 흡습율 1.4~2.4%에서 0.6~1.2% 미만으로 수분흡습율 감소)

-전자선 가교에 따른 열변형온도 160℃ 이상의 내열 특성 확보

(나일론 12는 167℃의 30%, 나일론 6는 198℃의 내열 특성향상 효과 확인)

-전자선 가교에 따른 5 mg/104cycle 이내의 마모량 확보 및 마모표면의 안정성 구

현

(나일론 및 PBT 수지의 최대 1 mg/104cycle의 우수한 내마모량 확보)

-전자선 가교에 따른 열적, 기계적 특성 향상

(1차 분해온도 10℃ 상승, 인장강도 : 5~10 MPa 상승, 탄성률 2~3 MPa 상승)

○ 전자선 가교형 수지를 이용하여 엔진 부품 중 Face arm과 Body arm을 시사

출하여 현양산품과 개발품의 물성 비교 평가 수행

- 제작 도면의 주요 치수 평가에 따른 사출 성형성 평가: 양산품 대비 유의차 없

음

- 개발품의 Face arm과 Body arm의 조립성 확인

- 개발품의 파괴 특성 평가 및 피로 파괴 특성 평가: 양산품 대비 유의차 없음

- 이상의 결과로 한창 엔프라(주)의 품질관리부로부터 품질 평가 인증 획득

※ 상기 기술 관련 특허 출원(출원번호): 1건 (10-2010-00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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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소재 내열ㆍ내마모성 향상 기술 개발

자동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금속 소재가 대부분

차지하던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서 차체 및 외장, 내장, 장식, 엔진 회전 등

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 및 가공의 용이성, 가벼운 중량, 경제성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은 무엇보다도 경량

화를 통한 저연비화 때문이다. 이러한 소재에는 새로운 폴리머 개발, 폴리머 알로

이, 복합화 등의 기술이 있다. 성형 가공 기술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사

출성형, 블로우 성형법으로 부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외에 플라스틱 부품의 2차 가

공, 리사이클링 등의 환경 대응기술이 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

제와 에너지 절감, 소음과 공해의 절감, 생산 비용과 보수유지 비용의 감소, 내구성

과 신뢰성의 증대 등과 같은 요구가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엔진의 연비 향상과 함께 경량화에 의한 새

로운 경량재료와 환경 보호를 위한 내열소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 되

었다. 자동차의 신소재로서 플라스틱은 그 개발 전망과 가능성이 무한하며 차량 중

량의 경감, 연료 소비 효율의 증대, 안정성, 승차감의 증대, 배기가스의 절감, 가격

의 저감, 고성능화, 생산성 증대, 스타일의 개량 등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

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은 자동차 소재 산업에서 그 비중을 늘려

가고 있지만 열적, 기계적 성질이 요구치에 부합되지 않아서 사용영역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동차용 플라스틱의 기계적 열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가화공정, 열경화 공정을 대신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자동차용 플라

스틱 제조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무나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방사선화학 작용에 의하여 중합, 그라프팅, 가교, 분해

반응 등이 일어난다. 이 반응들 중에서 가교는 고분자 사슬들이 서로 결합하여 3차

원 망상 구조를 만들어 열적 기계적 성질에 큰 변화를 준다. 방사선 가교 기술은

기존의 열경화와 달리 저온에서 고분자를 가교시킬 수 있어 기존 화학적인 방법보

다 다양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수치 안정성도 뛰어나며, 낮은 에너지와 빠른 시

간에 제조가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방사선 화학반응을 이용하면 최종

제품에 촉매 등의 잔사가 존재하지 않고, 방사선 흡수선량만을 조절하여 재현성 있

는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규격 제품을 낮은 손실률로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많은 응용이 되고 있다.

가. 실험 과정

자동차용 내열 플라스틱 부품소재 개발에 사용된 열가소성 수지로써 현재 body

arm, face arm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나일론 6/6는 DuPont사에서 제조된 Zytel

45HSB BKB038 (DuPont, U.S.A)를 사용하였고, 유리섬유가 43 wt% 강화된 나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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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는 Zytel 70G43HSLA (DuPont, U.S.A)를 사용하였다. 위 재료와 대체 연구하기

위한 수지로써 나일론 12는 (주) 만도에서 제공된 유리섬유 15 wt% 첨가된 수지를

사용하였고, 나일론 6는 (주) 코오롱에서 제공된 KN111 제품과 유리섬유가 30

wt% 첨가된 KN133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나일론 계열 수지가 아닌 열가소성 플라

스틱 소재로는 내열, 내마모성이 우수한 수지로써 PBT (polybutylene

terephthalate) 수지는 KP210과 유리섬유 30 wt% 첨가된 PBT 수지인 KP213을 사

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나일론 계열 수지는 공기 중의 수분 흡습에 따른 물성저하의 단점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 실험마다 60℃ 진공오븐에서 약 12시간 정도 건조 과정을

거친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일론 12는 일반적으로 가공성이 양호하여

lab-scale brabender를 이용하여 블렌딩하여 시트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나일론

6와 나일론 6/6는 공정온도가 높으며, 가공성이 매우 낮아 lab-scale brabender에서

는 실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기에 위탁업체인 한창엔프라(주)에서 시트로 제작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각각의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는 전자선

조사를 통해서 가교 반응을 진행하였다. 전자선 가교는 1 kGy/scan의 조사선량으로

총 흡수선량이 100~500 kGy 되도록 조절하였다. 이 외에도 수지의 가교효율 향상을

위해서 가교제를 블렌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가교제는 triallyl cyanurate

(TAC), triallyl isocyanurate (TAIC), trimethylopropane trimethacrylate

(TMPTMA)를 사용하였다.

전자선 가교된 나일론 계열 수지들은 soxhlet 추출기에서 m-cresol 용매를 사용하

였고, PBT 수지는 pheonl/tetrachloro ethane 혼합용액을 사용하여 겔화율을 측정하

였다. 반응시간은 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점으로 약 48시간동안 추출을 진행

하였다. 추출이 끝난 시료는 120℃ 진공오븐에서 약 24시간 동안 건조한 후 건조

전후의 무게를 기록하고 아래의 표준식에 대입하여 겔화율을 계산하였다. W는 추

출 후 건조한 시료의 무게이며, W0는 추출 전 시료의 무게 수치이다.

겔화율 (%) = W / W0 × 100

수분흡습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ASTM D570-98 규격에 의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규격에 따라서 시편을 자른 후 상온에서 증류수 안에 약 24시간동안 시료를 담

근 후에 건조 전 후의 무게를 측정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2시간 씩 침수시켜

서 무게 증가가 없을때까지 수분흡습을 시킨 후에 건조하여 건조 전 후의 무게차이

를 이용하여 수분흡습율을 측정하였다.

전자선 가교된 각각의 열가소성 수지들의 내열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STM

D648 기준에 의거한 그림 9-1의 HDT-6 vicat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하중은

1.81MPa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중이 주어진 상태에서 서서히 온도를 승온시켜

시료의 형태가 0.1 inch 정도 변형되었을때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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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Heat distortion temperature measurement

내마모 특성의 분석은 ISO 5470, IEC 60068-2-70의 규격에 의거한 그림 3-2의

TABER 직선형 마모시험기(5750 Model, TABER in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시료는 30 × 30 × 2 mm 크기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준비하였고, 마모륜은

H-18로 사용하였다. 무게 하중은 9.8 N, 마모속도는 75 cycle/min을 유지하여

10,000 cycle이 도달할 때까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내마모 분석 환경은 상온에서 공

기 분위기에서 시행하였고, 상대습도는 50 %를 유지하였다. 마모시험이 끝난 시료

의 전 후 무게를 기록하고, 무게 차이를 이용하여 내마모 특성을 비교하였다. 추가

적으로 마모된 시료의 표면 변화는 SEM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림 9-2. Linear abrader by TABER.

나. 실험 결과

그림 9-3은 나일론 12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겔화율 자료이며, 그림 9-4는 나

일론 6와 6/6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겔화율 자료이다. 그리고 PBT는 전자선 흡

수선량이 증가하여도 모두 용매에 용해되어 겔화율을 측정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론 -CH2-의 methylene 사슬이 길게 이루어진 나일론 12의 경우 전자선 가

교 반응이 활발하여 약 80%정도의 겔화율을 나타내었으며, 가교효과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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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제를 첨가한 경우 100%에 가까운 겔화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일

론 6/6는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겔화율은 증가하나 약 45%의 낮은 겔화율

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일론 6도 마찬가지로 나일론 6/6와 비슷한 가교

율을 나타내었으나 가교제가 첨가된 나일론 6의 경우 겔화율이 70% 이상으로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5은 나일론 12의, 그림 9-6은 나일론 6와 6/6

의, 그림 9-7은 PBT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수분흡습율의 변화 그래프이다. 3

가지 그래프 모두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흡수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일론 12는 약 60% 향상효과를 가지며, 나일론 6와 6/6는 약

40% 향상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PBT 수지 또한 약 50% 정도의

수분흡습율 향상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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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The effect of cross-linking agents on gel formation of nylon 12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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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The gel contents of nylon 6 and nylon 6/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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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Water absorption of nylon 12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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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Water absorption of nylon 6 and nylon 6/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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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Water absorption of PBT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9-8은 나일론 12의, 그림 9-9는 나일론 6와 6/6의, 그림 3-10은 PBT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열변형온도의 변화 그래프이다. 가교효율이 높은 나일론 12의 경우

전자선 흡수선량이 올라갈수록 최초 120℃에서 약 150℃까지 상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교제가 첨가된 나일론 12는 약 165℃까지 더 높은 내열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나일론 6는 약 최초 40℃의 열변형온도에서 약

70~75℃까지 전자선 가교 효과에 의해서 약 30℃의 내열특성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유리섬유가 30 wt% 함유된 나일론 6의 경우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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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190℃에서 200℃까지 내열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8에서

PBT는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열변형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기준

치인 160℃ 보다는 높은 내열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에 사용되는 엔

진 플라스틱 재료인 나일론 6/6와 나일론 6/6 GF43의 열변형온도에 비교하였을때

중간 정도의 열변형온도를 가지며, 선택된 모든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160℃ 이상의

내열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자선 가교효과가 내열 특성향상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에 선택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내열특성을 비

교하였을때 face arm과 guide timing chain의 재료인 나일론 6/6의 대체 플라스틱으

로 적합한 플라스틱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림 9-8. Heat distortion temperature of nylon 12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9-9. Heat distortion temperature of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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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1과 3-12은 나일론 12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내마모량 변화와 마모 표

면의 SEM 분석 결과이다. 그림을 비교해보면 나일론 12는 기본적으로 전자선 흡수

선량에 따라서 마모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교제가 없는

시료의 경우 기준치인 마모량 5 mg보다는 높은 마모량을 나타내었으나 가교제가 첨

가된 시료의 경우 기준치 아래의 마모량을 나타냄이 확인되어 내마모 특성이 향상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12의 마모표면에서도 마모량이 감소된 시료일

수록 마모표면의 변화가 적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10. Heat distortion temperature of PBT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9-11. Abrading resistance of nylon 12 at 300 kGy depending on the various

cross-link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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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림 9-13에서 3-20까지는 나일론 6의 다양한 조건에서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내마모량 변화와 마모 표면을 비교한 것이다. 나일론 6는 모두 전자선 흡수선량

이 증가할수록 마모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리섬유가 첨가된 나일론

6가 마모량이 높은 이유는 나일론 6 표면이 마모되는 것 이외에도 유리섬유가 마모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마모량의 기준인 5 mg에는 유리섬유가 첨가된 나일론 6를 제

외한 나일론 6에서 약 300 kGy 전자선 흡수선량 이상에서 모두 우수한 내마모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모표면을 확인하였을때도 마찬가지로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하여 내마모 특성이 향상될수록 마모 표면의 변화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9-12. SEM images of nylon 12 at 300 kGy depending on the various

cross-linking systems; (a) Nylon 12, (b) Nylon 12 + 300kGy, (c) Nylon 12 + TAC

+ 300kGy, (d) Nylon 12 + TAIC + 300kGy, (e) Nylon 12 + TMPTMA + 30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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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3. Abrading resistance of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9-14. SEM images of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a) 0 kGy,

(b) 100 kGy, (c) 200 kGy, (d) 300 kGy, (e) 400 kGy, (f) 5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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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5. Abrading resistance of nylon 6 with TMPTMA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9-16. SEM images of nylon 6 with TMPTMA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a) 0 kGy, (b) 100 kGy, (c) 200 kGy, (d), 300 kGy, (e) 400 kGy, (f) 5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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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7. Abrading resistance of the glass fiber reinforced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9-18. SEM images of the glass fiber reinforced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a) 0 kGy, (b) 100 kGy, (c) 200 kGy, (d) 300 kGy, (e) 400 kGy,

(f) 5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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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9. Abrading resistance of the glass fiber reinforced nylon 6 with

TMPTMA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9-20. SEM images of the glass fiber reinforced nylon 6 with TMPTMA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a) 0 kGy (b) 100 kGy (c) 200 kGy (d) 300

kGy (e) 400 kGy (f) 5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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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1. Abrading resistance of PBT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9-21에서 3-24는 PBT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내마모량의 변화와 마모 표

면을 분석한 자료이다. PBT 수지도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마모량이 감소하

고 마모 표면의 변화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정된 열가소성 플

라스틱이 전자선 가교 효과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5 mg 이상의 마모량을 가지는 나

일론 6/6와 나일론 6/6 GF43보다도 우수한 내마모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마모 특성이 향상된 엔진 플라스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수있

다.

그림 9-22. SEM images of PBT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a) 0 kGy (b)

100 kGy (c) 200 kGy (d) 300 kGy (e) 400 kGy (f) 5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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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3. Abrading resistance of the glass fiber reinforced PBT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9-24. SEM images of the glass fiber reinforced PBT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a) 0 kGy, (b) 100 kGy, (c) 200 kGy, (d) 300 kGy, (e) 400 kGy,

(f) 5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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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에 자동차 엔진 플라스틱 소재로 사용되는 나일론 6/6 계열 수지를

대체할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선정하고, 전자선 가교를 통한 내열, 내마모 특성향상을

통한 엔진 부품 적용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자선 가교가 된 플라

스틱 소재의 경우에는 3차원 망상 구조를 가지게 되어 그 구조가 단단하여 내열 특

성 및 내마모 특성이 우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나일론 12와 나일론 6은전자선 가교를 통하여 그 가교율이 향상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교율이 향상되어 구조가 단단해진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일

정 하중아래에서 열변형온도가 상승하였으며, 일정 하중아래에서의 소재 표면의 내

마모 특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BT 수지는 전자선 가교에 의해서

내열 특성이 서서히 감소하지만 내마모 특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내마모 관련된 엔진

플라스틱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열적 특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된 유

리섬유는 내열 특성 향상에는 큰 장점이 있으나 내마모 특성에서의 단점이 발견되었

다. 그리고 각각의 소재에 첨가된 가교제는 전자선 가교 효율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소재의 내열, 내마모 특성을 더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본 연구에서 선

정된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기존의 face arm과 guide timing chain으로 사용되는 나

일론 6/6보다 내열, 내마모 특성 모두가 우수한 소재로 확인되었다. 다만 body arm

에 사용되는 나일론 6/6 GF43보다는 내마모 특성은 우수하였으나 내열특성에서 약간

낮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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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가소성 플라스틱 엔진부품 적용기술 개발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열성이 향상된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실제 사용되는 엔진 플

라스틱에 직접 적용하기 위하여 조건 및 수지를 위탁 기업인 (주)한창엔프라에 직

접 사출 성형 의뢰를 진행하여 실제 제품과 똑같은 형태의 엔진 플라스틱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각 제품의 방사선에 의한 열적,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가. 실험 과정

실제 엔진 플라스틱인 face arm, body arm과 분석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선 사

출 조건 설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사용되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

에 따라서 각각의 사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 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

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그림 9-25의 사출장비 (B12D, LS)를 이용하여 사출품을

생산하였다. 확립된 사출 조건을 표 9-1에서 9-3에 중요한 요소만 간략하게 나타

내었다. 현재 생산되는 나일론 6/6와 똑같은 형태로 사출품이 생산됨이 확인되었

으며, 사출 조건도 기존 사출 조건과 비교하여 비슷한 조건에서 생산이 가능함으

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출 성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9-25. The photo of injection extruder to produce engine components.

(위탁기관 ((주)한창엔프라) 공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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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The 표 of extruder condition of thermoplastic(a mold of sample)

재료 사출
압력

사출
속도

금형
온도

실린더온도 (℃)
보압

장노즐 노즐 H1 H2

Nylon 6/6 45 30 70 315 305 290 280 50

Nylon 6/6

GF43
55 110 70 290 285 270 265 50

Nylon 6 25 20 60 305 280 270 265 20

Nylon 6 +

TMPTMA
25 20 60 305 280 270 265 20

Nylon 6

GF30
35 80 70 315 300 290 285 35

Nylon 6

GF30 +

TMPTMA

35 95 70 315 300 290 285 35

PBT 15 10 60 270 280 270 280 15

PBT GF30 30 35 65 285 280 275 265 20

표 9-2 The 표 of extruder condition of thermoplastic(body arm)

재료 사출
압력

사출
속도

금형
온도

실린더온도 (℃)
보압

장노즐 노즐 H1 H2

Nylon 6/6 45 30 70 315 305 290 280 50

Nylon 6/6

GF43
55 110 70 290 285 270 265 50

Nylon 6 50 35 60 255 250 245 240 35

Nylon 6 +

TMPTMA
45 35 60 250 245 240 240 35

Nylon 6

GF30
45 35 60 260 250 245 240 35

Nylon 6

GF30 +

TMPTMA

45 35 60 315 300 290 285 35

PBT 65 35 60 270 280 270 280 55

PBT GF30 65 45 60 285 280 275 26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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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The 표 of extruder condition of thermoplastic(face arm)

재료 사출
압력

사출
속도

금형
온도

실린더온도 (℃)
보압

장노즐 노즐 H1 H2

Nylon 6/6 45 30 70 315 305 290 280 50

Nylon 6/6

GF43
55 110 70 290 285 270 265 50

Nylon 6 65 35 60 255 250 245 240 35

Nylon 6 +

TMPTMA
55 35 60 250 245 240 240 35

Nylon 6

GF30
60 35 60 260 250 245 240 35

Nylon 6

GF30 +

TMPTMA

45 35 60 315 300 290 285 35

PBT 50 35 60 270 280 270 280 55

PBT GF30 50 35 60 285 280 275 265 55

위의 사출 조건에 따라서 사출품을 직접 생산하였고, 그림 9-26(a)의 현재 생산 중

인 엔진 부품과 동일한 형태로 생산됨을 그림 9-26(b)에 나타내었다. 모두 face

arm과 body arm으로 문제없이 사출 생산이 가능하였으며, 실제 제품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출 성형품을 제작 완료하였다.

그림 9-26. The pictures of the injection molding parts(face arm, body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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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생산된 성형품의 방사선에 의한 열적,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출 성

형된 제품에 직접적으로 전자선 조사를 진행한 후 사출품의 일부분을 절단하여 각각

의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열적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전자선 가교에 따른 열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DSC와

TGA 분석을 진행하였다. DSC (DSC Q100, TA ins., U.S.A)의 분석 조건은 10 ℃

/min의 승온 속도로 40~250℃ 온도 범위에서 분석을 진행하여, 전자선 가교에 따른

용융온도와 결정화 거동을 확인하였다. TGA (SDT Q600, TA ins., U.S.A)의 분석조

건은 10 ℃/min의 승온 속도로 40 ~600℃ 온도 범위에서 분석을 진행하여, 전자선 가

교에 따른 열분해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전자선 가교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DMA

와 UTM 굴곡강도를 분석하였다. DMA (DMA Q800, TA ins., U.S.A)의 분석조

건은 3 ℃/min의 승온 속도로 -50~250℃ 온도 범위에서 분석을 진행하여, 유리전이

온도의 변화와 온도에 따른 탄성률 변화를 확인하였다. 굴곡강도는 UTM 장비를

이용하여 ASTM D790 규격에 의거하여 3점굽힘강도로 측정하였다. 표점거리

는 75 mm, crosshead speed는 0.8 mm/min의 조건 하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실험 결과

그림 9-27에서 그림 9-30과 표 9-4의 나일론 6도 역시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전자선 가교가 진행되어 고분자의 결정성이 감소하여 Tm과 Tc이 서서히 감소하고 결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자선 조사에 의해서 고분자의 가교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정된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전자선 가교에 의한 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유리섬유가 첨가된 나일론의 경우에는 그 변화의 폭이 유리섬유가 첨가되지

않은 나일론 보다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분자 사슬 사이에 존재하는 유

리섬유가 전자선에 의한 고분자의 가교를 방해하여 생기는 결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자

료 첨부를 하지 않았으나 PBT 수지는 전자선에 의한 특별한 결정화도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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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7. DSC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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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8. DSC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with TMPTMA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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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The data of DSC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시 료 Tm(℃)
Heat value

(J/g)
Tc(℃)

Heat value

(J/g)

Nylon 6

control 222.8 65.7 187.3 64.1
100 kGy 221.7 66.2 186.0 63.7
200 kGy 221.8 63.6 185.2 63.5
300 kGy 220.5 66.5 184.1 62.3
400 kGy 220.4 62.2 183.2 58.8
500 kGy 218.6 59.8 181.6 53.5

Nylon 6 +

TMPTMA

control 222.2 63.9 187.3 62.7
100 kGy 221.8 63.9 186.2 62.1
200 kGy 221.1 62.2 185.4 60.7
300 kGy 220.3 59.9 184.8 57.8
400 kGy 219.6 59.3 183.7 56.9
500 kGy 219.7 59.2 182.9 55.5

Nylon 6 GF30

control 220.0 47.2 185.9 43.1
100 kGy 220.7 47.8 185.7 43.4
200 kGy 219.8 47.5 183.7 42.5
300 kGy 219.0 34.8 183.5 41.1
400 kGy 219.5 44.9 183.0 40.3
500 kGy 219.2 45.6 180.9 39.7

Nylon 6 GF30 +

TMPTMA

control 210.7 45.8 185.5 41.9
100 kGy 209.6 45.2 184.5 41.7
200 kGy 209.7 43.3 183.8 39.4
300 kGy 209.4 43.6 183.0 39.4
400 kGy 208.7 43.3 182.2 38.2
500 kGy 208.4 41.6 181.5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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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9. DSC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with the glass fiber

reinforcement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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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0. DSC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with the glass fiber

reinforcement and TMPTMA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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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 가교는 고분자 사슬의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여 고분자의 열적 변형을 줄

여 열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분 열분해 온도의 면적비로 얻어

지는 정량적인 열 안정성 수치를 비교하지는 않았으나 열분해 온도 (Td)를 중심

으로 다양한 가교 조건에 따라서 분해가 일어나는 온도 시점을 판단하여 나일론

6의 열 적 안정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림 9-31에서 그림 9-34과 표 9-5은 나

일론 6의 전자선 가교에 따른 TGA 분석 데이터이다. TGA를 통해서 열분해 온

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 전자선 가교에 따라서 열분해 온도가 서서히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자선 가교에 의해서 내부 3차원 망상 구조를

가지게 되어 사슬 간 결합이 단단해져 고분자의 유동성이 저하되어 더 높은 열 안

정성이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교제가 첨가되어 가교효율이 향상된

나일론 6는 열분해 온도 증가폭이 더 크게 상승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

교제가 없는 나일론의 경우에는 약 1~2℃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가교제가

첨가된 나일론 6의 경우에는 2~6℃의 더 높은 상승폭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가교제에 의해서 더 단단한 고분자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표 9-5 The data of TGA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시 료 Tonset(℃) Td(℃) 시 료 Tonset(℃) Td(℃)

Nylon 6 420.5 449.2 Nylon 6 + TMPTMA 421.4 446.2

100 kGy 420.9 449.5 100 kGy 420.4 447.5

200 kGy 422.3 450.4 200 kGy 420.0 446.9

300 kGy 422.4 450.8 300 kGy 419.8 447.3

400 kGy 422.6 451.6 400 kGy 421.0 447.9

500 kGy 422.1 450.9 500 kGy 419.8 448.3

Nylon 6

GF30
419.8 455.4

Nylon 6 GF30 +

TMPTMA
417.6 449.9

100 kGy 421.2 455.9 100 kGy 418.2 450.5

200 kGy 421.7 456.4 200 kGy 416.4 451.2

300 kGy 421.1 456.8 300 kGy 417.4 451.5

400 kGy 420.8 457.3 400 kGy 416.7 454.6

500 kGy 421.2 456.1 500 kGy 418.2 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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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1. DSC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9-32. DSC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with TMPTMA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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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3. DSC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with the glass fiber

reinforcement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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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4. DSC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with the glass fiber

reinforcement and TMPTMA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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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5에서 그림 9-38와 표 9-6은 나일론 6의 전자선 가교에 따른 동적기계

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9-35을 보면 나일론 6이 전자선 가교에 의해서 유

리전이온도가 점차 상승하면서, 저장탄성률 또한 점차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정 하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온도 상승에 의한 탄성

률이 변화되는 시점(연화점)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

자서 가교에 의해서 열에 의한 안정성이 상승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일론 6의

전자선 가교에 의한 물성향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림 9-36에서 그림 9-38의

자료에서도 다른 조건의 나일론 6에서도 역시 똑같은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유리섬유가 첨가된 나일론의 경우 더 높은 저장탄성률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교제가 첨가된 나일론의 경우 약간의 물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6 The data of DMA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시 료 Tonset(℃) Tg(℃) 시 료 Tonset(℃) Tg(℃)

Nylon 6 37.0 60.9 Nylon 6 + TMPTMA 39.8 62.8

100 kGy 43.4 65.8 100 kGy 42.9 66.0

200 kGy 42.3 65.9 200 kGy 42.8 65.8

300 kGy 43.5 65.7 300 kGy 43.7 67.3

400 kGy 43.8 66.8 400 kGy 44.2 67.3

500 kGy 44.6 67.0 500 kGy 44.6 67.4

Nylon 6

GF30
39.0 61.9

Nylon 6 GF30 +

TMPTMA
45.3 75.5

100 kGy 42.6 65.1 100 kGy 47.3 76.7

200 kGy 42.2 65.2 200 kGy 47.3 76.4

300 kGy 42.2 64.4 300 kGy 47.7 76.5

400 kGy 43.1 64.7 400 kGy 48.3 76.8

500 kGy 43.0 65.5 500 kGy 48.9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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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5. DMA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9-36. DMA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with TMPTMA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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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7. DMA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with the glass

fiber reinforcement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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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8. DMA curves for electron beam irradiated nylon 6 with the glass

fiber reinforcement and TMPTMA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일반적으로 전자선에 의해 고분자가 가교가 되면 사슬간의 결합력이 강해져서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9-39와 그림 9-40은 나일론 6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굴곡강도를 비교하였다. 유리섬유가 첨가된 나일론 6는 전반적으로

높은 강도 수치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가교 효과에 의한 굴곡강도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자선 가교에 의해서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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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9. Flexural strength of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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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0. Flexural modulus of nylon 6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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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동차용 엔진 플라스틱 소재로 사용되기 위해 선정된 열가소성 플라스

틱 수지를 실제 사출기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사출품의 전자선

가교에 의한 열적, 기계적 특성을 보고 엔진 부품에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

였다. 전자선 가교는 열적, 기계적으로 매우 유용한 물성 향상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여 그 변화를 확인하였다. 나일론 6를 다양한 조건에서 전

자선 가교 반응을 진행하여 DSC, TGA, DMA, UTM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열적, 기

계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가교에 의해서 형성된 3차원 그물 망상

구조로 인해서 고분자 사슬 간의 결합력이 강해져 열적 안정성이 우수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계적 강도 역시 상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출 성형품의 실제 인증과정에서도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엔진부품 사출 특성 평가 및 품질 인증 평가

o 개발된 수지 이용 엔진부품 시사출

앞서의 개발된 수지 중 Nylon 6.6 이용하여 엔진 부품 중 Face arm(그림 9-42)과

Body arm(그림 9-43)에 적용하여 사출을 진행하였다. 본 개발에 사용된 사출기는

WooJin Selex_社의 Selex NE 220 model(그림 9-44)이었으며, 사용된 금형은 현재

한창 엔프라에서 양산중인 제품에 적용하였다. 현재 양산중인 사출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수지의 사출 조건을 재조정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수지의 사출 조건은

아래(표 9-7)와 같다.

그림 9-41. 양산품 제작 도면 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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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2. 양산품 제작 도면 Face arm

그림 9-43. 양산품 제작 도면 Body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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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기 (H-08호기) 사출 금형 (B12D_ BODY / FACE)

그림 9-44. 시사출에 사용된 사출기 및 금형 사진

표 9-7. 사출시 사용한 각 수지별 사출 조건표

Item Unit

수지 및 제품 구분

표 1-1

45HSB

(現양산용)

표 1-2

70G43HSL

(現양산용)

표 1-3

KN111

(개발용)

표 1-4

KN133G30

(개발용)

표 1-5

KN133G45

(개발용)

실

린

더

온

도

Nozzle ℃ 290 315 240 270 280

Front ℃ 285 305 235 265 275

Middle ℃ 270 290 230 260 270

Rear ℃ 265 280 225 255 265

금형온도 ℃ 60 60 60 60 60

사

출

압

력

1차 bar 55 60 55 60 45

2차 bar 50 55 45 50 40

사

출

속

도

1차 % 10 60 50 50 20

2차 % 9 55 45 45 15

3차 % 8 35 35 35 15

사출시간 sec 8 6 8 8 8

냉각시간 sec 18 20 16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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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입고 / 수입검사 원재료 저장 원재료 불출

원재료 건조 사출성형 외관 전수검사 / 포장

단품저장(보관) / 불출 단품 조립 Lot No. Mark'g

포장 / 저장 출하검사 출하

그림 9-45. 사출 성형품 제작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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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pec. Act. 판정

21 Ø11 (+0.18 / +0.05) Ø11.098 ~ Ø11.123 OK

25 21.6 ± 0.15 21.60 ~ 21.64 OK

43 면윤곽도 1 이하 0.32 OK

126 101.4 (0 / -0.5) 101.24 OK

No. Spec. Act. 판정

9 13 ± 0.1 13.01 ~ 13.04 OK

39 4.5 ± 0.2 4.51 OK

54 12.5 ± 0.15 12.48 OK

56 12.5 ± 0.15 12.45 OK

61 3.85 (+0.1 / -0.13) 3.75 OK

76 103 (+0.5 / 0) 103.16 OK

o 시사출 엔진부품의 치수 안정성 평가

현 양산품과 개발품에 대하여 앞서의 사출조건에서의 치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사출품의 주요 치수(PMI)의 측정은 Shefield_社의 Discovery-Ⅱ model을 이용하여

face arm은 3개, body arm은 3개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수지에 대한

제품의 치수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9-8 45HSB 수지 이용(현 양산) face arm 주요 치수 평가 결과

No. Spec. Act. 판정

9 13 ± 0.1 13.00 ~ 13.04 OK

39 4.5 ± 0.2 4.51 OK

54 12.5 ± 0.15 12.49 OK

56 12.5 ± 0.15 12.46 OK

61 3.85 (+0.1 / -0.13) 3.77 OK

76 103 (+0.5 / 0) 103.18 OK

표 9-9 70G43HSL 수지 이용(현 양산) body arm 주요 치수 평가 결과

표 9-10 KN111 수지 이용(개발품) face arm 주요 치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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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pec. Act. 판정

9 13 ± 0.1 13.00 ~ 13.03 OK

39 4.5 ± 0.2 4.51 OK

54 12.5 ± 0.15 12.48 OK

56 12.5 ± 0.15 12.45 OK

61 3.85 (+0.1 / -0.13) 3.75 OK

76 103 (+0.5 / 0) 103.16 OK

No. Spec. Act. 판정

21 Ø11 (+0.18 / +0.05) Ø11.099 ~ Ø11.127 OK

25 21.6 ± 0.15 21.59 ~ 21.63 OK

43 면윤곽도 1 이하 0.30 OK

126 101.4 (0 / -0.5) 101.21 OK

No. Spec. Act. 판정

21 Ø11 (+0.18 / +0.05) Ø11.099 ~ Ø11.125 OK

25 21.6 ± 0.15 21.60 ~ 21.63 OK

43 면윤곽도 1 이하 0.28 OK

126 101.4 (0 / -0.5) 101.28 OK

표 9-11 KN133G30 이용(개발품) body arm 주요 치수 평가 결과

표 9-12 KN133G45 이용(개발품) body arm 주요 치수 평가 결과

치수 평가결과에 의하면 현양산품 대비하여 새로 적용된 수지 역시 제작 도면에 따

른 주요 치수를 모두 만족시켰으며 따라서 사출 성형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진

다. 수지의 시사출 후 개발품에 대하여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전자선 조사를 수

행하였다. ELV-x 모델을 사용하여 10 MeV의 전자선으로 100 kGy가 조사되었다.

전자선이 조사된 개발품에 대하여 치수 안정성을 재평가 하였으며, 조사전에 비하여

변형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3 KN111 (개발품) face arm의 전자선 조사후 주요 치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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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pec. Act. 판정

21 Ø11 (+0.18 / +0.05) Ø11.097 ~ Ø11.121 OK

25 21.6 ± 0.15 21.58 ~ 21.61 OK

43 면윤곽도 1 이하 0.30 OK

126 101.4 (0 / -0.5) 101.20 OK

No. Spec. Act. 판정

21 Ø11 (+0.18 / +0.05) Ø11.098 ~ Ø11.121 OK

25 21.6 ± 0.15 21.58 ~ 21.61 OK

43 면윤곽도 1 이하 0.31 OK

126 101.4 (0 / -0.5) 101.21 OK

표 9-14 KN133G30 이용(개발품) body arm의 전자선 조사후 주요 치수 평가 결과

표 9-15 KN133G45 이용(개발품) body arm의 전자선 조사후 주요 치수 평가 결과

o 시사출 엔진부품의 조립성 평가

시사출 엔진 부품의 조립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조립 전
조립 후

arm ass'y t/chain
판 정body arm

(현 양산)_70G43HSL
face arm

(현 양산)_45HSB

합 격

그림 9-46. 조립성 test 평가 사진 (현 양산 _ 70G43HSL + 45H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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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전
조립 후

arm ass'y t/chain
판 정body arm

(개발품)_KN133G30
face arm

(개발품)_KN111

합 격

그림 9-47. 조립성 test 평가 사진 (개발품 _ KN133G30 + KN111)

조립 전
조립 후

arm ass'y t/chain
판 정body arm

(개발품)_KN133G45
face arm

(개발품)_KN111

합 격

그림 9-48. 조립성 test 평가 사진 (개발품 _ KN133G45 + KN111)

o 시사출 엔진부품의 내구성 평가

시사출 엔진부품의 내구성 평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 공인 의뢰하여 평

가를 진행하였다. Bracket Breaking Load test는 Instron 사의 5582 모델을 이용

하여 현양산품과 개발품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때 시험속도는 10 mm/min이었으

며 가압봉의 크기는 Φ20으로 진행하였다. 측정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으며,

Glass fiber가 30 wt% 포함된 시료의 경우에는 load 값이 양산품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45 wt%가 포함된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차범위내에서 거의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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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구분 단위 평균 최대 최소 비고
45HSB+70G43HSL N 7748 7756 7734 양산품
KN111+KN133G30 N 6214 6249 6172 개발품 (1)
KN111+KN133G45 N 7363 7408 7317 개발품 (2)

그림 9-49. 현 양산품의 피로 파괴 특성 평가

그림 9-50. 개발품의 피로 파괴 특성 평가

표 9-16 Bracket Breaking Load test 결과

Bracket Fatigue test 역시 시험하중을 인가한 상태에서 5 Hz로 진행하였다. 각각

의 피로 테스트의 진행 과정을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1,000,000 cycle

진행 후 양산품과 개발품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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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개발품은 한창 엔프라의 품질관리부에서 현 양산품

대비 큰 유의차 없는 것으로 인증을 득하였으며, 고객사인 관련 기술 인증 관련

협의 중에 있다.

그림 9-51. 한창 엔프라 품질보증팀 개발 완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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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방사선을 이용하여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의 내열성과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선정 (5종)

: FR, NBR, EPDM, EPDM/HDPE, EPDM/PTFE

- 상기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에 가교제(TMPTMA) 첨가에 따른 겔화율 향상

확인 (겔화율 30 % 이상 향상 효과)

- FR 소재의 전자선 가교에 따른 용매(벤젠)내의 체적증가 특성 향상

:전자선 조사 전 5.2%→ 조사 후 2.5%

- 전자선 가교에 따른 압축영구변형율 20% 미만 확보(FR: 11 %, NBR: 12%)

- 전자선 가교에 따른 경도 50(shore A) 이상 확보(FR: 77, EPDM/HDPE: 87,

EPDM/PTFE: 71)

⃝ 개발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이용 O-ring 제조 및 물성 평가 수행

- FR 소재 이용 O-ring 제품 시사출 및 시사출에 따른 물성 평가

- FR O-ring의 체적증가율(3.9 %), 압축영구변형율(11 %), 경도(73)

: 시사출에 따른 물성 저하 없음이 확인됨

제10절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내열성/내구성

향상 및 엔진 부품 적용기술개발

1. 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내열성/내구성 향상기술개발

현재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와 에너지 절감, 소음과 공해의 절감, 비용 감

소, 신뢰성과 내구성의 증대 등과 같은 다양한 요구가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화두

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는

고분자 재료를 향상시킴으로써 외장, 내장, 엔진 부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로 인한 가능성은 무한하며, 경량화, 연비 감소, 안정성, 승차감 증대, 배기가스의

절감, 가격 절감, 고성능화, 생산성 증대 등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재료는 자동차 소재 산업에서 그 비중이 점

차 늘어가고 있지만 내구성, 내열성 및 내용매성이 요구치에 부합되지 않아서 사용영

역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분자 재료의 내구성, 내열성

및 내용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가황 공정이나 열 경화 공정, 아민 가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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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대신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자동차용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의 제조 기술개

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무나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가교, 중합,

그라프팅, 분해 반응 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반응 중에서 가교는 고분자 사슬 내에

서 방사선에 의하여 라디칼이 생성되고, 생성된 라디칼의 결합으로 인하여 고분자

내 3차원의 망상 구조를 이루면서 강하게 결합하여 내구, 내열 및 내용매성을 향상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하면 공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공정 간 수분 침투가 적으며, 상온에서 진행되어 뛰어난 수치 안정성의 확보가 용

이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품 생산에 촉매 등의 잔사

가 존재하지 않고, 방사선 흡수선량의 조절만으로 재현성 있는 제품의 생산이 가능

하여 고품질의 규격 제품을 낮은 손실률로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많은

응용의 가능성이 있다.

가. 실험 과정

자동차용 내열 플라스틱 부품소재 개발에 사용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수지로써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는 (주) 금호폴리캠에서 제조된

KEP-570P 를 사용하였고, NBR(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는 (주) LG화학에

서 제조된 NBR6230 을 사용하였으며, FR(Fluoro Rubber)는 Dupont사에서 제조된

VITON® (Dupont, U.S.A) 을 사용하였다. TPO(Thermoplastic olefins)로써

EPDM/HDPE 제조를 위해 HDPE(High Density Polyetylene)는 (주) 호남석유화학

에서 제조된 pellet 형태의 5200B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 보강재로써

PTFE(Polytetra fluoroethylene)는 Sigma-Aldrich사에서 제조된 분말형태의

02117JJ (Aldrich, U.S.A)를 사용하였다.

