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KAERI/RR-3512/2011  
                       
                 
                                                                                              
                                             

방사선 이용 친환경 고분자 소재기술 개발

(Development of eco-friendly polymeric materials by

radiation)

                    
 

        

한국원자력연구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1 -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대과제 "방사선 이용 친환경 고분자 소재 기술 개발"과제의 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1. 29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최 재 학

연 구 원 : 정 찬 희

" : 황 인 태

" : 임 남 규

" : 조 황 우

" : 최 준 호

" : 이 동 훈

" : 박 용 운

" : 정 창 희

" : 신 준 화

" : 노 영 창

" : 손 준 용

" : 고 범 석

" : 황 미 림

" : 이 지 홍

" : 이 선 영

" : 김 재 용

" : 서 영 수

" : 박 상 율

" : 양 희 성

" : 최 진 혁

" : 김 의 권

" : 이 상 화



- 2 -

" : 신 흥 식

" : 이 인 혁

참여연구기업명 : 영보화학(주)

참여기업연구원 : 심 기 형

" : 이 희 우

" : 백 광 우

" : 김 주 형

" : 최 재 길

위탁연구기관명 : 금호공과대학교

위탁연구책임자 : 조 동 환

위탁연구기관명 : 전북대학교

위탁연구책임자 : 김 필



- 3 -

과제고유번호 2011-0030582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09.10.01~

2012.9.30

단 계

구 분
1단계/1단계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방사선융합기술개발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방사선 이용 친환경 고분자 소재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연 구 책 임 자 최재학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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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조동환, 김 필

요약 보고서면수 68

본 과제에서는 친환경 저에너지소비적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친환경 고성능 바이오플

라스틱 제조 기술, 에너지 소재용 음이온 교환막 제조 기술, 전자소자용 이방성 전도 필름

제조 기술 등의 핵심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였음.

제1세부과제는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바이오복합재

료, 발포체 등의 제조 기술을 개발 하였고, 실제 생산라인에서 과일포장재와 점착 테이

프와 같은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제2세부과제는 방사선의 높은 에너지와 투과 특성을 이용하여 내구성이 향상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음. 제조된 막들의 특성 및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MEA를 조립한 후 성능을 평가한 결과 최고전력밀도 115 mW를 달성

하였고 200시간 동안 내구성 검증을 수행했음.

제3세부과제에서는 전자빔 조사를 통해 저온속경화가 가능한 에폭시를 개발하였고, 여러 분

석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빔 경화 메카니즘을 분석하였음. 물리적·전기적 특성을 조사한 결

과 실제 ACF 제품보다 낮은 저항값이 구현되었으며, 기계적 테스트 결과에서도 우수한 인

장력이 검증되었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바이오플라스틱, 방사선, 가교, 그라프트, 알카라인 연료전지, 음이

온교환막, 이방성 도전 필름, 에폭시 경화, 전도성 입자

영 어

Bioplastics, Radiation, Crosslinking, Grafting, Alkaline fuel cells,

Anion exchange membranes, Anisotropic conductive films,

Epoxy curing, Conducting particles

보고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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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방사선 이용 친환경 고분자 소재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과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방사선 이용 친환경 고분자 소재 기술’은 일회용품

에서부터 자동차, 환경, 에너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첨단 산업분야들에 이르

기까지 그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수입 대체뿐만 아니

라 기술 선점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공

정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한 친환경 고분자 소재 기술 개발이 매

우 필요한 시점임.

○ 바이오플라스틱은 석유자원의 고갈,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및 기후 변화 협약에

대응이 가능한 소재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을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 기반 소재임.

○ PEMFC와 DMFC에서 전극물질로는 고가의 금속인 플라티늄/루테늄(Pt/Ru)으

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추후 연료전지 자동차 등이 개발되어 대량

생산 체재로 전환될 경우 수요가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한정된

플라티늄/루테늄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큰 가격 상승을 불러와 연료전지 상업

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최근 고가의 플라티늄/루테늄 금속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니켈(Ni) 또는 은(Ag)으로 구성된 전극 사용이 가능하고 제조 단가가 저렴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되고 있음.

○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SAFC)에서는 액체전해질을 사용하는 알칼라인

연료전지의 문제점인 이산화탄소와의 부반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까

지 개발된 SAFC용 음이온교환막은 내구성이 떨어져 장시간 구동해야하는 연

료전지에 사용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은 SAFC용 음이온교환막

개발이 필요함.

○ 고분자 전극의 경우, 경화 시간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회로 간 연결 시

초미세 피치 대응을 통한 LCD panel의 고해상도 및 slim화, 소형화 실현이 가

능함.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용 50 μm 급 이방성 피치의 접합 기

술을 개발하여 디스플레이용 소자 개발에 응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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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 방사선 기반 녹색 융합

기술들을 개발함

1) 방사선을 이용한 고강도 및 고내열성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변화 연구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및 물성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및 물성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 개발

2)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하여 내구성이 향상된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함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 개발

- 가교구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구조 분석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이용 MEA 조립 및 알칼라인 연료전지 성능 평가

3) 방사선을 이용한 이방성 전도필름 응용 기술 개발

- E-beam 경화형 Epoxy 레진 대상 선정 및 방사선이용 경화연구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미립자 표면 개질을 통한 전도성 박막 흡착 기술개

발

- 에폭시수지 내부 전도성 미립자 분산 기술 개발

- 이방성전도필름 bonding 실험을 통한 열적 전기적 특성 연구

- E-beam 조사용 이방성전도필름 실험장치 설계

- 이방성 전도 필름 접합, 물리적 특성 및 신뢰성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 방사선을 이용한 고강도 및 고내열성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열적·기계적 특

성 향상 기술을 확보하여 다양한 생분해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블랜드 및 바

이오복합재료 제조 기술을 개발 하였고, 제조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평가 결

과 20 ~ 80% 범위의 겔화율, 100 oC에서 30% 이하의 열변형, 및 20 MPa 이상

의 인장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음.

- 이와 더불어, 방사선 가교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연속생산라인에서의 생산 공정

(압출가공, 방사선가교조건, 발포조건 등) 최적화를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를 개발 하였고, 이를 이용한 과일포장재 및 접착테이프 등의 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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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기반 시제품 제작을 통해 상업적 적용 가능성을 평가

하였음.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하여 내구성이 향상된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을 개

발하고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함

-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의 고유한 특성인 높은 에너지와 투과력을 이용하여 음이

온교환기로 변환이 가능한 염화비닐벤질(VBC) 단량체를 화학적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상용 고분자필름에 그라프트시킨 후 3차아민과 반응시켜 알칼라인 연료

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음. 또한 VBC가 그라프트된 필름을 2개의 3차

아민을 함유한 디아민과 반응시키거나 그라프트 과정에서 DVB 가교제를 혼합

하여 내구성이 향상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음.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들의 이온교환용량, 이온전도도, 함수율, 기계적 물성, 화학

적 안정성 등을 측정하였고 SEM-EDX, SANS, AFM 등을 이용한 막의 구조 분

석을 진행하였음.

- 선별된 음이온교환막들을 이용하여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MEA를 조립하였고 연

료전지 성능을 평가한 결과 최고전력밀도 115 mW를 달성하였음. 또한 200 시간

동안 장기성능평가를 진행하여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검증하였음.

○ 방사선을 이용한 이방성 전도필름 응용 기술 개발

- 전자빔 조사를 이용하여 실온, 10초 이내에 접합이 가능한 저온속경화가 가능한

에폭시를 구현하고 경화 메카니즘을 열처리, 분광학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10㎛ 크기의 전도볼이 포함된 에폭시를 전자빔으로 경화시켰을 경우 20.7mΩ

의 낮은 저항값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 상품화되어 있는 ACF 제품의 저항값 보

다 현저히 낮은 수치임. 특히 3mm 두께까지의 Al 가림막에도 시료의 경화 특성

이 바뀌지 않고 인장력도 우수하여 산업화에도 응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Ⅴ. 연구개발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

▪ 방사선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생분해성 고분

자 소재의 폭넓은 상업적 응용을 가능케 하여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

재 산업에 핵심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용도 다변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생분해성 농업

용 필름, 일회용 컵 등의 소비재, 의료용 생분해성 재료 및 조직공학용 생체

재료들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의 내열성 및 내구성 요구되

는 산업들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신소재 개발에 활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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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이 성공적으로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

지에 사용하게 되면 연료전지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전극 소재(백금)를 저가

의 전극 소재(니켈 등)로 대체할 수 있어 높은 생산 가격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연료전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은 고용

량 이차전지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Zn-Air 전지의 핵심 소재용

음이온교환막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됨. 또한 수처리, 물질의

분리, 유해 물질의 흡착, 화학반응의 촉매 개발 및 다루기 힘든 금속 동위원

소 분리 등 여러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계적 화학적 물성이 우수한 고분자 전도성 필름은 친환경적으로도 큰 의미

가 있는 소재 개발 기술이며 방사선 처리에 의한 물성 변화 연구 또한 기술

선점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고온경화 및 UV 경화용 에폭시에 따른 전자빔의 반응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경화가 되는 원리와 전자빔 선량에 대한 구체적인 경화도 측정

및 분광분석 연구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고분자 필름이 획기적 재료로서

기대되고 있음.

○ 경제적 측면

-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방사선 기반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

들은 기존 바이오플라스틱의 물성 개선이 가능하여 일회용품에서부터 가전제

품 및 자동부품 등의 바이오플라스틱의 산업적 활용도를 증가시켜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및 시장규모 확대가 가능함.

- 석유자원 고갈,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이 가능한 다양

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여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활용되

는 환경규제를 극복함으로써 국가 산업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은 방사선 고유의 높은 에너지와

투과력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기타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는 제조가 가능하지

않아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고 상용화가 진행될 경우 방사선 산업 활

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내 신산업 창출 및 연료전지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음.

- 방사선으로 제조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은 화학적 열적 기계적

안정성이 높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현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OLED 같은 디스플레이의 중요성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커지는 가운데

전도볼과 열 경화제는 전기적 비용 절감 등의 상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공정 기술은 기존의 공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

고 전도볼을 이용한 공정도 시간 및 비용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경제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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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으며 우수한 고분자 전도성 입자는 큰 의미가 있는 소재 개발이며

방사선 처리에 의한 연구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사회적 측면

- 의료제품, 전자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방사선 융합 기술

들의 응용이 기대되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에 대한 국

민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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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재료, 제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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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Title

Development of eco-friendly polymeric materials by radiation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The fabrication technology of eco-friendly polymeric materials by radiation

developed in this project is expected to considerably have a technical effect on

the various industries ranging from the degradable disposable products to the

advanced areas such as automobiles, environment, energy, etc and contribute

to the import substitution and preoccupation of the related technologies.