위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가공성이 양호하여 lab-scale brabender로 블렌딩하여 시

트를 제작하였다. 블렌딩 시간은 10분, 스크류의 회전속도는 20 rpm 으로 모든 재

료가 동일하였으며, 블렌딩 온도는 각 재료들의 녹는점이 다르기 때문에 EPDM은

150 ℃, NBR은 80 ℃, FR은 190 ℃에서 블렌딩하였다. 또한, 수지의 가교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교제를 첨가하여 블렌딩하였고, 사용된 가교제는 TMPTMA

(Trimethylolpropane Trimethacrylate)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각각의 열가소

성 엘라스토머 수지는 전자선 조사를 통해서 가교 반응을 진행하였다. 전자선 가교

는 1.14 MeV, 7.46 mA의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10 kGy/scan의 선량으로 총 흡수

선량이 20 ~ 300 kGy가 되도록 하였다.

전자선 가교된 FR은 그림 10-1의 soxhlet 추출기에서 methyl ethyl ketone 용매를

사용하였고, NBR 및 EPDM 계열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는 Xylene 용매를 사용하여

겔화율을 측정하였다. 반응시간은 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점으로 약 24시간

동안 추출을 진행하였다. 추출이 끝난 시료는 90 ℃ 진공오븐에서 약 24시간 동안

건조한 후 건조 전후의 무게를 기록하고 아래의 표준식에 대입하여 겔화율을 계산하였다.

W는 추출 후 건조한 시료의 무게이며, Wo는 추출 전 시료의 무게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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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화율 (%) = W / Wo × 100 --------------- (10-1)

그림 10-1. Soxhlet apparatus.

내구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규격인 KS M 6518에 의거하

여 침지 시험을 진행하였다. 규격에 따라 시편을 자른 후 침지 전의 치수, 질량, 부

피를 측정하고, 시험용 액체인 Benzene에 침지하여 침지 시간(1일, 3일, 5일, 7일)에

따라 시험편의 치수, 질량, 부피 등을 측정하여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체적증가율을

계산하였다.

ΔV = (V2 - V1) / V1 × 100 ---------------- (10-2)

( V2 : 침지 후 부피(mm
3
), V1 : 침지 전 부피(mm

3
), ΔV : 체적증가율(%) )

내열성 분석은 압축영구줄음률로 KS M 6518에 의거하여 직접 주문제작한 그림

10-2의 압축변형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험편은 두께 12.7 mm, 지름 약

29.0 mm의 원기둥 형태로 절단하여 준비하였고, 압축 비율은 시험편 두께의 25%로

하였다. 시험편을 압축판 사이에 끼울 때 압축 비율에 맞는 스페이서를 끼우고 위아

래 압축판이 스페이서에 밀착할 때까지 압력을 가하여 너트를 죄어 고정하였다. 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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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100 ℃ 와 150 ℃에서 2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각 시험편의 특성에 맞게

유기적으로 온도를 변화시켰다. 열처리 후 시험편을 압축 장치에서 꺼내 실온에서

30분 동안 냉각 시켜 최종 두께를 측정하였으며, 전 후 두께를 아래의 식에 대입하

여 압축영구줄음률을 계산하였다.

C = (t0 - t1) / (t0 - t2) × 100 ---------------- (10-3)

C : 압축영구줄음률(%), t0 : 시험편의 원두께(mm)

t1 : 압축 장치에서 꺼낸 후 30분 후의 시험편의 두께(mm)

t2 : 스페이서의 두께(mm)

그림 10-2. Compression set tester.

경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S M 6518에 의거하여 그림 10-3과 같은 독일 Schmidt사

의 shore durometer HPSA를 사용하여 경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료는 6 mm 이상

의 두께로 5곳 이상의 다른 포인트에서 수직이 되게 측정하였고, 각 포인트는 5 mm

이상, 샘플 끝으로부터 13 mm 이상 벗어난 곳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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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Shore A durometer.

나. 실험 결과

그림 10-4는 불소고무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겔화율 자료이다. 일반 불소고무

의 경우는 약 20%의 겔화율을 보이는 반면 50 kGy 이상의 전자선을 흡수한 불소고

무의 경우 -CH2-의 methylene 사슬을 보유하고 있어 전자선 가교 반응이 활발하며

100%에 가까운 겔화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5는 불소고무의 체

적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림 10-6은 시료의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이

다. 그림 10-5의 경우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체적증가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반 불소고무는 5.3%의 변화율을 갖는 반면 전자선에 의해 가교

반응이 진행된 불소고무의 경우 모두 4% 미만의 변화율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7은 불소고무의 압축영구줄음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림 10-8은 이에 대

한 시료의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이다. 일반 불소고무는 90%의 높은 압축영구

줄음률을 갖는 반면 전자선 조사된 불소고무의 경우 50% 미만의 압축영구줄음률을

나타내 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 kGy의 전자선을 조사하였을 때

약 30%라는 가장 적은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9는 불소고

무의 경도를 측정하여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에 따른 경도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일반불소고무는 약 67 shore A를 갖는 반면 전자선 조사된 불소고무는 75

shore A이상의 경도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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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Gel contents of fluoro rubbe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10-5. The volume change of fluoro rubbe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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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불소고무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후 비교 사진.

그림 10-7. Compression set of fluoro rubbe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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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불소고무의 압축영구줄음률 실험 전후 비교 사

진.

그림 10-9. Hardness of fluoro rubbe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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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0은 NBR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겔화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일반

NBR은 용매인 Xylene에 모두 용해되었으며,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겔화율

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교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교제를 사용하였는데,

중량비 3% 이상일 때 가교 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11은 NBR

의 체적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그림 10-12부터 그림 10-16은 이에 대한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이다. 그림 10-12와 같이 일반고무의 경우 용매 benzene에서

모두 용해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체적증가율이 낮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교제 함량에 따른 변화는 중량비 5%일 때 고효율을 나타내

었으나 200% 이상의 체적증가율을 나타내 내용매성이 다른 고무들에 비해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17은 NBR의 압축영구줄음률을 나타낸 그래프로써 전자

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압축영구줄음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

kGy의 전자선을 조사하였을 때 20% 미만의 압축영구줄음률을 나타내었으나, 일반

NBR과 비교해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18은 NBR의 전자

선 흡수선량에 따른 경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교제 5% 함량으로 200 kGy를 조

사하였을 때 50 shore A이상의 가장 높은 경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부

분 50 shore A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교제 함량이 3% 미만일 때는

내구, 내열 특성이 일반고무와 비슷하였지만, 3% 이상일 때는 내구, 내열성이 향상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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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0. Gel contents of NB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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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1. The volume change of NB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 (a)

NBR; (b) TMPTMA 1 wt%; (c) TMPTMA 2 wt%; (d) TMPTMA

3wt%; (e) TMPTMA 5 w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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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2.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NBR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후 비교 사진.

그림 10-13.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가교제 1% 첨가 NBR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

후 비교 사진.

그림 10-14.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가교제 1% 첨가 NBR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

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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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5.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가교제 1% 첨가 NBR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

후 비교 사진.

그림 10-16.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가교제 1% 첨가 NBR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

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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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7. Compression set of NB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10-18. Hardness of NB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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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9의 (a)는 일반 EPDM을 전자선 조사하였을 때 나타난 체적증가율 그래

프이고, (b)는 가교제를 중량비 3% 첨가하여 전자선 조사하였을 때 나타난 체적증가

율 그래프이다. 일반 EPDM의 경우 약 200%의 체적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용매

benzene에 대한 저항이 낮아 겔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었다.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

할수록 체적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교제를 3% 첨가하였을 때는 약

120%까지 낮아져 향상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0-20은 EPDM의 압축영구줄음

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압축영구줄음률이 50% 이

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교제 첨가시 일반EPDM에 비해 향상된 내열 특성

을 나타내었다.

그림 10-19. The volume change of EPDM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 (a)

EPDM; (b) TMPTMA 3 w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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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0. Compression set of EPDM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10-21은 EPDM/HDP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체적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

로써 HDPE의 함량과 가교제 첨가여부 및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그래프를 나타

낸 것이다. HDPE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체적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가교제를 5% 첨가하였을 때 훨씬 더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체적증가율은 감소하였으며, HDPE 10 phr

에 50 kGy가 조사되어 약 350%의 체적증가율을 나타낸 시료에 비해 가교제 첨가

시 최대 70%로 감소하여 높은 내구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22부터

그림 10-24에 체적증가율 실험에 대한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나열하였다. 그림 10-25

는 EPDM/HDP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압축영구줄음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자

선 흡수선량이 증가할수록 압축영구줄음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HDPE

함량이 20 phr 일 때 다른 함량에 비해 내열 특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0-26부터 그림 10-28에 압축영구줄음률에 대한 실험 전 후 사진을 비교하여 나

열하였다. 그림 10-29는 EPDM/HDP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

른 경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HDPE 함량이 10 phr일 때 약 67 shore A를 나타내었

고, HDPE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

가함에 따라 미세하지만 경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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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1. The volume change of EPDM/HDPE thermoplastic elastome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 (a) HDPE 10 phr; (b) HDPE 10

phr & TMPTMA 5 wt%; (c) HDPE 20 phr; (d) HDPE 20 phr &

TMPTMA 5 wt%; (e) HDPE 30 phr; (f) HDPE 30 phr &

TMPTMA 5 w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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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2.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HDPE 10 phr 함량과 가교제 5% 첨가

(EPDM/HDP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후 비교 사진)

그림 10-23.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HDPE 20 phr 함량과 가교제 5% 첨가

(EPDM/HDP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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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4.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HDPE 30 phr 함량과 가교제 5% 첨가

(EPDM/HDP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후 비교 사진)

그림 10-25. Compression set of EPDM/HDPE thermoplastic elastome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 305 -

그림 10-26.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HDPE 10 phr 함량과 가교제 5% 첨가

EPDM/HDP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압축영구줄음률 실험 전후 비교 사진.

그림 10-27.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HDPE 10 phr 함량과 가교제 5% 첨가

EPDM/HDP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압축영구줄음률 실험 전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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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8.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HDPE 10 phr 함량과 가교제 5% 첨가

EPDM/HDP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압축영구줄음률 실험 전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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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9. Hardness of EPDM/HDPE thermoplastic elastome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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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0은 EPDM/PTF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겔화율

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PTFE 함량이 증가할수록 겔화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00 kGy 이상의 전자선이 조사되었을 때 80% 이상의 겔화율을 나타내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림 10-31은 EPDM/PTF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체적증가율을 나

타낸 그래프로써, PTFE 함량 별로 50 kGy를 조사하였을 때는 비슷한 체적증가율을

나타내지만, 100 kGy 이상의 전자선을 조사하였을 때는 PTFE 함량이 많을 수록 체

적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자선 흡수선량이 300 kGy 일 때 약

100-120%의 체적증가율을 나타내 높은 내구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0-32에서 그림

10-34까지 체적증가율의 실험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나열하였다.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용매에 용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35는은 EPDM/PTF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압축영구줄음률을 나타낸 그래

프이며, 그림 10-36에서 그림 10-38은 압축영구줄음률에 대한 실험 전후를 비교한 사

진이다.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영구줄음률이 주기적으로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고, PTFE 함량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0-39는

EPDM/PTF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경도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하지만 경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

였고, PTFE 함량이 30 phr 일 때는 약 63 shore A를 나타내었지만, 70 phr 일 때는

약 70 shore A를 나타내어 경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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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0. Gel contents of EPDM/PTFE thermoplastic elastome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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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1. The volume change of EPDM/PTFE thermoplastic elastome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 (a) PTFE 30 phr; (b) PTFE 50

phr; (c) PTFE 70 ph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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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2.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PTFE 30 phr 함량 EPDM/PTF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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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3.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PTFE 50 phr 함량 EPDM/PTF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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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4.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PTFE 70 phr 함량 EPDM/PTF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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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5. Compression set of EPDM/PTFE thermoplastic elastome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10-36.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PTFE 30 phr 함량 EPDM/PTF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압축영구줄음률 실험 전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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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7.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PTFE 50 phr 함량 EPDM/PTF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압축영구줄음률 실험 전후 비교 사진.

그림 10-38.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PTFE 70 phr 함량 EPDM/PTFE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의 압축영구줄음률 실험 전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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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9. Hardness of EPDM/PTFE thermoplastic elastomer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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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엘라스토머 소재를 통한 자동차용 부품 적용기술개발

가. 실험 과정

자동차용 오링 제조에 사용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수지로서 FR(Fluoro rubber)은

Dupont사에서 제조된 VITON® (Dupont, U.S.A)과 Kalrez®을 사용하였다. 위 재료

는 이축 압출기를 이용하여 혼합하였고, 수지의 가교율 향상을 위해서 가교제로써

중량비 3%의 TMPTMA(Trimethylolpropane Trimethacrylate)를 사용하였다. 혼합

된 불소고무를 미국 항공우주국 표준규격 중 AS-568-250 규격(내경 : 12.37 mm,

두께 : 2.62 mm)의 몰드 내에 첨가한 후 250 ℃, 20 torr의 조건 하에서 열 압착하

여 그 형태를 제작하였다. 열 압착된 오링 몰드 위에 전자선 가속기 10 MeV의 조

건에서 10 kGy/scan의 선량으로 총 50 ~ 300 kGy 전자선 조사를 수행하여 가교

반응을 진행하였다.

엘라스토머 소재를 통해 제조된 자동차용 오링의 내구 및 내열 특성은 KS M

6518 방법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내구성실험은 침지 실험과 경도 시험으로써 침지

실험은 실온에서 용매로 benzene을 사용하였고 실험 전과 1, 3, 5, 7 일 후의 치수,

질량, 부피를 측정하여 아래 식에 대입하여 체적증가율을 계산하였다.

ΔV = (V2 - V1) / V1 × 100 ---------------- (10-4)

( V2 : 침지 후 부피(mm3), V1 : 침지 전 부피(mm3), ΔV : 체적증가율(%) )

경도 시험의 경우 독일 Schmidt사의 Shore durometer HPSA를 사용하였다.

내열성 실험은 압축영구줄음률 실험으로써 KS M 6518에 나온 압축변형시험기를

사용하였고 150 ℃에서 22시간 동안 열을 가해 실험 전 후의 값을 아래 식에 대입

하여 압축영구줄음률을 계산하였다.

C = (t0 - t1) / (t0 - t2) × 100 --------------- (10-5)

C : 압축영구줄음률(%), t0 : 시험편의 원두께(mm)

t1 : 압축 장치에서 꺼낸 후 30분 후의 시험편의 두께(mm)

t2 : 스페이서의 두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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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결과

그림 10-40은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불소고무 오링의 압축영구줄음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영구줄음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일반 불소고무 오링의 압축영구줄음률이 약 28%인 것에 비해 200

kGy 조사된 불소고무 오링의 경우 약 11%까지 감소하여 우수한 내열 특성을 확인

하였다. 그림 10-41은 불소고무 오링의 체적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로써 전자선 흡

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적증가율이 경향성 있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300 kGy 조사된 불소고무 오링의 경우 4% 이하의 값을 나타내 우수한 내구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42에 체적증가율의 실험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나열하였

다. 그림 10-43은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불소고무 오링의 경도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대

73 shore A의 우수한 물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10-40. Compression set of FR o-ring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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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1. The volume change of FR o-ring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10-42.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FR o-ring 체적증가율 실험 전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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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3. Hardness of FR o-ring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10-44는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kalrez 오링의 압축영구줄음률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영구변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고, 전자선에 의한 가교 반응보다는 C-F기의 분해반응이 우세하여 물성이 감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45는 kalrez 오링의 체적증가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써 전자선에 의한 가교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0-46은 체적증가율

의 실험 전후 사진을 비교한 것으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안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47은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kalrez 오링의

경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자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반 kalrez 오링에 비해 전자선 조사된 오링의 경도 값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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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4. Compression set of kalrez o-ring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그림 10-45. The volume change of kalrez o-ring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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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6. 전자선 흡수선량에 따른 Kalrez o-ring의 체적증가율 실험 전후 비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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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7. Hardness of kalrez o-ring depending on the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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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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유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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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00

◦프리세라믹 고분자 

분자량별 4종 선정

◦방사기법 4가지 활

용 섬유제조 기술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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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유경화 특성 분석  (겔화율 90 %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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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성온도: 1300-1500 ℃, 소성시간:1-3시간)

-소성 분위기에 따른 섬유의 기계적 물

성 측정

-탄화규소섬유의 열적 물성 측정 (1300

℃까지 열적안정성확보)

20 100

◦방사선 조사량, 소

성온도 및 소성시간

에 따른 탄화규소 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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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화특성 연구

-보강재의 표면 개질을 통한 물성평가 

측정

-전자선 조사에 의해 안정화된 PAN계 

탄소섬유의 제조기술개발

-불소화된 카본나노튜브 보강 에폭시 복

합재 제조

30 100

◦방사선 경화형 에

폭시 4종선정 및 경

화특성 연구 수행

◦보강재/에폭시 복

합재 5종 제조 및 특

성연구 수행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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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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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합재 평가

- 탄소섬유/에

폭시 복합재료  

평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카본나노튜

브/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동력학적 

특성평가

-전자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카본나노튜

브/에폭시 복합재의 기계적 동력학적 

특성평가

-불소화된 카본나노튜브 보강 에폭시 복

합재 물성평가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를 이용한 

hybrid 압력용기 및 LNG 압력용기 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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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량에 따른 복합재 

물성평가 수행

총계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1)방사선조사에 

따른 경화

섬유 특성 분

석

- 조사량, 소

성온도에 따른 

섬유의 화학

조성(Si/C/O)비 

조절

-방사선 경화조건에 따른 섬유특성의 화

학조성비 측정연구

(경화조건-분위기(Ar, He, N2, Air), 조

사량(2∼10 MGy))

-폴리카보실란섬유의 소성조건에 따른 

화학조성비 측정연구

(소성조건-분위기(Ar, He, N2), 시간(1∼3

MGy),온도1300∼1500 ℃)

30 100

◦조사량 및 소

성분위기 / 온도 

등의 조건 변화

를 통한 화학조

성비 조절에 성

공(산소함량:2.6∼

8.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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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00

◦조사조건 및 

소성조건에 따른 

산소함량 조절을 

통해 산소함량 

2.6 %까지 감소

◦인장강도- 2.55

GPa

◦탄성률-259GPa

2. 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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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장강도 2.55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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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탄화규소

섬유 강화 복합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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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재(1종) 제조 

및 내열특성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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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해 전자선 경화공정 이용 시 5분 이내

에 1,000 gf/cm의 높은 접합강도를 나타

내어 향후 소재접합으로의 적용 기술을 

확보함

○ 전자선 경화이용 copper clad laminate

기술개발

- LCD 액정 패널 접합시 주로 사용되

30 100

◦LCD용 도전성 

접착제 및 

copper clad

laminate용 에폭

시접착제 5종 선

정

( 접 착 강 도

-1,000gf/cm <요구

물성-800gf/cm>)

◦전자선 에너지

3. 3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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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opper clad laminate 기술을 전자선 

경화방식을 이용하여 요구물성(800 gf)을 

충족하는 1,050 gf의 높은 접착력을 얻음

- 전자선 가속기의 에너지별(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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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폐

용 복합재료 개발

- 고주파에서의 전자파 차폐 성능 90 %

이상 성능 확보

- 전자선 조사에 의한 연자성 재료 개발

-전자선 경화형 전자파 차폐용 복합재

료 개발 

○ 이온주입에 의한 표면 접착강도 향상

기술개발

- 디스플레이 소재 접합 시 고분자와 금

속간의 재료 특성차이로 인해 접착력이 

감소되는 현상을 고분자 표면에 질소,

네온, 아르곤 등의 이온을 주입하여 금

속/고분자간 접착력을 요구물성대비 

130 % 수준의 높은 접착력을 얻음

별 투과깊이에 

따른 copper clad

laminate 물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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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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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토 리소그래피 공정에 사용되는 현상액

인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등

과 반응하지 않는 우수한 내에칭성 확보

(무게감소 없음)

- PAA(Polyamic acid)와 활성탄(coconut

based activated carbon)을 이용한 다공

성 무기-고분자 복합체 박막을 제조하였

으며 k=2.1 특성 확보

○ 이온 주입에 의한 저유전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기존의 반도체 층간 저유전재료로 사

용되어지고 있는 SiO2 재료를 

RF-magnetron sputtering 방식으로 제조

하고 질소 이온 주입을 통하여 유전 특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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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

전막 제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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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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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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쳐 브레이크 디스크 상/하판을 제작하

고 탄소접합제를 사용해 본딩함으로써

브레이크 디스크 시제품(2종, 탄소/탄소 

복합재, 탄소/탄화규소 복합재)을 제작함

-기존 열경화 공정에 비해 전자선경화공

정을 이용한 시제품이 굽힘강도 및 연신

율에서 10 % 수준의 물성 향상을 나타

내었으며 공정시간을 1/10 수준으로 감

축시킴 

○탄소/탄소 복합재 가공 및 제조기술개

발

- 탄소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원료로하고 

전자선 경화공정을 이용하여 복합재 제

조후 탄화과정을 거쳐 1.8 g/cc의 밀도

를 갖는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함.

HIPIC 공정을 통해 밀도 1.96 g/cc 의 

고밀도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함

-저밀도(1.55 g/cc) 탄소/탄소 복합재료

를 LSI(liquid silicon impregnation)법을 

이용하여 밀도 2.21 g/cc의 고밀도 탄소

/탄화규소 복합재료를 제조

- 전자선 경화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저밀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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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의 탄소/탄

소 복합재료를 

제 조 하 였 으 며 ,

LSI법 및 PIP법

에 의한 탄소/탄

소복합재 기반 

탄소 / 탄화규소 

복합재료 제조(2

종)

◦항공기 및 자

동차 브레이크용 

디스크 시제품(2

종)을 전자선 경

화공정을 이용하

여 가공함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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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1) 방사선 이용 

천연섬유 

복합재료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이용 

천연섬유 

제조기술 개발

- 전자선 

경화기술이용 

천연섬유강화 

복합재료 제조

○ 방사선이용 천연섬유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 후 물찜 프로세스에 의한 

케나프 장섬유 제조기술 개발(섬유의 미

세구조 및 열적, 기계적 특성 평가)

- 셀룰로오스 93%이상 함유, 리그닌 15%

에서 0.7%까지 제거, 헤미셀룰로오스 

19%에서 2%까지 제거

○ 케나프 장섬유 이용 복합소재 제조 

기술 개발

- 케나프 섬유와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한 

복합재료를 제조하였으며, 굴곡강도 50

MPa (목표 : 30 MPa), 굴곡탄성율 1,980

MPa(목표 : 500 MPa)로 연구 목표를 

100% 이상 초과 달성함.

20 100

2) 방사선 이용 

자동차 

후드/프레임용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

) 복합 재료 

개발

- 전자선 

경화기술이용 

CFRP

제조기술

- 자동차 

후드용 CFRP

복합재료 제조

○ 전자선 이용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 제

조 및 물성 평가

- 수지 이송 성형법으로 탄소섬유강화 

복합소재 제조

- 전자선 경화를 이용함으로써 굴곡강

도 25% 향상(방사선경화: 372 MPa, 상

온경화: 296 MPa)

- 전자선 경화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상

온 경화 공정 대비 제조 시간을 1/10로 

단축시킴

(상온경화와 전자선 경화공정 비교 결과)

○ 자동차 후드용 CFRP 복합재료 제조

-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로 제조한 자동차

후드(8.5 kg)는 상용 자동차 후드(18 kg) 대

비 50%이상 무게를 감소시킴

30 100

4. 4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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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소재 

내열성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

소재 내열성 향상 기술 개발

-열가소성 플라스틱 8종류 선정 (PE, PP,

EVA, 나일론 6, 6/6, 12, PBT, POM)

-전자선 가교에 따른 겔화율 70~90% 이

상 확보(가교제 TAC, TAIC, TMPTMA

첨가에 의한겔화율 20~30% 향상)

-전자선 가교에 따른 수분흡습율 분석(약 

30~50% 이상 의 수분흡습율 감소)

-전자선 가교에 따른 내열 특성 분석(열

변형온도 160℃ 이상의 내열 특성 확보)

-전자선 가교에 따른 내마모 특성 분석(5

mg/104cycle 이내의 마모량 확보 및 마

모표면의 안정성 구현)

-전자선 가교에 따른 열적, 기계적 특성 

향상(1차 분해온도 10℃ 상승, 인장강도 

: 5~10 MPa 상승, 탄성률 2~3 MPa 상

승)

30 100

4) 열가소성 

플라스틱 

엔진부품 

적용기술 개발

○ 열가소성 플라스틱 엔진부품 적용기술 

개발

-선정된 열가소성 플라스틱 사출 성형 

조건 확립(사출압력,사출속도,금형온도,실

린더온도,보압 등)

-실제 성형 사출품 4종 생산(나일론6,

6/6, PBT, POM)

-사출 성형품의 전자선 가교에 따른 열

적 특성 평가(열분해온도 5℃이상 상승 :

열 안정성 확보, 열변형온도 160℃ 이상

의 내열성 확보)

-사출 성형품의 전자선 가교에 따른 기

계적 특성 평가(굴곡강도 : 20 MPa 상

승, 굴곡탄성률 : 1~2 GPa 상승,

저장탄성률 600 MPa 상승, 유리전이온

도 7~10℃ 상승 연화점 4~6℃ 상승) →

열적, 기계적 물성 향상 확보

20 100

총계 100 100



- 328 -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1) 자동차용 

경량·고강도 

CFRP 개발

○ 자동차용 경량·고강도 CFRP 개발

- 수지이송 성형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후드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제조

- 전자선 이용 자동차 후드 경화 수행

- 탄소섬유강화복합소재로 제조한 자동차

후드(8.5 kg)는 상용 자동차 후드(18 kg) 대

비 50%이상 무게를감소시킴 25 100

2) 자동차 

부품용 

나노입자/고분

자 복합재료 

제조기술개발

○ 자동차 부품용 나노입자/고분자 복합

재료 제조기술 개발 

- 초음파를 이용한 EVA/clay, PA/clay

나노복합체의 제조 및 방사선 가교기술

개발

- 초음파를 이용한 PP/EPDM의 제조 및 

방사선 가교기술개발

- 액상 블렌딩과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

용한 HDPE/Al2O3 복합소재 제조기술개

발

- 나노 복합소재의 분산성 향상을 통하

여 기계적 특성의 향상시키고 방사선을 

이용하여 고분자 소재를 가교 시킴으로

써 내열성 및 내마모성 등의 특성을 향

상 시킴

25 100

3)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엘라스토머 

부품소재 

내열성/내구성 

향상기술개발

○ 방사선을 이용하여 열가소성 엘라스토

머 소재의 내열성과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선정 (5종)

: FR, NBR, EPDM, EPDM/HDPE,

EPDM/PTFE

- 상기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에 가교제

(TMPTMA) 첨가에 따른 겔화율  향상 

확인 (겔화율 30 % 이상 향상 효과)

- FR 소재의 전자선 가교에 따른 용매

(벤젠)내의 체적증가 특성 향상

30 100

5. 5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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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 조사 전 5.2%→ 조사 후 2.5%

- 전자선 가교에 따른 압축영구변형율 

20% 미만 확보(FR: 11 %, NBR: 12%)

- 전자선 가교에 따른 경도 50(shore A)

이상 확보(FR: 77, EPDM/HDPE: 87,

EPDM/PTFE: 71)

4)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부품적용기술개

발

○ 개발된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 이

용 O-ring 제조 및 물성 평가 수행

- FR 소재 이용 O-ring 제품 시사출 및 

시사출에 따른 물성 평가

- FR O-ring의 체적증가율(3.9 %), 압축

영구변형율(11 %), 경도(73)

: 시사출에 따른 물성 저하 없음이 확

인됨

10 100

5) 내열성 

플라스틱에 

대한 물성비교 

및 성능평가

○ 내열 플라스틱 사출 성형성 평가

- 사출 성형품 주요 치수 평가: 전자선 

조사 전·후 제품 설계 PMI 스펙 만족

- 사출 성형품 조립성 평가: 전자선 조사 

전·후 Face arm, body arm 체결에 따른 

조립성 평가

- 전자선 조사 사출 성형품의 피로 특성 

양산품 비교 평가: 공인 인증 기관(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서 테스트 수행

- 파괴 특성 평가: 양산품 대비 유의차 

없음

- 피로 파괴 테스트 1,000,000 cycle 수행:

양산품 대비 유의차 없음

- 한창 엔프라, 품질관리부 인증

10 100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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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전기방사, 원심식 방사법을 이용하여 탄화규소 섬유를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함. 새로운 섬유방사법에 의하면 탄화규소를 섬유 뿐아니라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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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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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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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에서 기술이전 검토, 국방품질기술원 등에서는 국방기술 적용에 관심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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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6편, 국내논문 8편, 국내특허 2건을 출원함. 국내 CFRP 제조업체, 상업용 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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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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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접착강도가 우수한 전자선 경화이용 도전성 접착기술을 개발함. 본 기술은 

LCD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LG,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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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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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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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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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량이면서 내식성과 고온에서 강도가 큰 재료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특

히, 차세대 에너지산업으로 거론되는 핵융합에너지 분야에서는 환경 친화

형 청정에너지의 개발을 위하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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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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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및 산업체와의 협동으로 산업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인 하이브리드 가스 압력용기 

제조기술은 경화시간 단축 및 연속공정을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경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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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이상 빠르고 접착강도가 우수하여 LCD를 포

함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LG, 삼성전자등

과 협력하여 산업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전자선을 이용한 전자파차폐용 복합재료 제조기술은 TFT-LCD 및 각종 전

자기기의 전자파 차폐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전자선 조사에 의한 

연자성 개발기술은 인덕터,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삼성전기, 삼화전자, 자화

전자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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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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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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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소

재 및 기공성을 갖기 위한 제조기술 및 처리기술 방법수집 특히 나노 기공성

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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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 등에 대한 자료 수집. 특히 전자선 경화공정을 이용한 에폭시 복합재 제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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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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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활용한 탄소 복합재의 제조에 대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의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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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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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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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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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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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료 다수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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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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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장비

고유번호
장비명 제작국가 장비 설명

NFEC-2009-
02-070116

열화학증착기 대한민국

1. 특징: 유기물질을 기화시켜 기상반응을 유

도하여 기판에 화학적 결합에 의한 박막을

유도하는 장비

2. 구성: 히팅챔버, 진공펌프

3. 활용분야: 반도체, 저유전막, 유기전자소

자 등 박막 제작에 활용

NFEC-2008-
07-074911

고분자만능재
료시험기 미국

1. 특징: 신율에 따른 신장에 필요한 에너지

값을 산출할 수 있는 장비로 고분자 재료

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장비임.

2. 구성: 시편 그림, 로드셀, 지지대

3. 활용분야: 고분자 물성 평가용

제 7 장 연구시설․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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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0002100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0.3.1~

2012.2.29

단 계

구 분
2단계/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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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처리 기술 개발

연 구 책 임 자 최재학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9 명

내부 : 4 명

외부 : 5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 974,000 천원

기업 : 천원

계 : 974,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20 명

내부 : 8 명

외부 : 12 명

총연구비

정부 : 2,474,000

천원

기업 : 천원

계 : 2,474,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공업환경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서강대학교 연구책임자 : 신관우, 오병근

요 약 보고서면수 186

○ 방사선을 이용한 고감도 형광 바이오센서/칩용 고분자 기판 제조 및 고분산성 탄소

나노튜브 제조 기술을 확보하였음.

- 고감도 형광 바이오센서/칩 제작을 위한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등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성능 평가 결과

간암(100 fM), 탄저균(50 fM) 등 초고민감도 형광 바이오센서/칩 제작 가능성을

확인함.

- 고분산성 탄소나노튜브 제조를 위한 표면 개질 기술

. 고분산성 탄소나노튜브 제조를 위한 탄소나노튜브 길이 조절 및 탄소나노튜브 표

면 기능화 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음.

○ 유기전자소자, 바이오센서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능성 표면 처리 및 미세패

턴 형성과 관련된 방사선 기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였음.

- 전자소자용 전자회로 미세패턴 형성을 위한 잉크젯 프린팅용 전도성 잉크 제조 기술

(고농도(2 wt%) 전도성 CNT 잉크 제조, 전도도 168 Ω/sq)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유기발광소자, 미세유체칩 등 전자소자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FPCB 등 유연전자소자 제작을 위한 고분자 기판과 금속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한 표

면 처리 기술(금속과의 접착력 2 N/cm 이상)을 확보하였음.

- 전자빔 기반 Si 나노와이어 제작 및 이를 이용한 전기적 측정 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성능평가 결과 우울증(10 pM), 파킨슨씨

병(970 fM), 전립선암(100 fM) 등 초고민감도 비표지방식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가

능성을 확인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방사선, 표면처리, 이온주입, 패턴, 카본나노튜브, 그라프트,

전자소자, 나노바이오소자

영 어
Radiation, Surface treatment, Ion implantation, Pattern, Canbon

nanotube, Graft, Electronic devices, Nanobioelectron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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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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되고 있다.

최근 정보전자, 자동차, 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들이 급격히 발전 하

면서 기존의 표면 처리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표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표면 처리 기술의 적용 분야도 반도체, 디스

플레이, MEMS, 생체적합재료, 유기/유연 전자소자 등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서 새

로운 기능을 가지는 재료 표면 특성 제어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은 이러한 분야들에서 핵심 기술로서 적용

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기술 선점 및 기술 수입 대체뿐

만 아니라, 그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의 1 단계에서는 방사선을 기반으로 한 고분자 및 세라믹 재료 표

면 개질 기술,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방지 기술,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

술,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고감도 형과 바이오

센서/칩용 고분자 기판 제조 기술 및 고분산성 탄소나노튜브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

다. 또한 2 단계에서는 방사선 이용 전자회로 패턴 형성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과

방사선 이용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소재 개발, 패턴 형성 및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인쇄전자소자용 전도성 CNT 잉크 제조 기술, 유연전자소자

용 금속과의 접착성이 우수한 고분자 기판 제조 기술 및 초고감도 비표지방식의 전

기적 측정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기술을 개발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단계 : ‘07. 3. 1 ~ ’10.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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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질한 후, 개질된 고분자 표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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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최종적으로 표면 개질된 재료의 생체적합성 향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 생체 적합성 고분자 재료 제조기술 개발

- 유리와 실리콘 웨이퍼 등의 세라믹 재료를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빔을 이용

하여 재료의 표면을 개질한 후, 개질된 재료 표면의 분자 구조 및 표면 물성

을 접촉각 측정기와 X-선 광전자 분광 분석기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최종적

으로 표면 개질된 재료의 생체적합성 향상 여부를 세포 흡착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 생체 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 재료 표면에 생체분자 고정화 기술 개발

- 이온주입 및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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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관능기들을 도입하여 개질한 후 이온주입에 의하여 개질된 재료 표면

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FT-IR),

X-ray 광전자 분광분석(XPS), 접촉각 측정, 주사전자현미경(SEM) 등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적으로 개질된 재료 위에 세포, DNA, 단백

질 등과 같은 생체분자들의 고정화 및 패턴을 형성하였다.

○ 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개발

- 세포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로닉(Pluronic)과 폴

리하이드록시스티렌(poly(p-hydroxy styrene)) 등의 재료를 실리콘 웨이퍼

(Si-wafer)나 고분자 재료 위에 박막을 형성시킨 후에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

온주입하여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고분자 패턴을 형성하고 형성된 패턴의 표

면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기(FT-IR),

X-ray 광전자 분광 분석기(XPS),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 주사

전자현미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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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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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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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y까지 감마선 조사를 통해 절단하였다. 절단된 탄소나노튜브를 투과전자

현미경(TEM)를 통해 탄소나노튜브가 절단 여부를 관찰하였고, 절단된 탄소

나노튜브의 물성을 라만 분광분석기와 X선 회절분석기(XRD)를 통하여 분석

하였다.

○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제조기술 개발

- 톨루엔(toluene),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 등과 같은 용매에 단일벽

(SWCNT) 혹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와 스티렌(styrene), 아크릴

산(acrylic acid)과 같은 단량체를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1 ~

2.5 kGy/h 선량율로 6 ~ 120 kGy 까지 방사선을 조사하여, 유기용매나 수용

성 용매에 분산이 잘될 수 있는 고분자가 그라프트 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

하였으며, 제조된 탄소나노튜브의 물성을 열중량분석기(TGA), 1수소 핵자기

공명 분광분석기(1H NMR), 투과전자현미경(TEM)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 생체 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 제조기술 개발

-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를 용매로 한 10 vol%의

아크릴산 단량체 용액에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1 kGy/h 선

량율로 10 kGy 까지 방사선을 조사하여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을 개질하였다.

개질된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형성된 관능그룹(COOH)에 단백질과 DNA를 도

입하여 생체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였다. 개질된 탄소나노튜브

는 열중량분석기(TGA)와 라만 분광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생체분자

가 도입된 탄소나노튜브는 형광현미경과 X-ray 광전자 분광분석(XPS)를 통

해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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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e DNA), 간암 검출을 위한 간암마커 검출항체(anti-AFP;

anti-alpha-feto protein)를 고정화시켰다. 이후 탄저균 검출을 위하여 포획분자

들의 패턴이 형성된 기판 위에 형광 표지된 탄저균 표적 DNA 분자 혹은 간암

의 경우 간암마커인 항체를 농도별로 형광 검출을 통해 바이오센서 검출 감도

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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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10. 3. 1 ~ ’12. 2. 29>

- 방사선을 이용한 전자회로 패턴형성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 개발

○ 미세전자회로 패턴 형성 기술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 개발

- 금속 나노입자(Ag, Au) 또는 금속나노입자의 전구체(AgNO3, HAuCl4)를 함

유한 2종 이상의 고분자(PVP, Pluronic) 용액을 제조하여 실리콘 웨이퍼 위

에 회전 도포를 통해 금속 나노입자 또는 금속 나노입자의 전구체를 함유한

400 nm 두께의 고분자 박막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박막에 전자빔과 이온빔을

선택적으로 조사한 후 현상을 통해 금속 나노입자를 함유한 고분자 패턴들을

형성시킨 후 고분자는 열처리를 통해 제거하여 금속 나노입자 패턴을 형성시

켰다. 금속 나노입자의 형성 여부는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기(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고분자 박막의 두께는 표면단차

측정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금속 나노입자들을 함유한 고분자 패턴 형

성 여부, 열처리에 의한 패턴의 형태학적 변화, 금속 나노입자패턴의 형성 여

부 및 패턴의 성분 등을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EDX)가 장착된 전계방

출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 미세전자회로 패턴 형성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MWCNT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하여 MWCNT를 표면처

리를 한 후, 2 wt% 표면처리된 CNT 원액(1 g)을 보습제(5 ~ 20 wt%), 계면

활성제(1 ~ 5 wt%), 방부제 등의 첨가물과 혼합하여 2 wt% 분산도를 갖는

MWCNT 전도성 잉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MWCNT 전도성 잉크를 이용한

다양한 기판들에 실제 잉크젯 프린팅을 통해 전도성 미세패턴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패턴의 전도도를 면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제조된 잉크

를 잉크젯 프린팅 전후의 MWCNT의 구조 및 MWCNT network 구조 분석

을 주사전자현미경(SEM)과 투과전자현미경(TE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방사선 이용 고분자 기판 표면 특성 향상 기술 개발

- 다양한 고분자 기판(PI, PEN, PFA 등)들의 표면을 이온빔을 이용하여 개질

하였고 개질된 고분자 기판 표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

은 적외선 분광기(FT-IR), X-ray 광전자 분광기(XPS), 접촉각 측정, 주사전

자현미경(SEM), 원자간력 현미경(AFM),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

으로 표면 개질된 고분자 기판들을 금속 박막과 접착 시킨 후 90
o
박리시험

을 통해 표면개질된 고분자 기판들의 접착성 향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 방사선 이용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소재 개발,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및 나노

바이오센서 활용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용 소재 개발 및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용 나노복합소재를 제조하기 위해서 암실에서 우레탄 아

크릴레이트 올리고머, 아크릴레이트 단량체, POSS 나노충진제, 그리고 광개

시제들을 적절한 배합비로 반응기에 넣은 후, 실온에서 40분 동안 교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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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였다. 제조된 나노복합소재의 특성은 굴절률 측정기, 점도 측정기, 밀

도 측정기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조된 나노복합소재를 다

양한 조건하에서 방사선 가교하였고 가교된 나노복합임프린트 소재의 특성들

을 팽윤도 및 접촉각 측정, 만능시험분석기(UTM), 열중량분석기(TGA), 적외

선분광기(FT-IR)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방사선이용 리소그래피 소재 표면 처리기술 개발

- 기존의 열경화법을 통해 제조된 PDMS 리소그래피 소재를 20 ~ 200 kGy의

흡수선량 조건에서 전자빔 조사를 통해 개질하였고, 개질된 PDMS 시트의

특성을 팽윤도 및 접촉각 측정, 만능시험분석기(UTM), 열중량분석기(TGA),

X선 광전자 분광기(XPS)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및 나노바이오센서의 신호증폭

기술 개발

- 전자빔 기반의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기술을 이용하여 단일선 실리콘 나노

와이어들과 나노바이오센서의 신호증폭을 위해 표면적이 넓은 다선 형태의

실리콘 나노와이어들을 제작한 후 양 전극을 증착시켜 FET(전기장효과트랜

지스터) 기반의 전극 소자를 제작하여 전기적 측정 기반의 바이오센서를 제

작하였다. 제작된 나노바이오센서들에 우울증의 근원으로 생각되어지는

Dopamine과 파킨스병의 유발물질로서 각광 받는 Gamma-Amino Butyric

Acid(GABA) 표적물질들을 포획할 수 있는 각각의 포획분자들을 고정화한

후 농도별로 비표지 방식 검출을 통해 나노바이오센서 검출 감도를 평가하였

다.

○ 초고감도 비표지 방식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기술

개발

- 전자빔 기반의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다선 형태의 실리

콘 나노와이어들을 제작한 후 양 전극을 증착시켜 FET(전기장효과트랜지스

터) 기반의 전극 소자를 제작하여 전기적 측정 기반의 바이오센서를 제작하

였다. 제작된 나노바이오센서에 MMP-2(전립선암)를 포획할 수 있는 포획분

자들만을 고정화하거나 신호증폭을 위한 고정화된 포획분자들에 금 나노입자

-DNA 복합체를 형성시킨 후 농도별로 비표지 방식 검출을 통해 나노바이오

센서 검출 감도를 평가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1 단계 : ‘07. 3. 1 ~ ’10.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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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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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면을 개질하였다. 재료의 특성 및 이온주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접촉각이 10 ~ 80도 정도까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온주입에 의한

재료 표면의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분광학적(XPS, FT-IR 등) 및 비분광학적

인 방법(접촉각측정 등)들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온주입된 재료

표면에 직접 세포 배양을 통하여 생체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이온주입된 표

면의 형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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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주입을 통하여 개질하였고, 개질된 표면을 접촉각 측정기를 이용하여 친

수성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이온주입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접촉각이

27 ~ 53도 정도까지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X-ray 광전자 분광 분석

(XPS)을 통해 재료 표면의 화학적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이온 주입된 재료 표면에 직접 세포 배양을 통하여 생체적

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이온 주입된 표면의 형태학 변화 및 친수성기의 생성

으로 인하여 생체적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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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표면에 재료의 특성 및 이온주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선택적으

로 관능그룹들을 성공적으로 형성시켰고 선택적으로 형성된 관능그룹들에 1

종 이상의 세포, 단백질, DNA 등을 생체분자들을 고정화하여 50 μm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을 형성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개발

- Pluronic, PHS 등 2종 이상의 재료를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서 다양한 생체

적합성 기판위에 100 μm 이하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패턴을 형성시켰고

이온주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형성된 패턴들의 HEK293, NIH3T3,

HaCaT 등 3종 이상의 다양한 세포들에 대한 비특이성 흡착방지 특성을 확

인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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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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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 탄소나노튜브 절단기술 개발

- 길이가 긴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수용성 산화물(H2O2) 존재 하에서 방사선

을 이용하여 길이가 50 micron 이하가 되도록 성공적으로 절단하였다. 절단

된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의 TEM, Raman 및 XRD 분석 결과들을 통해서 다

중벽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에 약간의 결점들이 생성이 되지만 방사선을 조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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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프트 중합하였고 실험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조건에서 5 wt% 이

상의 그라프트 율을 보였다. 그리고 1수소 핵자기공명 분광분석기(1H NMR)

와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 결과를 통해서 폴리스티렌와 폴리아크릴산이

탄소나노튜브에 성공적으로 그라프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생체 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 제조기술 개발

- 생체분자를 고정화를 위하여 방사선 동시 중합법을 통해 기능성 단량체(아크

릴산)을 그라프트하여 표면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였고 제조된 폴리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에 단백질, DNA 등 2종 이상 고정화

하였고, XPS 분석과 형광현미경을 통하여 단백질 및 DNA가 탄소나노튜브에

성공적으로 고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바이오센서 적용 가능성 평가

○ 생체분자 흡착 성능 평가

- 선택적 이온주입 및 이온 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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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암

마커인 항체를 농도별로 형광 검출을 통해 바이오센서 검출 감도를 평가한

결과 탄저균의 경우 최소 ~50 fM(1 fg/ml)까지, 간암의 경우에는 최소 ~ 100

fM(10 pg/ml)까지 검출 가능한 초고민감도(ultrahigh sensitivity)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2 단계 : ‘10. 3. 1 ~ ’12. 2. 29>

- 방사선을 이용한 전자회로 패턴형성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 개발

○ 미세전자회로 패턴 형성 기술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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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빔 또는 전자빔의 선택적 조사를 통해 금속 나노입자 또는 금속나노입자

의 전구체를 함유한 고분자 박막 패턴들을 형성 시킨 후 고분자는 열처리를

통해 제거하여 전자회로 패턴형성을 위한 50 μm 이하의 금속 나노입자 패턴

(최소 패턴 크기 500 nm)을 성공적으로 형성하였다.

○ 미세전자회로 패턴 형성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표면 처리를 통해 제조한 2 wt% 이상의 분산도를 갖는 MWCNT 잉

크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MWCNT 전도성 잉크를 이용한 잉크제

프린팅의 최적화를 통해 168 Ω/sq의 면저항을 갖는 전도성 패턴을 형성하였

다. 형성된 미세패턴들의 TEM와 SEM 분석결과, 10 μm 길이의 MWCNT

들이 연속적인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조된

잉크를 이용한 잉크젯 프린팅을 통해 LED와 미세유체칩 제작 실험을 진행하

여 인쇄전자소자 제작 분야에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방사선 이용 고분자 기판 표면 특성 향상 기술 개발

- 전자소자용 고분자 기판(PI, PEN, PFA 등)들의 표면을 이온빔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개질하였고, 금속 박막을 형성한 후 스크래치 시험을 이용한 금

속과 접착력을 시험한 결과 재료 및 이온빔 조사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40 %까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온빔에 의해 표면 개질된

기판과 구리시트간의 접착력을 90o 박리시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질된 기

판들의 접착성이 2 N/cm 이상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 방사선 이용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소재 개발,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및 나노

바이오센서 활용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용 소재 개발 및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

- 상업화된 제품에 비해 물리적 특성들이 우수한 리소그래피 임프린트용 2 종

의 나노복합소재들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고 제조된 나노복합소재에 방사선

조사를 하여 80%이상의 가교도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가교된 나노복합

소재의 특성은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팽윤도는 동일한 방사선

조사 조건하에서 상업화된 임프린트 수지에 비해 낮았고 압축강도, 열분해온

도 및 젖음성은 상업화된 임프린트 수지 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 방사선이용 리소그래피 소재 표면 처리기술 개발

- 전자빔 조사를 통해 PDMS 리소그래피 소재 물성을 개질하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자빔 조사에 의해 PDMS 시트의 가교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된

PDMS 시트의 팽윤도는 순수한 것에 비해 최대 24%까지 감소하였고, 압축

강도와 열분해온도는 순수한 것에 대비 각각 최대 2.5 MPa와 10 oC까지 증

가하였으며, 전자빔 조사에 의한 산화 반응에 의하여 PDMS 표면에 친수성

관능기들이 형성됨으로써 PDMS 표면의 젖음성은 순수한 것에 비해 최대

24%까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전자빔을 이용하여 PDMS 리소그래

피 소재를 효과적인 개질을 통해 PDMS의 물성을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11 -

○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및 나노바이오센서의 신호증폭

기술 개발

- 전자빔을 이용하여 패턴 크기 100 nm의 다선으로 이루어진 실리콘 나노와이

어로 표면적을 증가시킨 패턴을 형성하여 민감도가 증가한 초고감도 나노바

이오센서를 제작하였다. 우울증에 대한 Dopamine을 표적물질로 하는 바이오

센서(n형 단일선 나노와이어 이용)의 경우 10 pM(2 pg/ml) 까지 검출가능

하고 파킨슨병의 유발물질인 GABA을 표적물질로 하는 바이오센서(p형 다선

형 나노와이어 이용)의 경우 970 fM(100 fg/ml)까지 검출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 초고감도 비표지 방식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기술

개발

- 측정대상인 MMP-2(전립선암)에 특이적인 반응 생체분자 설계

(KKGGGGGG-IPVSL RSG-EEEEEE)하고 센서 표면에 최적화된 고정화 농

도를 도출하였으며, 1 pM(42 pg/ml)에서 100 nM(4.2 μg/ml)의 측정범위의

MMP-2를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금나노입자-DNA 나노 복합체를 이용하

여 센서 표면 상의 (-)전하를 극대화 시킴으로서 MMP-2에 대한 센서의 감

도를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100 fM(4.2 pg/ml)에서 10 nM(4.2 μg/ml)의

측정범위의 MMP-2를 측정할 수 있었다.

Ⅳ. 연구개발활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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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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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표면처리 기술 기반으로 제조된 전도성 CNT 잉크를 이용한 제조된

고분산성 전도성 잉크를 이용한 잉크젯 프린팅을 통해 유연기판 위에 다양

한 전도성 패턴을 형성하여 유기전자소자,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RFID

등의 다양한 전자소자들을 구현하는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본 기술의 산업

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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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기술, 및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들을 이용한 형광검출 기반 바이오

센서 및 살아있는 세포를 생체 감지물질로 이용하여 다양한 표적물질을 검

출하는 신개념의 고효율 마이크로 세포칩의 제조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의

산업적 응용분야들을 확대할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전자회로 패턴 형성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들은 OLED,

유기태앙전지 등과 같은 차세대 유기전자소자의 제작 및 FPCB 등의 유연

전극 제조 분야들에 적용하여 산업적 응용의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나노바이오센서 제작기술 및 관련 기술들은 차세대 고감

도 비표지 전기적 측정 기반의 바이오센서를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들로 활

용될 수 있으며, 칩상에 모듈화가 가능하여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므로 각종

질병을 조기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소형된 휴대용 센서 시스템으로 확장

하여 새로운 의학 시스템 구축에 활용 가능함.

○ 경제적 측면

- 방사선 이용한 저렴한 범용 고분자 재료를 기능성 표면처리기술을 개발함으

로써 고부부가가치 창출 가능하며 새로운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

이 확보됨에 따라서 관련 산업계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방사선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환경

기술, 에너지기술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관련된 신소재, 제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 경량이며 충격에 강하고 다양한 디자인에 장점이 있는 모바일 단말기, 노트

북, 유연성 전자소자(센서, 전지, 메모리, RFID 등), 바이오전자소자(바이오센

서/칩 등) 등의 개발에 활용 가능하며, 국내 유연성 전자소자 업계의 제품 개

발 가속화 및 국가 경쟁력 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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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할 수 있음.

- 방사선 기반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전자소자 및 바이오전자소

자의 제작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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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gnized to be important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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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and household care products.

With the abrupt technical development in the industrial fields, the demand for

the new functional surface which could not be obtained by conventional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s has recently been surging.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these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s has been broadened to various advanced

fields such as semiconductor, display, biosensor, biomaterial, etc. Thus, the

research activities on the preparation of new functionalized surface have been

energetically performed around the world.

In the 1st step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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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we prepared polymeric substrates for ultrahigh sensitive fluorescence biosensors

and highly dispersible carbon nanotubes using these techniques. In the 2
nd
step

of this project,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 electronic circuit patterning, step,

the preparation of conductive materials, improvement of metal-to-polymer

adhesion, preparation and surface modification of nanoimprint materials, and the

its related materials technology and label free silicon nanowire based

nanobiosensor with ultrahigh sensitivity have been developed. In addiation,

conductive CNT inks for ink jet printing for application in printed electronics,

polymeric substrates having high adhesion strength to metals for flexible

electronic devices such as FPCB, and label free silicon nanowire-based

nanobiosensor with ultrahigh sensitivity have been developed using these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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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tep 1 : ‘07. 3. 1 ~ ’10.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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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ied by ion implantation. The surface properties of the resulting

polymer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chemical structure, wettability,

surface morphology, etc. Finally, the biocompatibility of the

surface-modified polymers was investigated by cell adhesion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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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 The biomolecule immobilization technique and the prevention

technique for the biomolecule's non-specific adhesion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based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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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ation-based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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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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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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ied by ion implantation or ion beam-induced graft polymerization.

The properties of the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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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alized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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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various doses

rang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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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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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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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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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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10. 3. 1 ~ ’12. 2. 29>

- Development of electronic circuits patterning technology using

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to electronic devices

○ Patterning of microelectronic circuits and its application to electronic

devices

- Pluronic or PVP polymer solutions containing metal nanoparticles (NPs) or

metal NP precursors (AgNO3 or HAuCl4) were spincoated on well-cleaned

silicon wafers. The polymer thin films containing metal NPs or their

precusors were selectively irradiated by electron beam or ion beam, and

subsequently developed with a proper solvent to generate the patterns.

Finally, the resulting patterns were heat-treated to produce the patterns of

metal nanopartilces. The formation of metal nanoparticles was analyzed

using UV-VIS spectroscopy. The formed patterns were investig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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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with an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 The preparation of materials for microelectronic circuits

- To improve the dispersibility of 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

MWCNT suface was effectively modified by radiation. The aqueous 2

wt% conductive MWCNT ink was prepared by mixing the modified

MWNCT with various additives such as surfactant (1 ~ 5 wt%),

humidifier (5 ~ 20 wt%), binder, and so on. The condition for the

formation of conductive patterns was optimized through practical inkjet

printing on various substrates using the prepared ink. The conductivity of

the resulting patterns was measured by using a sheet resistance

measurement system and the structure and morphology of the resulting

MWCNT patterns were observed by using SEM and TEM.

○ Improvement of surface characteristics of a polymer substrate by using

radiation

- The surface of polymeric substrates such as PI, PEN, and PFA was

modified by ion irradiation. The surface properties of the modified

polymers were characterized using contact angle measurement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and atomic force microscopy (AFM).

Finally, the adhesive strength between the copper and polymer films was

evaluated through a 90o peel test.

- Development of materials for nanoimprint and soft lithography by

radiation and pattern formation, and its application to nanobiosensor

○ Development of materials for nanoimprint and soft lithography and using

radiation cross-linking technique

- To prepare the nancomposites for nanoimprint lithography, urethane

acrylate oligomer, acrylate monomer, and photoinitiator were mixed with

POSS derivatives as nanofillers at a proper mixing composition under the

dark condition. The prepared nanocomposites were analyzed by using

refractometer, viscometer, and specific gravity cup. Finally, the resultant

nanocomposites were crosslink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under the

various conditions, and their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swellability, wettability, compressive strength, and thermal stability.

○ Surface modification of soft lithography materials by radiation

- PDMS sheet prepared by the thermal curing method was modifi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at various absorbed doses ranging from 20 to

200 kGy. The properties of the modified PDMS were characterized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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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lling degree and contact angle measurements,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XPS).

○ Development of silicon nanowire-based nanobiosensors and technique for

signal enhancement of nanobiosensors

- To enhance the signal of nanobiosensors, the monoline-type and the

mutiple line-type of silicon nanowires with a large surface area were

prepared by electron beam lithography-based nanoimprint lithography

techniques. To fabricate the electrical signal-based nanobiosensors, the

field effect transistor-based devices were prepared through the theraml

deposition of the electrodes on the prepared silicon nanowires. Afterwards

the capture molecules for dopamine related to melancholia and

Gamma-Amino Butyric Acid (GABA) related to Parkinson's disease were

immobilized on the prepared silicon nanowire biosensors. Finally, the

sensitivity of the resulting nanobiosensors was evalu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target molecules.

○ Development of label free silicon nanowire-based nanobiosensors with

ultrahigh sensitivity

- The mutiple line-type of silicon nanowire-based nanobiosensors were

prepared by electron beam lithography-based nanoimprint lithography

techniques. The capture molecules for MMP-2 were immobilized on the

prepared silicon nanowire biosensors, and the DNA-gold nanoparticle

complex was then introduced on the immobilized capture molecules to

improve the sensitivity. Finally, the sensitivity of the resulting

nanobiosensors was evalu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target

molecules.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tep 1 : ‘07. 3. 1 ~ ’10.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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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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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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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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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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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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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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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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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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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g/ml) and, for liver

cancer, they had a sensitivity of maximum 100 fM(10 pg/ml).

<Step 2 : ‘10. 3. 1 ~ ’12. 2. 29>

- Development of electronic circuits patterning technology using

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to electronic devices

○ Patterning of microelectronic circuits and its application to electronic

devices

- Pluronic or PVP polymer solutions containing metal nanoparticles (NPs) or

metal NP precursors (AgNO3 or HAuCl4) were spincoated on well-cleaned

silicon wafers. The polymer thin films containing metal NPs or their

precursors selectively irradiated by electron beam and ion beam, and

subsequently developed with a proper solvent to generate the patterns.

Finally, the resulting polymer patterns were heat-treated to produce the

metal NPs patterns. It was found from the UV-Vis measurement that the

formation of metal NPs in the polymer matrices was dependant on the

amount of metal precursors. The results of the SEM/EDX analysis revealed

that well-defined line patterns of the polymer containing metal NPs were

generated and the metal NPs patterns were successfully generated through

sintering the formed patterns at above 3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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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paration of materials for microelectronic circuits

- The aqueous 2 wt% conductive MWCNT ink was successfully prepared

through radiation-induced surface modification of MWNCT. The

conductive patterns with a sheet resistivity of 168 Ω/sq were successfully

generated through optimizing inkjet printing with the prepared ink.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TEM and SEM observations revealed that the

continuously networking structure of 10 μm length MWCNTs was

generated in the formed MWCNT patterns. Moreover, the poss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pared ink using an inkjet printing system was

estimated through the fabrication of OLED devices and mcirofluidic chips.

○ Improvement of surface characteristics of a polymer substrate by using

radiation

- The surface of polymeric substrates such as PI, PEN, and PFA were

effectively modified by ion irradiation. The resulting of a scratch test

using a nanoindenter revealed that the adhesion between the surface

modified polymers and deposited copper (Cu) layers were improved to

maximum 40%, which is dependant on the ion irradiation condition and

types of polymers. Moreover, on the basis of the 90o peel test results, the

adhesive strengths between the copper and polymer films were above 2

N/cm.

- Development of materials for nanoimprint and soft lithography by

radiation and pattern formation, and its application to nanobiosensor

○ Development of materials for nanoimprint and soft lithography and

radiation cross-linking technique

- The two types of nanocomposites for nanoimprint lithography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mixing urethane acrylate oligomer, acrylate

monomer, and photoinitiator with POSS derivatives as nanofillers at

proper mixing composition under the dark condition. The prepared

nancomposites exhibited the crosslinking degree of 80% at all the given

doses. In comparision to that of the commercial product. The crosslinked

nanocomposties exhibited the batter properties in terms of swellability,

wettability, compressive strength, and thermal stability.

○ Surface modification of soft lithography materials by radiation

- PDMS was successfully modified using electron beam irradiation. The

swellability of the irradiated PDMS sheets was reduced and their

compressive strengths and thermal decomposition temperatures were

improved in comparison to those of the control sheet due to a further

increase in the crosslinking density of the PDMS by the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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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Moreover, the wettability of the irradiated PDMS sheets was

also enhanced owing to the generation of hydrophilic groups on the

surface of the PDMS by oxidation during the electron beam irradiation.

○ Development of silicon nanowire-based nanobiosensors and technique for

signal enhancement of nanobiosensors

- To enhance the signal of nanobiosensors, the mutiple line-type of silicon

nanowires with a large surface area were prepared by electron beam

lithography-based nanoimprint ltihography techniques. To fabricate the

electrical signal-based nanobiosensors, the field effect transistor-based

device was prepared through the thermal deposition of the electrodes on

the prepared silicon nanowires. On the basis of sensitivity evaluation

results, in case of the monoline-type silicon nanowire-based

nanobiosensors for the detection of dopamine, their sensitivity was mim.

10 p(M2 pg/ml) but, for the multiline-type silicon nanowire-based

nanobiosensor for the detection of GABA, its sensitivity was min. 970

fM(100 fg/ml).

○ Development of label free silicon nanowire-based nanobiosensor with

ultrahigh sensitivity

- The mutiple line-type of silicon nanowires with a large surface area were

prepared by electron beam lithography-based nanoimprint lithography

techniques. The structure of capture molecules was well designed for the

target molecule of MMP-2 and their concentration was optimized. On the

basis of the sensitivity evaluation, the detection range of the prepared

nanobiosensors for MMP-2 was from 1 pM(42 pg/ml) to 100 nM(4.2 μ

g/ml). Moreover, the DNA-gold nanoparticle complex-introduced

nanobiosensors exhibited a lower detection range form 100 fM(4.2 pg/ml)

to 10 nM(4.2 μg/ml) due to the increased negative charge density on the

nanobiosensors caused by the induction of DNA-gold nanoparticle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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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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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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possibility of the industrial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conductive Ink

by radiation technique will be raised trough the conductive pattern

formation on the flexible substrate via ink-jet printing with the developed

ink and its utilization in the various advanced flexible electronic devices

such as solar cell, touch screen, RFID, LED, and so on.

. The developed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 the improvement of

biocompatibility and immobilization and patterning of biomolecuels will be

practically employed in the fabrication of fluorescence detection-based

biosensor and live cell-based microarray to broaden the industrials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techniques.

. The possibility in the industrial applications of developed electronic circuits

patterning technology using 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to electronic

devices will be estimated trough their utilization in the fabrication of

advanced flexible organic electronic devices.

. The developed radiation-based techniques for the fabrication of

nanobiosensors will be greatly useful in the fabrication of an electrical

detection-based high performance nanobiosen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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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ation based techniques for IT, ET, and BT will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of the out-of-state techniques and

industr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and products.

- The developed radiation techniques will be applicable to the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e.g. tran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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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목적하는 바의 기능성을 부여하는 일련의 공정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첨단

정보전자 산업, 자동차, 항공우주 등의 정밀 기계 산업 및 건축재, 포장재 등의

생활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술 분야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기술 발전의 추세상, 기존의 표면 처리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

능을 가지는 표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표면 처리 기

술의 적용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센서, 생체 재료, 자동차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표면 처리 기술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사

선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바이오센서/칩, 조직공학, 기초 생물학 연구 등의 분야에서는 생체적합성,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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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요함. 현재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 중 방사선(이온주입, 전자

빔 등)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의 경우 고분자, 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고,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및 물리적 처

리에 의한 방법들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

면 성질만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

내에서는 아직 초기 연구 단계에 있음.

- 현재 고분자 재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생체재료, 바이오센서/칩 등의

분야에 이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나, 고분자 재료는 소수성

(hydrophobicity)이 너무 커 생체 재료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음. 따라서 고분자 재료 표면의 생체적합성 향상,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생체분자 패턴 형성 등을 위한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진 방사선 기반

의 핵심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탄소나노튜브의 응집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탄소나노튜브 절단 및 분산 기술로는

기계적 분산(초음파, 밀링, 연마와 마찰 등), 각종 용매와 분산제를 이용한 분산,

강산에서의 분산, 표면 기능화를 통한 정전기적 분산,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분산

등이 있음. 이들 기계적 화학적 방법들은 절단 수율이 매우 낮고, 제한된 분산 능

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 방사

선을 이용한 방법의 경우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적 손상이 매우 적게 탄소나노튜브

를 절단할 수 있으며 또한 표면에 고분자를 그라프트하여 탄소나노튜브의 분산성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향후 나노복합재, 전자소자, 투명전극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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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 기판 위에 전도성 회로, 절연 회로 및 반도체 회로 형성은 최근 유연성

인쇄회로기판, 무선주파수인식기, 태양전지, 이차전지, 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폴리

이미드, 에폭시, 폴리에스테르 등의 고분자 재료 위에 증착, 스퍼터링

(sputtering), 도금(plating), 라미네이션, 포토리소그래피, 에칭 등의 일련의 공

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고분자 재료는 본래 금속과의 접착이 좋

지 않아 플라즈마 처리, 화학 처리 등으로 고분자 재료 표면에 미세한 요철을

발생시키거나 극성기를 도입하여 금속과의 접착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일부

고분자 재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임. 또한 기존 제조 공정상 많은

공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속도가 매우 느리고 패턴의 해상도를 높이기

가 어려우며, 에칭 공정에서 재료의 낭비와 동시에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폐

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

기술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 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 RFID, 반도체, 태양전지 등 인쇄전자소자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필요한 전자 잉크, 고분자 기판 등의 원천 소재

및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나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임.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원천 기술 및 원천 소재 확보, 이를 이용한 전자

소자 응용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임.

- 바이오센서는 지난 30여년 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현재까지 상용화

된 센서는 별로 많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고성능 고감도 바이오센서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 요구

되고 있으며, 여기에 방사선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성능이 우수한 센서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음.

- 또한 기존 바이오센서를 소형화하거나, 감도를 향상시키거나, 기존 기술로는 불

가능하였던 특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나노바이오센서의 개발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임. 기존 하향식 미세가공기술(포토리소그래피 등)뿐

만 아니라 상향식 미세가공기술(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소프트 리소그래피

등)의 개발을 통하여 센서의 소형화, 고집적화 등 고감도 센서 개발이 가능해지

고 있음.

-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이 결합된 나노바이오센서에 대한 연구는 미국, 유럽, 일

본 등 기술 선진국의 학계와 산업계에서 의학 진단, 환경 분야에 기존 바이오

센서의 민감도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방사

선을 이용한 소재 및 소자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임. 나노

와이어 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 기술과 관련된 특허 및 연구 기술은 현재 미국

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발표된 바 있으나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를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질병을 측정하는 전기적 측정기반의 나

노바이오센서에 대한 기술은 여전히 보고된 바 없음.

○ 경제·산업적측면

- 방사선 융합 유기 신재료 기술은 의료/바이오, 에너지/환경, 전기/전자,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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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항공/우주, 자동차, 국방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기술 분야이며, 기술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기술 선점에 있어서도 큰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융합 유기 신재료 기술 개발 분야는 2000년대 이후 특허 활동이 세계적

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세계 방사선 이용 기술 분야 특허 중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어 그 기술적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기술로 판단됨.

-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방사선이용분야 세계시장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됨. 2005년 현재 약 5,000억불에서 2010년 약 1조 1

천억불로 2배 이상의 비약적인 확대가 전망됨.

- 유연성 전자 소자는 경량, 박형, 높은 대조비, 넓은 시야각 등의 우수한 시각

특성을 가지며, 플라스틱, 금속, 종이 등 어떤 기판 상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며,

전원을 끝 후에도 이미지가 유지되며, 백라이트 전원이 필요없어 배터리 수명

이 오래가며, 기존 종이와 같이 넓은 면적에도 구현 가능함. 이러한 것을 실제

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유연성 기판, 저온 공정용 유무기 소재, 전자공학, 봉

지, 패키징, 표면 처리 및 표면 패터닝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며 이중 유

연성 기판 및 기판 표면 처리 기술은 유연성 전자소자의 성능, 신뢰성, 가격 등

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 2013년 유연성 전자 소자 시장은 약 1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IDTech 2007).

. - 전세계 인쇄출판 시장은 약 1조달러, 전자제품 시장은 약 2.5조달러로 추정되

고 있으며, 인쇄전자소자 시장은 이 두가지 거대 시장이 겹치는 부분에 위치하

고 있음. 시장 조사 기관인 IDTechEx사에서는 인쇄전자소자 시장이 2010년 약

5조원에서 2015년 약 30조원의 시장으로 그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BT/IT/NT가 융합된 방사선을 이용한 초고감도 질병조기 진단용 나노바이오센

서 기술은 기존의 진단용 바이오센서의 민감성 저하와, 분석기기의 소형화 문

제를 해결하고 지식 집약적 산업체계로의 재편을 꾀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

기술경쟁력을 가지게 하며 고부가 가치 산업창출과 고용증대를 이룰 수 있는

신기술임.

-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센서를 포함하는 나노바이오 분야의 시장규모는 2008년

IT 산업의 성장속도를 추월하여 2010년에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망은 Siemens, Motorola, Intel, Infenion Technologies,

STMicroelectronics등과 같은 실리콘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기업의

연구동향이 전기적 또는 전기화학적 검출 기법이 결합된 나노바이오소자 기술

개발에 참여함으로서 현실화 되고 있음.

○ 사회·문화적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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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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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항공우주 등과 관련된

재료, 제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 현재 방사선 기술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새로운 방사선

응용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 선점 및 국가 위상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음.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1단계: ‘07. 3. 1 ~ ’10. 2. 28>

○ 방사선을 이용 재료의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생체적합성 박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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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10. 3. 1 ~ ’12. 2. 29>

○ 방사선을 이용한 전자소자, 바이오소자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능

성 표면 처리 및 표면 패턴 형성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함.

- 방사선 이용 전자회로 패턴 형성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소재 개발, 패턴 형성 및 나노바이오

센서 활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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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에 따른 길이 변화 및 특성 분석

(2) 고분자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 조건에 따른 그라프트 효과 분석

- 단량체 2종 이상

-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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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방사선을 이용한 전자회로 패턴형성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

(1) 미세 전자회로 패턴 형성 기술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

- 패턴 크기: 50 μm이하

- 분산도: 2% 이상

- 전도도: 1 x 10
-5
S/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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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표면 처리에 의한 고분자 기판 표면 물성 향상 기술

- 접착성: 2.0 N/cm 이상

사. 방사선 이용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소재 개발,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및 나노

바이오센서 활용 기술 개발

(1) 방사선 이용 리소그래피 소재 개발,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및 나노바이오센서

활용 기술 개발

- 방사선 가교도: 80% 이상

- 나노와이어 패턴크기: 100 nm 이하

(2) 방사선 이용 리소그래피 소재 개발,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및 나노바이오센서

활용 기술 개발

- 표면 처리 후 표면 접촉각: 80도 이하

- 특정 생체 물질 검출 감도: 100 pg/m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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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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고 있는 기술분야임.

- 표면처리 공학은 크게 PVD, CVD와 같은 건식 코팅 분야와 재래적인 습식 코

팅 혹은 도금과 같은 분야로 분류됨.

- 현재 기술발전의 추세상, 기존의 표면처리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능

을 가지는 표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건식 표면처리

분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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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 자기 조립 단분자막을 통한 표면개질 기술, 고

분자 미세 유체 칩 제작 및 나노 임프린트를 위한 표면처리 기술, 기능성 나노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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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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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형성과 이를 이용한 바이오센

서, 바이오칩, microfludics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음.

- 세포 성장에 있어 세포와 성장시키고자 하는 기판사이의 상호작용 및 표면 전

하와 표면에 존재하는 작용기 그리고 젖음 현상과 같은 물리화학적 성징의 이

해는 세포의 흡착, 퍼짐, 성장 등 순차적인 세포배양 단계의 중요한 정보를 전

해주어 최종적으로는 생체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 현재까지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플라즈마, 코로나 산화방법, 이온

주입 등을 통해 표면을 화학적으로 개질시켜, 극성자유에너지에 변화를 주어

세포흡착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도를 수행 중에 있음.

- 일본과 유럽 등에서 고분자 배터리의 전극재료(electrode) 및 생체 적합성 박막을 형성하

기 위한 플로린이 함유된 고분자 재료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술폰화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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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강도 향상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전도성폴리머제조, 이종접합기

술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음.

- 이온주입공정은 영국의 Harwell 연구소 및 Tecvac Co. 미국의 Spire Co.가 산

업적으로 가장 활발히 응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에서는

196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그 동안 항공기용 Ti 합금 compressor blade

및 각종 금형다이에 활용해 오고 있음.

- 일본의 주요 연구소들에서는 이온주입공정개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온주입공정을 이용한 수많은 특허가 여러 주요 회사들로부터 이미

등록되어 있음. 현재, 에너지 환경 분야, 철강 비철 금속 분야, 기계분야, 자동

차/항공기·우주 분야,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분야, 화학 고분자 세라믹스 분야,

의료 바이오 분야 등에서 이온주입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재료나 장치의 내

마모성, 내마찰성, 내고온성 및 내식성의 향상을 위하여 이온주입기술이 적용되

고 있음.

- 영국 Surrey 이온빔센터(Ion Beam Centre)는 이온빔 응용, 변형, 분석의 분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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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빔해석(Ion Beam Analysis), 그리고 이온빔의 생물의학 응용

(Bio-Medical Applications of Ion Beams)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마이크로전자공학(microelectronics)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생물학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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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견되었고 이는 나노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

- 1985년 Kroto, Curl, Smalley 등이 탄소나노튜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축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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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있음.

- 탄소나노튜브는 1-100 nm 범위의 나노크기의 직경을 가지면서 길이가 최대 수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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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

der Waals 힘과 같은 표면인력에 의하여 응집되어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탄소나노튜브의 응집현상은 기계적 강도와 전도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3차원적 네트워크 구조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탄소나노튜브 분산문제는

다른 소재와 달리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전도성 고분자 응용분야가 향후 나노튜브의 시장규모나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분자 매트릭스에 탄소나노튜브가 완벽히 분산되

지 않아서 충진재(filler)로서의 탄소나노튜브의 장점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

정임.

- 고분자 매트릭스와 나노튜브 계면사이의 부착력이 부족하여 매트릭스에 발생한

외부 부하를 나노튜브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성능 발현이 충분히 되고 있

지 않고 있음.

- 최근 탄소나노튜브 분산방법이 학계를 중심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분산방

법을 기초수준에서 실제 공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개

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

- 대표적인 카본나노튜브 절단 및 분산 기술로는 기계적 분산(초음파처리, 볼밀

링, 연마와 마찰, 높은 전단력에 의한 분산법 등), 각종 용매와 분산제(계면활성

제 등)를 이용한 분산, 강산에서의 분산, 표면 기능화를 통한 정전기적 분산, 고

분자 물질을 이용한 분산 등이 있음.

- 이들 기계 및 화학적 방법들은 절단 수율이 매우 낮고, 제한된 분산 능력을 가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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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됨.

- 기존의 탄소나노튜브 분산성 향상을 위한 고분자를 이용한 개질과 관련하여 기

존의 방법은 산처리, 기능기 도입, 개시제 사용에 의한 단량체의 중합 등 여러

복잡한 단계로 제조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을 이용하면 경우 단순히 탄소나

노튜브와 단량체만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탄소나노튜브에 고분자를 그라프트하

여 그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됨.

- SCIE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분산 기술 관련 문헌은 2002-2005

년까지 971건으로 검색되었고, 문헌의 증가추이가 빠르고 비교적 최근에 집중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1991년 이후 최근까지는 합성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2년 이

후, 제조된 탄소나노튜브의 탁월한 전기적, 기계적,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용하

기 위해,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산시켜 나노복합체 및 전자소자 등으로 응용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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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국가별 건수는 미국에 뒤지지만 문헌 건

수를 지표로 한 연구기관의 역량은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미국의 Univ.

Illinois(19건), 유럽연합인 영국 Univ. Cambridge(19건)가 공동으로 3위를, 한국

은 11건의 문헌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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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한 분산기술에 강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 몇몇 국가들이 상위그룹에 속해 있기

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과 미국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임.

4. 미세전자회로 패턴 형성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

-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 분야는 현대 재료 과학 분야에서 핵심 기술 분야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반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의료용 임플란트, 약물전

달체 등에서부터 광전자 소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필요한 핵심

적인 분야임.

- 일본의 JAEA, RIKEN 등의 연구소에서는 에너지/환경 분야, 철강/비철/금속

분야, 기계 분야, 자동차/항공/우주 분야, 전기·전자부품/반도체 분야, 화학/고분

자/세라믹스 분야, 의료/바이오 분야 등에서 재료나 장치의 내마모성, 내마찰성,

내고온성 및 내식성의 향상을 위하여 이온주입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이 활

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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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의 충돌, 반도체, 광전자공학, 초전도물질, 이온빔 분석, 이온빔의 생물의학

응용, 전자공학,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

음.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산학연 콘소시엄(SEMATECH 등)에서는 전자빔,

X-선, 이온빔 등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용 나노리소그래피 장비 및 레지스트,

저유전재료 등 관련 재료의 개발이 진행 중임.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차세대 리소그래피 기술 중의 하나인 나노임프린

트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노기술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임. 이때 사용되는 PDMS 등의 몰드용 재료는 유기 물질 또는 유기 용

매와 접촉하였을 때 팽윤되어 그 표면이 변형되고, 백화 현상이 일어나 광을

투과시키지 못하여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없어 그 사용이 일회적이라는 문제

점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 몰드용 재료 합성, 플

라즈마 등에 의한 PDMS 표면 처리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임.

- FPCB 기판용 재료의 경우 폴리이미드 등의 고분자 재료와 구리 등의 금속과의

접착이 핵심적인 부분이며, 접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플라즈마, 코로나,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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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용, 이온빔, 레이저 처리 등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 처리 기술 개발

에 관한 연구가 일본 등에서 진행 중임.

- 디스플레이, RFID,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잉크젯 프린팅 기술(Printed

Electronic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필요한 장비 및 전자 잉

크, 고분자 기판 등의 소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나 방

사선을 이용한 소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음.

- 탄소나노튜브의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유기투명전극이 상업화

되면, ITO 필름 시장을 급격하게 대체할 수 있으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

용하는 새로운 응용분야를 창출하고, 기존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ITO 필름 생산의 약 4.2%

만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상업화된 기술은 일본에 집중되어 있음(주간전자정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유기투명전극 산업동향, www.eic.re.kr).