○ It is well-known that the radiation-based technology is eco-friendly and

low energy consump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technologies. Thus, the

fabrication technology of eco-friendly polymeric materials by radiation are

necessary in this situation.

○ Bioplastics is a eco-friendlily materials that can cope with the depletion of

petroleum resources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establis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ciety, and thus leading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 PEMFC and DMFC need only expensive platinum/ruthenium precious

metals as an electrode. The usage of the expensive metals further prevents

the commercialization of fuel cell when mass production of the fuel cell is

necessary to produce fuel cell car.

○ Therefore, alkaline fuel cell has gained much attention now a days since it

can use relatively cheap and plentiful metals such as nickel and silver as a

fuel cell electrode instead of using expensive platinum/ruthenium precious

metals.

○ In the solid alkaline fuel cell system, a problem of the byproduct formation

due to the presence of carbone dioxide as an impurity can be solved.

However, the developed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SAFC are known

to have low durability and this make it difficult to be used as fuel cell

membrane that can be operated for a long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ion exchange membrane with high durability for SAFC



- 10 -

application.

○ Polymer-based electrode possesses the advantages such as high processing

speed and capability of micro-level pitch bonding, and thus allow to the

resolution improvement, miniaturization, and sliming of the resolution of

LCD panel. Thus, the technique of 50 μm level pitch bonding was

developed in this project, which was applied in the development of the

display.

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Th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based green fusion technology will be

accomplished via developing the fabrication technology of the eco-friendly

materials by using radiation.

1)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of bioplastics with high

mechanical strength and high thermal stability by using radiation

- The research on the high energy irradiation effect on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biodegradable polymers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crosslinking technique of biodegradable

polymers

- The fabrication of biodegradable polymer blends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 The fabrication of biodegradable polymer composites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 The fabrication of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s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2) The development of the 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high durability for

alkaline fuel cell by a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and the evaluation of

alkaline fuel cell performance with the prepared anion exchange membranes.

- Preparation of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by a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 Improvement of the durability of anion exchange membrane by

introducing cross-linked structure.

- Structural analysis of anion exchange membranes

- Prepar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unit cell employed

radiation-grafted anion-exchange membrane.

3)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on anisotropic conductive films

- Selection of E-beam curable epoxy resin and radiation based cross-linking



- 11 -

research; finding the new formulation of low-temp, rapid curable epoxy resin

and e-beam based cross-linking techniques.

- Surface modification of conductive particles using radiation on polymeric core

materials; enhancement of internal elasticity and surface modification for

enhanced adsorption of conducting particles.

- Development of enhanced dispersion properties of conductive particles (balls)

mixed with epoxy resin; dispersion property using radiation technology

- Study of thermal and electric properties under 50㎛ level bonding pitch

devices.

- Development of ACF bonder under e-beam irradiation.

- Evaluation of physical properties and reliability of anisotropic conductive

films.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of bioplastics with high

mechanical strength and high thermal stability by using radiation

- This project developed the crucial radiation crosslinking technology of various

biodegradable polymer, which was used in the fabrication technology of

biodegradable polymer blend and biodegradable polymer-based

nanocomposites. The properties of the fabricated biodegradable polymer

exhibited crosslinking degree of 30 ~ 80 %, hest distortion with less than 30%

at 100 oC, and tensile strength of more than 20 Mpa.

-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e developed radiation crosslinking technology,

the fabrication technology of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s in the

continuous production line was developed, which was used in the fabrication

of the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s-based prototypes such as

fruits packaging material and adhesive tape for the estimation of its

commercialization possibility.

○ The development of the 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high

durability for alkaline fuel cell by a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and

the evaluation of alkaline fuel cell performance with the prepared anion

exchange membranes.

- By utilizing the inherent property of radiation such as high ionizing energy

and penetrating depth,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were prepared according to the sequence: Radiation grafting of VBC onto a

fluoropolymer film with high chemical and mechanical durability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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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reaction with tertiary amine. In addition, cross-linked 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high durability were prepared by either the

reaction with diamines with two tertiary amines and the use of DVB

crosslinker during grafting process.

- The ion exchange capacity, ion conductivity, mechanical property, and

chemical stability of the prepared membranes were measured.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membranes were also performed with SEM-EDX, SANS, and

AFM.

- The selected membranes were applied for the assembly of MEA for alkaline

fuel cell and subsequent fuel cell performance 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

MEA of maximum power density was measured to be 115 mW and operated

for 200 hours, indicating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on anisotropic conductive films

- By applying the e-beam irradiation technique on ACFs, the adhersive epoxy

films were relatively easily cured at room temperature with rapid speed in 10

seconds which opens the new possibility that ACF can be applied in high

density electronic devices, such as a plate panel display TV.

- The curing mechanisms by e-beam irradiation were successfully explained by

analyzing the data obtained from DSC and FTIR.

- In fact the resistivity values measured from the e-beam irradiated ACFs

were 20.7 milli ohm which is singificanly lower than the ones obtained from

the high-density electronic commercial products so that our study proved

that an e-beam irradiation technique might be used for curing the ACFs

process in industry.

- Interestingly, the curing properties of ACFs were not changed even at

maximum of 3 mm thick Al plate was placed in fron of the epoxy sample.