.

5. 나노바이오센서 기술

-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이 결합된 나노바이오센서에 대한 연구는 미국, 유럽, 일

본 등 기술 선진국의 학계와 산업계에서 의학 진단, 환경 분야에 기존 바이오

센서의 민감도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활발히 연구가 되어지고 있으

나 방사선을 이용한 소재 및 소자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

임.

- 미국 하버드대학의 Charles M. Lieber그룹에서는 Nano gap상에 구성된 나노와

이어를 통해 전기적인 방법으로 single virus를 탐지해내는 기술이 보고된 바

있으며, 또한 네덜란드의 Cees Dekker 그룹에서는 Nano gap상의 탄소 나노 튜

브를 통해 전도도의 변화로 pH를 감지해내는 연구가 수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나노와이어와 나노갭을 이용하는 기술의 연구는 활발한 편이나 방사선을 이용

한 선택적 표면처리 및 바이오센서의 신호증폭을 통한 고감도 센서의 개발을

위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편임.

- 나노와이어 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 기술과 관련된 특허 및 연구 기술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발표된 바 있으나 전자빔 기반의 나노임프린팅 기법

을 이용하여 다량의 나노와이어를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질병을 측정하는

전기적 측정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에 대한 기술은 여전히 보고된 바 없음.

- 기능성 나노 재료 제조, 나노 재료 고정화 기술, 나노 재료의 선택적 배열 기술

등은 엄청난 시장 잠재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기능성 나노 재료의

제조 및 구조 제어를 위한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음.

또한 제조된 각종 기능성 나노 재료들을 요구되는 목적에 맞게 고분자, 유리,

실리콘 웨이퍼 등의 기판 위에 선택적으로 배열하는 기술은 미국, 영국,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학교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연구들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면적화, 생산속도, 여러 형태의 패턴 형성 어려움 등의 문제

점이 있음.

- 국내 보유기술 중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술인 반도체 제조 기술과 방사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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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일본

(JAEA, RIKEN 등)

- 에너지/환경 분야, 철강/비철/금속 분야, 기계

분야, 자동차/항공/우주 분야,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분야, 화학/고분자/세라믹스 분야, 의

료/바이오 분야 등에서 재료나 장치의 내마모

성, 내마찰성, 내고온성 및 내식성의 향상을

위하여 이온주입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이

활용

- 고분자 및 세라믹 재료의 생체

적합성 향상을 통한 생체재료

개발에 활용

- 고분자 막 표면 처리에 의한

중금속 흡착, 귀금속 회수, 우

라늄 흡착 등을 위한 막 제조

에 활용

- 나노이온빔을 이용한 리소그래

피 기술 개발 및 반도체 활용

미국, 유럽, 캐나다

(SEMATECH, IMEL,

Acsion 등)

-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학, 바이오 등

에 관한 종합적 연구 진행 중

- 항공우주, 국방 분야용 복합재료 제조 및 표

면 코팅,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의 분야에 방사

선 가교/경화 기술 연구 개발 중

- X선, 극자외선, 전자빔 등을 이

용한 반도체 나노리소그래피

기술 및 레지스트 등 관련 재

료 개발에 활용

- 국방, 항공우주용 부품 제작 시

표면 코팅 경화에 전자빔 경화

활용

스위스

(PSI)

- 반도체, 연료전지, 나노, 생명공학 등 첨단 기

술 분야에 방사선 이용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X선, 극자외선 등을 이용한 나

노 패턴 형성 등 반도체 리소

그래피 기술 및 레지스트 증

관련 재료 개발에 활용

영국

(Surrey, Cambridge

Univ. 등)

- 반도체, 연료전지, 나노, 생명공학 등 첨단 기

술 분야에 방사선 이용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금속, 금속산화물 등의 나노패

턴 형성에 관한 기초 연구 및

논문 발표

한국

(KOMAC, KIST,

KIGAM, KAERI,

서강대학교 등)

- 이온빔을 이용한 재료 표면 처리 관련 연구

및 이온빔 분석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이온주입장치개발, 고분자막의

내구성 및 광투과도 조절 방법,

각종 금속 부품 등에 대한표면

처리 기술 등에 대한 기술 이

전에 의한 상업화

한국

(KAERI, KAIST 등)

- 방사선을 나노, 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 기

술 분야에 관한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 진행

중

- 금속 나노 재료 표면 패턴 형

성 등과 관련된 기초 연구 및

우수 논문 발표

한국

(KAERI, KRICT 등)

- 이온주입, 플라즈마처리, 화학약품 처리 등을

이용하여 고분자 재료 표면을 개질한 후 금속

(구리, 금 등) 증착, 포토리소그래피, 에칭 공

정을 거쳐 금속 패턴이 형성된 고분자 기판

제조 등에 관한 연구 진행

- FPCB, FCCL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 계속 진행

한국

(삼성종합기술원,

KAIST, KIMM 등)

- Photolithography, soft lithography, 50 keV

저에너지 전자빔 가속기 등을 이용하여 금속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양자점 등의 나노 재

료의 패터닝 기술 연구

- 바이오센서,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 연구 진행 중

술을 바탕으로 NT, IT, BT 등의 기술이 융합된 신개념의 나노바이오센서 시스

템을 구축할 경우 기술력 선도에 많은 순기능을 할 것이며, 현재 국내 나노 바

이오센서 기술이 미국에 비해 저변이 넓지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후발주자에

해당되나, 선택과 집중적 투자에 따라 향후 시장상황의 역전기회가 남아있음.

<국내외 연구현황 : 미세패턴형성 및 전자응용기술과 나노바이오센서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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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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백질 등의 패턴 형성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이온빔 및 전자

빔을 이용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온빔응용그룹(ion beam

application group)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이

온빔 이용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반도체 제조 분야의 이온주입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

으며, 이온빔 이용 첨단 신소재 분야(NT-BT-IT-ST 등)에서의 연구 및 기술

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온빔응용그룹에서는 주로 PIXE분석법, RBS분석법,

PIGE분석법 등과 같은 이온빔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금속, 암석광물, 유기물, 재

료(혹은 소재), 환경시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면개질이나 각종 특성 연구

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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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기술개발, 1~2 MeV 중성자 포획 단면적 측정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위하여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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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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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이를 이용하여 기술 개발을 수행.

- 이온빔응용연구실에서는 입사기 기술 및 RFQ 기술과 같은 원천기술을 바탕으

로 타 기관과의 과제 수행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였음(1998.12 ~ 2005. 6, 양성

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자료 참조).

- 이온빔을 이용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실용화탐색연구’차원에서 플라스틱 제

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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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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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자 Device의 출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탄소나노튜브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FED(Field Emission Display)의 핵심부품인 전자

Emitter로 사용되어 삼성 SDI, LG전자, 일진나노텍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

기 때문이며, Nano Electronics 분야에서는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 소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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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적이라 사료된다.

- 삼성에서 38" FED를 데모한 바 있지만 현재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여러 가

지 요인이 있겠지만 탄소나노튜브에 한정해서 보았을 때 FED 제품의 신뢰성과

재연성을 위해서는 탄소나노튜브의 에미터 소재에 대한 정확한 스펙이 매우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FED-cathode에서 탄소나노튜브 에미터에 대한 직경, 길이,

전도도, 분말특성 등에 대하 FED가 요구하는 정확한 표준규격을 아직 결정하

지 못한 상황임.

- 국내에서는 대부분 기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의 절단 및 분산을 하

고 있으나 수율, 구조적 손상 등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음. 또한 방사선을 이용

한 탄소나노튜브의 절단, 분산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진

행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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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전자회로 패턴 형성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는 이온주입 등 방사선을 이용한

재료 표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고분자, 세라믹 재료의 생체적합성 향상, 바이

오칩/센서용 고분자 기판 제조, 고분자 표면의 기계적 열적 특성 향상, 연료전

지 및 이차전지용 분리막 표면 처리, 고분산성 나노재료 등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음.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여러 종류의 이온주입 장치를 이용하여

고분자, 금속, 세라믹 등 재료 표면의 내마모성 향상, 자외선 차단, 내구성 및

내부식성 향상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서강대학교에서는 고분자 및 다양한 기능성 유기 소재의 복합재로 사용되는 탄

소나노튜브 등의 소재의 우수한 전기적, 구조적, 물리적특성들을 활용하기 위하

여, 전자빔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 접합 및 분산 기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와 최근 그라핀 제조 기술을 포함한 탄소나노물

질 제어 기술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전자빔을 이용한 고분자 형광체, 2차원 및 3차원 나노구

조 제어, 나노소재 제조 및 특성 향상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KIST, KRICT, 고려대학교 등에서는 이온주입을 이용하여 고분자 재료 표면을

개질한 후 금속(구리, 금 등) 증착, 포토리소그래피, 에칭 공정을 거쳐 금속 패

턴이 형성된 고분자 기판 제조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공정 단순

화 및 패턴 해상도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이 필요함.

4. 나노바이오센서 기술

- 국내의 바이오센서/칩 연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표면프라즈몬 바이오센서, 포

항대학교에서 환경병원균 측정용 DNA센서 등이 연구되었으며, KRIBB, 삼성종

합기술원, LG 화학, KIST, 서울대학교 등에서도 바이오센서에 대한 연구를 하

고 있으나 방사선 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 개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

없음. .

- 국내 보유기술 중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술인 반도체 제조기술과 방사선

기술을 바탕으로 NT, IT, BT 등의 기술이 융합된 신개념의 나노바이오센서 시

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술 선점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국내 나노바이오센서 기술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저변이 넓지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후발주자에 해당되나, 선택과 집중적 투자에 따라 향후 시장 상

황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음.

- 상향식 리소그래피 중의 하나인 소프트 리소그래피에 사용되는 PDMS 등의 몰

드용 재료는 유기 물질 또는 유기 용매와 접촉하였을 때 팽윤되어 그 표면이

변형되고, 백화 현상이 일어나 광을 투과시키지 못하여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없어 그 사용이 일회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PDMS 재료의 표면 특성

제어 혹은 대체 신소재 개발을 통한 문제점 해결이 필요함.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에서 photolithography, soft lithography, 50

keV 저에너지 전자빔 가속기 등을 이용하여 금속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양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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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나노 재료의 패터닝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따라서 실제적인 응용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면적화, 생산속도

개선, 여러 형태의 패턴 형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향상된 기술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함.

<주요 기술 분야별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및 상대적 수준 비교>

주요 기술 분야
기술선도국

(대표적 기업/학교/연구소 등)

세계 최고

수준과의

기술격차

국내

수준

(%)

전자회로 패턴

형성 및 전자

소자 기술 분야

전자소자 공정/소재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Merck, UIUC, Cambridge Univ.,

IBM, Apple 등)

4-5년 40-50

전자 소자 제조

(디스플레이, 센서,

전지, 메모리 등)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일본 등

(Polymer Vision, Konarkaker,

IMEC 등)

3-5년 50-60

나노 리소그래피

및

나노바이오센서

기술 분야

나노바이오센서

공정/소재

미국, 유럽, 일본 등

(Havard Univ., Stanford Univ.,

IMEC, 등)

5년 40-50

나노바이오센서

제조

미국, 유럽, 일본 등

(Intel, IBM, STMicroelectronics,

Hitach, Siemens, Affymetrix 등)

5년 40-50

※ 출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Flexible electronics" IT SoC Magazine Vol. 25 (2008),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 “나노-바이오 융합기술”(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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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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한 방법들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면 성질만

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이온주입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분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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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된 이온주입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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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하였음.

가. 고분자 재료 표면 개질

그림 1. 이온주입에 의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 개질

- 이온주입 기술을 통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 개질은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 먼저 가속된 고에너지의 이온들을 자체 제작한 마스크를 통하여 고분자

재료의 표면에 주입하였다. 사용된 고분자 재료는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테

트라플루오로에틸렌, 폴리디메틸실록산 등이다 (표 1). 이온 원으로는 Ar, Ne, Xe

등의 기체 이온들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는 50-150 keV, 이온주입량(fluenc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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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1017 ions/cm2이었다. 이온주입 시의 전류밀도는 재료의 열적변형을 막기

위해서 0.5 μA/cm2 이하로 하였다. 각 재료에 대한 이온주입 조건을 아래 표 1

에 나타내었다.

표 1. 고분자 재료에 대한 이온주입 조건

고분자 재료

이온주입 조건

이온원 에너지 (keV)
이온주입량

(ions/cm2)

전류밀도

(μA/cm2)
PS Ar, Ne, Xe 100 1 x 1013 ~ 1 x 1016 <0.5

HDPE Ar 100 1 x 1013 ~ 1 x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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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 ~ 1 x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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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빔 조사 후 공기 중에서 하루 동안 방치하

여 peroxide 등의 활성종을 발생시켰다. 그 다음 기능성 단량체 용액에 넣어 그

라프트 중합시켰다. 이때 사용된 기능성 단량체는 아크릴산(acrylic acid)이며, 그

라프트 중합은 아크릴산 수용액(10 wt%)을 이용하여 60 oC에서 12시간 동안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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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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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크들만 확인되는 반면, 이온주입 후에는 C-O(286.0 eV)와 (C=O)-O(288.8 eV) 피

크들이 생성되었다. 이는 이온주입 과정에서 표면에 생성된 라디칼들이 대기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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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공기(산소)와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으로 OH, COOH, CO 등

의 친수성기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극성기들의 발생을 FT-IR을 이용하여 다시 확인하였다. 그림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온주입 전에는 PS의 특성 피크들만이 존재하였으나, 이온주입

후에 3500 cm-1 근처에서 OH, 그리고 1700 cm-1 근처에서 C=O 피크들이 새롭

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온주입 후에 위와 같은 친수성기들이 다량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폴리에틸렌(PE)의 표면 분자 구조 변화

그림 3.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E의 XPS 스펙트럼.

그림 4.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제조한

PE-g-PAAc의 XPS 스펙트럼.

- 그림 3에서는 이온주입을 통해 PE를 활성화 시켰을 때 나타나는 화학적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PE의 경우에는 285 eV에서 C-C/C-H에 대한 피

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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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였으

나 그 이상에서는 감소하였다. 또한 C=C(284.1 eV)의 경우 이온주입량이 1 x

10
15
ions/cm

2
보다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크기가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는 이온주입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표면에 OH, CO, COOH 등의 극성

친수성기들이 발생되기 때문이며, 이온주입량이 높은 경우에는 탈수소화

(dehydrogenation)반응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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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 그림 2를 비교해 보면 생성된 피크들은 비슷하지만 -COOH(288.8 eV) 피크

가 그라프트 중합 후에 훨씬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E 표면에 아크릴

산이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5에서는 이온주입 및 그라프트 중합에 의하여 개질된 PE의 FT-IR spectra를

보여주고 있다.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한 후 PE-g-PAAc의 FT-IR에서 아크릴

산의 -COOH에 대한 피크가 1710 cm-1에서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아크릴산이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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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온주입한 PE (Implanted PE)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E

(PE-g-PAAc)의 FT-IR 스펙트럼.

(3) 폴리테트라플로오르에틸렌(PTFE)의 표면 분자 구조 변화

그림 5. 다양한 이온 및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TFE의 XPS

스펙트럼

그림 6. 이온주입에 따른 이온주입한

PTFE (a)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TFE의 XPS 스펙트럼.

- 그림 5에서는 PTFE를 이온빔 처리한 후, 산화반응 또는 탄소화반응으로 원자함

량(at%)이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온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

으로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소의 함량은 감소하는 반면 탄소와 산소

의 함량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PTFE의 표면의 화학적 특성에 변화

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6에서는 이온주입을 통해 PTFE의 표면을 활성화 시킨 후 아크릴산(AAc)

모노머를 그라프트한 전후의 표면 원자성분의 함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defluorination으로 불소의 함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산

화 반응에 의한 산소의 함량이 증가하고 있다.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표면의

경우 이온주입 후 산소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아크릴산이 표면

에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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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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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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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온주입한 PTFE (Implanted PTFE)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TFE (PTFE-g-PAAc)의 FT-IR 스펙트럼.

(4) 폴리디메틸실록산(PDMS)의 표면 분자구조변화

그림 8.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에서

처리된 PDMS의 XPS 스펙트럼.

그림 9. 이온주입량 따른 원자함량의

변화.

- 그림 8에서는 PDMS 표면에 이온주입을 한 후 일어나는 산화반응 또는 탄소화

반응을 통하여 나탸나는 관능기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PDMS의 경

우에는 285와 286.0 eV들에서 C-C/C-H와 C-O 대한 피크들이 확인되었다. 반면

이온주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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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C=C(284.1 eV)도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피크의 크기가 증가함

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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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주입

량까지는 감소하다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산소(O)함량은 반대로 1 x 10
14
ions/cm

2
까지는 증가하다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다. 표면 물성 평가

(1) 폴리스티렌(PS)의 표면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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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에서 보면, 순수한 PS의 경우 약 90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이지만 이온주

입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여 1 x 1015 ions/cm2 이온주입량에서 59도까지

감소하다가 1 x 1016 ions/cm2에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XPS 결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온주입 후에 친수성기들이 생성되어 폴리스티렌의 표면이 친

수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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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주

입된 PE (Implanted PE)의 경우에는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

여 5 x 1015 ions/cm2 이온주입량에서 76도 정도까지의 감소하였다. 이는 P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온주입 후 친수성기가 발생하여 PE의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폴리아릴산(PAAc)이 그라프트된 PE(Grafted PE)의 경

우 이온주입한 PE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접촉각이 좀 더 감소함을 보인

다. 이는 PAAc가 그라프트되어 표면이 이온주입후의 표면보다 더 많은 친수성

기(카르복시산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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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에 물리적인 변

화는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라프트된 PE의 표면도 마찬가지로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이 크지 않으며, 또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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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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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온(Ne ion)과 헬륨 이온(He ion) 이온의 경우에는 이온주입량에 따라서 점진적

으로 감소하여 80도 정도까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PS와 PE의 경우와

동일하게 친수성기의 발생에 의하여 PTFE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화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아르곤 이온(Ar)을 주입한 경우에는 이온온주입량이 1 x 1015

ions/cm2 일 때까지는 접촉각이 가장 최소인 70도 까지 감소하다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Ar의 경우 이온주입량 1 x 1015

ions/cm2까지는 친수성으로 변화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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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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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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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에서는 이온주입량에 따른 PDMS의 접촉각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

주입을 하지 않은 PDMS의 접촉각은 104도이었으나 이온빔을 처리한 후에는 이

온주입량이 1 x 1016 ions/cm2 일때 가장 작은 96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였다. 다

른 재료들과는 달리 뚜렷한 경향성은 보여주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이온주입

량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표면이 친

수성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생체적합성 평가

(1) 폴리스티렌(PS)의 생체적합성

그림 16. 다양한 이온주입조건하에서 표면개질된 PS의 패턴형성과 PS의

세포성장곡선.

- 그림 16에서는 PS를 350 μm(line/space) 정도의 SUS 마스크를 이용하여 선택적

으로 이온주입한 후 세포 배양된 현미경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온주입된 부분에서 세포들이 잘 배양되어 있으며, 특히 1 x 1015

ions/cm2에서 세포들의 패턴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온

주입에 의하여 PS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였으며, 따라서 세포와의 친화성이 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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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

산 모노머를 그라프트하여 제조한 PE-g-PAAc에 세포 배양 후의 현미경 사진

들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주입된 영역에서 세포들이 상

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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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Ac에 보다 많은 양의 세포들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온주입 후 친수성기의 발생으로 PE표면이 친수성으

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 그림 18(a)는 PE-g-PAAc에 5-amino-fluorescein(FA)을 반응시켜 얻어진 형광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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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b)는 PE-g-PAAc에 Biotin-amine을 먼저 반응시키고 그 후

streptavidin을 반응시켜 얻어진 공초점현미경사진이다. FA와 마찬가지로

biotin-amine의 아민기가 먼저 아크릴산의 카르복시산과 반응하여 아미드기를 형

성하고, 그 후 biotin과 streptavidin의 선택적 결합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백질(streptavidin)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3) 폴리테트라플로오르에틸렌(PTFE)의 생체적합성

- 그림 19는 PTFE를 350 μm(line/space) 정도의 SUS 마스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이온빔을 조사한 후 세포 배양을 하여 얻어진 현미경 사

진들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빔이 조사된 부분에서 세포들이 잘 배

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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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2에서 세포들이 가장 잘 배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온주입

에 의하여 PTFE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였으며, 따라서 세포와의 친화성이 매

우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9.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 따른

PTFE의 생체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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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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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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이 매우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부분에

p-DNA가 선택적으로 반응하였고 또한 c-DNA의 hybridization이 매우 잘 일어

났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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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적으로 이온빔 처리한 후 세포 배양을 통하여 얻어진 세포 패턴의 현미경 사진

이다. 그림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빔이 조사된 부분에서 세포 배양이 매우

잘 되어 있으며, 특히 1 x 1016 ions/cm2에서 생체 세포들의 패턴이 가장 잘 형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온주입에 의하여 PDMS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였으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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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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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50 nm정도까지는 투과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고

50~250 nm정도의 깊이에서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입한 이온의 농도가

또한 증가함을 보여준다.

(2) 폴리에틸렌(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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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Trim 98를 이용한 100 keV의 아르곤이온을 PE에 이온주입 시에

투과깊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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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증가함을 보여준다.

(3) 폴리테트라플로오르에틸렌(P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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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Trim 98를 이용한 150 keV의 다양한 이온을 PTFE에 이온주입 시에

투과깊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 그림 24에서는 150 keV의 He, Ne, Ar 이온들을 폴리테트라플로오르에틸렌

(PTFE) 에 주입했을 때의 투과 깊이를 TRIM 98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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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헬륨이온 (He ion)을 주입했을 시에는 투과깊

이가 최대 700 nm정도, 네온 이온(Ne ion)을 주입했을 때는 120 nm 정도의 투

과 깊이를 보이지만, 아르곤 이온(Ar ion) 주입했을 때는 최대 70 nm 정도의 투

과 깊이를 보인다. 따라서, 주입한 이온들의 질량이 증감함에 따라서 투과되는

깊이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온을 주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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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

했을 때의 투과깊이를 TRIM 98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들이 70~330 nm정도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70 nm정도까지는 투과가 가능함을 보

여주고 있고 70~250 nm정도의 깊이에서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입한 이

온의 농도가 또한 증가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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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Trim 98를 이용한 100 keV의 다양한 이온을 PDMS에 이온주입 시에

투과깊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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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론

- PS, PE, PTFE, PDMS 등 2종 이상의 재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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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

을 통하여 생체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이온주입된 표면의 형태학 변화, 친수성

관능기들의 생성 등으로 인하여 생체적합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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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개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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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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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2까

지 주입하여 표면을 개질하였다. 이온주입시 전류밀도는 10 μA/cm2로 하였다.

나. 재료 표면 분자구조 변화분석

(1) 유리(Glass)의 표면분자구조 변화

그림 26.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유리의 X-ray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

그림 27. 이온주입량에 따른

원자함량의 변화.

-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에 이온빔을 조사한 후 표면에 존재하는 관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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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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주입

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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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함량은 반대로 1 x 1016 ions/cm2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이온주입량에서는 다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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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wafer 표면을 구성하는 원자들

의 함량(at%)이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리콘(Si)의 함량은 계속 감소하

고 있으며, 탄소(C)의 함량은 이온주입량 1 x 1016 ions/cm2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이온주입량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산소

(O)의 함량은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 표면물성평가

(1) 유리(Glass)의 표면물성

- 그림 30에서는 이온주입량에 따른 유리의 접촉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

입 전 유리의 접촉각은 57도이었으나, 이온주입 후에는 이온주입량이 1 x 1016

ions/cm2일 때 가장 작은 27도 정도의 접촉각을 보였다. 따라서 이온빔 조사를

통하여 유리의 표면이 이온주입 전보다 친수성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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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적으로 이온주입한 후 생체 세포를 배양하여 얻어진 세포 패턴의 현미경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빔이 조사된 부분에서 세포들이

잘 배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1 x 1016 ions/cm2에서 생체 세포

들의 패턴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온주입에 의하여

유리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였으며, 따라서 세포와의 친화성이 매우 향상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산소분위기하에서 이온주입을 한 경우(이온보조반응) 보다 많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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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

했을 때 투과깊이를 TRIM 98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들이 20~330 nm정도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최대 20 nm정도까지 투과가 가능함을 보

여주고 있고 20~330 nm정도의 깊이에서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입한 이

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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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표면에 기능성 관능기들을 도입하여 개질하였음.

. 이온주입을 통하여 폴리에스테르 계통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카르복시산 등

의 기능성 관능기들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고분자 재료 표면에는 이온주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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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관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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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방사선연구소의 300-keV 이온주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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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FT-IR), X-ray 광전자 분광분석(XPS), 접촉각 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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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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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되었다. 먼저 가속된 고에너지의 이온들을 자체 제작한 마스크를 통하여 고분자

재료의 표면에 주입하여 친수성기 혹은 라디칼 등의 활성종을 발생시켰다. 이때

사용된 고분자 재료는 폴리카본네이트(PC),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폴리카프

로락톤(PC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비닐리덴플로라이드(PVDF),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폴리에틸렌(PE) 등이다(표 1). 이온원으로는

H, Ne, Ar 등의 기체 이온들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는 50 ~ 200 keV, 이온주입

양(fluence)은 1014 ~ 1016 ions/cm2이었다. 이온주입 시의 전류밀도는 재료의 열

적변형을 막기 위하여 0.5 ~ 1.0 μA/cm2로 조절하였다. 각 재료에 대한 이온주입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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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4
~ 1 x 10

16
<1.0

PCL Ne 100 1 x 10
14
~ 1 x 10

16
<0.5

PET H 200 1 x 1014 ~ 1 x 1016 <1.0

PVDF Ar 100 1 x 1014 ~ 1 x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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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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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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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Plastics Co.

PE :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두께 80 μm, Honam Petrochemic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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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온빔 조사 후 아크릴 산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카르복시산 관능기

(functional group)를 도입하였다. 먼저 고분자 재료에 이온빔 조사 후 공기 중에

서 하루 동안 방치하여 peroxide 등의 활성종을 발생시켰다. 그 다음 이 고분자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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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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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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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

적 세포 패턴은 광학 현미경 및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였다.

- 단백질 패턴형성을 위해 biotin과 streptavidin의 생체분자간 특이적 인식 결합성

을 이용하였다. 먼저 biotin-amine(biotin-PEO3-NH2, Pierce)을 이온주입 혹은

이온주입 후 그라프트 중합에 의해 개질된 고분자 표면에 고정하기 위하여

EDC/NHS 용액의 아미드 결합 짝지움 반응을 5~6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고정

된 biotin에 형광 표지된 streptavidin 단백질 (SAv-FITC, Pierce)을 결합하기

위해 단백질 용액을 암실에서 1시간 동안 적용하였다. 고분자 표면 위에 형성된

단백질 패턴은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 DNA 패턴형성을 위해 DNA 가닥의 염기서열 특이적 결합성(G:C, A:T)을 이용

하였다. 먼저 탐침용 DNA(p-DNA; prove DNA)를 이온주입 및 이온주입 후 그

라프트 중합에 의해 개질된 고분자 표면에 고정하기위해 EDC/NHS 용액의 아

미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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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동안 적용하였다. 고분자 표면 위에 형성된 DNA 패턴은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였다.

나. 재료 표면에 도입된 관능기 분석

(1) 폴리카본네이트(PC)의 표면 관능기 분석

- 그림 2는 폴리카본네이트 표면의 이온주입 조건에 따른 XPS spectra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Fluence(이온주입양)가 증가함에 따라 spectra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

며, 따라서 이온주입에 의하여 폴리카본네이트 표면에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

났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한 PC의 경우에는 PC의 특성적인 화학결합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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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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가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C=O 와 C-O 화

학그룹들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PC의 이온주입 조건에

따른 표면화학조성의 변화를 나타낸 표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O]/[C] 비가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 x 1015 ions/cm2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에는 감

소하였다. 이는 이온주입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표면에 OH, CO, COOH

등의 극성 친수성기들이 발생되기 때문이며, 이온주입양이 높은 경우에는 탈수

소화반응 등에 의한 탄소화반응(carbonization)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표 2.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C의 표면화학조성 (at.%)

Ion Fluence
(ions/cm2) 0

1 x
1014 1 x 10

15 1 x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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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였으

나, 이온주입 후에는 3510 cm-1 근처에서 OH, 그리고 1700 cm-1 근처에서 C=O

피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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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카본네이트의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림 3. 이온주입에 의한 PC의 FT-IR

스펙트럼 변화

그림 4. 이온주입량에 따른

접촉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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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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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

의 크기는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런 변화를 이

온주입량에 따른 PVC의 표면화학조성의 변화를 나타낸 표 3에 나타내었다. 이

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Cl]/[C] 원소비가 이온주입량에 따라 급격히 감소

하는 반면에 [O]/[C] 원소비는 상대적으로 1 x 1015 ions/cm2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 이런 결과는 이온주입 동안에 일어나는 탈염화수소화반응과 이온주입 후에 일어

나는 산화반응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전자의 경우는 표면에 무정형 탄소를 생

성 시키고 후자의 경우는 OH, CO, COOH 등과 같은 새로운 극성 친수성기들의

형성된다.

- FT-IR 분석을 통행 이온빔에 의한 관능그룹의 생성여부를 재확인 하였고 그림

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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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

의 크기도 이온주입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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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성은 앞서 XPS와 FT-IR 분석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온주입량에서는 산화반응으로 인한 친수성 극성기들이 많이 생성되고 보다 높은

주입량에서는 탄화로 인하여 소수성의 무정형 탄소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표 3.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VC의 표면화학조성 (at.%)

Ion fluence
(ions/c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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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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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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적 비교를 위해서 순수한 것과 이온주입된 PCL을 AgNO3를 이용한 이온 교환

반응을 통해 이온주입량에 따른 표면에 존재하는 Ag함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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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온주입량에서는 -COOH가 상대적으로 많이

형성되지만 높은 이온주입량의 경우에는 탄소화 반응으로 인하여 생성된

-COOH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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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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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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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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PET의 경우 주쇄의 화학적 구조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들이

2960(-CH2-), 1720(-(C=O)O-), 1247(-CO-) 그리고 960(-CH2-) cm
-1에 존재함

을 확인 하였고 이온주입된 PET의 FT-IR 스팩트럼 상에서는 -OH, -COOH,

그리고 -C=C- 관능그룹들에 해당하는 피크들이 3625, 3425, 그리고 1620 cm-1

부분에 새롭게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이온빔 조사에 의해

PET의 표면에 성공적으로 -OH, -COOH, 등과 같은 관능그룹들이 도입되었음

을 의미한다. 이런 이온빔 조사에 의한 PET 표면의 관능그룹의 형성메커니즘은

PET 주쇄의 분해 대한 메커니즘인 Norrish II 반응에 때문이다. 따라서 1 x

1015 ions/cm2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생성된 -OH, -COOH

등과 같은 친수성 관능그룹이 분해되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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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주입량에서

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런 경향성은 앞서 FT-IR 분석 결과에서 언급했

듯이 낮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상대적으로 OH, -COOH 등과 같은 친수성 관능그

룹이 많이 생성되고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상대적인

많은 소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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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산

화물의 농도는 증가하다 그 이상의 이온주입량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산화반응으로 과산화물이 많이

생성되었지만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탄소화(carbonization) 반응이 주로 일어남

에 따라서 과산화물의 생성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PVDF 표면에 이온빔조사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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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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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프트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온주입량이 5 x 1014 ions/cm2까지 점증가

함에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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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PVDF의 CF2와 CH2에서 대한 특성피크들이 각각

290.4 eV와 285.5 eV에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이온주입 된 PVDF 경우들에서는

이온주입량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온주입 동안의 탈불소화반응과 이온주

입후의 산화 반응으로 인하여 표면에 C=O(287.8 eV) 와 C-O(286.2 eV)에서 새

롭게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4.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VDF의 XPS 스펙트럼

그림 15.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VDF에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제조한 PVDF-g-PAAc의 XPS

스펙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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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산이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XPS 분석

을 통해 얻어진 이온주입량에 따른 이온주입 후(implanted)와 그라프트 중합 후의

PVDF(grafted) 필름의 [O]/[C] 원소비를 나타낸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그라프

트 중합 후에 [O]/[C] 원소비가 훨씬 증가하였고 5 x 1014 ions/cm2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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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이용하여 그라프트 중합한 PVDF-g-PAAc의 산소 원소의 비가 가장 높

았다. 이는 PVDF-g-PAAc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6. 이온주입량에 따른

이온주입 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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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순수한 것과 이온주입된 PVDF 스펙트럼과 비교 했을

때 PAAc가 그라프트 된 PVDF의 스펙트럼에서는 새로운 아크릴산의 -COOH에

대한 피크가 1710 cm-1에서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PAAc가 성공적으로 그라프

트 중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18은 이온주입과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개질된 PVDF들의 이온주입량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PVDF의 경우 약 83도 정도의 접

촉각을 보이지만 이온주입한 PVDF(implanted PVDF)의 경우에는 이온주입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67도 정도까지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앞서 XPS

분석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이온주입 후에 PVDF 표면에 친수성 관능그룹이 생

성되어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VDF (grafted PVDF) 중합 후에는 이온주입한 PVDF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성

을 보이면서 훨씬 접촉각이 감소함을 보였다. 이는 PAAc가 그라프트가 됨에 따

라서 표면이 이온주입후의 표면보다 훨씬 많은 친수성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의 표면 관능기 분석

- 그림 19는 이온주입에 의해 PTFE 표면에 생성된 과산화물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다. 과산화물의 농도는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까지는 증가하다 이후

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 x 1015 ions/cm2의 이

하의 이온주입량에서는 이온주입 이후에 표면에 생성되었던 라디칼들이 공기 중

에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반응(oxidation)으로 인하여 많은 과산화물이 생성 되지

만 그 보다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이온주입동안에 탈불소화반응(defluorination)

이 보다 많이 일어남에 따라서 탄화반응 (cabonization)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산

화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림 20은 이온주입량에 따른 PTTE에 그라프트 된 폴리아크릴산(PAAc)의 그라

프트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라프트율은 앞서 언급한 이온주입량에 따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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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농도의 변화와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기능성 모노머로 아크릴산

(AAc) 사용하여 그라프트 중합하는데 있어서 생성된 과산화물이 개시제로 작용

하기 때문에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은 생성된 과산화물의 농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산화물이 농도가 가장 높았던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

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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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재하는 관능그룹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처리하지 않은 PTFE의 XPS 스팩트

럼 상에서는 PTFE의 CF2와 C-C와 같은 특성 관능그룹들에 해당하는 피크들이

292.1 eV와 285.0 eV에서 각각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온주입한 PTFE의

경우에는 이온주입량에 따라 피크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CF3, CF, C-O,

C=O ,(C=O)-O 등과 같은 새로운 피크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

들은 이온주입에 의해서 산화반응(oxidation)과 탈불소화반응(defluorination)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림 21.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TFE의 XPS 스펙트럼

그림 22. 다양한 이온주입조건에서 처리된

PTFE에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하여

제조한 PTFE-g-PAAc의 XPS 스펙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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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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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피크들은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폴리아크릴산의 특성 피크가 285 eV(C-C)

와 289.1 eV(COOH)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XPS 분석을 통해 얻은 이

온주입량에 따른 [F]/[C]와 [O]/[C] 원소비들에 대해 나타낸 그림 23에서도 이온

주입한 것에 비해 그라프트된 PTFE의 [[F]/[C] 원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O]/[C] 원소비는 훨씬 증가함을 보였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폴리아크릴산이 성

공적으로 PTFE 표면에 그라프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3. XPS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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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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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었으며,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 후에는 1710 과 3140 cm-1 근처에서 아크릴

산의 카르복시산(COOH)에 대한 특성 피크들이 존재함을 통해 아크릴산이

PTFE 표면에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되었음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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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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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

소하여 80도 정도까지 감소함을 보였고, 친수성의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TFE(grafted)는 훨씬 감소하여 50도 정도까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PVD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면에 이온주입과 그라프트 중합에 의해 친수성

그룹들이 표면에 생성됨에 따라서 PTFE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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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였다. 이런 결과는 앞서 PVDF나 PTFE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1 x 1015

ions/cm2 이하의 이온주입량에서는 이온주입후의 산화 반응으로 인하여 과산화

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성되지만 이 보다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이온주입과정

에서의 탈수화반응(dehydrogenation)에 의해 무정형 탄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형

성되기 때문이다.

- 그림 27는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에서 처리한 PE에 아크릴산(AAc)를 그라프트

중합하였을 때 이온주입량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

입량에 따른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 변화는 과산화물의 농도의 변화와 비슷

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PVDF와 PTF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라프트 중합

시에 생성된 과산화물이 개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과산화물이 존재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그라프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산화물의 농도

가 가장 높았었던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서 그라프트율이 9.2 μg/cm2

로 가장 높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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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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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온주입에 의해서 PE 표면의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이온주입 된 PE에 그라프트 중합한 후에는 탄소의 함량은 보다 감소

하였고 상대적으로 산소의 함량은 보다 증가하였다. 그라프트 중합 후에 표면의

탄소와 산소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아크릴산이 표면에 잘 그라프트 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그림 28. X-ray 광전자 분광분석을 통해 얻어진 이온주입량에 따른 이온주입 (a)

및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E (b)의 원소함량의 변화.

- 그림 29는 PE 표면에 이온주입 의해 생성된 과산화물을 이용하여 그라프트 중

합에 의하여 개질된 PE의 FT-IR spectra를 보여주고 있다. 아크릴산을 그라프

트 중합한 후 PE-g-PAAc의 FT-IR에서 아크릴산의 -COOH에 대한 피크가

1710 cm-1에서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PAAc가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

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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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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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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주입된 부분에서 세포들이 잘 배양되

어 있으며, 특히 1 x 1015 ions/cm2에서 세포들의 패턴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PC의 이온주입된 부분이 친수성 관능그룹들의 형성으로

인하여 세포와의 친화성이 매우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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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하에서 선택적으로 이온빔 처리한 PVC에 세포 배양을 통해 형성시킨 세포패턴

의 현 미경 사진들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빔 처리된 부

분에서 상대적으로 잘 붙어 있고 1 x 1015 ions/cm2에서 생체패턴이 가장 잘 형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이온주입된 부분의 친수성이 높아짐으로

인한 세포 친화성의 향상 때문에 세포들이 이온이 주입된 부분에 선호적으로 접

착하여 분열 증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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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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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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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형성시킨 COOH 관능그룹에 탐침 DNA(p-DNA)를 EDC/NHS를 이

용한 짝지움 반응을 통해서 고정화 시킨 후 형광물질(Cy5) 표지된 p-DNA의 상

보적 DNA를 혼성화 반응을 하였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잘 제어된 DNA 패

턴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3. 선택적으로 이온주입된 PCL 표면에 형성된 DNA 패턴의 형광 현미경

사진 (Scale bar: 100 μm)

- 그림 34는 33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선택적으로 형성시킨 COOH에

EDC/NHS 용액의 아미드 결합 짝지움 반응을 통해서 Biotin를 고정화 시킨 후

단백질(streptavidin, SAv-FITC)을 선택적으로 결합시켜서 얻은 50 μm 원형과

40 μm 정사각형 모양의 단백질 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이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 PCL표면의 이온주입된 부분에만 COOH 그룹들

이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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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선택적으로 이온주입된 PET 표면에 형성된 DNA 패턴의 형광 현미경

사진

- 그림 35은 PCL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형성한 DNA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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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잘 제어된 50 μm의 원형모양의 DNA 패턴들이 형성되

어 있으며, 특히 1 x 1014 ions/cm2에서 DNA 패턴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온주입량이 1 x 1015 ions/cm2 이상에서는 산화반응에 의

해 생성 되었던 COOH의 분해와 탄소화 반응이 이온주입 동안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림 36. 선택적으로 이온주입된 PET 표면에 형성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의

형광 현미경 사진

- 그림 36은 PET의 DNA 패턴형성과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단백질을 선택적으

로 고정화 하여 형성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50 μm의 원형모양의 단백질 패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림 35의

DNA 패턴 형성과 같은 경향성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앞서

DNA 패턴 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분해와

탄소화 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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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패턴들의 형광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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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4
과 5 x 10

14
ions/cm

2
의 이

온주입량에 상대적으로 단백질 패턴 형성이 잘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아민(NH2)과 카복실산(COOH) 관능그룹 간의 EDC/NHS를 이용한 짝지움

반응을 통해 아미드(CONH)를 형성하여 단백질을 고정화하기 때문에 COOH의 농

도에 의해 단백질의 고정화 정도(형광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폴리아

크릴산에 그라프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 x 10
14
과 5 x 10

14
ions/cm

2
의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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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량에서 DNA 패턴이 잘 형성되었다.