This result yields a possibility that an e-beam irradiation technique will be a

useful method for increasing the productivity and lowering the production

cost.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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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adiation-based technology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per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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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odegradable polymers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the

biodegradable bioplastic industry through making possible to broaden the

industrial applications of the biodegradable bioplastic and contribute to

raising the domestic radiation technology.

▪ The developed radiation-based technology can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new bioplastic materials in the various fields of

consumption goods, tissue engineering biomaterial, electronic appliance,

automobile component and so on to diversify the uses of the bioplastics

and magnify the market of bioplastics.

▪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lkaline fuel cell with anion exchange

membrane developed in this project, it is planned to make new project

regarding the process development for large scale production, process

optimization, development of binder and catalyst.

▪ The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developed by a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can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Zn-Air secondary battery for high capacity. They can also be utilized in

many other industries such as water treatment, separation, adsorption,

catalyst, and separation for radioisotopes that can not be easily treated.

▪ An E-beam irradiation technique can be practically applied for the curing

of ACFs used in high density electronic devices aims at increasing the

productivity and lowering the production cost.

▪ Curing the ACFs without an using of photo initiator at room temperature

will contribute to create the eco-friendly system and eventually will

enhance the human’s quality of life.

○ Economical aspects

- The eco-friendly and low energy-consumption radiation-based fabrica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y of high-performance to improve the properties of

the bioplastic diversify the uses of the bioplastic from the disposable goods

to automobile components, and thus making possible to extend the bioplastic

industry and market.

- The developed radiation-based technology can be employed in the

development of a nes biodegradable plastic that can cope with the depletion

of petroleum resources to overcome the trade barri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refore contributing to strengthening the exporting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industrial products.

- The technology developed for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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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in this project utilizes inherent radiation properties such as high energy

and penetration depth. Chemical and other methods can not be applied for

the preparation of the same membrane. Therefore, if the developed

technology is transferred to industry and utilized for the commercialization,

it will contribute a lot to radiation industry, to create new industry, and will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on power in the field of fuel cell.

- With growing importance and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OLED display,

the conductive ball and thermal curing agent can play a role in the display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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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과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방사선 이용 친환경 고분자 소재 기술’은 일회용품

으로부터 자동차, 환경, 에너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산업분야로의 그 기

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수입 대체뿐만 아니라 기술 선점

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공

정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한 친환경 고분자 소재 기술 개발이 매

우 필요한 시점임.

- 바이오플라스틱은 석유자원의 고갈,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및 기후 변화 협약에

대응이 가능한 소재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을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 기반 소재임.

- 현재 바이오플라스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

존 바이오플라스틱의 단점인 내열성 극복이 필요함.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

는 고내열성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바이오플라스틱의 최대 단점인 낮은 내열성

을 방사선을 이용하여 극복하여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범용 플라스틱의 대체 가

능성이 매우 높은 소재임.

- 의료, 바이오, 자동차, 생활용품 등 환경친화적 측면에서의 생분해성 고분자의 이

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실천적, 상업적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미미한 실정임.

- 생분해성 고분자의 방사선에 의한 가교는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범용

고분자의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응용하여 내열성 및 기계적 특성이 향상된 생분해

성 고분자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학문적인 연구와 상

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매우 도전적인 분야임.

- 연료전지는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창출과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

킬 수 있는 기술이지만 현재까지는 제조 단가가 높아서 상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연료전지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연료전지의 효율성 증대와 제조

단가 인하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PEMFC와 DMFC에서 전극물질로는 고가의 금속인 플라티늄/루테늄(Pt/Ru)으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추후 연료전지 자동차 등이 개발되어 대량생산

체재로 전환될 경우 수요가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한정된 플라티늄

/루테늄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큰 가격 상승을 불러와 연료전지 상업화에 큰 걸

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최근 고가의 플라티늄/루테늄 금속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니

켈(Ni) 또는 은(Ag)으로 구성된 전극 사용이 가능하고 제조 단가가 저렴한 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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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되고 있음.

-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SAFC)에서는 액체전해질을 사용하는 알칼라인

연료전지의 문제점인 이산화탄소와의 부반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SAFC용 음이온교환막은 내구성이 떨어져 장시간 구동해야하는 연료전지

에 사용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은 SAFC용 음이온교환막 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음이온교환기 전구체 도입을 위한 방사선 조사 조건 최적화, 음이온교

환기로의 변환 기술 개발, 가교 구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의 내구성 향상 기

술개발, 연료전지 단위셀 조립 및 연료전지 기초성능평가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

요함.

- 디스플레이 소자의 해상도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기판과 연결회로와의 불연속

적 접합은 최소화하면서 회로집적도를 최대화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나노미터 크

기의 전도볼을 이용한 연결 회로 간 전기적 특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 고온경화 및 UV 경화용 에폭시에 따른 전자빔의 반응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화가 되는 원리와 전자빔 선량에 대한 구체적인 경화도 측정 및 연구와

분광분석에 대한 해석 연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세계 1위의 Display 강국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Display 및 장착 기기의

경량화, 내구성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바, 관련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경화 온도가 낮고 빠른 시간에 경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속경

화 특성을 갖는 이방성 전도 필름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이방성 전도 필름의 경우, 일본의 선도 기업들이 세계 제품의 대부분을 점

유하고 있는 독과점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Display분야에서 1위

를 유지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산화를 위한 관련 기

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국산화를 시도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

지 작업성, 신뢰성 및 가격 경쟁력, 특히 고분자 기반 기술에서 일본 업체와의 기

술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경제·산업적측면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방사선 기반 산업의 55%를 차지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료, 바이오, 정보통신, 나노, 항공우주, 국방, 자동차, 환경,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재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로서, 이들 분야에

필요한 각종 부품소재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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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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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의 품질 및 생산성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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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산업 중 고분자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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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의 품질 및 생산성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바이오플라스틱은 낮은 내열성, 불충분한 강도, 낮은 가공성 등과 같은 취약점들

로 인하여 용도의 다변화에 어려움이 많아 포장재료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의 극복을 통해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등

과 같은 고내열성을 요구되는 내구성 제품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성능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의 제조 및 응용에 관한 많은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상업화

단계에 있지만, 국내는 SK 네트웍스, 대상 등 대기업 및 연구기관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실정임.

- 세계 바이오플라스틱의 세계시장규모는 환경규제가 강한 유럽, 일본, 미국을 중심

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0년 27.4 억달러(US 달러)였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30.45% 증가율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11.4 억달러

(US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EL insight, USA).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폐기

물 발생 억제 등과 관련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일반 국민과 정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향

후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의 전력 소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2007 Energy Outlook 자료

에 의하면, 2020년까지 년 평균 2% 이상의 증가율을 예측하고 있음. 따라서 세계

각국은 안정되고, 저가격이며, 효율적인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여러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내부역량, 시

장매력도, 산업화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연료전지가 태양광, 풍력과 함께 수출산

업화로 유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연료전지는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을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이지만 현재 제조 단가가 높아서 산업적인 활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의 효율성 증대와 제조 단가 인하를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 또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료전지 시스템을 위한 원천기술개발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연료전지 분야에서 현재 가장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인 수소연료전

지(PEMFC)와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가 상업화 될 경우 전극 재료로 사용

하는 고가의 플라티늄/루테늄(Pt/Ru)촉매의 수요 대란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이

러한 한정된 금속자원 문제는 연료전지의 상업화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큼.

- 방사선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여 라디얼 타이어,

내열 전선, 열수축튜브, 절연체 제조, 하이드로겔, 코인셀 배터리 분리막, 흡착 필

터 제조 등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친환경 연료전지의 핵심소

재인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SAFC)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에도

방사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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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으로 우수한 이방성 전도필름의 개발은 국내적으로 전자기

기 등의 전기적 비용을 매우 효율적으로 절감 시킬 수 있으며 또한 내구성 및 품

질의 우수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공정 기술은 기존의 공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전도볼을 이용한 공정도 시간 및 비용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 기계적 화학적 물성이 우수한 고분자 전도성 입자의 분산성 향상과 저온 급속 경

화가 가능한 이방성 전도 필름은 친환경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소재 개발 기술

이며 방사선 처리에 의한 물성 변화 연구 또한 상업화를 위해 매우 도전적인 분

야임.

○ 사회·문화적측면

- 방사선을 이용한 친환경 고분자 소재 기술 개발은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가능

하게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인류의 환경 보전 및 건

강 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회 및 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기술은 환경, 에너지, 정보 및 전자 등 폭넓은 분야들에서 응용이 기대되

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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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새로운 방사

선 응용 기술의 개발은 국가 원자력과학기술 위상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 방사선 기반 녹색 융합

기술들을 개발함

1) 방사선 이용 고강도 및 고내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변화 연구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및 물성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및 물성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 개발

- 물성 목표

. 100 oC 열변형: 30%이하, 겔화율: 40~80%, 인장강도: 20 MPa 이상

2)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 이용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 개발

- 음이온교환기로 변환 가능한 단량체를 방사선 그라프트시키기 위한 조사 조건

확립

- 그라프트된 필름과 다양한 아민류와의 반응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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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1차