- 그림 38은 PVDF-g-PAAc에 DNA 패턴형성과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단백질

을 선택적으로 고정화 하여 형성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 37의 DNA 패턴 형성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DNA 패턴 형성과 마찬가지로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COOH

농도)의해서 단백질의 고정화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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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TFE) 표면에 생체분자 패턴 형성

그림 39.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TFE (PTFE-g-PAAc)에 형성된 DNA 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Scale bar: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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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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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m 직사각형 모양의 DNA 패턴들이 잘 형성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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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 DNA 패턴 형성이 잘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PVD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폴리아크릴산의 그래프트율에 의해서

DNA의 고정화 정도(형광의 감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 그림 40은 PTFE-g-PAAc에 DNA 패턴형성과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단백질

을 선택적으로 고정화 하여 형성한 단백질(streptavidin)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

다. PTFE-g-PAAc 표면에 단백질 패턴 형성도 그림 39의 DNA 패턴 형성결과

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7)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표면에 생체분자 패턴 형성

- 그림 41는 이온빔을 이용한 선택적 그라프트중합을 통해 제조한 PE-g-PAAc의

PAAc가 그라프트 된 영역에 존재하는 COOH에 EDC/NHS를 이용한 짝지움 반

응을 통해 DNA를 고정화하여 형성한 시킨 DNA 패턴들의 형광 사진들이다. 그

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40 μm 직사각형 모양의 DNA 패턴들이 잘 형성 되어있

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 DNA 패턴 형성이

잘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PVDF와 PTFE 경우에서와 마

찬가지로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이 DNA의 고정화 정도 (형광 강도)가 결정

되기 때문이다

그림 41.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주입을 통해 선택적으로 폴리아크릴산(PAA)이

그라프트 된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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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생체분자 수용체인 항체 고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표면 플라즈

몬 공명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항체의 고정화 및 생체분자간의 상호 반응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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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였다.

- 그림 42는 생체분자 고정화 기술의 간단한 모식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고체기판

위에 항체를 고정화하기 위해서 고체기판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EDAC를 이

용하여 생체분자와 결합이 용이하도록 활성화시켰다. 화학 결합체는 항체의 아

민기와 공유결합을 함으로서 항체는 용이하게 고체기판위에 고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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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

즈몬 공명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그림43에 나타내었다. 또한

고정화된 항체의 원자력 현미경 이미지를 고체기판과 비교하여 그림 44에 나타

내었다. 그림43에서 볼 수 있듯이, 고체박막의 경우보다 고체박막위에 항체가 고

정화된 상태에서는 표면 플라즈몬 공명현상이 발생되는 광원의 입사각의 위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항체만 고정화 되었을 때와 항원이 첨가 되었을 경

우의 공명각 차이는 생체 분자와 분자 수용체와의 상호반응성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해주었다. 즉, 고체박막을 기준으로 표면플라즈몬 공명 생성각도(반사도 최

저점에서의 입사각)의 증가를 통해 결합 여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고체박막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항체가 고정화된 상

태에서의 표면 이미지는 확연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

시된 생체분자 고정화 기술은 향후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나노 바이오센

서 시스템을 제작할 시 핵심기술로서 사용될 것이다.

(9) 전자빔 기반의 나노 리소그래피 기술(나노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실리콘 나노

와이어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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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이용하여 기판위에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실시했다. 제작공정의 순서는 그

림 45과 같이 몰드와 기판을 서로 눌러주는데 이 때 일정한 압력과 UV를 쏘여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몰드와 기판을 때어낸다. 이후 에칭공정과 lift-off 공

정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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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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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기적 측정 기반의 바이오센서 개발을 위해 선택되었다. SOI 소자의 장점으

로는 저전압으로 고감도 민감성으로 제공하고 발열이 적고 소비 전력 등에 있어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45.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모식도 그림 46. 금속 lift-off후 형성된

나노와이어 및 패턴의 SEM 사진

그림 47. 금 전극의 제작방법 및 제작후의 현미경 이미지.

- 그림 47은 그림 46의 SOI 기판을 이용해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섀도우

마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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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하였고, 이 시스템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반도체 분석 장비를 이

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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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실제로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반도체 고유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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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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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센서 제작이 가능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림 47. 실시간 검출을 위한 최종

시스템
그림 48. p-type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전기적 특성 그래프

라. 결론

- PC, PVC, PCL, PET, PVDF, PTFE, PE 등 2종 이상의 재료를 이온주입을 통

해서 표면에 재료의 특성 및 이온주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선택적으로 관

능그룹들을 성공적으로 형성 시켰고 선택적으로 형성된 관능그룹들에 1종 이상

의 세포, 단백질, DNA 등을 생체분자들을 고정화하여 50 μm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을 형성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 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술 개발

[요약]

- 세포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재료 쓰이는 플루로닉(pluronic)과와 폴리하이드

록시스티렌(Poly(p-hydroxy styrene) 등의 재료를 실리콘 웨이퍼(Si-wafer)나 고

분자 재료 위에 박막을 형성시킨 후에 다양한 조건에서 이온 주입하여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을 형성하고 형성된 패턴의 표면 특성들을 적외선 분광분석기,

X-ray 광전자 분광 분석기, 접촉각 측정기, 주사전자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다.

. 고분자 및 세라믹 재료 위에 비특이성 흡착 방지 고분자(PEG, PHS 등)들을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 100 μm 이하의 흡착 방지 패턴 형성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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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으며, 비이온주입 부분에만 세포가 선택적으로 부착하였음.

- 최종적으로 생체분자 비특이성 흡착방지용 패턴를 이용하여 세포의 비특이성 흡

착을 유도하여 형성된 비특이적 세포 패턴은 광학 현미경 및 형광 현미경을 이용

해 관찰하였다.

<비특이성 흡착 방지 패턴 형성 및 세포 배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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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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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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 된 재료의 표면에 인간(human) 및 쥐(mouse) 유래의 섬유아세포주

(fibroblasts: HEK293, NIH3T3) 및 각질세포주(human keratinocyte)를 배양하였

다. 배양액은 10% 우태혈청(FBS: fetal bovine serum)과 1% 항생제(penicillin

streptomycin)가 포함된 DMEM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를 사용하였

다. Trypsin-EDTA를 이용하여 세포를 떼어내 적정 농도로 희석된 세포를 재료 위

에 적절한 농도로 뿌려주고 배양기 내에서 24~48시간 배양하였다. 세포의 형광염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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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 1 x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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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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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루로닉 (Pluronic) 패턴의 분석

- 그림 50은 세포배양용 디쉬 위에 형성된 Pluronic 박막에 100/200 μ

m(space/line)의 패턴 마스크(SUS)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 하에서 이온주입한

후 현상을 통해 형성시킨 Pluronic 음각(negative) 패턴들의 사진이다. 그림에 나

타낸 바와 같이 1 x 1014 ions/cm2 이상의 이온주입량에서는 Pluronic 패턴 형성

이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패턴형성 방법은 방사선에 의해 가교

가 일어나는 Pluronic에 선택적으로 이온주입을 하면 이온주입한 부분에만 가교

가 되어 현상 시에 용매에 녹지 않은 반면에, 조사되지 않은 부분은 녹게 되는

용해성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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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도 이온주입량에 따라서 증감을 보이다가 1 x 1015 ions/cm2에서 다시 감소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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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S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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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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팩트럼이다. 순수한 Pluronic의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FT-IR 스펙트럼 상에서

확인 될 수 있는 특성피크들이 존재하였다. 반면에 이온주입한 Pluronic에서는

OH와 C=O 그룹들이 새롭게 생성되었다. 또한 이온주입량이 증가하면서 OH의

피크 크기는 증가하였고 C=O에 대한 피크는 5 x 1014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

서부터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5 x 1014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서부터는

Pluronic의 화학적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 그림 53는 이온주입에 따른 Pluronic의 젖음성(wettability)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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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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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1 x 1015 ions/cm2이상의 이온주입량에서의 경우에서는

앞서와 같은 결점들이 없는 매끈한 표면의 PHS의 패턴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며 잘 제어된 PHS의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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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에서는 C-C/H와 C-O에 대한 피크들만 각각 285 와 286.5 eV에서 나타났다. 하

지만, 이온주입 된 PHS의 경우에서는 C=O와 (C=O)-O에 대한 새로운 피크들이

생성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온주입량에 따른 PHS의 화학조성의 변화를

나타낸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이온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소(O)의 원소함

량은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탄소(C)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런 결

과는 이온빔 동안에 일어나는 산화반응, 탄화반응 등에 의해서 PHS의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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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가교된 Pluronic 고유의 입체장애(streric hinderance)효과에 의해 생체분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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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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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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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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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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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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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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ication에 의하여 분산시켰다. 증류수에 분산된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산소

혹은 오존을 포화시켰다. 이들 혼합액을 2.5 kGy/h 선량율로 30~120 kGy까지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혼합액을 여과하고, 증류수로 여러번 씻어준 다

음,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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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된 탄소나노튜브의 물성을 라만분광분석기와 X선 회절분석기(XRD)를 통하

여 분석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절단>

<방사선을 이용하여 절단된 탄소나노튜브의 TEM 사진>

제3절 탄소나노튜브 표면 개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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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탄소나노튜브 절단평가

- 그림 1은 다양한 조사선량율(kGy/h)과 흡수선량(kGy)에서 조사된 다층벽 탄소

나노튜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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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된 MWCNT들은 0.5 μm ~ 2.05 μm의 길이로 절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3은 raw-SWCNT를 다양한 과산화수소 농도(wt%)와 흡수선량(kGy)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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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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에 절단된 MWCNTs(b-f)의 T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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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나노

튜브의 결정성과 관계되는 G피크와 탄소나노튜브에 존재하는 결점들에 의해 나타

나는 D피크를 의미한다. 따라서 D피크와 G피크의 비(D/G)를 계산하면 MWCNT

에 어느 정도의 결점들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c)는 순수한

MWCNT와 다양한 조건하에서 절단된 MWCNT들의 G피크와 D피크의 비(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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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MWCNT의 D/G 값에 비해 다양한 조건하에서 조사

된 MWCNT들에 대한 D/G값들이 조사선량율과 흡수선량에 상관없이 약간 증가

하였다. 따라서 Raman결과로부터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탄소나노튜브가 절단은

되었으나 이때 탄소나노튜브에 결점들은 많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 그림 5는 순수한 MWCNT와 다양한 조건에서 절단된 MWCNT의 X선 회절분

석 (XRD)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절단된 MWCNT들의 XRD 결과는 일반

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MWCNT의 결정 격자에서 보여주는 (001)과 (002)의 회

절에 의해 나타나는 26도와 44도에서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XRD결과로부터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MWCNT들의 본래의 구조는 유지되면서

단순히 절단만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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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나노튜브의 복합재 내에서 wetting 및 dewetting 과정 중의 영향을 분석한 결

과, 길이가 길어질수록 탄소나노튜브가 dewetting에 대하여 복합재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중성자 산란에 의한 분석결과 고분자 사슬의 확산에

나노튜브의 길이에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현상은 탄소나노튜브가

개개의 고분자 사슬과는 상호작용이 없으나, 뒤엉켜진 긴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dewetting에 대하여 고분자의 long-range motion을 방해하는데서 기인한다.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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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탄소나노튜브의 복합재 내에서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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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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1 ~ 2.5 kGy/h 선량율로 6 ~ 120 kGy 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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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나노튜브(SWCNT- or MWCNT-g-PAAc)를 제조하였음.

.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중합법에 의하여 폴리스티렌 및 폴리아크릴산이 그

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였음.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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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에 약간의 결점들이 발생되지만, 방사선 조사 전 본래 탄소

나노튜브의 구조적 특성들은 유지됨을 확인하였음. 분산성 평가 결과, 그라프트

되는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 유기용매 혹은 수용액 상에서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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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8은 다양한 조건에서 제조한 SWCNT-PS들의 흡수선량과 반응 모노머 농

도에 따른 그라프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60 kGy

까지는 그라프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로 증가하였고 이후부터는 그라프

트율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프트율

도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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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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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CNT-g-PAAc들의 흡수선량과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흡수선량과 단량체 농도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프트 율은 증가하는는 경향

을 보였다. 그라프트 율이 14 중량%정도로 가장 높은 그라프트 율을 보였을 때

의 조건은 12 부피% AAc 용액에 SWCNT를 분산시켜 16 kGy 정도 조사했을

때였다. 이런 결과는 단량체의 반응성에 따라서 흡수선량에 차이가 있지만 흡수

선량이 증가하면 라디칼과 같은 활성종이 많이 생성되고 농도가 증가하면 그라

프트에 참여하는 단량체가 많아짐에 의한 것이다.

그림 8. 흡수선량에 따른 SWCNT-g-PS의 그라프트율 (a) 및 SWCNT-g-PAAc의

그라프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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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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프트 율은 증가하였고 모노머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50 vol% styrene

용액 까지는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50 vol% styrene 용액

에 MWCNT를 분산시켜 30 kGy 정도 조사 했을 때 가장 높은 13 중량%를 보

였다. 그림 38(b)는 제조된 MWCNT-g-PAAc들의 흡수선량과 농도에 따른 그

라프트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프트 율은

증가하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프트 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라

프트 율이 20 중량%정도로 가장 높은 그라프트 율을 보였을 때의 조건은 15 부

피% AAc 용액에 MWCNT를 분산시켜 16 kGy 정도 조사했을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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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라프트된 고분자 화학구조 확인

- 그림 10(a) SWCNT-g-PS의 1H NMR 분석 스펙트럼을 보면 폴리스티렌(PS)의

-CH2-, -CH-, 와 벤젠고리의 H에 대한 특성피크들이 각각 1.33, 1.85 과 7.23

ppm에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b)에서도 SWCNT-g-PAAc의 1H

NMR 분석 스펙트럼에서도 폴리아크릴산의 -CH- 에 해당하는 2.35 ppm에서

피크와 -CH2-에 대한 피크들이 1.41 ~ 1.91 ppm에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라만분석을 통해 얻어진 D/G비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SWCNT-g-PS와 SWCNT-g-PAAc의 경우 모두 D/G비의 값이 pristine

SWCNT에 비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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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그림 12. MWCNT-g-PS의 1H NMR (a) 및 MWCNT-g-PAAc의 1H NM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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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a)에서 MWCNT-g-PS의 1H NMR 분석 스펙트럼을 보면 폴리스티렌

(PS)의 -CH2-, -CH-, 와 벤젠고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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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서 MWCNT에 폴리스티렌과 폴리아크릴산이 잘 그라프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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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이 상대적으로 매끈하고 직경이 그라프트가 되지 않은 Pristine-SWCNT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1의 분산성시험의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SWCNT-g-PS는 THF 용매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분산된 상태

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라프트 중합으로 인하여 유기용매에 대한

SWCNT의 분산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AAc를 그라프트 중합하여 제조한

SWCNT-g-PAAc들의 TEM 사진들에서도 그라프트로 인하여

Pristine-SWCNT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산성시험의 사

진들을 통해서 보아도 SWCNT-g-PAAc는 H2O 용매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

서 분산된 상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라프트 중합으로 인하여

수용성용매에 대한 SWCNT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15의 TEM 사진들에서와 같이,그라프트된 MWCNT-g-PS의 직경이 그라

프트가 되지 않은 raw-MWCNT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5에서 우측 분산성시험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MWCNT-g-PS는 THF

용매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이는 그라프트 중합

으로 인하여 유기용매에 대한 MWCNT의 분산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 그림 16의 TEM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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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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는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을 개질한 후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형성된 관능그룹

(COOH)에 단백질과 DNA를 도입하여 생체분자로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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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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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WCNT-g-PAAc들의 직경이 그라프트가 되지 않은 raw-MWCNT에 비해

훨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측 분산성

시험의 사진을 통해서 보아도 MWCNT-g-PAAc는 증류수에서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분산 된 상태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라프트 중합으로

인하여 수용성 용매에 대한 MWC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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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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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프트 율을 보였다. 그리고 1수소 핵자기공명 분광분석기 (1H NMR)와 투과전자현

미경 (TEM) 분석 결과를 통해서 폴리스티렌와 폴리아크릴산이 탄소나노튜브에

성공적으로 그라프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생체 분자로 개질된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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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O의 함량이 줄면서 단백질의 구성원소인 질소 (N)와 황(S) 원소가 새롭

게 확인 되었고 DNA의 경우도 DNA의 구성원소인 N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형광현미경 분석 결과, 일반 탄소나노튜브는 형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형광이

도입된 단백질과 DNA가 도입된 탄소나노튜브는 형광이 명백히 나타남을 확인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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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하였고 생체분자가 도입된 탄소나노튜브는 형광현미경과 X-ray 광전자 분

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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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은 MWCNT-PAA의 TGA 분석와 라만분석 결과이다. 그림 17(a)에서 나

타낸 TGA 분석결과에서 볼수 있듯이 순수한 MWCNT는 700
o
C 온도까지 열분

해에 의한 중량손실은 없었지만 순수한 폴리아크릴산은 150 oC에서부터 열분해에

의한 중량손실이 시작됨이 확인 되었고 이에 MWCNT-g-PAA는 순수한 폴리아

크릴산과 비슷한 온도구간에서 열분해에 의한 중량손실이 시작됨으로써 PAA가

그라프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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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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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순수한 MWCNT의 D/G 값을 계산한

결과 0.90을 보였지만 MWCNT-g-PAA는 상대적으로 높은 1.02의 D/G 값을 나

타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폴리아크릴산(PAA)가 성공적으로 공유결합을 통해

그래프트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7. 순수한 MWCNT, 폴리아크릴산(PAA),와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MWCNT(MWCNT-g-PAA)의 TGA 분석(a)와 라만 분광스팩트럼(b).

나. 생체 분자 도입된 탄소나노튜브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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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은 생체분자들을 도입된 MWCNT의 표면성분분석 결과이다. 그림 18에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탄소나노튜브에 비해 MWCNT-g-PAA는 PAA의 그

라프트로 인하여 산소 (O)의 함량이 크게 증가함을 보였고(그림 18(b))

MWCNT-g-PAA에 DNA를 고정화 한 경우는 DNA의 구성원소인 질소 (N)가

존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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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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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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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적용될 수 있으며,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혹은 물리적인 방

법들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면 성질만을 개

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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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량체(아크릴산)의 그라프트 중합을 통해 고분자 재료(PET, PTFE, FEP 등)들

의 표면에 생체분자의 고정화를 위한 방사선 이용 반응기(COOH 등)에 대한 패

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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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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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존재함을 통해서 DNA와 Protein과 같은 생체분자들이 MWCNT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19는 생체분자들이 도입인 MWCNT의 형광현미경 사진들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탄소나노튜브에서는 형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형광이 표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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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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 형성시킴.

- 사용된 이온주입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300-keV

이온주입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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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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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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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되었다. 먼저 가속된 고에너지의 이온들을 자체 제작한 마스크를 통하여 고분자

재료의 표면에 주입하여 친수성기 혹은 라디칼 등의 활성종을 발생시켰다. 이때

사용된 고분자 재료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

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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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 1 x 1016 <0.5

PET H 200 1 x 1014 ~ 1 x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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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서 하루 동안 방치하여 peroxide 등의 활성종을 발생시켰다. 그 다음 이 고분자

기판를 기능성 단량체 용액에 넣어 그라프트 중합시켰다. 이때 사용된 기능성

단량체는 아크릴산(acrylic acid)이며, 그라프트 중합은 아크릴산 수용액(10

wt%)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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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에

서 5 시간 동안 반응을 하였다. 이 후, 이온 주입된 필름과 이온주입되지 않은

필름이 들어 있는 DPPH 용액들에 대해 520 nm의 최대흡광도를 측정하여 과

산화물 농도(peroxide concentration)를 계산하였다.

- 또한, 그라프트 율(Grafting degree)은 Toluidine Blue 염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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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Toluidine Blue O (0.5 mM, pH 10)의 용액에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PTFE를 담가 실온에서 6시간 동안 Toluidine Blue O 염료와 카복실기를 반응시키

면 Toluidine Blue O 염료와 카복실산은 1：1로 반응한다. 계속해서 수산화나트륨

용액(pH 9)에서 30초간 50 rpm으로 세척을 한 후 아세트산 50% 수용액에서 12시

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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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기서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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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부

민 단백질로 블로킹(Blocking)한 후 고정화된 1차 항체 위에 항원 (AFP protein;

간암 특이 발현 단백질) 을 표적분자로써 적용하였다. 표적분자인 항원은 검출한계

를 알 수 있도록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적용하였다. 표적분자의 형광검출을 위해 항

원항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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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

분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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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태혈

청(FBS ; Fetal Bovine Serum)과 1% 항생제(Penicillin streptomycin)가 포함 된

DMEM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를 사용하였다. 먼저 Pluronic 패턴

을 갖는 세포배양용기를 70% 에탄올로 멸균하였다. 이미 배양중인 NIH3T3 세

포를 PBS 완충용액으로 세척하고 Trypsin-EDTA 처리로 배양용기로부터 떼어

내어 배양액으로 단일세포로 고루 풀어주었다. 떼어낸 세포를 적색형광(PKH26:

cell prolifieration tracer)으로 3~5 분간 염색하고 배양배지로 3번 세척하여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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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이다. 과산화물의 농도는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까지 증가함에 따라 계

속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1 x 1015 ions/cm2 의 이온주입량을 초과할 경우

표면에 탄소화 반응으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노랗게 변색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이온주입을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량을 초과하여 진행하지

않았다. 이온주입량에 따른 과산화물 농도의 변화는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

입량까지는 이온주입 이후에 표면에 생성되었던 라디칼들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반응(oxidation)으로 인하여 많은 과산화물이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그림 3은 이온주입량에 따른 PTTE에 그라프트 된 폴리아크릴산(PAAc)의 그라

프트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라프트율은 앞서 언급한 이온주입량에 따른

과산화물농도의 변화와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기능성 모노머로 아크릴산

(AAc) 사용하여 그라프트 중합하는데 있어서 생성된 과산화물이 개시제로 작용

하기 때문에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은 생성된 과산화물의 농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산화물이 농도가 가장 높았던 1 x 1015 ions/cm2의 이온주입

량에서 4.2 μ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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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의 변화에 대한 FT-IR 분석결과이다. 순수한 PTFE에 비교했을 때 이온주

입 후에는 별다른 화학적 변화를 관측 할 수 없었지만 아크릴산을 그라프트 중합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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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710 과 3140 cm-1 근처에서 아크릴산의 카르복시산(COOH)에 대한 특성 피크들

이 존재함을 통해 아크릴산이 PTFE 표면에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 그림 5는 이온주입량에 따른 순수한 것, 이온주입 된 것, 그리고 그라프트된

PTFE의 접촉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약 108 도의 접촉각을 갖는 순수한

PTFE에 비해 이온주입된 PTFE (implanted)는 이온주입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8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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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에 대한 메커니

즘인 Norrish II 반응에 때문이다. 따라서 1 x 1015 ions/cm2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주입량에서는 생성된 -OH, -COOH,와 같은 친수성 관능그룹이 분해되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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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2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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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C=C-가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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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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온주입량에 따라 생성되는 과산화물(Peroxide)의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입량에 따라 생성되는 과산화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런 결

과는 앞서 PTFE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1 x 1015 ions/cm2 이하의 이온주입

량에서는 이온주입후의 산화 반응으로 인하여 과산화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성

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그림 9는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에서 처리한 FEP에 아크릴산(AA)를 그라프트

중합하였을때 이온주입량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주입

량에 따른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 변화는 과산화물의 농도의 변화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그라프트 중합 시에 생성된 과산화물이 개시제로 작용하

기 때문에 많은 과산화물이 존재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그라프트 반응이 일어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산화물의 농도가 가장 높았었던 1 x 1015 ions/cm2의 이

온주입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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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P-g-PAA들의 FT-IR spectra를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FEP 스팩트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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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2-와 -CF3 들의 신축진동들에 의하여 각각 1201-1145 cm-1와 981 cm-1에서

FEP의 특성피크들이 확인 되었고 이온주입 후에는 이온 주입량에 따라서 순수

한 FEP의 CF2의 피크의 크기가 작아지고 과산화물COOR) 또는 OH에 해당하는

피크가 3450 cm-1에서 새롭게 형성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FEP-g-PAA의 스택트럼 상에서는 아크릴산의 -COOH에 대한 피크가 3105

와 1710 cm-1에서 명백히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PAA가 성공적으로 그라프트

중합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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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다훨씬 감소하여 9 x 1014 ions/cm2에서 40도 정도까지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접촉각의 변화는 이온빔에 조사에 의해 과산화물 등과 같은 친수성기가 조

사표면에 생성되고 이를 이용하여 친수성인 아크릴산(AAc)를 그라프트 중합함

에 따라서 FEP의 표면이 보다 친수성으로 바뀌고 그라프트율에 따라서 친수성

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 기판위에 형성된 반응기 패턴에 생체분자의 선택적 고정화

(1)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기판위에 생체분자 패턴형성

그림 12.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하에서 선택적으로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 된 PTFE

(PTFE-g-PAA) 표면에 형성된 탄저균 DNA 패턴들의 형광 현미경 사진.

- 그림 12는 다양한 이온주입 조건하에서 40 μm 메시 마스크 존재 하에서 선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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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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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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프

트된 PTFE-g-PAA 기판에 형성된 간암표지자(AFP) 패턴들의 형광 사진이다.

PTFE-g-PAA 기판 위에 형성된 간암표지자(AFP) 패턴도 마찬가지로 그림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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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저

균 DNA 패턴들이 형성되었음을 확인되었으며, 특히 5 x 1014 ions/cm2에서 탄

저균 DNA 패턴의 형광 세기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온주입과정에서

일어나는 산화반응에 의해 보다많은 카르복실산(COOH)이 5 x 1014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서 보다 많이 형성됨에 따라서 보다많은 탄저균 DNA가 고정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저균 DNA의 패턴의 형광 세기가 PET 기판위에 형

성된 카르복실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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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위에 형성된 간암표지자(AFP) 패턴의 형광사진들이다. 앞서 그림 14의 탄저

균 DNA 패턴 형성과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형성된 형광패턴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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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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빔 처리하여 Pluronic 패턴을 만든 후 1차 및 2차 세포배양을 통해 형성된

이종세포패턴의 형광현미경 사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세포(적색)

는 이온빔에 의해 Pluronic 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선택적으로 자랐으며 2차

세포(녹색)는 이온빔 처리된 Pluronic 위에 잘 자라서 또 다른 세포패턴을 형성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1차세포 패턴의 경우 Pluronic 의 고유 성질인

생체분자 비접착성(antifouling effect)에 의해 Pluronic 을 제외한 세포배양용기

부분에 선택적으로 패턴을 형성했으며, 2차세포의 경우 이온주입에 의해

Pluronic 표면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2차세포가 접착할 수 있는 표면조건이 이루

어져 2차 세포패턴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표면에 서로 다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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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의 농도에 따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형광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특히 1 x 10
15
ions/cm

2
의 이온주입량에서 동일 표적 DNA의 농도에서 형광검

출감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이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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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량에 따라 달라져 포획분자인 탐침 DNA의 고정화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PTFE 고분자 기판은 그라프트율이 가장 좋고 표적분자의 검출 감도가

가장 높은 1 x 1015 ions/cm2 의 조건에서 DNA 센서 기판으로서의 적용성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형광검출기반 센서용 기판은 탄저균 표적 DNA에 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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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8은 앞서 탄저균 DNA 형광검출평가와 마찬가지로 PTFE 기판을 이용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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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지자(AFP)의 형광검출 감도평가와 형성된 DNA 패턴들의 3차원 사진이다. 앞서 그

림 17의 탄저균 DNA센서 형광검출 평가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형광검출 감도는 폴리아크릴산의 그라프트율에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제

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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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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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 기판을 이용한 탄저균 DNA센서의 형광검출 감도평가에 대한 결과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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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DNA 패턴들이 잘 형성 되었으며 표적

DNA의 농도에 따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형광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특히 5 x 1014 ions/cm2의 이온주입량에서 동일 표적 DNA의 농도에서 형

광검출감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온주입량에 따라 형성된

COOH의 농도에 의해 포획분자인 탐침 DNA의 고정화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PET 고분자 기판은 형성된 COOH의 농도가 가장 높고 표적분자의

검출 감도가 가장 높은 5 x 1014 ions/cm2 의 조건에서 DNA 센서 기판으로서의

적용성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조된 형광검출기반 센서용 기판은 탄

저균 표적DNA에 대해 최대 4 ng/ml의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 그림 20은 앞서 탄저균 DNA 형광검출평가와 마찬가지로 COOH가 패턴화된

PET 기판을 이용한 간암표지자(AFP)의 형광검출 감도평가와 형성된 DNA 패

턴들의 3차원 사진이다. 앞서 그림 20의 탄저균 DNA 센서 형광검출 평가 결과

와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형광검출 감도는 생성된 COOH의 농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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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자 검출 감도 측정

그림 21. FEP 기판을 이용한 탄저균 DNA 센서의 형광이미지 및 검출감도

그림 22. FEP 기판을 이용한 간암표지자(AFP)의 형광이미지 및 검출감도

- 그림 21은 선택적 이온주입을 통해 제조한 FEP-g-PAA 기판을 이용한 탄저균

DNA 센서의 형광검출 감도를 ArrayWorx 스캐너를 통해 평가한 결과이다. 그

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DNA 패턴들이 잘 형성 되었으며 표적

DNA의 농도에 따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형광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



- 115 -

며 탄저균 표적 DNA에 대해 최대 10 fg/ml의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 그림 22는 앞서 탄저균 DNA 형광검출 평가와 마찬가지로 FEP 기판을 이용한

간암표지자(AFP)의 형광검출 감도를 ArrayWorx 스캐너를 통해 평가한 결과이

다. 앞서 그림 21의 탄저균 DNA 센서 형광검출 평가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제조된 형광검출기반 센서용 기판은 간암 표지자(AFP)에 대해 최대

10 pg/ml의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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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단백질 항원이 사용되었다.

그림 23. 나노와이어상의 생체분자 고정화 모식도.

- 그림 23은 실리콘 와이어 위에 표면 개질을 통한 고정화 및 생체분자 반응기술

의 간단한 모식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체의 고정화를 위해 항체와 결합이 용

이한 알데하이드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triethoxysilanealdehyde 유기 화합물을

이용하였다. 반응조건으로는 10 mM 농도의 실란용액에 OH 그룹이 활성화된 기

판을 1시간 동안 담근 후 세척하면 나노와이어 표면과 실란 화합물이 자동적으

로 가지 조립(self-assembly)이 일어나게 된다. 이 후 10 μM 농도의 모델단백질

항체를 상온에서 알데하이드 그룹이 활성화된 나노와이어와 1시간 동안 반응시

키면 항체의 고정화가 형성된다. 여기서 나노와이어 상의 항체가 고정화가 안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게 때문에 ethanol amine 을 이용하여 blocking 을 해준다. 끝

으로 모델단백질 항체와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단백질 항원을 반응시켜 줌으로써

실리콘 나노와이어와 생체분자의 복합체 형성기술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진은

위와 같이 정립된 생체분자 복합체 형성기술을 바탕으로 미세 전기적 신호를 응

용한 전류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 표면에서의 생체분자의 반응을 전기

적 신호로 나타내었다.

- 그림 24는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전기적 측정용 시스템에 대한 개략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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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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전기적 항원-항체 측정

시스템의 개략도

그림 25.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한

나노와이어의 전류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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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이다. 앞서 제작된 나노와이어는 단계별 Gate 전류의 양에 따라 전류이 양이 증

가하는 (A) 결과와 서서히 증가하는 Gate 전류의 양에 따라 양수에서 Drain 전

류가 증가하는 (B) 결과를 통해 실리콘 나노와이어가 디바이스로써 잘 동작하는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확인된 나노와이어의 전류의 특성을 이용하여 항

원-항체간의 상호반응을 전기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였

다. 항원의 경우 PBS 버퍼용액의 pH 에 따라 net charge 가 변하게 되는데, 생

체분자의 Isoelectric point(pI) 값에 따라 charge 가 달라진다. β-Amyliod 의 전

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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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스의 경우 n-type 의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pH농도를

b-amyloid 의 pI 값보다 높은 농도로 사용해 -의 전하를 띠게 해주었다. 중성의

항체가 고정화된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하여 -의 항원과의 결합을 반도체 측

정 장비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 26과 같이 전류변화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형성된 항체와 항원이 결합함으로써 변하는 전도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위 그림과 같이 전도도가 변하는 이유는 실리콘 나노와이어 표면에 형성된 -의 채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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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방사선 기반 기술은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광산 발생제 및 가교제와 같은 화

학물질들이 필요 없이 고분자를 가교할 수 있고 금속 나노입자들의 전구체들을

환원 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 조사량과 에너지를 손쉽게 조절할 있기 때문에 공

정의 재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기존 방법에서 사용되는 금속 증

착, lift-off 등의 공정이 필요없어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방사선(이온빔과 전자빔)을 이용하여 전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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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낸바와 같이 각각의 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하나의 신호 내에서

동시에 측정하였다. 생체분자의 농도는 1 nM에서 1 pM까지 고농도에서 저 농

도까지 다양하게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고농도에서 전기전도도가 떨어지는 폭과

저 농도에서 떨어지는 폭이 농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1 pM

의 극저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높은 민감도를 가지는 센서의 동작을 확인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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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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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방사선을 이용한 전자회로 패턴 형성 및 전자 소자

응용 기술 개발

1. 미세전자회로 패턴 형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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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용 금속나노입자 패턴 및 고분자 기반 전도성 패턴을 형성하였음.

. 금속 나노입자 또는 금속나노입자의 전구체를 함유한 고분자 박막(PVP,

Pluronic)과 단일고분자 박막(PAN)에 마스크를 통한 선택적 이온빔 조사 또는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금속나노입자를 함유한 고분자 패턴들을 형성

시킨 후 고분자는 열처리를 통해 제거하여 전자회로 패턴형성을 위한 50 μm

이하의 금속 나노입자 패턴(최소 해상도 500 nm)을 형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형성된 PAN 패턴을 탄화를 통해서 1 x 10-3 S/cm 이상의 전도도를 갖는 50

μm 이하(최소 해상도 500 nm)의 전도성 패턴을 성공적으로 형성하였음.

- 사용된 이온빔와 전자빔 리소그래피 장치는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의 300-keV 이온주입 장치와 30 keV 전자빔 리소그래피(direct electron

beam lithography)용 장치임. 금속 나노입자의 형성 여부는 자외선-가시광선 분

광기(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고분자 박막의 두께

는 표면단차측정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금속 나노입자들을 함유한 고분자

패턴 및 고분자 패턴 형성 여부, 열처리에 의한 패턴의 형태학적 변화, 금속 나

노입자패턴의 형성 여부 및 패턴의 성분 등을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

(EDX)가 장착된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였

고 전도도는 전류전압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이온빔을 이용한 금속 나노입자(Ag NPs)를

함유한 PVP 박막 패턴 형성 및 열처리를 통한

금속 나노입자 패턴 형성>

<직접전자빔주사를 이용한 금속나노입자(Ag

NPs)를 함유한 PVP 박막 패턴 형성 및

열처리를 통한 금속나노입자 패턴 형성>

가. 방사선을 이용한 금속 나노입자 함유 고분자 패턴 및 금속 나노입자 패턴형

성 및 고분자 기반 전도성 패턴형성

- 방사선을 이용한 금속 나노입자 함유 고분자 패턴 및 금속 나노입자 패턴 형성

및 고분자 기반 전도성 패턴 형성은 아래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금

속나노입자의 전구체 또는 금속나노입자를 함유한 PVP 또는 Pluronic 고분자 용

액과 단일 고분자(PAN) 용액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전도포 하여 400 nm 두께

의 고분자 박막들을 제조하였다 (표 1와 2). 제조된 고분자 박막에 자체 제작한

마스크(SUS, 50 μm의 공간 패턴, 150 μm 피치)를 통하여 가속화된 이온을 선택

적으로 조사하거나 마스크 없이 직접 전자빔 리소그래피(directing electron beam

lithography)를 통해 선택적으로 조사하였다. 상기 이온빔 조사에 사용된 이온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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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300-keV 의 이온주입장치이며, 200 keV의 이온빔 에너지로 1014 ~ 1016

ions/cm2의 이온들을 조사하였다(표 1와 2). 상기 전자빔 장치는 전자주사현미경

(JEOL-6390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부착된 미세패턴형성 시스템

(nanometer pattern generation system (NPGS, JC Nabity, USA))이며, 30 keV의

전자빔 에너지로 50 ~ 800 μC/cm2의 조사량으로 조사하였다. 이온빔 및 전자빔

조사 후, 조사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는 현상과정을 통해 금속 나노입자가 함유

된 고분자 패턴과 고분자 패턴을 형성하였다. 이후, 금속 나노입자 패턴을 형성

시키기 위해 형성된 금속 나노입자가 함유된 고분자 패턴을 350 oC 핫-플레이트

위에서 3시간 동안의 열처리를 통해 완전히 고분자(PVP 또는 Pluronic)들을 제거

하여 금속 나노입자 패턴을 형성하였고, 단일고분자(PAN) 패턴의 경우 1000 oC의

탄화처리를 통해서 전도성 패턴을 형성하였다.