년도
2009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변화 연구

- 3종 이상의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물성 변

화 분석

- 다양한 조건하에 생분해성 고분

자들에 방사선 조사 연구

- 방사선 조사 후 생분해성 고분

자 물성 (분자량, 내열성, 기계

적 성질 등) 평가

- 자료수집

- 모델정립

- 생분해성 고분자 방

사선 조사 실험 및

물성 평가

○생분해성 고분자 압출 가공

기술 연구

- 압출기(single, twin)를 통한

가공 특성 연구

- 압출가공된 생분해성 고분

자 재료의 물성 연구

- 압출 성형 모델링 및 압출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공 최적화 연구

- 압출가공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유변학적 특성, 가교특성,

성형특성 등) 평가

- 자료수집

- 모델정립

- 압출 가공 실험 및

물성 평가

○ 음이온교환기로 변환 가능한

단량체를 방사선 그라프트시

키기 위한 조사 조건 확립

- 그라프트율 50% 이상

- 2종 이상의 필름 사용

- 그라프트 필름 내부 분포 측

정

- 음이온교환기로 변환 가능한 고

분자를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로

불소 필름에 도입

- 선량, 선량률, 단량체 농도, 필름

종류, 필름 두께 등에 의한 방

사선 그라프트 경향 분석

- 조사조건에 의한 그라프트 고분

자 필름 내부 분포도 영향 분석

- 그라프팅 자료수집

- 단량체 선정

- 필름 선정

- 그라프트 조건 확립

- 그라프트 영향 평가

- 필름 내부 구조 분석

- 필름 특성 평가

○음이온교환기 도입에 의한 음

이온교환막 제조

- 3종 이상의 아민류 사용

- 반응 수율 70% 이상

- 그라프트된 필름과 아민류와의

반응을 통한 음이온 작용기 도

입 및 음이온 치환에 의한 음이

온교환막 제조

- 아민류의 화학적 구조에 따른

음이온 작용기 도입조건 최적화

- Quaternization 반응

최적화

- 아민 구조와 반응성

연구

- 막 구조 분석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사용 가

능한 단위전지셀 조립 조건

개발

- 다양한 압력 및 온도에서의 hot

pressing 조건 연구

- CCM (catalyst coated membr

ane) 방법 적용 가능성 검토

- 자료 수집

- 촉매와 멤브레인 접

합테스트

○E-beam 경화형 Epoxy 레진

대상 선정 및 방사선이용 경화

- 가교제, 조사선량에 따른 특성분

석

- 상온경화용 에폭시

선정

- 가교구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의 화학적 안정성 향상

-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으로의 활용 가능성 검증

- 음이온교환막의 물성 및 단위전지셀 성능 목표치

3) 방사선을 이용한 이방성 전도필름 응용기술 개발

- E-beam 경화형 Epoxy 레진 대상 선정 및 방사선이용 경화연구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미립자 표면 개질을 통한 전도성 박막 흡착 기술

개발

- 에폭시수지 내부 전도성 미립자 분산 기술 개발

- 이방성전도필름 bonding 실험을 통한 열적 전기적 특성 연구

- E-beam 조사용 이방성전도필름 실험장치 설계

- 이방성 전도 필름 접합, 물리적 특성 및 신뢰성 평가

2. 연구개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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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상온에서 30sec 이내 경화 에폭

시 필름 기술 개발

- 박막 두께 50㎛ 이내 기술 개발

- 가교시 팽창계수 분석

- 30sec 경화 에폭시

특성 확인

- SCI 논문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미립

자 표면 개질 연구

- 기존의 금속 표면처리된 입자의

흡착을 이용한 표면 개질 연구

- E-beam을 이용한 표면개질연구

- e-beam 조사 조건

제시

- 전도도 측정

- SCI 논문

○에폭시수지 내부 전도성 미립

자 분산 기술 개발

- 에폭시 수지 내부 전도성 미립

자 분산도 조건 확인

- 금속입자의 surfactant 제어를

통한 분산도 향상 연구

- 분산도 결과 도출

○ACF bonding 실험을 통한 열

적 전기적 특성 연구

- e-beam 및 감마선을 이용한 경

화에 따른 전기적 특성 연구

- 온도 및 압력 조건에 따른 ACF

특성 연구

- e-beam ACF

접합기술 및 특허

- ACF 접합에 따른

이방성 전도도 분석

○E-beam 조사용 ACF 실험장

치 설계

- 온도-압력이 제어된 환경 하

ACF bonding 전용 장치 설계
- 기술보고서

2차

년도
2010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

분자 가교 기술 연구

- 겔화율: 20%이상

- 100oC 열변형율: 50%이하

- 인장강도: 10 MPa이상

- 생분해성 고분자 및 배합제 선

정 및 방사선 가교연구

-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및 방사선 가교 연구

- 방사선 가교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 및 블랜드의 물성 변화

연구

- 생분해성 고분자 가

교실험

- 생분해성 고분자 블

랜드 제조 실험

- 방사선 가교 조건 확

립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

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

연구

- 생분해성 고분자/가교제 이

용 방사선에 의한 가교 특성

연구

- 발포제 함침을 통한 가교 발

포 기술 연구

-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제, 발포

제 선정

- 방사선 가교 및 발포(5~30배 발

포) 최적화 기술 연구

- 방사선 가교된 생분해성 발포체

물성 최적화 연구

- 생분해성 고분자 가

교 및 발포 특성 실

험

- 생분해성 발포체 물

성 평가

○음이온교환막 물성 평가

- 음이온교환용량 1.3 meq/g

이상

- 음이온전도도 3 x 10-2 S/cm

이상

- 그라프트율, 그라프트 고분자 분

포도, 아민 종류 등에 의한 음이

온교환막 물성 영향 평가

- 이온교환용량, 함수율, 기계적강

도, 열적/화학적 안정성, 이온전

도도 등 막의 특성 분석

- 막 특성 평가

- 막 구조와 물성 관계

정립

- 음이온작용기의 안정

성 평가

○Diamine을 이용한 가교구조

형성 및 음이온교환막 내구

성 향상 연구

- 함수율 50% 감소

- 화학적안정성 200% 향상

- 2종 이상 Diamine 사용

- Diamine에 의한 가교구조 형성

- Diamine에 의한 내구성 향상 연

구

- 그라프트 필름과 Diamine과의

반응 조건 확립

- Diamine으로 가교된 음이온교환

막제조 및 물성 연구

- Diamine 선정

- 필름과 반응 최적화

- 가교된 막 구조 분석

- 가교된 막 특성 평가

- 내구성 향상 측정

○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을 적용

한 단위전지셀의 전극-멤브

레인 계면 특성 파악 및 기초

성능 평가

- anode: 0.5 mg/cm2 이하,

cathode: 1 mg/cm2 이하, 전

력밀도 50 mW/cm2 이상

- 단위전지셀 구동 온도 및 압력

에 따른 전극-막 계면 안정성

파악

- 단위전지셀 구동 시 발생하는

부생산물(예, 과산화수소)의 영

향 파악

- 단위전지셀 조립 후 성능 측정

- 단위전지셀 조립

- 계면 특성 연구

- 기초 연료전지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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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eam 경화형 에폭시 레진

대상 방사선이용 경화연구

- 다양한 레진을 대상으로 방사선

이용 경화연구 수행

- 전도볼과 에폭시가 적정한 비율

로 혼합되어 회로에 도포된

in-situ 상태에서 전자빔을 조사

할 수 있는 조건 확립.

- 전자빔조사 후 경화도 분석법

개발

- 다양한 방법을 통한 경화속도

증진 연구 수행

- 상온경화용 에폭시

선정

- 30 sec 경화 에폭시

특성 확인

- SCI 논문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미립

자 표면 개질 연구

- 전도성 미립자의 균일 특성 연

구

- 다양한 전기전자소자들 (PI,

PFA, PTFE)의 전자빔 조사 효

과 연구 수행

- E-beam 조사 조건

대비 강도 결과 제시

- 입자 표면 전도도

측정

○ 에폭시수지 내부 전도성 미

립자 분산 기술 개발

- 에폭시 수지 내부 전도성 미립

자 분산도 기술 확인

- Surfactant의 종류별 분산도 확

인

- 분산도 결과 및

안정성 도출

○ ACF bonding 실험을 통한 전

기적/물리적 특성 연구

- 플립 칩 접속 접촉저항 20 mΩ

이하

- 절연저항 1010 Ω 이상

- 열팽창계수 30-35 ppm/℃

- 접합 피치 80㎛ 이내 기술 확인

- E-beam ACF

접합기술 특허

- ACF 접합에 따른

이방성 전도도 분석

○ E-beam 조사용 ACF 실험장

치 제작

- 접합 피치 제어된 실시간

e-beam bonder 장치 개발
- 장치 제작 완료

3차

년도
2011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및 물성 향상 기술 연구

- 겔화율: 30~80%

- 100oC 열변형율: 30%이하

- 인장강도: 20 MPa 이상

-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

료 제조를 위한 가공 조건 및

방사선 조사 조건 연구

- 제조된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

복합재료의 물성 및 생분해도

평가

- 생분해성 고분자 바

이오 복합재료 제조

연구

- 바이오 복합재료 방

사선 가교 연구

○생분해성 고분자 시제품 제작

및 물성 향상 연구

- 발포제품의 가공 특성, 성형

특성 및 물성 연구

- 발포제품의 표면 처리 연구

- 시제품 제작(과일포장재, 점

착테이프 등) 기술 연구

- 시트 및 발포 시트 제품의 성형

성 최적화 연구

- 열성형 제품의 기계적 물리적

특성 평가

- 열성형 제품의 성형성 연구 및

시제품 제작(과일 포장재 등)

- 발포제품의 표면에너지 향상을

위한 표면 처리, 점착특성 연구

및 점착폼테이프 시작품 제작

(농업용 생분해성 점착테이프

등)

- 생분해성 시작품(과

일포장재, 점착폼테

이프 등) 제작 및 물

성 평가

○가교 구조를 갖는 그라프트

고분자 제조 조건 확립

- 그라프트율 50% 이상

- 그라프트 필름 내부분포 측

정

- 가교된 그라프트 고분자 제조를

위한 방사선 그라프팅 조건 설

정

- 가교구조에 의한 필름 내부 구

조 영향 평가

- 가교제 선정

- 가교된 그라프트 필

름 특성 평가

- 가교된 그라프트 필

름 내부 구조 분석

○가교된 그라프트 필름에 음이

온교환기 도입에 의한 내구

성 향상 기술 개발

- 함수율 50% 감소

- 가교된 그라프트 필름과 아민과

의 반응 조건 확립

- 가교제로 가교된 음이온교환막

제조 및 물성 연구

- 가교된 막 구조 분석

- 아민화 반응 최적화

- 가교된 막 물성 측정

- 내구성 향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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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안정성 200% 향상
- 가교제에 의한 막 내구성 향상

연구

○다양한 연료 조건하에서

MEA 성능파악 및 가교구조

의 음이온교환막 내구성 향

상 검증

- 단위셀 테스트 200시간 유지

- 액체연료, 수소, 개질수소 연료

조건에서 단위전지셀 성능파악

- 상용환된 음이온교환막과 제조

된 음이온 교환막 비교성능평가

- 제작된 단위전지셀의 연료크로

스 오버 특성파악

- 가교된 막을 이용한 단위전지셀

구동 조건에서의 안정성 측정

- 단위전지셀 조립

- 다양한 연료 사용

- 단위전지셀 안정성

테스트

○이방성 전도 필름 접합 특성

평가

- 이방성 전도 필름 접합 특성 평

가

- 도출된 에폭시-전도미립자의 접

합특성 database 도출

- 접합 피치 50 ㎛ 접합특성 확인

- 접합 피치 50 ㎛ 이

내 기술 개발확인

- 특허도출

○이방성 전도 필름 전기적/물

리적 특성 평가

- 칩 접속 접촉저항 10 mΩ 이하

- 에폭시 수지 내부 전도성 미립

자 분산도 5% 이내 ACF 전도

도 확인

- 이방성 전도 필름

전기적 특성 평가

제출

○이방성 전도 필름 신뢰성 평

가

- 150℃, 40℃, 1,000 hr, 상대습도

80%, 85℃ 환경 하: 저항 변화

없음

- 이방성 전도 필름

신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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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 선진국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신재생에너지 이용, 환경친화형 생분해성 생활용품