그림 1. 이온빔을 이용한 금속 나노입자 함유 고분자 패턴 및 금속 나노입자 패턴

형성 모식도

표 1. 금속 나노입자 함유 고분자 패턴 형성을 위한 이온빔 조사 조건

고분자 박막

이온주입 조건

이온원
에너지

(keV)

이온주입양

(ions/cm2)

전류밀도

(μA/cm2)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PVP

박막1
H 200

1 x 1014 ~ 1 x

1016
<1.0

은 나노입자의

전구체(AgNO3)를 함유한

Pluronic 박막2
H 200

1 x 10
14
~ 1 x

1016
<1.0

PAN 박막
3

H 200
1 x 1014 ~ 1 x

1016
<1.0

1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PVP 박막: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PVP), Mw:

40,000, Aldrich)을 에탄올 용매에 녹여 제조한 10 wt%의 PVP에 PVP의 양에 대해 5 ~ 10

phr의 질산은(AgNO3, 99%, Showa)을 첨가한 후 실온에서 24 시간 지속적인 교반을 통해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PVP 용액을 제조하였고, 제조된 용액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3000 rpm에

서 회전 도포하여 박막을 제조하였음.
2은 나노입자의 전구체(AgNO3)를 함유한 Pluronic 박막: 플루로닉(Pluronic, F-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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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rich)을 에탄올 용매에 녹여 제조한 10 wt%의 Pluronic의 양에 대해 10 ~ 40 phr의 질

산은(AgNO3, 99%, Showa)을 첨가한 후 실온에서 12시간 지속적인 교반을 통해 은 나노입

자의 전구체(AgNO3)를 함유한 Pluronic 용액을 제조하였고, 제조된 용액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3000 rpm에서 회전 도포하여 박막을 제조하였음.
3
PAN 박막: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 Mw: 150,000, Aldrich)를 디메틸포름아마이드 용매

에 5 중량%의 용액을 만들고 실리콘 웨이퍼 위에 실리콘 웨이퍼 위에 3000 rpm에서 회전

도포하여 박막을 제조하였음.

표 2. 금속 나노입자 함유 고분자 패턴 형성을 위한 직접 전자빔 조사 조건

고분자 박막

직접 전자빔 조사 조건주입 조건
에너지

(keV)

빔전류

(pA)

Spot size

(nm)

조사량

(μC/cm2)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PVP

박막1
30 10 36 20 ~ 800

금 나노입자의

전구체(HAuCl4)를 함유한 PVP

박막2
30 10 36 20 ~ 800

1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PVP 박막: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PVP), Mw:

40,000, Aldrich)을 에탄올 용매에 녹여 제조한 10 wt%의 PVP에 PVP의 양에 대해 5 ~ 10

phr의 질산은(AgNO3, 99%, Showa)을 첨가한 후 실온에서 24 시간 지속적인 교반을 통해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PVP 용액을 제조하였고, 제조된 용액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3000

rpm에서 회전 도포하여 박막을 제조하였음.
2금 나노입자의 전구체(HAuCl4)를 함유한 PVP 박막: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PVP), Mw: 40,000, Aldrich)을 에탄올 용매에 녹여 제조한 10 wt%의 PVP에

PVP의 양에 대해 20 ~ 30 phr의 tetrachloroaurate (III) hydrate(HAuCl4·nH2O, n= 3.5,

Kojima Chemial Co., Ltd.)을 첨가한 후 실온에서 2 시간 지속적인 교반을 한후 필터를 통

해 용액을 금 나노입자의 전구체(HAuCl4)를 함유한 PVP 용액을 제조하였고, 제조된 용액

을 실리콘 웨이퍼 위에 3000 rpm에서 회전 도포하여 박막을 제조하였음.

- 금속 나노입자의 형성 여부는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기(UV-Vis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고분자 박막의 두께는 표면단차측정기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금속 나노입자들을 함유한 고분자 패턴 형성 여부, 열처리에 따른 형성된

고분자 패턴들의 형태학적인 변화, 금속 나노입자패턴의 형성 여부 및 패턴의 성분

등을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EDX)가 장착된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FE-SEM)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전도도는 전압전류측정기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나. 이온빔 및 전자빔에 의해 형성된 금속 나노입자 함유된 고분자 패턴 및

PAN 패턴 분석

(1) 은 나노입자가 함유한 폴리비닐피롤리돈(PVP) 박막을 통해 형성된 패턴 분석

- 그림 2는 다양한 질산은 함량에서 제조된 PVP용액에 은 나노입자들의 형성되 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AgNO3 함량에 따라 제조된

PVP/은 나노입자 용액의 UV-Vis 스팩트럼 상에서 구형의 은 나노입자가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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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 은 나노입자의 특성적인 표면공명에 의해 나타나는 420 nm 파장 정도에

서의 대칭성 흡수 피크가 나타남을 통해 제조된 모든 용액에서 은 나노입자가 형

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AgNO3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다 많은 은 나

노입자가 형성됨에 따라서 피크의 세기(Intensity)가 점점 커지고 이러한 피크의

세기가 커짐에도 피크점의 파장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은 나노입자가 많이 형성되어 서로 뭉쳐짐에 의해 일어나는 파장의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VP 용액에 은 나노입자가 잘 분산된 상태로 제조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그림 2. 다양한 AgNO3 함량에서 제조된 PVP/은 나노입자 용액의 자외선-가시광선

흡수 스펙트럼 (UV-Vis spectrum).

- 그림 3은 다양한 AgNO3 함량에서 제조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 SEM 사진

과 EDX 스팩트럼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서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고분자 패턴 형성을 진행 형성하였지만 그림 3의 SEM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1 x 1016 ions/cm2의 이온빔 조사량에서 잘 제어된 은 나노입자를 함

유한 PVP 패턴들이 형성되고 이 보다 적은 이온빔 조사량에서는 패턴 형성이

잘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 다양한 AgNO3 함량에서 제조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 SEM 사진과

EDX 스팩트럼:(a-c) 5 phr의 AgNO3, (d-f) 10 phr의 AgNO3, 그리고 (g-i)

20 phr의 AgNO3.

- 이와 더불어, 실리콘 웨이퍼 위에 형성된 PVP 패턴들에 은 나노입자들이 존재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SEM 장비에 장치에 부착된 EDX를 이용하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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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패턴들의 화학원소분석을 하였다. 그림 3의 (b), (c), (e), (f), (h), 그리고 (i)

는 다양한 AgNO3 함량에서 제조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에 대한 EDX 스팩

트럼들을 보여주고 있다.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 사이의 공간영역에 대한

EDX spectrum들 상에서는 패턴현상 과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영역들은 완전히

제거가 되여 실리콘 웨이퍼의 구성원소에 해당하는 규소(Si)와 산소(O) 원소들

만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영역에 대

한 EDX 스펙트럼들 상에서는 실리콘 웨이퍼의 구성원소인 Si와 O 외에 가교된

PVP에 해당하는 탄소(C) 원소와 은 나노입자에 해당하는 은(Ag) 원소들이 존

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선택적 이온빔 조사를 통해서 잘 제어된 은 나노

입자를 함유한 PVP 패턴들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전구체(AgNO3)를 함유한 플루로닉(Pluronic) 박막을 통해 형성된 은 나노입자

를 함유한 Pluronic패턴 분석

그림 4. 다양한 질산은(AgNO3) 함량에서 제조된 Pluronic 박막에 이온빔을 1 x

1016 ions/cm2까지 조사하기 전(a) 과 후 (b)의 자외선-가시광선 흡수

스펙트럼 (UV-Vis spectrum).

- 그림 4는 이온빔 조사에 의해 Pluronic/AgNO3 박막에 은 나노입자가 형성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영기판위에 형성된 다양한 AgNO3 함량에서 제

조된 Pluronic 박막에 1 x 1016 ions/cm2 까지 이온빔을 조사 하기전과 후를 자

외선-가시광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4(a) 나타낸 바와 같

이, 이온빔을 조사하기 전의 UV-Vis 스팩트럼 상에서는 구형의 은 나노입자가

형성되었을 때 은 나노입자의 특성적인 표면공명에 의해 나타나는 420 nm의 파

장에서의 대칭성 흡수 피크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4(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 x 1016 ions/cm2의 조사량 까지 조사된 Pluronic/AgNO3 박

막들의 스펙트럼들 상에서 구형의 은 나노입자가 명확히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특성적인 피크가 420 nm에서 존재하고, 전구체인 AgNO3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서 은 나노입자의 특성피크의 세기(Intensity)가 점점 커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Pluronic/AgNO3 박막에 이온빔 조사를 통해 은 나노입자를 형성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5는 다양한 AgNO3 함량에서 제조된 Pluronic/은 나노입자 패턴들 SEM 사

진과 EDX 스펙트럼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서 은 나노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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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한 고분자 패턴이 형성 되었으나, 그림 5의 SEM 사진들에서 나타내었 듯이

1 x 1016 ions/cm2의 이온빔 조사량에서 잘 제어된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PVP

패턴들이 형성되고 이 보다 적은 이온빔 조사량에서는 패턴 형성이 잘 되지 않

았다. 따라서 잘 제어된 은 나노입자가 함유된 Pluronic 패턴들을 형성하기 위해

서는 1 x 1016 ions/cm2의 이온빔 조사량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이와 더불어, 실리콘 웨이퍼 위에 형성된 Pluronic 패턴들에 은 나노입자들이 존

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SEM 장비에 장치에 부착된 EDX를 이용하여

형성된 패턴들의 화학원소분석을 하였다. 그림 5의 (b), (c), (e), (f), (h), 그리고

(i)는 다양한 AgNO3 함량에서 제조된 Pluronic/은 나노입자 패턴들에 대한 EDX

스펙트럼들을 보여주고 있다. Pluronic/은 나노입자 패턴들 사이의 공간영역에

대한 EDX spectrum들 상에서는 패턴현상 과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영역들은 완

전히 제거가 되여 실리콘 웨이퍼의 구성원소에 해당하는 규소(Si)와 산소(O) 원

소들만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서, Pluronic/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영

역에 대한 EDX spectrum들 상에서는 실리콘 웨이퍼의 구성원소인 Si와 O 외에

가교된 Pluronic에 해당하는 탄소(C) 원소와 은 나노입자에 해당하는 은(Ag) 원

소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선택적 이온빔 조사를 통해서 잘 제어된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Pluronic 패턴들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 다양한 AgNO3 함량에서 제조된 Plyuronic/은 나노입자 패턴들 SEM

사진과 EDX 스팩트럼:(a-c) 10 phr의 AgNO3, (d-f) 20 phr의 AgNO3,

그리고 (g-i) 40 phr의 AgNO3.

(3) 이온빔을 이용해 제조된 PAN 박막패턴 분석

그림 6. 3 x 1015 ions/cm2의 이온빔 조사량에서 형성된 PAN 패턴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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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은 3 x 1015 ions/cm2의 조사량에서 선택적 이온빔 조사를 통해 형성된

PAN 패턴의 SEM 사진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적 이온빔 조사를

통해 조사된 부분에 효과적으로 가교구조가 도입되어 잘 제어된 50 μm의 PAN

패턴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전자빔에 의해 형성된 금속 나노입자가 함유한 폴리비닐피롤리돈(PVP) 박막 패

턴 분석

그림 7. 다양한 AgNO3 함량에서 제조된 PVP/은 나노입자 용액의 자외선-가시광선

흡수 스펙트럼 (UV-Vis spectrum).

- 그림 7은 다양한 환원시간에서 제조된 PVP용액들에 은 나노입자들의 형성되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시간에서 제조된 PVP/은

나노입자 용액의 UV-Vis 스팩트럼 상에서 구형의 은 나노입자가 형성되었을

때 은 나노입자의 특성적인 표면공명에 의해 나타나는 420 nm 파장 정도에서의

대칭성 흡수 피크가 나타나고 환원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은 나노입자의 형성

에 대한 피크의 세기가 점점 커지다가 8 h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원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형성된 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

가으로 인해 피크가 조금씩 장파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질

산은 용액에서 은 나노입자로 환원 시키는데 있어 8 시간이면 충분함을 확인하

였다.

그림 8. PVP/은 나노입자 박막의 Contrast curve.

- 그림 8은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위한 PVP/은 나노입자 박막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10 h의 환원 반응을 통해 얻어진 PVP/은나노입자 박막에 대한 Contrast

curved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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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상 후 남아있는 박막의 두께는 증가하다가 500 μC/cm2의 조사량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Contrast curve를 통해서 PVP/은 나노입

자 박막의 Contrast와 Sensitivity를 측정한 결과 각각 2.83와 200 μC/cm2를 나타

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0 μC/cm2의 조사량에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

을 형성하였다.

- 그림 9는 500 μC/cm2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형성된 패턴들에 대한 SEM과 EDX 분

석결과들이다. 그림 9(a)에 나타낸바와 같이, 잘 제어된 1 μm의 패턴이 명확히 형성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b)와 (c)에 나타낸바와 같이,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

사이의 공간영역에 대한 EDX spectrum들 상에서는 패턴현상 과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영역들은 완전히 제거가 되여 실리콘 웨이퍼의 구성원소에 해당하는 규

소(Si) 원소들만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영역에 대한 EDX 스펙트럼들 상에서는 실리콘 웨이퍼의 구성원소인 Si 원자 외에

가교된 PVP에 해당하는 탄소(C) 원소와 산소(O)원소, 그리고 EDX 스팩트럼 상

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0.74%의 은 나노입자(Ag)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통해 잘 제어된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PVP 패턴

들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9. 10 h의 환원시간을 통해 제조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SEM

사진(a)과 EDX 스팩트럼((b)와(c)).

그림 10. PVP/금 나노입자 전구체 박막의 Contrast curve.

- 그림 10은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위한 PVP/금 나노입자 전구체 박막의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해 30 phr의 금 나노입자 전구체를 함유한 PVP 박막에 대한 Contrast

curved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상 후 남아있는 박막의 두께는 증가하다가 500 μC/cm2의 조사량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Contrast curve를 통해서 PVP/금 나노입

자 전구체 박막의 Contrast와 Sensitivity를 측정한 결과 각각 2.09와 50 μC/cm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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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50 μC/cm2의 조사량에서 PVP/은 나노입

자 패턴들을 형성하였다.

그림 11. 30 phr의 금 나노입자 전구체를 함유한 PVP 패턴들의 SEM 사진(a)과

EDX 스팩트럼(b).

- 그림 11은 500 μC/cm2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형성된 패턴들에 대한 SEM과

EDX 분석결과들이다. 그림 11(a)에 나타낸바와 같이, 잘 제어된 500 nm의 패턴

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1 (b)에 나타낸바와 같이, 30 phr의 금 나노

입자 전구체를 함유한 PVP 패턴들의 영역에 대한 EDX 스펙트럼들 상에서는

실리콘 웨이퍼의 구성원소인 Si 원자 외에 가교된 PVP에 해당하는 탄소(C) 원

소와 산소(O)원소, 그리고 금 전구체에 해당하는 금(Au)원소가 존재하였다. 이

러한 결과로부터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통해 잘 제어된 금 나노입자 전구체가 함

유된 PVP 패턴들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열처리를 통해 형성된 금속 나노입자 패턴 및 탄화된 PAN 패턴 분석

(1) 이온빔에 의해 PVP/은 나노입자 패턴의 열처리를 통해 형성된 금속 나노입자

패턴 분석

그림 12. 20 phr의 AgNO3을 이용하여 제조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을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 후의 SEM 사진들과 EDX 스팩트럼들: (a 와 b) 200
o
C,

(C와 D) 250 oC, (e와 f) 300 oC 그리고 (g와 h) 350 oC.

- 그림 12은 열처리온도에 따른 형성된 40 phr의 AgNO3를 이용하여 제조된

Pluronic/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모폴로지와 화학적 원소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서 SEM와 EDX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VP 용액에 은 나노입자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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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상태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2(a, c, e, 그리고 g)의 SEM 사

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200 oC까지의 온도에서는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모폴로지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25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모폴로지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2(b와 d)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200 oC와 250 oC의 온도에서 처리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EDX 스펙

트럼들 상에서는 PVP가 패턴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탄소(C) 원소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그림 12(f와 h)에서 볼 수 있듯이, 300 oC와 350 oC의 온도

에서 처리된 것들의 EDX 스펙트럼들 상에서는 C가 없고 실리콘 웨이퍼의 구

성원소에 해당하는 규소(Si)와 은 나노입자에 해당하는 은(Ag) 원소에 대한 피

크들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형성된 PVP/은 나노입

자 패턴들로부터 PVP를 완전히 제거하여 은 나노입자만을 남아있게 할 수 있

는 열처리 온도는 300 oC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3. 다양한 AgNO3를 이용하여 제조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을 350 oC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의 SEM 사진들과 EDX 스팩트럼들: (a 와 b) 5 phr의

AgNO3, (c와 d) 10 phr의 AgNO3, (e와 f) 20 phr의 AgNO3.

- 그림 13은 은 나노입자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1 x 1016 ions/cm2에서 형성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을 그림 12에서 언급한 결과를 토대로 350 oC에서 열처

리한 후의 SEM 사진과 EDX 스팩트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a, c, e)의

SEM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잘 제어된 은 나노입자 패턴들이 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형성된 패턴에 은 나노입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DX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들을 그림 13(b, d, f)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350
oC 열처리 후 형성된 모든 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스펙트럼들 상에서 은(Ag) 원

소에 대한 피크가 존재하였고 그 피크이 크기는 AgNO3의 함량에 따라 증가함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열처리 중에 PVP가 완전히 제거되어 은 나노

입자만이 남게 됨으로써 잘 제어된 은 나노입자가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2) 이온빔에 의해 Pluronic/은 나노입자 패턴의 열처리를 통해 형성된 금속 나노입

자 패턴 분석

- 그림 14은 열처리 온도에 따른 형성된 20 phr의 AgNO3를 이용하여 제조된 PVP/

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모폴로지와 화학적 원소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SEM

와 EDX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VP 용액에 은 나노입자가 잘 분산된 상

태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4(a, c, e, 그리고 g)의 SEM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200
o
C의 온도에서부터 Pluronic/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모폴로지 변화는

시작 되었고 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비슷한 모폴로지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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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4(b, d, 그리고 f)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00 oC, 300 oC, 그리고 250 oC의 온도

에서 처리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EDX 스펙트럼들 상에서는 Pluronic가 패

턴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탄소(C) 원소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그림 14(h)

에서 볼 수 있듯이, 300 oC와 350 oC의 온도들에서 처리된 것들의 EXD 스펙트럼

들 상에서는 C가 없고 실리콘 웨이퍼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규소(Si)와 산소(O),

그리고 은 나노입자에 해당하는 은(Ag) 원소에 대한 피크들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형성된 Pluronic/은 나노입자 패턴들로부터 Pluronic

를 완전히 제거하여 은 나노입자만을 남기기 위해서는 350 oC 이상의 온도에서 열

처리해야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4. 40 phr의 AgNO3를 이용하여 제조된 Pluronic/은 나노입자 패턴들을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의 SEM 사진들과 EDX 스팩트럼들: (a 와 b)

200 oC, (C와 D) 250 oC, (e와 f) 300 oC 그리고 (g와 h) 350 oC.

그림 15. 다양한 AgNO3를 이용하여 제조된 Pluronic/은 나노입자 패턴들을 350
o
C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의 SEM 사진들과 EDX 스팩트럼들: (a 와 b) 10 phr의

AgNO3, (c와 d) 20 phr의 AgNO3, (e와 f) 40 phr의 AgNO3.

- 그림 15는 은 나노입자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1 x 10
16
ions/cm

2
에서 형성된

Pluronic/은 나노입자 패턴들을 그림 14에서 언급한 결과를 토대로 350 oC에서 열

처리한 후의 SEM 사진과 EDX 스팩트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a, c, e)의

SEM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잘 제어된 은 나노입자 패턴들이 형성되었다. 이

와 더불어, 형성된 패턴에 은 나노입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DX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들을 그림 9(b, d, f)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350
o
C

열처리한 후 형성된 모든 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스펙트럼들 상에서 은(Ag) 원소

에 대한 피크가 존재하였고 그 피크의 크기는 AgNO3의 함량에 따라 증가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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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열처리 중에 Pluronic이 완전히 제거되어 은 나노입

자만이 남게 됨으로써 잘 제어된 은 나노입자가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3) 탄화된 PAN 박막패턴의 분석

그림 16. 3 x 1015 ions/cm2의 이온빔 조사량에서 형성된 PAN 패턴를 탄화 시킨

후의 SEM 사진(a)과 탄화된 패턴들의 I-V 그래프(b).

- 그림 16은 3 x 1015 ions/cm2의 조사량에서 형성된 PAN 패턴을 1000 oC에서 1

시간동안 탄화시킨 후의 SEM 사진과 탄화시킨 패턴들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

는 I-V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온빔 조사

에 의해 PAN에 가교구조가 효과적으로 도입되어 PAN 패턴이 잘 형성되고 이

를 탄화 시켰을 때 폭 방향으로 수축 없이 탄화가 일어나 잘 제어된 50 μm의

전도성 패턴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16(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탄

화된 패턴은 1 x 10-3 S/cm의 전도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4) 전자빔에 의해 PVP/은 또는 금 나노입자 패턴의 열처리를 통해 형성된 금속

나노입자 패턴 분석

- 열처리온도에 따른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모폴로지와 화학적 원소들의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해서 SEM와 EDX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그

림 17(a, c, e, g, 그리고 i)의 SEM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200 oC까지의 온도에

서는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모폴로지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상

의 온도들에서는 나노크기의 구형 구조가 형성되는 급격한 모폴로지의 변화가 일

어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7(b, d, f)에서 나타낸 150 oC, 200 oC, 그리고 250 oC

의 온도들에 처리된 패턴들에 대한 EDX 스펙트럼 상에서는 분석결과는 탄소(C),

산소(O), 규소(Si) 원소들과 함께 은(Ag) 나노입자의 낮은 함량으로 인하여 스펙트

럼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그림 17(h와 j)에

서 볼 수 있듯이, 300 oC 이상의 열처리 온도에서는 실리콘 웨이퍼의 구성원소에

해당하는 규소(Si)와 은 나노입자에 해당하는 은(Ag) 원소에 대한 피크들만이 존

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형성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로부터

PVP를 완전히 제거하여 은 나노입자만을 남아있게 할 수 있는 열처리 온도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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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7. 500 μC/cm2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형성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을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 후의 SEM 사진들과 EDX 스팩트럼들: (a 와 b)

150 oC, (C와 D) 200 oC, (e와 f) 250 oC, (g와 h) 300 oC, 그리고 (i와 j)

350 oC.

- 그림 18은 은 나노입자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형성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

을 그림 17에서 언급한 결과를 토대로 350 oC에서 열처리한 후의 SEM 사진과

EDX 스팩트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8(a)의 SEM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

이, 잘 제어된 은 나노입자 패턴들이 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형성된 패턴에

은 나노입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DX 분석을 하였고 그 결

과들을 그림 18(b, c)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350
o
C 열처리 후 형성된 모든 은

나노입자 패턴들의 스펙트럼들 상에서 은(Ag) 원소에 대한 피크가 존재함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열처리 중에 PVP가 완전히 제거되어 은 나노

입자만이 남게 됨으로써 잘 제어된 은 나노입자가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8. 500 μC/cm2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형성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을 350
o
C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의 SEM 사진(a)과 EDX 스팩트럼((b)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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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방사선 기반 기술은 고분자, 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상온에서 처리가 가능하여 다른 열처리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방법들

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방사선 조사량과 에너지

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의 재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방사선(전자빔, 이온빔)을 이용한 MWCNT

의 표면개질을 통해 고농도 잉크젯 전도성 잉크를 개발하였음.

. 방사선 조사를 통해 MWCNT를 표면개질 및 방사선 처리한 MWCNT와 첨

가제들(분산제, 보습제, 등)과의 혼합 최적화를 통해 2wt% 분산도를 갖는

MWCNT 전도성 잉크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음.

- 제조된 잉크를 실제 잉크젯 프린팅 하였을 때 잉크의 전도도를 면저항 측정기를

- 그림 19는 350 μC/cm2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형성된 패턴들에 대한 SEM과 EDX

분석결과들이다. 그림 19(a)에 나타낸바와 같이, 잘 제어된 500 nm의 패턴이 형성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9(b)에 나타낸바와 같이, 앞서 PVP/은 나노입자 패턴

들의 열처리 결과와는 다르게 400 oC의 온도에서에서 열처리에도 불구하고 금 나

노입자에 대한 금(Au) 피크 외에 가교된 PVP에 해당하는 탄소(C)가 미세하게 존

재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19. 350 μC/cm2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형성된 PVP/은 나노입자 패턴들을

400oC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의 SEM 사진(a)(Inset: 점선구형부분을 2500 배

확대한 SEM 사진)과 EDX 스팩트럼(b).

라. 결론

- 이온빔의 선택적 조사 및 직접 전자빔 조사를 통해 금속 나노입자 또는 금속 나노

입자 전구체를 함유한 고분자 박막(PVP, Pluronic)의 패턴들과 PAN 단일 고분자

패턴을 형성시킨 후 나노입자를 함유한 고분자 패턴은 열처리를 통해 제거하여 전

자회로형성에 응용 가능한 50 μm 이하의 금속 나노입자 패턴 (최소 해상도 500

nm)을 형성하였고 PAN 패턴은 탄화시켜 1 x 10-3 S/cm의 전도도를 갖는 50 μm

이하의 패턴(최소 해상도 500 nm)을 성공적으로 형성하였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도성 패턴 형성을 위한 단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은 생체전자소자, 유기전자소

자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미세전자회로용 패턴 형성 재료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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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제조된 잉크를 잉크젯 프린팅 전후의 MWCNT의 구조 및

MWCNT network 구조 분석을 주사전자현미경(SEM)과 투과전자현미경(TEM)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제조된 MWCNT 전도성 잉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판들에 (glossy paper, 인화

지, A4 용지, OHP film, 종이 등)에 잉크젯 프린팅을 통해서 전도성 패턴 형성 조

건을 최적화 하고 형성된 전도성 패턴의 전도도를 측정하였음:

. 최적의 기판 : 인화지

. 20 회 반복출력 후: 168 ohm/sq

<고분산성 CNT 전도성 잉크 제조>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도성 CNT 잉크의 출력에 따른 전도도 변화와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발광소자 및 미세유체칩>

가. 방사선 표면처리를 통한 고분산성 CNT 전도성 잉크 제조

CNT Concentration [mg/mL]

0.3 0.4 0.5 0.6 0.7 0.8 0.9 1.0 1.1

A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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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nc
e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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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V-Vis 분광분석을 통해 얻어진 방사선 처리된 CNT의 농도에 따른

흡수감도(Intensity)변화에 대한 표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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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젯용 전도성 잉크를 제조하기 위해 MWNCT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빔 또는 UV-ozone 처리를 통해 표면처리를 하였다. 전자빔를 이

용한 표면처리는 MWNCT 분말을 전자빔 가속기(0.8 MeV, 30 mA, EB tech)를

이용하여 18000 kGy를 조사하였으며 UV-ozone을 이용한 방법은 UV-ozone 발

생기(모델#42-220, Jelight Co.)를 이용하여 254 nm의 파장에서 60 분간 조사를

통해 처리하였다.

- 잉크젯에 분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CNT가 갖는 aspect ratio에 의하여 잉크젯의

노즐을 막지 않으면서도 분사되었을 때 전도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크기로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수성용매에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매우 hydrophobic한

CNT의 표면의 산화를 유도하고, 분산제를 섞어서 교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

자빔 또는 UV-ozone를 이용해 표면처리된 CNT 10g과 분산제(폴리아크릴레이트

(polyacrylate) 계통의 Mw 약 5,000~13,000)를 물 100 ml와 혼합하여 섞은 후 고

속교반기로 6시간동안 교반하되, CNT:분산제의 비율은 다양한 비율로 하여, 잉크

젯 분사와 또한 전도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다. 확보된 교반액을 ball mill 용기

에 넣고 12시간 milling 한 후, 얻어진 샘플을 고속원심분리기(rpm : 3000)에서 10

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제거하여, 확보하게 된다. 남은 액체를 flask에 모으고,

CNT 함량을 UV-visible 분광기를 이용하여 그림 1에 나타낸 표준곡선를 통해서

CNT의 농도를 측정 하였다.

- 본 과제에서 목표로 한 분산제 대비 2 wt% CNT 분산액을 준비한 후, 0.1 %의

CNT 잉크를 준비하였다. 이것을 잉크젯용 전도성 잉크로 약 0.25%이다. 2 wt%의

CNT 원액(1 g)과 보습제(glycerol 등) 5~20%, 계면활성제(SDS 등) 1~5%, 방부제

(0.01~0.1% 정도)를 혼합한 후 고속 교반기로 12시간 교반시칸 후, 20 ㎛ pore

filter paper로 여과하고 걸러진 용액에서 적당한 크기의 CNT 만을 선택적으로 확

보하기 위하여 8 ㎛ pore filter paper로 여과한다. 제조된 ink에 함유된 CNT함량

을 UV-visible 분광기를 이용하여 그림 1에 나타낸 표준곡선를 통해서 CNT의 농

도를 측정 하였다.

나. 제조된 전도성잉크의 특성 분석

그림 2. 3 cm x 10 cm의 배열로 OHP 필름 위에 인쇄된 CNT 전극: 위부터

아래까지 각 2회씩 반복출력의 횟수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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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된 전도성 CNT 잉크를 주사기에 넣어 프린터 카트리지(EPSON printer

cartridge)로 옮긴 후, 주사기를 제거하고 카트리지 토출구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

지 않도록 주입한다. 다양하게 토출구의 양을 제어할 수 있는 다빈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패턴들을 OHP 필름에 인쇄(printing) 하였다. 다양한 패

턴 및 프린팅 횟수에 의한 전도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 line에서 10개 line

까지 구성되어 있는 패턴들을 다양한 조건에 인쇄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나

타 내었다.

- 상업용 잉크젯의 경우, 일반적으로 칼라의 종류에 따라서 1회 분사 시에 분사되는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잉크의 출력 위치에 따라서, M line(CMY)과 K

line(Black) 의 차이는 대응하는 출력에 따라 잉크의 양의 변화가 있다. 따라서, 정

확한 정량적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으나, 칼라의 잉크 위치에 전도성 잉크를 넣은

경우, 각 색상에 따라서, 분사량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분사된 절대량에 의

하여 전도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노즐의 위치에 따라서 인쇄된 CNT 잉크의 면저항(sheet resistivity) 값이 달

라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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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린팅 횟수에 따른 면저항값의 변화: 잉크젯 노즐 M line에 인쇄된

것(◯)와 잉크젯 노즐 K line에서 인쇄된 것(●).

그림 4. 프린팅 횟수에 따른 면저항값의 변화: 일반종이(Paper)(█)와 인화지(Photo

paper)(●).

- 잉크 번짐의 최소화를 통해 전도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판들에서

잉크젯 프린팅 실험을 진행하였고 기판 종류에 따른 전도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 135 -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화지에서 잉크젯 프린팅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전도도를 보이고 20 반복 출력 시에 상업적 응용이 가능한 168 Ω/sq의 전도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다. 제조된 CNT 잉크를 이용한 패턴 형성

그림 5. 종이 위에 형성된 패턴들에 대한 사진.

- 그림 5는 제조된 수성 CNT 잉크를 이용하여 종이 위에 형성된 패턴들의 사진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에 볼 수 있듯이, 제조된 수성 CNT 잉크를 이용하여

OHP 고분자 필름 위에 패턴 형성한 것으로 CNT 수성 잉크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이하게 프린팅이 가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전도도를 보이고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기가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서,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흡수성이 좋은 종이 위에서는 전도도가 우수하고 다양한 형태의 패

턴들이 쉽게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 고르게 길이가 제어된 CNT (a), 표면처리에 의한 산화가 많이 된 CNT

(b), 제조된 잉크에 존재하는 CNT (c), 그리고 표면처리에 의한 산화가

적게된 CNT (d)의 TEM 사진.

- 전도성 잉크의 제조에 이용된 CNT의 구조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TEM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6 (a)에 나타낸바와 같이, filter에 의하여 5 - 10 ㎛ 길이

의 CNT들이 정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림 6 (b) UV와 전자빔에 의하여 표면 산

화가 일어나서 높은 분산도를 갖고 있으나, CNT의 외벽이 고르지 않고 일부

MWCNT의 표면에 결점들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표면 defect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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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빔 표면처리 기술은 고분자, 세라믹 등 거의 모든 재료들에 대하여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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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과 비교하여 재료의 bulk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온빔 조사량과 에너

지를 손쉽게 조절할 있기 때문에 공정의 재현성이 뛰어나며, 비평형 공정이므로

열역학적 제한을 받지 않고, 높은 LET(linear energy transfer)를 갖기 때문에

공정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이온빔을 이용하여 전자소자용 고분자 기판

(PI, PEN, PFA 등)의 표면을 개질하여 접착성을 향상시켰음.

. 다양한 조건하에서 이온빔 조사를 통해 고분자 기판(PI, PEN, PFA, 등)의 표면

을 효과적으로 개질하여 고분자 기판들의 접착성을 2.0 N/cm 이상으로 향상시

켰음.

소화하기 위한 조사조건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사선

조사 조건을 변화시킨 경우, 그림 6 (c)와 (d)에서 볼 수 있듯이, 더 긴 CNT와 표

면 외벽의 defect가 없는 CNT가 얻어지고 5 배 이상으로 저항값이 낮아짐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잉크젯의 노즐의 clogging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농도

/길이/조사 조건 등의 상호관계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그림 7은 제조된 수용성 CNT 잉크를 이용하여 잉크젯을 통해 CNT가 서로 연결

되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8회 및 20회 반복 분사

를 통해 얻어진 CNT 전극들을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8 회 반복 분사만으로도 CNT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잘 잘 형성

되고 20회 반복 분사한 경우에서는 보다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7. 제조된 수용성 CNT 잉크를 이용하여 종이위에 8회 반복 분사를 통해

얻어진 CNT 네트워크 (a) 및 20회 반복 분사를 통해 얻어진 CNT

네트워크 (b) 의 SEM 사진.

라. 결론

- 방사선 표면 처리를 통해 2% 이상의 분산도를 가지는 잉트젯 프린팅용 전도성

MWCNT 잉크를 개발하여, 잉크젯 노즐의 막힘 현상없이 50회 이상 반복 출력에

성공하였으며, 20회 반복 출력 시에도 168 Ω/sq 이하의 전도도를 나타내는 고농도

잉크젯용 CNT 잉크 제조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음.

2. 고분자 기판 표면특성 향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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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된 이온빔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의 300-keV 이온주입

장치임. 이온주입에 의하여 개질된 고분자 기판 표면의 분자 구조, 표면 물성 및

표면 형태학 등은 적외선 분광분석(FT-IR), X-ray 광전자 분광분석(XPS), 접촉

각 측정, 주사전자현미경(SEM), 원자간력 현미경(AFM),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음.

- 최종적으로 표면 개질된 고분자 기판을 금속 박막 또는 금속판과 접착시킨 후,

표면 개질 정도에 따른 접착성 향상 여부를 나노인덴터(nanoindenter)를 이용한

스크래치 시험(scratch testing) 및 만능시험분석기(UTM)를 이용한 90도 박리

시험(Peel test)을 통해 확인하였음.

<만능시험분석기(UTM)를 이용한 90 oC 박리시험에 대한 사진(a) 구리시트와 

고분자 필름간의 접착력 변화 (b)>

가. 이온빔을 이용한 고분자 기판의 표면 개질

그림 1. 이온빔을 이용한 고분자 기판 표면개질 모식도

- 이온빔을 이용한 고분자 기판의 표면 개질은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였

다. 먼저 가속된 고에너지의 이온들을 고분자 재료 표면에 조사하여 친수성기 발

생 등과 관련된 화학적인 변화와 동시에 표면 거칠기 등과 연관된 형태학적 변화

를 유도하였다. 이때 사용된 고분자 재료는 폴리이미드(polyimide, PI),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poly(ethylene naphthalate), PEN),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퍼플

루오르비닐 에테르) 공중합체(poly(tetafluoroethylene-co-perfluoro vinyl ether),

PFA)들이다(표 1). 이온원으로는 Xe 등의 기체 이온들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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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50 keV, 이온빔 조사량(fluence)은 1 x 1014 ~ 4 x 1016 ions/cm2이었다. 이

온빔 조사 시의 전류밀도는 각각의 재료에 따라 0.5 ~ 30 μA/cm2로 조절하였다.

각 재료에 대한 이온빔 조사 조건을 아래 표 1에 나타내었다.

- 이온빔 조사에 의해 표면 개질된 고분자 재료 위에 구리(Cu) 박막을 증착하기 위

해서 직류 마그네트론 스터링 장치 (DC magnetron sputter)를 이용하여 2 x 10-6

Torr이하의 고진공하에서 20 분 동안 증착하여 680 nm의 구리박막을 형성시킨

후, 표면개질에 따른 고분자와 금속과의 접착력을 나노인덴더(nanoindenter)를 이

용한 스크래치 시험(scratch test)을 통해 평가 하였고, 표면개질 된 고분자 재료들

의 접착력 향상 여부를 일반적으로 접착력 시험에 많이 활용되는 표준 테이프인

Nitto-310B 접착용 테이프를 표면 개질된 고분자 재료에 접착시킨 후 만능시험분

석기(UTM)를 이용한 90o 박리시험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7 μm의 구

리시트와 표면 개질된 고분자 재료들을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160 oC의 온도

에서 3 MPa로 1 시간동안 Hot pressing을 통해 접착 시킨 후 만능시험분석기

(UTM)를 이용한 90o 박리시험을 통해 구리와 표면 개질된 고분자 재료간의 접착

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1. 이온빔을 이용한 고분자 기판 표면개질 세부사항

고분자 재료

이온주입 조건

이온원 에너지 (keV)
이온주입양

(ions/cm2)

전류밀도

(μA/cm2)

PI Xe 150 1x1014 ~ 1x1016 <1.0

PEN Xe 150 1x1014 ~ 1x1016 <1.0

PFA Xe 100 1x1016 ~ 4x1016 <30

PI: 폴리이미드(polyimide), 두께: 125 ㎛, Du Pont Chemical Company.

PEN: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oly(ethylene naphthalate)), 두께: 125 ㎛, Good Fellow.

PFA: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퍼플루오르비닐 에테르) 공중합체 (poly(tetafluoro

ethylene -co-perfluoro vinyl ether)), 두께: 100 ㎛, Good Fellow.

나. 이온빔 조사에 따른 고분자 기판 표면의 화학적 변화 분석

(1) 폴리이미드(PI) 기판의 분석

- 그림 2는 이온빔 조사에 따른 PI 표면의 젖음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조

건에서 이온빔이 조사된 PI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

와 같이, 순수한 PI의 경우 99
o
정도의 접촉각을 보이지만 이온빔이 조사된 PI의

경우 이온빔 조사량이 5 x 1014 ions/cm2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85o까지 급격히 감

소하였으며,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점진적으로 다시 증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

다. 이런 경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온빔 조사량에서는 산화반응(oxidation)으로

인한 친수성기들이 많이 생성되어 PE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화하기 하기 때문이

고, 보다 높은 조사량에서는 탄화(carbonization)로 인하여 소수성의 무정형 탄소

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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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온빔 조사량(Flunece)에 따른 PI의 접촉각(Contact Angle)의 변화.

- 그림 3은 다양한 조건에서 이온빔 조사된 PI의 화학적 구조의 변화에 대한

FT-IR 스팩트럼이다. 순수한 PI의 스팩트럼 상에서는 PI의 특징적인 화학구조

에 해당하는 피크들이 1775와 1725 (C=O), 1500 (방향족 C=C), 그리고 1360

cm-1 (C-N-C)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온빔이 조사된 PI들의 스펙트럼

들에서는 새로운 관능그룹 형성에 따른 피크 생성은 없었고 이온빔 조사량이 따

라서 이미드와 방향족 구조가 이온빔 조사에 의해 깨짐에 따라서 해당 특성 피

크들의 세기가 점점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PI 표면의 화학적 구조

가 이온빔 조사에 의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3.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Fluence (ions/cm2))에서 처리된 PI의 FT-IR

스펙트럼.

그림 4.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I의 XPS 스팩트럼.

그림 5. XPS 분석을 통해 얻어진 이온빔

조사량 (Fluence)에 따른 PI 표면의

[O]/[C] (a)와 [N]/[C] 원소비 (b).

- 그림 4는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I 표면의 화학구조에 대한 XPS 스펙



- 140 -

그림 6. 이온빔 조사량(Fluence)에 따른

PEN의 접촉각(Contact Angle)의 변화.

그림 7. 다양한 조건 (ions/cm2)에서

처리된 PEN의 FT-IR 스펙트럼.

트럼들이다. 순수한 PI 스펙트럼에서는 C=C(284.2 eV) C-C (285.0 eV), C-N/O

(286.5 eV)와 C=O (288.53 eV) 피크들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이온빔 조사 후에

도 동일한 피크들이 존재하였지만 이온빔 조사량에 따라 피크들의 세기가 변화하

였다. 이와 더불어, 그림 5의 XPS 분석에 의해 얻어진 이온빔 조사량에 따른 PI 표

면의 원소비에 나타낸바와 같이 [O]/[C]와 [N]/[C] 원소비들이 이온빔 조사량이 증

가함에 따라서 순수한 PI의 것에 비해 점차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따라서 PI 표

면의 화학구조가 이온빔 조사에 의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폴리이미드(PEN) 기판의 분석

- 그림 6은 이온빔 조사량에 따른 PEN의 접촉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EN의 경우 77o 정도의 접촉각을 보이지만 이온빔이 조

사된 PEN들의 경우 이온빔 조사량이 5 x 1015 ions/cm2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

67o까지 감소하였으며,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점진적으로 다시 증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5 x 1015 ions/cm2 이하의 조사량에서는 산화반응

(oxidation)이 우세적으로 일어남에 따라서 친수성기들이 많이 생성되었고, 이보다

높은 조사량에서는 탄화(carbonization)로 인하여 소수성의 무정형 탄소들이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8.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EN의 XPS 스펙트럼.

그림 9. XPS 분석을 통해

얻어진 이온빔 조사량

(Fluence)에 따른 PEN 표면의

[O]/[C] 원소비.

- 그림 7은 이온빔 조사에 따른 PEN의 화학구조변화에 대한 FT-IR 분석 결과이다.

순수한 PEN의 스펙트럼 상에서는 PEN의 특징적인 화학구조에 해당하는 피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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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715 (C=O), 1602 (방향족 C=C), 그리고 1250 cm-1 (C-O) 존재함이 확인되었

다. 이온빔이 조사된 PEN의 스펙트럼들에서는 새로운 관능그룹 형성에 따른 피크

생성은 없었고 이온빔 조사량이 따라서 PEN의 특성 피크들의 세기가 점점 감소함

이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이온빔 조사에 의해 PEN 표면의 화학적 구조에 변화

가 야기되었음을 의미한다.

- 그림 8은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EN 표면의 화학구조에 대한 XPS

스펙트럼들이다. 순수한 PEN의 스펙트럼 상에서는 PEN의 화학구조에 해당하는

C-C (285.O eV), C-O (286.2 eV) 와 (C=O)O (289.1 eV) 특징적인 피크들이 존재

함이 확인되었다. 이온빔 조사 후에도 동일한 피크들이 존재 하였지만 이온빔 조

사량에 따라 피크들의 세기는 변화함을 보였다. 또한, 그림 9의 XPS 분석에 의해

얻어진 이온빔 조사량에 따른 PEN 표면의 원소비에 나타낸바와 같이, [O]/[C] 원

소비가 이온빔 조사량이 5 x 1014 ions/cm2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함을 보이다

가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점차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5 x 1015

ions/cm2 이하의 이온빔 조사량에서는 산화반응(oxidation)이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친수성인 산소원소를 포함하는 관능그룹들이 많이 생성되었고, 이보다 높

은 조사량에서는 탄소화반응(carbonization)이 우세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소수성의

무정형탄소들이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3)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퍼플루오르비닐 에테르) 공중합체(PFA) 기판의 분석

그림 10. 이온빔 조사량(Fluence)에 따른

PFA의 접촉각(Contact Angle)의 변화.

그림 11. 다양한 조건 (ions/cm
2
)에서

처리된 PFA의 FT-IR 스펙트럼.

- 그림 10은 이온빔 조사량에 따른 PFA의 접촉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FA의 경우 98o 정도의 접촉각을 보였지만 이

온빔이 조사된 PFA의 경우 이온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접촉각이 증가하

여 최대 132
o
까지 나타내었다. 이런 결과는 일반적으로 소수성 재료들에서 표면

의 거칠기가 증가하게 되면 접촉각 보다 소수성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온빔 조사

에 의해 PFA 표면의 거칠기가 보다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그림 11은 다양한 이온빔 조사에 따른 PFA의 표면 화학 구조변화에 대한 FT-IR

분석 결과이다. 순수한 PFA의 스펙트럼 상에서는 PFA의 화학구조에 해당하는

CF2의 C-F신축 진동과 CF3의 C-F 신축진동에 대한 피크들이 각각 1150 ~1250

cm-1와 980 cm-1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조사량에서 처리된 PF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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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스펙트럼 상들에서는 새로운 피크들의 형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PFA의

특성 피크들의 세기가 이온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 그림 12는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FA의 표면 화학 구조에 대한

XPS 스펙트럼들이다. 순수한 PFA의 스펙트럼에서는 PFA의 특성피크들이

293.2 eV(CF3), 292.3 eV(CF2) 256.5 eV(C-O) 그리고 285 eV(C-C)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이온빔이 조사된 PEA 스펙트럼에서는 특성 피크들 외에

(C=O)O에 대한 피크가 289.5 eV에서 새롭게 생성됨을 볼 수 있었고 이온주입

량에 따라서 피크들의 세기가 다양하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림

13의 XPS 분석에 의해 얻어진 이온빔 조사량에 따른 PFA 표면의 원소비에 나

타낸 바와 같이, [F]]/[C] 원소비가 이온빔 조사량이 1 x 1014 ions/cm2까지는 감

소를 보이다가 그 이상의 조사량부터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O]/[C]는

반대로 1 x 1014 ions/cm2의 조사량 까지는 증가하였다가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

부터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1 x 1014

ions/cm2까지는 탈불소화반응(defluorination)에 인하여 화학적인 변화로 산소를

함유한 관능그룹들과 무정형 탄소들이 많이 형성되지만 그 이상의 조사량들에서

는 이러한 화학적 변화들과 함께 이온빔 조사에 의해 PFA의 표면이 침식이 보

다 크게 일어남에 따라서 점점 본래의 화학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

다.

그림 12.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FA의 XPS 스펙트럼.

그림 13. XPS 분석을 통해 얻어진

이온빔 조사량에 따른 PFA 표면의

[F]/[C]와 [O[/[C] 원소비.

다. 이온빔 조사에 따른 고분자기판의 표면 형태학 변화 분석

(1) 폴리이미드(PI) 기판의 표면 형태학 분석

- 그림 14는 이온빔 조사에 따른 PI 표면의 형태학적 변화를 AFM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제곱근 표면 거칠기(RMS)가 5 x 1014 ions/cm2

까지는 증가하다 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함을 보였다. 따라서 가속화된 이온들이

PI의 표면에 충돌하면서 PI 표면의 앞서 언급한 화학적 변화와 더불어 PI의 접착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표면의 형태학적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 143 -

그림 14. 순수한 것과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ions/cm2)들에서 조사된 PI의 원자간력

현미경(AFM) 사진들과 각각의 제곱근 표면 거칠기(RMS).

(2)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폴리이미드(PEN) 기판의 표면 형태학 분석

그림 15. 순수한 것과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ions/cm2)들에서 조사된 PEN의

원자간력 현미경(AFM) 사진들과 각각의 제곱근 표면 거칠기(RMS).

- 그림 15는 이온빔 조사에 따른 PEN 표면의 형태학적 변화를 AFM을 통해 분석

한 결과이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제곱근 표면 거칠기(RMS)가 5 x 10
14

ions/cm2까지는 증가하다 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함을 보였다. 따라서 가속화된

이온들이 PEN의 표면에 충돌하면서 PEN 표면의 앞서 언급한 화학적 변화와 더

불어 PEN의 접착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표면의 형태학적 변화가 야기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퍼플루오르비닐 에테르) 공중합체(PFA) 기판의 분석

- 그림 16은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FA들의 표면 형태학적 변화에 대

한 AFM 사진들이다. 순수한 PFA의 경우 제곱근 표면 거칠기(RMS)가 9.8 n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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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매끈한 표면을 나타내고 있1.다. 이에 반해 이온빔이 조사된 PFA의

경우들에서는 AFM의 측정할 수 있는 표면단차보다 훨씬 거친 표면이 존재함에

따라서 AFM 사진들에서 명확한 표면 형태학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온빔 조사

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곱근 표면 거칠기(RMS)가 최대 163.5 nm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온빔 조사에 의해 PFA의 표면이 거칠어짐에 따라서

접착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표면

거칠기의 증가는 이온빔 조사동안에 이온들에 의한 침식효과(erosion effect) 때

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16. 순수한 것과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ions/cm2)들에서 조사된 PEN의

원자간력 현미경(AFM) 사진들과 각각의 제곱근 표면 거칠기(Root Mean Square

of Surface Roughness (RMS).

- 그림 17은 이온빔 조사량에 따른 PFA의 표면 형태학적 변화에 대한 SEM 분

석결과이다. 앞서 그림 18의 AFM의 분석에서와는 달리 이온빔 조사에 따른

PFA의 표면 형태학적 변화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순수한 PFA의

표면은 비교적 매끈한 표면을 나타내었지만, 이온빔이 조사된 경우들에서는 표

면들이 거칠어지고 이온빔 조사량에 따라서 바늘구조의 표면을 나타냄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이온빔 조사에 따른 PFA의 표면 형태학적 변화는 그림 16의

AFM 분석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속화된 이온들에 의한 침식효과 때문

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17. 순수한 것과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ions/cm2)들에서 조사된 PFA의

주사현미경(SEM)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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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온빔 조사에 따른 고분자기판의 접착성 변화 분석

(1) 폴리이미드(PI) 기판의 접착성 분석

- 순수한 것과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 처리된 PI 기판위에 구리층(Cu layer)을 증착

한 후 이온빔을 이용한 표면 개질에 따른 PI와 구리층 사이의 접착력을 나노인덴

터(nanoindenter)를 이용한 스크래치(scratch) 시험을 통해 평가하였고 그 결과들을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I의 경우에서는 구리층

과 PI와의 접착력을 나타내는 임계하중이 7.81 mN를 나타내었다. 이온빔이 조사된

PI 경우에서는 5 x 1014 ions/cm2의 조사량 까지는 41% 정도 향상된 11.08 mN 까

지 증가함을 보이다가 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함을 보였다. 이러한 접착력의 향

상 이온빔 조사에 의해 PI의 표면의 화학적인 변화가 야기됨으로써 젖음성

(wettability)이 향상되고 이와 동시에 표면 형태학적 변화로 인하여 표면 거칠기

(roughness)가 증가하면서 구리층과 보다 물리적 또는 기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18. 나노인덴터(Nanoindenter)를 이용한 스크래치 시험(Scratch Test)을 통해

얻어진 이온조사량(Fluence)에 따른 구리층이 증착된 PI의 임계하중(Critical Load)

변화.

그림 19. 만능시험기(UTM)을 이용한 90
o
테이프(Nitto-310B) 시험을 통해 얻어진

이온빔 조사량(Fluence)에 따른 PI의 접착강도(Peel Strength) 변화.

- 앞서 언급한 그림 18의 나노인덴터를 이용한 스크래치 시험과 더불어, 이온빔 처

리된 PI 기판들의 접착력을 향상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접착력 시험에

많이 활용되는 표준 테이프인 Nitto-310B 접착용 테이프를 표면 개질된 고분자 재

료 위에 접착시킨 후 만능시험분석기(UTM)를 이용한 90o 박리시험을 통해 분석하

였고 그 결과를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I의 경우

접착강도(peel strength)가 1.45 N/cm이었지만 이온빔이 조사된 PI의 경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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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5 x 1014 ions/cm2의 조사량 까지는 2.25 N/cm 까지 증가함을 보이다가 그 이

상에서는 다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그림 18의 스크래치 시험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앞서 그림 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온빔 조사에 의해 PI 표면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접착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최종적으로 표면처리에 따른 금속과의 접착력 향상여부를 확인하기 우해 구리시

트와 이온빔 처리된 PI 기판들을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착 시킨후 만능시

험분석기(UTM)를 이용한 90o 박리시험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I의 경우 접착강도(peel strength)가

1.91 N/cm이었지만 이온빔이 조사된 PI의 경우들에서는 5 x 1014 ions/cm2의 조사

량 까지는 3.54 N/cm 까지 증가함을 보이다가 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그림 18와 19의 스크래치 시험와 90o 테이프

(Nitto-310B) 시험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온빔 조사에 의

해 PI 표면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접착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0. 만능시험기(UTM)을 이용한 90o 박리시험을 통해 얻어진 이온빔

조사량(Fluence)에 따른 PI와 구리시트와의 접착강도(Peel Strength) 변화.

(2)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폴리이미드(PEN) 기판의 접착성 분석

그림 21. 나노인덴터를 이용한 스크래치 시험(Scratch Test)을 통해 얻어진

조사량(Fluence)에 따른 구리층이 증착된 PEN의 임계하중(Critical Load) 변화.

- 그림 21은 그림 18과 동일한 방법으로 순수한 것과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 처

리된 PEN 기판위에 증착된 구리층(Cu layer)의 접착력을 나노인덴터

(nanoindenter)를 이용한 스크래치(scratch) 시험을 통해 평가한 결과들이다.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EN의 경우에서는 구리층과 PEN와의 접착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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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임계하중이 6.18 mN를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서, 이온빔이 조사된 PEN 경

우에서는 5 x 1014 ions/cm2의 조사량 까지는 37% 정도 향상된 8.50 mN 까지 증

가함을 보이다가 그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여 순수한 것 보다 낮은 접착력을 보

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접착력의 변화는 구리층과 PEN의 접착력 향상에 기여하

는 이온빔 조사에 의한 PEN의 표면의 화학적인 변화가 야기됨으로써 젖음성

(wettability) 향상 및 표면 형태학적 변화로 인한 표면 거칠기(roughness)의 증가

들이 이온빔 조사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22. 만능시험기(UTM)을 이용한 90o 테이프(Nitto-310B) 시험을 통해 얻어진

이온빔 조사량(Fluence)에 따른 PEN의 접착강도(Peel Strength) 변화.

- 앞서 언급한 그림 22의 나노인덴터를 이용한 스크래치 시험과 더불어 이온빔 처

리된 PEN 기판들의 접착력을 향상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9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순수한 것과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서 조사된 PEN 기판들의 접착력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

한 PEN의 경우 접착강도(peel strength)가 1.43 N/cm이었지만, 이온빔이 조사된

PEN의 경우들에서는 5 x 1014 ions/cm2의 조사량 까지는 2.25 N/cm 까지 증가

함을 보이다가 그 이상에서는 점차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성

은 앞서 그림 20의 스크래치 시험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앞서 그림 2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온빔 조사에 의한 PEN 표면의 물리화학

적 특성 변화가 이온빔 조사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림 23. 만능시험기(UTM)을 이용한 90
o
박리시험을 통해 얻어진 이온빔

조사량(Fluence)에 따른 PEN와 구리시트와의 접착강도(Peel Strength)

변화.

- 최종적으로 표면처리에 따른 금속과의 접착력 향상여부를 확인하기 우해 구리시

트와 이온빔 처리된 PI 기판들을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착 시킨후 만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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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분석기(UTM)를 이용한 90o 박리시험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EN의 경우 접착강도(peel

strength)가 1.81 N/cm이었지만, 이온빔이 조사된 PEN의 경우들에서는 5 x 1014

ions/cm2의 조사량 까지는 2.61 N/cm 까지 증가함을 보이다가 그 이상에서는 점

차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서 그림 22의 스크래치 시험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앞서 그림 21과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온빔 조사에 의한 PEN 표면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가 이온빔 조사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3)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퍼플루오르비닐 에테르) 공중합체(PFA) 기판의 분석

- 그림 24는 그림 18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된 순수한 것과 이온빔 조

사량에 처리된 PFA 기판위에 증착된 구리층 (Cu layer)의 접착력을

나노인덴터 (nanoindenter)를 이용한 스크래치(scratch) 시험을 통해 평

가한 결과들이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FA의 경우에서는

구리층과 PFA와의 접착력을 나타내는 임계하중이 3.68 mN를 나타내

었다. 이에 반해서, 이온빔이 조사된 PEN 경우들에서는 이온빔 조사

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 x 1016 ions/cm 2의 조사량 까지는 32% 정도

향상된 4.88 mN 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3 x 1016 ions/cm 2

의 조사량들에서는 구리층과 PFA의 접착력이 너무 강하여 나노인덴

터를 이용한 스크래치 시험을 통해서 측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구리

층과 PFA의 접착력향상은 이온빔 조사에 의한 PFA 표면의 화학적

특성의 변화도 있겠지만 주로 이온빔 조사에 의한 PFA의 표면 형태

학적 변화로 인하여 표면 거칠기(roughness)가 증가하면서 구리층과

보다 물리적 또는 기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24. 나노인덴터를 이용한 스크래치 시험(Scratch Test)을 통해 얻어진

조사량(Fluence)에 따른 구리층이 증착된 PFA의 임계하중(Critical Load) 변화.

- 앞서 언급한 그림 24의 나노인덴터를 이용한 스크래치 시험과 더불어 이온빔 처리

된 PFA 기판들의 접착력 향상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9에서와 동일한 방법으

로 순수한 것과 다양한 이온빔 조사량에서 조사된 PFA 기판들의 접착력을 분석하

였고 그 결과를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FA의 경

우 접착강도(peel strength)가 0.606 N/cm이었지만, 이온빔이 조사된 PFA의 경우에

서는 이온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여 최대 4.60 N/cm까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접착력 향상은 앞서 그림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F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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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용 신규 나노복합소재를 제조하였고 방

사선 조사에 따른 제조된 나노복합소재의 특성변화를 분석함.

.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올리고머, 아크릴레이트 단량체, POSS 나노충진제, 그리

고 광개시제들을 적절한 배합비로 혼합하여 나노복합소재를 제조하였음:

물리적 특성 POSS1 POSS2
외형 무색, 투명 무색, 투명
굴절률 1.460 1.460

밀도(g/cm
3
at 25

o
C) 1.022 1.020

점도(cps at 25 oC) 10.5 10.5

화학적 변화보다는 표면 형태학적 변화에 의한 표면 거칠기의 증가로 인하여 접

착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5. 만능시험기(UTM)을 이용한 90o 테이프(Nitto-310B) 시험을 통해 얻어진

이온빔 조사량(Fluence)에 따른 PFA의 접착강도(Peel Strength) 변화.

마. 결론

- 전자소자용 PI, PEN, PFA 등 3종의 고분자 기판의 표면을 재료의 특성과 이온빔

조사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온빔 조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질하였고, 금속

박막을 형성한 후 스크래치 시험을 이용한 금속과 접착력을 시험한 결과 재료 및

이온빔 조사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85%까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이온빔에 의해 표면 개질된 기판과 구리시트간의 접착력을 90o 박리시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또한 개질된 기판들의 접착성이 최대 3.84 N/cm 이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온빔을 이용하여 고분자 기판들의 표면을 효과적인 개질하였으며, 이로 인

하여 금속과의 접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제6절 방사선 이용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소재 개발, 패턴

형성 기술 개발 및 나노바이오센선 활용 기술 개발

1.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용 소재 개발 및 방사선 가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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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된 나노복합소재에 전자빔을 조사하여 성공적으로 80% 이상의 가교도를

얻는데 성공하였음.

- 제조된 나노복합임프린트 소재의 특성은 굴절률 측정기(Refractometer), 점도

측정기(Viscometer), 밀도 측정기(Specific gravity cup)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음.

- 방사선 조사를 통해 가교된 나노복합임프린트 소재의 특성들을 팽윤도 및 접촉

각 측정, 만능시험분석기(UTM), 열중량분석기(TGA), 적외선분광기(FT-IR)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제조된 나노복합소재들(POSS1과 POSS2)과 상업화된 임프린트

수지(제조사: Q-sys Co. Ltd.)의 팽윤도(Swelling Degree), 압축강도(Compressive

Strength), 열분해온도(Td) 및 접촉각(Contact Angle) 변화

가.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용 나노복합소재 제조

-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용 나노복합소재를 제조하기 위해서 암실에서 우레탄 아크

릴레이트 올리고머(urethan oligomer, Aldrich), 아크릴레이트 단량체(acrylate

monomer, Aldrich), 나노충진제로써 메타크릴 포스(methacryl 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POSS), MA0735, Hybrid Plastics)와 아크릴로 포스

(acrylo 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POSS), MA0735, Hybrid Plastics),

그리고 광개시제로 2,2-디메톡시-1,2-디펜닐에탄-1-온(2,2-dimethoxy-1,2-diph

enylethan-1-one, Aldrich)을 표 1에 나타낸 배합비에 따라서 반응기에 넣은 후,

실온에서 40분 동안 교반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나노복합소재의 특성은 굴절

률 측정기(refractometer), 점도 측정기(viscometer), 밀도 측정기(specific gravity

cup)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제조된 나노복합소재를 방사선 가교를 위해서 제조된 나노복합소재를 유리 페트

리디쉬에 담아 다음 비닐 팩에 넣고 질소로 충진 한 다음 밀봉하여 한국원자력연

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전자빔 가속기(10 MeV, 1 mA)를 이용하여 3에서 50

kGy의 다양한 조사량들에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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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리소그래피 임프린트용 나노복합소재 제조를 위한 배합비.

나노복합재료

배합비율 (wt%)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아크릴레이트

단량체
나노충진제 광개시제

POSS11 35 59 3 3
POSS22 40 54 3 3

1
POSS1: Methacryl POSS를 나노충진제로 하여 제조된 것임.
2
POSS2: Acrylo POSS를 나노충진제로 하여 제조된 것임

- 가교된 나노복합소재의 특성들을 만능시험분석기(UTM), 열중량분석기(TGA),

접촉각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조사된 나노복합소재의 팽윤도(swelling degree)는 조사된 시료를 클로로포름 용

매에서 24 시간 팽윤 시킨 다음 팽윤 전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다음의 식으로

부터 계산하였다.

팽윤도 (%) = W2/W1 x 100

여기서, W1와 W2는 각각 팽윤 전과 후의 조사된 나노복합소재의 무게를 나타낸

다.

나. 제조된 나노복합소재의 물리적 특성 분석

- 제조된 나노복합소재의 물리적 특성들(굴절률, 밀도, 점도)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조된 나노복합

재료들인 POSS1와 POSS2들은 동일하게 무색투명 하고 1.460의 굴절률과 1.022

cps의 점도를 나타내었고 상대적으로 분자량 큰 메타크릴 POSS(methacryl-

POSS)를 제조한 POSS1이 POSS2보다는 밀도가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 동일

한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교대

상으로 규시스(한국)에서 임프린트 수지로 판매하고 있는 NIR-Q1 제품과 비교

했을 때 물리적 특성들이 거의 뒤처지지 않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표 2. 리소그래피 임프린트용 나노복합소재 제조를 위한 배합비.

물리적 특성 POSS1 POSS2
NIR-Q1

(Q-sys Co. Ltd.)
외형 무색, 투명 무색, 투명 무색, 투명
굴절률 1.460 1.460 1.459

밀도(g/cm3 at 25
oC)

1.022 1.020 1.020

점도(cps at 25 oC) 10.5 10.5 10.0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교된 나노복합소재의 특성분석

- 그림 1은 방사선 조사에 따른 가교된 나노복합소재들과 비교대상인 상업화된 임프

린트 수지(NIR-Q1)의 팽윤도(swelling degree)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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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낸바와 같이, 모든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들에서 제조된 나노복

합소재들인 POSS1와 POSS2가 상업화된 NIR-Q1보다 낮은 팽윤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된 나노복합소재들이 상업화된 NIR-Q1에 비해 전자빔 조사

에 의해 형성된 가교밀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Methacryl POSS

가 첨가된 POSS1이 Acrylo POSS가 첨가된 POSS2에 비해 약간 낮은 팽윤도를

보임에 따라서 Methacryl POSS가 Acrylo POSS에 비해 전자빔에 의한 가교구

조형성에 용이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제조된 나노복합소재들(POSS1과 POSS2)과

상업화된 임프린트 수지(NIR-Q1, 제조사: Q-Sys Co. Ltd.)의 팽윤도(Swelling

Degree) 변화.

- 그림 2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가교된 나노복합소재들과 비교대상인 상업화된 임

프린트용 수지(NIR-Q1)의 압축강도(compressive strength) 변화를 측정한 결과

이다. 그림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모든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들에서 제

조된 나노복합소재들인 POSS1과 POSS2가 상업화된 NIR-Q1보다 높은 압축강도

를 나타내고 또한, Methacryl POSS가 첨가된 POSS1이 Acrylo POSS가 첨가된

POSS2에 비해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그림

1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된 POSS1와 POSS2 들이 상업화된 NIR-Q1에 비해

동일흡수선량에서 높은 가교밀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나노복합

소재의 물성향상에 있어 Methacryl POSS가 Acrylo POSS에 비해 보다 효과적임

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제조된 나노복합소재들(POSS1과 POSS2)과

상업화된 임프린트 수지(NIR-Q1, 제조사: Q-Sys Co. Ltd.)의

압축강도(Compressive Strengt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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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에서 조사된 나노복합소재들과 비교대상인

상업화된 임프린트용 수지(NIR-Q1)의 열분해온도(thermal decomposition

temperature, Td)를 TGA를 통해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모든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들에서 제조된 나

노복합소재들인 POSS1와 POSS2가 상업화된 NIR-Q 보다 높은 열분해온도를 나

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그림 1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된

POSS1과 POSS2들이 상업화된 NIR-Q1에 비해 동일흡수선량에서 높은 가교밀도

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3.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제조된 나노복합소재들(POSS1과 POSS2)과

상업화된 임프린트 수지(NIR-Q1, 제조사: Q-Sys Co. Ltd.)의 열분해온도(Thermal

Decomposition Temperature, Td) 변화.

- 방사선 조사에 따른 젖음성의 변화를 분석하기위해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

(absorbed dose)에서 조사된 나노복합소재들과 비교대상인 상업화된 임프린트 수

지(NIR-Q1)의 접촉각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

타낸바와 같이, 5 kGy이하의 흡수선량에서는 제조된 나노복합소재들인 POSS1과

POSS2가 상업화된 NIR-Q 보다 높은 접촉각을 보였지만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낮

은 접촉각을 보였고 특히 POSS1이 10 kGy이상의 흡수선량들에서는 낮은 접촉

각의 변화를 보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제조된 나노복합체들중 특히 Methacryl

POSS로 제조된 POSS1은 상업화된 NIR-Q1에 비해 전자빔 조사에 따른 젖음성

변화가 작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제조된 나노복합소재들(POSS1과 POSS2)과 상업화된

임프린트 수지(NIR-Q1, 제조사: Q-Sys Co. Ltd.)의 접촉각(Contact Angl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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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PDMS 리소그래피 소재의 물성을 개질하고

그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음.

. 기존의 열경화법을 통해 제조된 PDMS 시트를 20 ~ 200 kGy의 흡수선량 조

건에서 전자빔 조사를 통해 개질하였음.

. 전자빔 조사를 통해 개질된 PDMS 시트는 80o 이하의 접촉각을 나타냄을 확

인하였음.

- 개질된 PDMS 시트의 특성을 팽윤도 및 접촉각 측정, 만능시험분석기(UTM),

열중량분석기(TGA), X선 광전자 분광기(XPS)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방사선 조사에 따른 PDMS 임프린트 소재의 팽윤도, 압축강도 및 접촉각의

변화>

라. 결론

- 상업화된 제품에 비해 물리적 특성들이 우수한 리소그래피 임프린트용 2 종의 나

노복합소재들을 성공적으로 제조하였고 제조된 나노복합소재에 방사선 조사를 하

여 80%이상의 가교도를 얻는데 성공하였고 가교된 나노복합소재의 특성은 방사선

조사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팽윤도는 동일한 방사선 조사 조건하에서 상업화된

임프린트 수지에 비해 낮았고 압축강도, 열분해온도 및 젖음성은 상업화된 임프린

트 수지 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2. 리소그래피용 소재 표면 처리 기술 개발

가. 방사선을 이용하여 PDMS 리소그래피 소재의 물성 개질

그림 1. 전자빔 이용 PDMS 임프린트 소재의 물성개질 모식도

- 다우코닝(Dow Corning)으로부터 구입한 폴리디메틸실록산(PDMS) 프리폴리머

(Pre-polymer)와 경화제가 들어있는 Sylgard 184 키트를 이용하여 폴리디메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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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산 시트를 제조하기 위해 다우코닝사에서 제시된 제조방법에 따라서 프리폴리머

와 경화제를 10:1의 중량비로 혼합하고 혼합과정에서 생성된 공기방울을 제거한

후, 주문 제작한 몰드(150 mm (L) × 150 mm (W) × 3 mm (H))에 부은 다음,

100 oC의 오븐에서 2시간 정도 열경화를 통해 PDMS 시트를 제조하였다.

- 제조된 폴리디메틸실록산 시트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전자빔

가속기(10 MeV, 1 mA)를 이용하여 20에서 200kGy의 다양한 조사량들에서 조사

하였다.

- 개질된 PDMS 시트의 특성들을 만능시험분석기(UTM), 열중량분석기(TGA), 접

촉각 측정기, X선 광전자 분광기(XPS)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개질된 PDMS 시트의 팽윤도(swelling degree)는 조사된 시료를 클로로포름 용매

에서 24 시간 팽윤 시킨 다음 팽윤 전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팽윤도 (%) = W2/W1 x 100

여기서, W1와 W2는 각각 팽윤 전과 후의 조사된 PDMS 시트의 무게를 나타낸다.

나. 전자빔 조사에 의해 개질된 PDMS의 물성 분석

- 그림 2는 전자빔 조사에 따른 PDMS 시트의 팽윤도(swelling degree) 변화를 분

석한 결과이다.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은 PDMS 시트는 팽윤도가 90%인 반면, 전

자빔 조사를 통해 개질된 PDMS 시트의 팽윤도는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200 kGy의 전자빔을 조사하였을 경우 팽윤도가 약 66%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팽윤도의 감소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PDMS 시트의 가교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PDMS 리소그래피 소재의 취약점들의 하나인 용

매에 의한 팽윤현상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PDMS 시트의 팽윤도(Swelling Degree) 변화.

- 그림 3은 전자빔 조사에 따른 PDMS 시트의 압축강도(compressive strength) 변화

를 측정한 결과이다. 순수한 PDMS 의 압축강도는 2.9 MPa이지만, 전자빔에 의해

개질된 PDMS들의 경우에서는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 5.5 MPa까

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런 압축강도의 증가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PDMS의 가

교밀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자빔 조사를 통해 PDM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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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물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PDMS 시트의 압축강도(Compressive strength)

변화.

- 그림 4는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PDMS 시트의 열분해온도(Thermal

Decomposition Temperature, Td)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PDMS 시트의 열분해온도(Td)는 388.6 ℃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전자빔에

개질된 PDMS 시트들의 경우에서는 Td가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398.8 ℃까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열안전성의 증가는 전자빔에 의해

PDMS 시트의 가교밀도가 증가하여 열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4.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PDMS 시트의 열분해온도(Thermal Decomposition

Temperature, Td) 변화.

그림 5.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PDMS 시트의 접촉각(Contact Angle) 변화.

- 방사선 조사에 따른 젖음성의 변화를 분석하기위해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

(absorbed dose)에서 조사된 PDMS 시트들의 접촉각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

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DMS의 접촉각은 101o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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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기반의 나노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제작한 후 이를 토대로 초고감도 비표지 방식의 나노바이오센서를 제작하였음.

-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상당히 소수성 표면을 나타내었지만, 전자빔에 개질된 PDMS들의 경우에서는 접

촉각이 감소하여 최대 75도까지 감소하여 친수성 표면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젖음성의 향상은 상은 전자빔 조사에 의해 일어난 산화반응으로 인하여

PDMS의 표면에 친수성 그룹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전자빔 조사에 따른 PDMS 표면의 화학조성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순수한 것

과 조사된 PDMS 시트들의 표면을 XPS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6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폴리디메틸실록산과 비교해서 전자빔에

의해 개질된 폴리디메틸실록산의 경우에서는 PDMS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O)]/

[규소(Si)]와 [탄소(C)]/[규소(Si)]의 원소비들이 전자빔 조사량에 따라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원소비의 변화 중에서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O]/[Si]의

원소비의 증가는 PDMS의 젖음성을 향상시키는 친수성 그룹들이 전자빔 조사 동

안에 일어나는 산화반응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6. XPS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PDMS 표면의 [O]/[Si]와

[C]/[Si] 원소비 변화.

라. 결론

- 전자빔 조사를 통해 PDMS 리소그래피 소재 물성을 개질하여 특성을 분석한 결

과, 전자빔 조사에 의해 PDMS 시트의 가교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된

PDMS 시트의 팽윤도는 순수한 것에 비해 최대 24%까지 감소하였고, 압축강도

와 열분해온도는 순수한 것에 대비 각각 최대 2.5 MPa 와 10
o
C까지 증가하였

으며, 전자빔 조사에 의한 산화 반응에 의하여 PDMS 표면에 친수성 관능기들

이 형성됨으로써 PDMS 표면의 젖음성은 순수한 것 비해 최대 24%까지 향상됨

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전자빔을 이용하여 PDMS 리소그래피 소재를 효과적인

개질을 통해 PDMS의 물성을 향상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3. 방사선이용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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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나노와이어 크기(L x W x H)는 30 nm x 100 nm x 100 nm이며, 우울증

의 근원으로 생각되어지는 Dopamine 표적물질로 하여 감도평가결과 10 pM(2

pg/ml)에서 100 nM(20 ng/ml)의 범위에서 검출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감지 부분의 비표면적 증가를 통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의

감도 향상

.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 크기 (L x W X H) 40 μm x 100

nm x 100 nm의 꺾인 형태의 다선으로 구성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

바이오센서를 제작한 후, 파킨슨 병의 유발물질인 Gamma-Amino Butyric

Acid (GABA)를 표적물질로하여 감도평가결과 970 fM(100 pg/ml)에서 9.7 μ

M(1 ng/ml)의 범위에서 검출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전자빔 리소그래피 이용한 다선구조의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의 나노바이오센

서를 이용한 전립암의 표지자인 MMP-2 측정함.

.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 크기 (L x W X H) 40 μm x 100

nm x 100 nm의 꺾인 형태의 다선으로 구성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

바이오센서를 제작하였음.

. 전립암의 표지자인 MMP-2에 특이적인 반응 생체분자 설계

(KKGGGGGG-IPVS LRSG-EEEEEE) 및 고정화 최적화함.

. 감도평가결과: 1 pM(42 pg/ml)에서 100 nM(4.2 μg/ml)의 범위에서 검출 가능

함을 확인하였음.

- 금 나노입자-DNA 복합체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의 나노바이오센

서의 MMP-2에 대한 감도향상 기술 개발하였음.

.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 크기 (L x W x H) 40 μm x 100

nm x 100 nm의 꺾인 형태의 다선으로 구성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

바이오센서를 제작하였음.

. 실리콘 나노와이어 감지 표면을 MMP-2 특이 생체분자, 금나노입자-DNA 복

합체로 구성하고 이를 최적화함.

. 감도평가결과: 100 fM(4.2 pg/ml)에서 100 nM(4.2 μg/ml)의 범위에서 검

출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나노바이오센서의 원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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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DNA복합체로 구성된 나노바이오센서 구조 >

가. 방사선 이용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그림 1.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의 모식도

그림 2.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제작한 패턴의 SEM사진

- 그림 1과 같이 제작된 마스터 몰드를 이용하여 준비된 SOI(Silicon-on-Insulator) 기

판 위에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기술을 실시하였다. SOI 소자의 장점으로는 저전

압으로도 고감도의 민감성으로 제공하고 발열이 적어 소비 전력등에 있어 향상을 가

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제작 공정은 SOI 기판위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LOL1000

과 resin을 올리고 몰드와 기판을 일정한 압력과 UV를 쏘여주고, 일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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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난 다음 분리한다. 이후 Cr을 올려주고 LOL1000 remover와 에칭 작업을

진행하여 마스터 몰드의 형태와 똑같은 실리콘 나노와이어 패턴을 제작하게 된다.

그림 2는 그림 1과 같은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이용한여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

어 패턴의 SEM 사진이다. 높이 100 nm 이하, 너비 100 nm, 길이 30 μm 의 Si 나

노와이어를 제작하였다.

그림 3.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나노 패턴 제작의 모식도

그림 4.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통해 형성된 나노 패턴의 SEM 사진

-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빔 리소그래피(e-beam lithography) 기법을 이

용하여 너비 ~100 nm, 높이 ~100 nm, 길이 ~40 μm의 꺾인 형태의 나노와이어

를 제작한 후,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기법을 이용하여 양 전극을 제

작하여 FET(Field Effect Transistor) 기반의 전극 소자를 제작하였다. 그림 4는

공정을 통해 제작된 전극과 나노와이어를 보여주는 SEM 사진이다.

나. Dopamine을 표적 물질로 하는 나노바이오센서의 측정

- Dopamine을 표적 물질로 사용한 나노바이오센서의 경우 나노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실리콘 와이어가 단일선으로 제작한 n형 반도체 패턴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진은 우선적으로 나노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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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 특성을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5에서와 같이 gate

전압을 0 - 20 V로 주어 주입되는 전압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의 흐름이 증

가하는 반도체적인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 (a)에서 볼 수 있듯이, Gate

Voltage가 커짐에 따라 실리콘 나노 와이어의 전자수송 채널이 넓어지게 되어 실

리콘 나노와이어를 통해 흐르게 되는 전류의 양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그림 5 (b)에서 나타 내었듯이, 대략 5 V 이상의 Gate Voltage가 주어져

야만 반도체물질인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전자 수송 채널이 열리게 되는 역치전압

(Threshold Voltage)를 확인하였다.

그림 5. 제작된 n형 반도체의 특성 측정

- 제작된 n형 반도체 패턴을 이용하여 Dopamine을 타겟 물질로 한 실험한 결과들을

그림 6에서 나타내었다. 본 연구진은 그림 5에서와 같이 확인된 나노와이어의 전류

특성을 이용하여 항원-항체간의 상호반응을 전기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였다. 항원의 경우에서는 버퍼의 pH에 따라 순 전하(net charge)가

변하게 되는데, Dopamine은 등전점(Isoelectric point, pI)값이 9.22이고 실험을 pH

7.4에 희석하여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 charge를 띠게 된 Dopamine이 반응함에

따라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채널을 통해 흐르는 전기전도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Dopamine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전도도의 양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결과적으로 Dopamine 항체가 고정화된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이용

하여 Dopamine 항원과의 결합을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해 아래 그림 6과 같이

전류 변화를 이용해 측정하였고 정량화하였다.

그림 6. Dopamine 항원의 농도 변화에 따른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전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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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나노바이오센서는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그림 7에서 보여준다.

1 nM의 Dopamine항원을 이용하여 전류의 변화를 측정한 후 버퍼 용액의

washing 과정을 거쳐 바로 실험을 다시 하였을 때 같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 나노바이오센서가 재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그림7. 제작된 나노바이오센서의 재사용 실험결과

다. Gamma-Amino Butyric Acid (GABA)을 표적 물질로 하는 나노바이오센

서의 측정

그림 8. GABA를 표적으로 하는 바이오센서의 설계 모식도

- GABA룰 표적 물질로 제작된 나노바이오센서는 전자빔 리소그래피와 포토리소그

래피를 사용하여 p형의 반도체 기판위에 표면적을 넓힌 다선구조의 실리콘 나노와

이어를 제작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하였고, 아래 그림 8과 같이 설계하였다. 나노와이어 위에 GABA 항체

를 고정하고 항원을 붙인 다음 버퍼 용액으로 세척하고 다시 항체를 붙임으로 인

해 일어나는 전하변화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변화함을 통해 GABA 표적물질을 검

출할 수 있는 나노바이오센서를 개발하였다.

- 제작한 p형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FET 특성을 반도체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그림 9 (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작한 실리콘 나노와이어는 gate 전압

을 -10 V에서 10 V까지로 주어 주입되는 전압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의 양이

감소하는 전형적인 p형 반도체적인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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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9 (b)에서 나타내었듯이, Gate Voltage가 커짐에 따라 실리콘 나노 와이어의

전자수송 채널이 좁아지게 되어 실리콘 나노와이어를 통해 흐르게 되는 전류의

양이 감소하고 대략 5 V 이상의 Gate Voltage가 주어진다면 반도체물질인 실리

콘 나노와이어의 전자 수송 채널이 완전히 차단됨을 또한 확인하였다.

그림 9. 제작한 p형 반도체의 특성 측정

그림 10. GABA 항원의 농도 변화에 따른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전도도 변화

- 그림 9에 확인된 나노와이어의 전류의 특성을 이용하여 항원-항체간의 상호반응을

전기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파킨슨씨병의 유발물질로서

알려진 Gamma-Amino Butyric Acid(GABA)의 등전점(pI)은 ~7.3임을 이용하여

이를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에 고정화된 항체에

GABA 항원이 결합함으로써 변화하는 전도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전도도의 변화는 GABA의 pI값보다 염기성인 pH 8.5에 희석됨에 따라서 (-)전하

를 보유하게 된 항원에 의해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채널을 통해 흐르는 전기전도도

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GABA의 농도에 높아짐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

전도도의 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항원과 항원의 분리에 의한 전도성 복

구로 패턴의 재활용성을 또한 확인하였다. GABA의 농도측정 범위는 970 fM ~

9.7 nM이다. 그림 10 (b)는 측정 결과의 선형선을 나타낸다.

다. MMP-2을 표적 물질로 하는 나노바이오센서의 측정

- 그림 11은 MMP-2와 디자인한 펩타이드(KKGGGGGG-IPVSLRSG-EEEEEE)를

이용하여 실험한 방법의 모식도이다. 제작된 SOI 나노와이어 패턴 표면에 친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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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유기물 불순물 제거를 위해 O2플라즈마를 이용하여 1분간 처리해 준다. 바로

나노와이어 표면에 Trimethoxysilylbutyl Aldehyde가 포함된 에탄올에 1시간 상온

에 담가주어 실리콘 나노와이어 표면에 자기조립 단분자막를 형성시킨다. 이 디바

이스를 고순도 에탄올에 충분히 세척을 해준다. 그 뒤 실란기가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10분간 80℃로 baking을 시켜 준다. 이후 디자인한 펩타이드 용액을 나노

와이어 부분에 상온에서 2시간동안 반응을 시켜준다. 2시간 후 정제된 초순수 증

류수와 PBS 용액을 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해준다. 이 때 나노와이어 표면에 펩타이

드가 결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MMP-2가 펩타이드와

아닌 표면과 비특이적 결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mg/ml의 PEG 용액을 이

용하여 30분간 담가 blocking을 시켜준다. 마지막으로 MMP-2를 이용하여 농도

별로 실리콘 나노와이어 상에서 펩타이드를 절단 시키는 성질로 전기적 신호를 측

정한다.

그림 11.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의 MMP-2 측정 모식도

- 그림 12 (a)는 반도체의 측정을 위하여 이 p형 반도체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서 보

내 주고 gate에 따라 채널의 두께가 변화함에 의하여 반도체를 통과하는 전류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한 I/V 측정 방법이다. 또한 (b)의 그래프를 통해 채널

이 형성되는 gate voltage 값을 알 수 있다. 10V의 drain 전압을 주었을 때 gate

volage의 경우 (-)값이 커질수록 전류가 훨씬 커지고 0V 부근에서는 채널이 닫히

게 되어 전류가 흐리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p형 반도체의 일반적인

성질로서, 제작된 나노와이어 디바이스가 우수한 전기적 성질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의 MMP-2 측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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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고정화된 펩타이드와 PEG의 최적의 농도의 비

- 나노와이어상의 KKGGGGGG-IPVSLRSG-EEEEEE로 디자인된 펩타이드와 1

mg/mL의 blocking 물질로 사용된 PEG(1 mg/ml)의 농도의 비를 최적화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고정화되는 펩타이드의 밀도에 대한 MMP-2와의 반응성

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과 같이 160 μg/ml에서 가장 큰 민감

도를 보였기 때문에 최종 실험은 PEG 1 mg/ml와 160 μg/ml의 디자인한 펩타

이드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4. 제작된 나노바이오센서의 MMP-2에 대한 측정결과

- 전기적 검출이 가능한 나노와이어 디바이스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립선 암에 관계가 있는 MMP-2를 농도별로 검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

다. MMP-2의 농도를 고농도인 100 nM(4.2 μg/ml)에서 1 pM(42 pg/ml)까지 6

단계에 걸쳐 p형 SOI 나노와이어 바이오센서를 이용하여 농도별로 검출하였다.

그림 14의 (a)에서 화살표한 부분이 MMP-2를 넣어서 펩타이드의 절단 부분인

IPVSLRSG가 잘라지게 된다. 이 절단부분 뒷부분에는 glutamic acid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절단부분이 잘라지게 되면 (-)부분을 띠는 glutamic acid 역시 잘라지

게 되어 charge 변화가 생기게 되어 전기적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이다. 그림

14(a)에서 보여지듯이 고농도인 100nM에서는 그래프의 변화폭이 매우 크고 점차 저

농도로 갈수록 그래프의 변화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MMP-2의 농도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의 절단부분이 잘리게 되어 (-)charge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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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떨어지게 된다. (b)는 농도별 전기전도도 변화 그래프를 토대로 전기전도도

의 변화를 농도별로 나타내고 에러바를 표시한 그래프이다. 농도에 따라서 선형으

로 된 결과가 농도에 비례하는 전기기전도도의 변화가 나옴을 알려준다. 이 결과

는 이 디바이스가 바이오센서로서의 동작을 제대로 했고 정확한 감지가 가능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금나노입자-DNA 복합체를 이용하여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의 나노바이오

센서의 MMP-2에 대한 민감도 향상 (신호증폭기술 개발)

그림 15. 금나노복합체 제작 모식도

- 먼저 제작된 SOI 나노와이어 패턴 표면에 친수성기와 유기물 불순물 제거를 위

해 O2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1분간 처리해 준다. 바로 나노와이어 표면에

Trimethoxysilylbutyl Aldehyde가 포함된 ethanol에 1시간 상온에 담가주어 실리

콘 나노와이어 표면에 자기조립 단분자막(SAMs)를 형성 시킨다. 이 디바이스를

고순도 ethanol에 충분히 세척을 해준다. 그 뒤 실란기가 잘 고정이 될 수 있도

록 10분간 80℃로 baking을 시켜 준다. MMP-2에 반응하는 생체분자가 결합된

금나노 복합구조체는 그림 15와 같이 준비한다. 2.6 x 1010/ml의 농도의 60 nm

크기의 금 나노입자에 5 μl streptavidin 1mg/ml을 붙인 뒤 DNA를 골드 표면에

붙여 준다. 그 다음 biotin이 표지되어 있는 설계된 펩타이드

(KKGGGGGG-IPVSLRSG- EEEEEE)를 결합시킨다. 그 후 나노복합체를 나노

와이어 부분에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을 시켜준다. 2시간 후 정제된 초순수

증류수와 PBS 용액을 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해준다. 이 때 나노와이어 표면에

펩타이드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MMP-2가 펩타이드와 아닌 표면과 비특이적 결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8

mg/ml의 PEG 용액을 이용하여 30분간 담가 blocking을 시켜준다. 마지막으로

MMP-2를 이용하여 농도별로 실리콘 나노와이어 상에서 펩타이드를 절단 시키

는 성질로 전기적 신호를 측정한다.

- 금 나노입자에 생체분자의 결합은 UV-vis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금나노입자에 전하를 가지는 생체분자가 결합함에 따라서 금나노입자의 표

면에너지가 변하고 그에 따라서 UV peak가 red shift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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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MMP-2 측정 모식도

그림 17. 금나노입자와 생체분자의 반응에 따른 UV값의 변화

-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소자에 결합된 금 나노입자 복합체의 농도별 결합정

도를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사진의 이미지는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금나노입자 복합체의 농도가 높아질 수 소자 상에 존재하는 입자의 농도는 높아

졌으며 MMP-2의 반응에 있어서 최적으로 농도를 도출되었다.

(a) (b)

그림 18. 금나노입자 복합체의 농도 증가에 따른 나노와이어상의 복합 구조체의

분포도: a) 0.2 mg/ml, b) 0.8 mg/ml

- 그림 19는 설계 제작된 생체분자 박막으로 구성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박막 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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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2를 농도별로 적용함에 따른 나노와이어의 전도도의 변화를 나타내며 이

를 정량화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 fM(4.2 pg/ml)에서 10

nM(420 ng/ml)의 농도의 범위에서 MMP-2를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림 19. MMP-2 농도에 따른 실리콘 나노와이어 소자의 전도도 변화

그림 20. 금나노입자 사용에 따른 신호증폭 비교

- 금 나노입자/DNA 구조의 나노복합체를 사용에 따른 신호증폭의 유무를 비교하

여 보았다. 아래 그림 20에서 보는 것과 같이 10 nM(420 ng/ml)의 MMP-2로

실험을 했을 경우 금나노입자를 이용한 것이 펩타이드만 이용한 것에 비하여 전

류도의 차이가 14배 가량 더 많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nM(42 ng/ml)

의 MMP-2를 이용한 결과는 12배 가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같은

drain 전압과 gate 전압을 주었지만 DNA가 붙은 금 나노입자를 이용함으로 좀

더 많은 전류도 차이를 보임으로써 좀 더 민감도를 향상시켰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결과를 얻었고 실제로도 금 나노입자를 이용했을 경우 100 fM(4.2 pg/ml)

까지 측정함으로 민감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결론

-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100 nm 이하의 나노와이어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

으며,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을 융합한 센서의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을 이

용하여 초고감도 실리콘 나노와이어 기반의 고성능 나노바이오센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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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생체 적합성 고

분자 재료

- 2종 이상의

생체 적합성 고

분자 재료

- 이온주입에

따른 접촉각 :

10~80도

○ 이온주입에 의하여 고분자 재료들의

생체적합성을 향상시킴

- 이온주입에 의한 PS, PE, PTFE,

PDMS 등 총 4종의 고분자 재료들의

생체 적합성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확인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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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을 형성하였음.

- 고분자 재료의 종류 및 이온주입 조건

에 따라 접촉각의 차이는 있으나 이온

주입 후 접촉각이 폴리스티렌의 경우

59도, PTFE의 경우 70도까지 감소하였

음.

50 100

○ 총 4종의 고분자 재

료에 대한 생체적합성

향상 확인

○ 표면 처리 후 접촉

각 측정 결과: 59도(폴

리스티렌) 및 70도

(PTFE)

생체적합성 세

라믹 재료

- 이온주입에

따른 접촉각 :

10~80도

○ 이온주입 및 이온보조반응에 의하여 세

라믹 재료들의 생체적합성을 향상시킴

- 이온주입에 의한 유리(glass) 및 실리

콘 웨이퍼(Si-wafer) 등 총 2종의 세라

믹 재료들의 생체 적합성이 향상되었음

을 확인함. 또한 산소 분위기 하에서

이온주입(이온보조반응)을 한 경우 생

체적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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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료에 대한 생체적합성

향상 확인

○ 표면 처리 후 접촉

각 측정 결과 : 20-50

도

탄소나노튜브

절단

- 길이 10

micron 이하

- 방사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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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나

노튜브의 표면에 약간의 결점들이 발생

되었지만, 방사선을 조사하기 전 본래

의 탄소나노튜브의 구조적 특성들이 유

지되고 있음을 확인함(Raman 확인).

30 100

○ 방사선에 의한 탄소

나노튜브 절단 길이: 5

micron 이하 확인

○ 분석결과 탄소나노

튜브 본래의 구조적 특

성 유지 확인 (Raman)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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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재료 표면에

생체 분자 고

정화 기술 개

발

- 세포 1종, 단

백질 1종,

DNA 1종 이상

고정화

- 50 micron

이하 생체분자

패턴 형성

○ 이온주입 및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

량체 그라프트 중합에 의하여 재료 표

면에 기능성 관능기를 도입한 후 생체

분자를 고정화시킴.

- 이온주입을 통하여 폴리에스테르 계통

의 고분자 재료 표면에 카르복시산 등

의 기능성 관능기들을 발생시킴.

- PVDF, PTFE 등의 고분자 재료 표면

에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량체(아크릴

산) 그라프트 중합하여 기능성 관능기

를 도입하였음.

- 기능성 관능기가 도입된 표면에 생체

분자(세포 3종, 단백질 1종, DNA 1종)

를 고정화하였음.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선택적으

로 재료 표면을 활성화시킴. 이온주입

에 의하여 활성화된 부분에만 기능성

단량체를 그라프트 중합한 후 생체 분

자를 도입하여 50 μm 이하의 생체분자

패턴 형성시킴.

40 100

○ 세포 3종, 단백

질 1종, DNA 1종

을 고분자 재료

표면에 고정화 확

인

○ 세포, 단백질

및 DNA 50 μm

이하 패턴 형성

확인

방사선 이용

생체분자 비특

이성 흡착 방

지 기술 개발

- 세포 등 생

체 분자 비특

이성 흡착 방

지

- 350 micron

이하의 비특이

성 흡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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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함.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선택적으

로 비특이성 흡착 방지용 Pluronic,

PHS 등을 고정화시킨 후 세포 등 생체

분자를 도입하여 100 μm의 생체 분자

패턴 형성시킴.

30 100

○ Pluronic 패턴

형성을 통한 세포

의 비특이성 흡착

방지 특성 확인

○ 100 μm 이하

의 세포 패턴 형

성 및 이종 세포

패턴 형성 확인

고분자 그라프

트된 탄소나노

튜브

-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동시중합법에 의

하여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

브를 제조함.

-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고분자가 그라프

30 100

○ 스티렌 및 아

크릴산 2종의 단

량체를 이용한 그

라프트 중합

2. 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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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Monomer 2

종 이상

- 그라프트율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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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합시킴.

-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건에서 5% 이상의 그라프트율을 보

임.

- 분산성 평가 결과, 그라프트되는 단량

체의 종류에 따라 유기용매 혹은 수용

액 상에서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

을 확인함.

○ 그라프트율 측

정 결과 모든 조

건에서 5%이상

확인

○ 수용액 및 유

기용매 상에서의

탄소나노튜브 분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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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표적들에 대

한 50 μg/ml

이하의 민감도

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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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 기술 개발.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으로 재료 표

면에 친수성 관능기(OH, COOH 등)의

도입 및 패턴화, 이를 이용한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 마스크를 통한 이온주입 후 기능성 단

량체(아크릴산)를 그라프트 중합하여

재료 표면에 COOH 도입 및 패턴화,

이를 이용한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이온빔 접촉 리소그래피를 통한 고분

자 패턴 형성을 통한 세포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생체 분자 패턴 형성 결과

. 세포, 단백질 및 DNA 등: 50 μm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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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100

○ 단백질 및

DNA: 50 μm 이

하 패턴 형성

○ 탄저균: 최대

1 fg/ml; 간 암:

최대 10 pg/ml 까

지 검출 가능 확

인

3. 3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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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및 검출 성능 평가.

. 탄저균: 1 pg/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 간 암: 10 pg/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 방사선을 이용한 Capillary force형

Microfluidic 칩용 고분자 기판 표면

처리 및 흡착 성능 평가 (ETRI 공동

연구)

- Microfluidic 칩용 고분자 기판 위에

특정 표적 생체 분자(탄저균, 간암표지

자) 검출을 위한 포획 분자의 고정화

및 형광스캐너(ArrayWorks)장비를 이

용한 성능 평가.

. 탄저균: 1 fg/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 간 암: 10 pg/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 전기적 측정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

작 및 성능 평가

- 나노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실리콘

나노와이어 제작.

- 제작된 실리콘 나노와이어 위에 특정

생체분자표적(알츠하이머) 고정화 및

검출 성능 평가.

. 알츠하이머: 1 pM 까지 검출가능

생체 분자로

개질된 탄소나

노튜브

- 단백질,

DNA 등 2종

이상 도입

○ 생체 분자로 개질된 그라프트된 탄소

나노튜브

- 생체분자를 고정화를 위하여 방사선

동시 중합법을 통해 기능성 단량체(아

크릴산)을 그라프트하여 표면 개질된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함.

- 폴리(아크릴산)이 그라프트된 탄소나

노튜브에 단백질, DNA 등 2종 이상 도

입하였고, XPS 분석과 형광현미경을

통하여 단백질 및 DNA가 탄소나노튜

브에 성공적으로 고정화되었음을 확인

함.

20 100

○ 단백질 1종,

DNA 1종 도입된

탄소나노튜브 제

조 및 형광현미경

등을 통한 확인

고분자 그라프

트된 탄소나노

튜브

- 방사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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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릴산 2종의 단

량체를 이용한 그

라프트 중합

○ 그라프트율 측

정 결과 모든 조

건에서 5%이상

확인

○ 수용액 및 유

기용매 상에서의

탄소나노튜브 분

산성 향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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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성 평가 결과, 그라프트되는 단량

체의 종류에 따라 유기용매 혹은 수용

액 상에서의 분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

을 확인함.

총계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을 이

용한 전자회

로 패턴형성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 개

발

1) 패턴 크

기: 100 μm

이하

2) 접착성:

2.0 N/cm 이

상

3) 분산도:

2% 이상

1) 금속 나노입자 혹은 금속 나노입자 전구체

를 함유하는 고분자(PVP, Pluronic) 용액 2

종 제조 및 이를 이용한 네가티브형 고분

자 패턴 형성

○ 고분자 용액 2종 제조 및 박막 형성

- PVP에 은 나노입자 전구체인 질산은

(AgNO3)을 잘 녹인 후 교반하여 은 나노

입자가 함유된 PVP 용액 제조(UV-Vis

를 이용한 은 나노입자 형성 확인)

- Pluronic에 AgNO3를 녹여 은 나노입자

전구체가 함유된 Pluronic 용액 제조

- 제조된 2종의 용액을 회전 도포를 통해

Si wafer 위에 박막 형성

- 박막 두께: 약 400 nm (두께 확인:

Surface profiler)

○ 마스크를 통한 이온 주입에 의한 은 나노입자

함유 고분자 패턴 형성

- 이온 주입 조건 : 이온원: H+, 에너지: 200

keV, 전류밀도: <1.0 μA/cm2, fluence: 1 x

1014 ~ 1 x 1016 ions/cm2

- 마스크: SUS, space: 50 ~ 100 ㎛, pitch: 150

~ 200 ㎛

- 은 나노입자 함유 고분자 패턴 크기: 50 ~

100 ㎛

- 은 나노입자 형성 확인: UV-Vis, FE-SEM,

EDX

○ 열처리에 의한 고분자 제거 및 은 나노입자

패턴 형성

- 열처리 : 300 oC 이상 (조건 150 ~ 350 oC)

- 은 나노입자 패턴 크기: 50 ~ 100 ㎛

- 은 나노입자 확인: FE-SEM, EDX

2) 이온주입을 이용한 고분자 기판 표면 개질

에 의한 금속과의 접착성 향상

○ 사용된 고분자 기판: PI, PEN, PFA 등 3

종

○ 이온 주입에 의한 고분자 기판 표면 개질

- 이온 주입 조건: 이온원: H or Xe, 에너지:

50 50

○ 금속나노입자

또는 금속나노입

자 전구체를 함유

한 2종의 고분자

용액 및 박막 형

성

○ 50 μm 이하

의 금속 나노입자

를 함유한 고분자

및 금속 나노입자

패턴 형성 확인

○ 총 3 종의 고

분자 기판들에 대

한 금속과의 접착

성 향상 확인: 2

N/cm 이상의 접

착력 확인.

○ 2wt%의 분산

도를 갖는 전도성

CNT 잉크 제조:

전도도: 1 kΩ/sq

(20회 반복 출력

시), 300 Ω/sq (50

회 반복 출력시)

4. 4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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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50 keV, 전류밀도: 1.0 ~ 30 μ

A/cm2, fluence: 1 x 1014 ~ 1 x 1016

ions/cm2

- 표면 분석: FT-IR, XPS, 접촉각 측정,

AFM, SEM 등

- 이온 주입에 의한 젖음성(wettability,

hydrophilicity) 향상 및 표면 거칠기 증

가에 의한 표면적 증가 확인:

고분자

기판

이온주입량

(ions/cm2)

제급근 표면 거칠기

(nm)

처리전 처리후

PI 5 x 1014 1.13 1.45

PEN 5 x 10
14

1.91 2.19

PFA 4 x 1016 9.80 163.50

○ 표면 개질된 고분자 기판 위에 금속 박막

형성 및 형성된 금속과의 접착성 평가

- 금속 박막 형성: 직류 마그네트론 스퍼터

링 장치를 이용한 구리(Cu) 박막 형성

(두께: 680 nm)

- 나노인덴터(nanoindenter)를 이용한 스크

래치 테스트(scratch test) 금속 접착성

평가

- 테이프 박리 시험(peel test)을 통한 접착

성 평가

- 동박 박리 시험(peel test)을 통한 접착성

평가

- 평가 결과 요약:

기판
이온주입량

(ions/cm2)

평가

방법

평가 결과
비고

처리전 처리후

PI 5 x 1014

Scratch 7.81
11.08

mN

42%

향상

90
o
Peel

(Tape)
1.45

2.25

N/cm

36%

향상

90
o
Peel

(동박)
1.91

3.54

N/cm

85%

향상

PEN 5 x 1014

Scratch 6.18 8.5 mN
38%

향상

90o Peel

(Tape)
1.43

2.25

N/cm

57%

향상

90o Peel

(동박)
1.81

2.61

N/cm

44%

향상

PFA >3 x 1016

Scratch 3.68
>4.88

mN

>33%

향상

90o Peel 0.61
>4.60

N/cm

>600

%향

상

3) MWCNT의 표면개질을 통한 고농도 잉크젯

전도성 잉크 개발

○ 수용성 잉크젯 분사용 CNT 전도성 잉크

- 25 micron 노즐에 분사를 위한 CNT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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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 여과 및 원심분리를 통해 2

wt% 분산도의 MWCNT 잉크 개발

- 20회 이상의 반복 출력을 통하여 1 kΩ

/sq 이하의 전도도를 갖는 마이크로 패

턴을 형성하였고, 50회 반복출력을 통하

여 상업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준인

300 Ω/sq의 전도성 패턴를 성공적으로

형성하였음.

- TEM/SEM등을 통한 잉크젯 전후의

CNT의 구조 및 CNT network구조 분석

: 평균 CNT 길이를 10 micron 이내로 유

지하며, 분산제를 이용하여 수용액 내부에

서 안정한 전도성 잉크 제조 기술을 확보함

- 전도성 잉크 상업화를 위한 낮은 분산성,

기존의 산처리에 의한 CNT 절단문제,

그리고 노즐 막힘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하여, 전자빔 및 UV 건식처리기술

을 적용함.

○ 제조된 CNT 전도성 잉크를 이용하여 다

양한 패턴 및 전도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

여, 종이기반 수백 마이크론 두께의 전도

성 패턴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음.

방사선 이용

임프린트 리

소그래피 소

재 개발, 패

턴 형성 기술

개발 및 나노

바이오센서

활용 기술 개

발

1) 방사선 가

교도: 80%

이상

2) 나노와이

어 패턴크기:

100 nm 이하

( 오 차 범 위

10% 이하)

1)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용 소재 제조 및 방사

선에 의한 가교

○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용 나노복합소재 제조

- 조성: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올리고머:

35-40%, 아크릴레이트 단량체: 54-59%,

나노충진제: Methacryl POSS 혹은

Acrylo POSS 3%, 광개시제: 2,2-디메

톡시-1,2-디펜닐에탄-1-온 3%

- 물성 요약:

물성 POSS1 POSS2

외형 무색, 투명 무색, 투명

굴절률 1.460 1.460

밀도(g/cm3 at 25
oC)

1.022 1.020

점도(cps at 25 oC) 10.5 10.5

○ 제조된 나노복합소재의 방사선 가교

- 전자빔 가속기(10 MeV, 0.5 mA): 5 ~ 30 kGy

- 가교율: 80% 이상 (@ 5 kGy)

2) 방사선을 이용한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및 센서

의 표면 설계에 따른 신호 증폭

○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 후 단일선 바이오센서 제작

- Si 나노와이어 크기(L x W x H): 30 nm x

100 nm x 100 nm

○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 후

다선 형태의 표면적을 넓힌 바이오센서 제작

- Si 나노와이어 크기(L x W x H): 40 μm

50 50

○ 2종의 임프린

트 리소그래피용

나노복합소재 재

제조

○ 가교도 측정

결과 5 kGy의 조

사량 이상에서

80% 이상 확인.

○ 100 nm 이하

(오차범위 10%

이하)의 나노실리

콘와이어 패턴 형

성 확인.

○ 신호증폭을 위

한 다선 형태의

표면적을 넓힌 바

이오센서 제작완

료.

○ 우울증: 최소

10 pM; 파킨슨병:

최소 970 fM/ml

까지 검출 가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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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00 nm x 100 nm

○ Dopamine을 표적물질로 하는 바이오센서

(n형 단일선 나노와이어 이용)

- 측정 농도: 10 pM(2 pg/ml) ~ 100

nM(20 ng/ml)

- Dopamine pI 값: 9.22 (pH 7.4에 희석)

○ Gamma-Amino Butyric Acid (GABA)을

표적물질로 하는 바이오센서(p형 다선형

나노와이어 이용)

- 측정 농도: 970 fM(100 fg/ml) ~ 9.7

nM(1 ng/ml)

- GABA pI 값: 7.3 (pH 8.5에 희석)

총계
5)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 사 선 을

이용한 전

자회로 패

턴 형성 및

전 자 소 자

응용 기술

개발

- 패턴 크

기: 50 μm

이하

- 패턴 전

도도 1 x

10
-5

S/cm

이상

1) 금속 나노입자 혹은 금속 나노입자 전구체를

함유하는 고분자(PVP) 및 단일고분자

(PAN) 용액 제조 및 이를 이용한 네가티브

형 고분자 패턴 형성

○ 고분자 용액 제조 및 박막 형성

- PVP에 은 나노입자 전구체인 질산은

(AgNO3)을 잘 녹인 후 교반하여 은 나노

입자가 함유된 PVP 용액 제조(UV-Vis를

이용한 은 나노입자 형성 확인)

- PAN은 DMF에 완전히 녹여 PAN 용액을

제조

- 각각의 제조된 용액들을 회전 도포를 통해

Si wafer 위에 약 200 nm의 박막 형성(두

께 확인: Surface profiler)

○ 전자빔 리소그래피(electron beam direct

writing or electron beam lithography)를 통

한 은 나노입자 함유 고분자 패턴 형성

- 직접 전자빔 조사 조건 : 에너지: 30 keV,

전류밀도: 10 pA/cm
2
, 조사량: 20 ~ 800

μC/cm2)

- 은 나노입자 함유 고분자 패턴 크기: 0.5

~ 1 ㎛(FE-SEM 확인)

- 은 나노입자 형성 확인: UV-Vis, TEM,

FE-SEM, EDX

○ 열처리에 의한 고분자 제거 및 은 나노입

자 패턴 형성

- 열처리 : 300 oC 이상 (조건 150 ~ 350
o
C)

- 은 나노입자 패턴 크기: 0.5 ~ 1 ㎛

- 은 나노입자 확인: FE-SEM, EDX

40 40

○ 50 μm 이하

(최소 해상도

500 nm)의 금속

나노입자를 함유

한 고분자 및 금

속 나노입자 패턴

형성 확인

○ 50 μm 이하

의 전도성 패턴

형성 확인: 전도

도: 1 x 10-3

S/cm

○ 2wt%의 분산

도를 갖는 전도성

CNT 잉크 제조:

전도도: 168 Ω/sq

(20회 반복 출력

후).

4. 5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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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이온주입 및 전자빔 리소그래피에

의한 PAN 패턴형성

- 이온주입 조건 : 이온원: H+, 에너지: 200

keV, 전류밀도: <1.0 μA/cm2, fluence: 1

x 10
14
~ 1 x 10

16
ions/cm

2

- 마스크: SUS, space: 50 ~ 100 ㎛, pitch:

150 ~ 200 ㎛

. 고분자 패턴 크기: 50 ~ 100 ㎛

- 전자빔 리소그래피 조건: 에너지: 30 keV,

전류밀도: 10 pA/cm2, 조사량: 20 ~ 800

μC/cm2)

. 고분자 패턴 크기: 1 ㎛

○ 탄화처리에 의한 전도성 고분자 패턴 형성

- 탄화처리 : 1000
o
C, 1 시간

- 패턴 크기: 50 ㎛(이온빔), 500 nm(전자빔)

- 패턴 전도도: 1 x 10-3 S/cm 이상(I-V 측

정을 통해 확인)

3) MWCNT의 표면개질을 통한 고농도 잉크젯

전도성 잉크 개발

○ 수용성 잉크젯 분사용 CNT 전도성 잉크

- 방사선 조사를 통해 MWCNT를 표면개질

및 방사선 처리한 MWCNT와 첨가제들

(분산제, 보습제, 등)과의 혼합 최적화를

통해 2wt% 분산도를 갖는 MWCNT 전도

성 잉크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음

○ 제조된 CNT 전도성 잉크를 이용한 전도성

패턴 형성

- 제조된 MWCNT 전도성 잉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판들에 (glossy paper, 인화지,

A4용지, OHP film, 종이 등)에 잉크젯 프

린팅을 통해서 전도성 패턴 형성 조건을

최적화 하고 형성된 전도성 패턴의 전도도

를 측정하였음: 최적의 기판: 인화지; 20

회 반복출력 후: 168 ohm/sq.

○ 방사선

이용 리소

그래피 소

재 개발, 패

턴 형성 기

술 개발 및

나노바이오

센서 활용

기술 개발

- 표면 처

리 후 표면

접촉각: 80

도 이하

1) 리소그래피용 소재의 물성개질 기술 개발

○ 열경화법을 이용한 리소그래피용 PDMS

시트 제조

- 프리폴리머와 경화제를 10:1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주문 제작한 몰드(150 mm (L) ×

150 mm (W) × 3 mm (H))에 부은 다음,

100 oC에서 2시간의 열경화를 통해 PDMS

시트를 제조하였음.

○ 전자빔을 이용한 PDMS 시트의 물성개질

- 전자빔 가속기 (10 MeV, 1 mA): 20 ~

200 kGy

○ 개질된 PDMS 시트의 물성요약

- 접촉각: 최소 75o (처리전: 101o)

- 팽윤도: 최소 66% (처리전: 90%)

60 60

○ 표면 처리 된

리소그래피 소재

의 표면 접촉각

80도 이하 확인

○ 제조된 임프린

트 소재를 이용한

100 nm 이하의

패턴을 갖는 몰드

제작완료

○ 초고감도 실시

간 비표지 나노방

이오센서 제작

○ 전립선암: 최

대 100 f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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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이용하여 각종 재료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의료, 바이오, 전기

전자 등의 산업에 필요한 생체적합성재료, 전자재료, 나노재료 등의 개발에 핵심 기

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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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

으로 예상되며, 기술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기술 선점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방사선 표면처리 기술 기반 고분산성 전도성 CNT 잉크 제조 기술은 터치스크린, 디

스플레이, RFID 등의 다양한 전자소자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착 방지 기

술 및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은 기존 낮은 검출 감도 문제를 극복하여

- 특정 생

체 물질 검

출 감도:

100 pg/ml

이하

- 압축강도: 최대 5.5 MPa (처리전: 2.9

MPa)

- 열분해온도: 최대 398.7 oC(처리전:

388.5oC)

2) 초고감도 실시간 비표지 방식의 실리콘 나노

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기술 개발

○ Serine protease, MMP-2에 대한 고감도 실

리콘 나노와이어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제

작

- P형 실리콘 나노와이어의 신호증폭을 위

한 말단에 (-)전하가 풍부한 생체분자 설계

(KKGGGGGG-IPVSLRSG-EEEEEE) 및

생체분자 고정화의 최적화

- 전립선암 표지자인 MMP-2 표적물질에

대한 나노바이오센서의 검출감도 평가: 1

pM(42 pg/ml) ~ 100 nM(4.2 μ/ml)의 범위

에서 검출 가능 확인.

○ MMP-2측정을 위한 나노바이오센서에 대

한 금나노입자-DNA 복합체를 이용한 신호

증폭 기술 개발

- 금나노입자-DNA 복합체 제작 및 나노복합

체로 구성된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 전립선암 표지자인 MMP-2 표적물질에 대

한 나노바이오센서의 검출감도평가: 100

fM(4.2 pg/ml) ~ 10 nM(420 ng/ml)의 범위

에서 검출 가능 확인.

검출 가능 확인

총계
5)

100 100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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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량 검출이 가능한 고감도 형광검출 기반 바이오센서/칩 제작에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되며, 향후 질병 조기진단, 생물학적 작용제 검출, 환경 유해물질 검

출, 식품 오염원 검출 등 의료, 국방, 환경, 농축산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필

요한 바이오센서/칩 제작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을 이용한 전자회로 패턴 형성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은 기존 방식과

는 달리 유해폐기물 저감, 공정단순화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하여

OLED, 유기태앙전지 등과 같은 차세대 유기전자소자의 제작 및 FPCB 등의

유연전극 제조 분야 등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방사선을 이용한 나노바이오센서 제작 기술 및 관련 기술들은 차세대 고감도

비표지 전기적 측정 기반의 나노바이오센서를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들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칩상에 모듈화가 가능하여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므로 각종 질병

을 조기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소형된 휴대용 센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새로

운 의학 시스템 구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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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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기술 선

점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표면처리 기술 기반으로 제조된 전도성 CNT 잉크를 이용한 제조

된 고분산성 전도성 잉크를 이용한 잉크젯 프린팅을 통해 유연기판 위에

다양한 전도성 패턴을 형성하여 유기전자소자,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RFID 등의 다양한 전자소자들을 구현하는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본 기술

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향상 기술, 생체분자 고정화 및 비특이성 흡

착 방지 기술, 및 생체분자 패턴 형성 기술들을 이용한 형광검출 기반 바

이오센서 및 살아있는 세포를 생체 감지물질로 이용하여 다양한 표적물질

을 검출하는 신개념의 고효율 마이크로 세포칩의 제조를 통해 개발된 기

술들의 산업적 응용분야들을 확대할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전자회로 패턴 형성 및 전자소자 응용 기술들은 OLED,

유기태앙전지 등과 같은 차세대 유기전자소자의 제작 및 FPCB 등의 유연

전극 제조 분야들에 적용하여 산업적 응용의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임.

. 방사선을 이용한 나노바이오센서 제작기술 및 관련 기술들은 차세대 고감

도 비표지 전기적 측정 기반의 바이오센서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들로 활

용될 수 있으며, 칩상에 모듈화가 가능하여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므로 각

종 질병을 조기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소형화된 휴대용 센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새로운 의학 시스템 구축에 활용 가능함.

○ 경제적 측면

- 방사선 이용한 저렴한 범용 고분자 재료를 기능성 표면처리기술을 개발함으

로써 고부부가가치 창출 가능하며 새로운 방사선 이용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

이 확보됨에 따라서 관련 산업계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방사선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환경기

술, 에너지기술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관련된 신소재, 제품 개발 및 국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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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 경량이며 충격에 강하고 다양한 디자인에 장점이 있는 모바일 단말기, 노트

북, 유연성 전자소자(센서, 전지, 메모리, RFID 등), 바이오전자소자(바이오센

서/칩 등) 등의 개발에 활용 가능하며, 국내 유연성 전자소자 업계의 제품 개

발 가속화 및 국가 경쟁력 기반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 측면

-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제품, 전자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방사선 기반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전자소자 및 바이오전

자소자의 제작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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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International Chemical Congress of Pacific Basin Societies (최재학,

2010년 12월, 하와이)

. 고분자 재료의 가공, 나노소재, 기능성 바이오플라스틱 재료와 그 방사선 이용

기술의 응용분야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 The 2nd FAPS Polymer Congress (FAPS-PC2011) (최재학, 2011년 5월,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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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바이오플라스틱 및 그린 복합재료 제조, 나노소재/유기전자소자 분야의 첨단

기능성 소재에 대한 세계 연구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 국제 방사선 가공학술 대회 (IMRP2011) (정찬희, 2011년 6월, 몬트리올, 캐나다)

. 전자재료, 바이오센서, 표면처리, 리소그래피 관련 분야 연구동향 파악 및

관련분야 자료 수집

- 2010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ellular & Molecular Bioengineering

(ICCMB2) (황인태, 2010년 8월, 싱가포르)

. 고분자 재료의 Biomaterials, Biosensor, Bioimaging 등 생물학적 응용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기능성 고분자 재료 표면처리가 응용될 수 있는

바이오칩, 센서, 생체고분자에 대한 해외 기술과 최신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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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시설·장비현황

NTIS 장비

고유번호
장비명 제작국가 장비 설명

NFEC-2008-

07-074922

주사선현미경

용 미세도안

제작 시스템

(E-Beam

Lithography

System)

미국

1. 특징: 주사전자현미경(SEM)의 전자총에

서 발생하는 전자빔을 이용하여 시편의 표

면 위에 nm 정도 크기의 미세한 선으로

원하는 도안을 그려주는 장치임.

2. 구성: 미세도안시스템(NPGS), CAD, 시스

템 PC, Beam Blanker, Faraday Cup,

Picoampermeter.

3. 활용분야: 반도체, 유기전자소자, 바이오

전자소자 등의 제작에 필요한 전자회로

패턴 형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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