제조, 저탄소 친환경 차량 개발, 산업체 제조 공정에서의 고효율 친환경적 생산

공정 개발 등 녹색 기술 육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부분

에 방사선을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바이오플라스틱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장재 등

에서도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체 생분

해성 고분자 산업을 촉진하고 있음. 특히 일본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생분

해성 고분자의 내열성 및 물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연료전지막 관련 연구는 Nafion의 단점을 보안할 양이온 교환막 개발에 주력하

고 있음. 최근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 전도성 고분자 막 개발에 대한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영국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

온 전도성 고분자 막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도 관련 연

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고분자 전극의 경우, Display 패널 기판 접속부 피치 폭 35 ~ 40㎛ 제품 개발,

일본 Hitachi chemical은 150℃ 이내 저온 경화용 제품 개발되었으나,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방사선 이용 고강도 및 고내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 개발>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장재 등에

서도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상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의 매립 실험 또

는 퇴비화 실험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 중임.

○ 일본 등에서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자동차 내장재 등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체 생분해성 고분자 산업을 촉진하고 있음. 또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곁가지를 도입하여 내열성을 향상시킨 일부 상품이 개발되었음.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 이용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 개

발>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연료전지막 개발은 주로 수소연료전지나 직접

메탄올연료전지에 사용하는 Nafion을 대체하기 위한 양이온교환막 고분자 전해

질막 제조에 집중되어 있음. 이 연구 분야에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연구소

는 방사선 조사시설과 관련 연구 인력을 갖춘 일본의 JAEA의 다카사끼 연구

소와 스위스의 PSI연구소이며 이들의 최근 연구 방향은 연료전지 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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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가교 구조 도입 및 신규 단량체 그라프팅을 통한 양이온교환막의 내구

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에 대한 연

구는 영국의 Surrey 대학의 Slade 박사가 주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일본의

Asahi Glass에서도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하여 불소 고분자 계열의 음

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영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탄화수소 고분자

계열의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음.

<방사선을 이용한 이방성 전도필름 응용 기술 개발>

○ 전도입자의 경우 일본의 적수화학 (Sekisui Chemical)이 세계시장의 90%를 차

지하고 일본화학 공업 (Nippon Chemical Ind.)이 나머지 10%를 점유하고 있음.

○ 현재 주요 생산품인 열경화성 ACF의 경우 일본에서는 150-185 oC에 이르는

온도조건과 6-15초에 이르는 경화시간을 가진 다양한 등급의 ACF를 생산하고

있음.

○ 최근에 일본 토호쿠대학에서는 니켈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전극단자 간격이

10um를 갖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광경화성 수지(resin)를 사용함으로써 경화 시

체적 수축률을 최소화하였음.

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후 많은

녹색 기술이 개발 중임. ‘친환경 고분자 소재 기술’과 관련되어 국내에서는 일

회용품용 생분해성 고분자 개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관련 소재 개발,

고효율 생산 공정 개발 등이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나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

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국내의 경우 SK, 이래화학, 대상, 진웅화학 등에서 지방족 폴리에스터 생분해

성 플라스틱을 개발하여 일부 일회용품 등의 시제품도 생산 중이며, KIST, 한

양대학교 등에서도 기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 기반은 선진국 대비

20-30% 정도로 평가 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기반 역시 매우 취약한 편임. 방사

선을 이용한 연구 고성능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관련된 연구는 시도된 바

없음.

○ 국내에는 수소/직접메탄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Nafion의 단점을 보안할 양이

온 교환막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광주과기원에서 음이온 전도성 고분자 막 제

조 및 전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음이온 전도성 고분자 막을 이

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관련된 연구는 시도 되지 않았음.

○ 고분자 미립자에 물리적으로 금속 피막 전체에 부착된 입자는 개발 하였으나,

고분자 입자의 균일도와 응력조절 (가교조절) 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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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상업화된 경화형 접착제는 주로 epoxy가 사용되나 180℃ 이상의 고온 열

처리를 필요로 함.

○ 고온에 의한 소자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핵심기술을

일본의 상업용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의 대기업에서 전도성미립자 (Conducting particle)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가격

경쟁력과 도금층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업화에는 실패함.

○ 제일모직, LG 이노텍 등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전도성미립자를 이용하여 열경화성

에폭시계나 아크릴계 수지와 blending하여 ACF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제품의 다

양성이 부족하고 out lead bonding (OLB)용 등과 같은 범용에만 적용될 뿐 고부가

가치용인 Chip on glass (COG) 등의 grade는 생산되지 못하고 일본 제품을 수입하

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방사선 이용 고강도 및 고내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 개발>

○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1993년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산·학·연이 함께 연

구개발에 참가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상업화를

이루면서 그간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음.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이

용한 각종 포장용기 및 내구성 제품 개발도 진행되고 있음.

○ SK, 이래화학, 대상, 진웅화학 등에서 지방족 폴리에스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여 일부 일회용품 등의 시제품도 생산 중이며, KIST, 한양대학교 등에서

도 기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 기반은 선진국 대비 20-30% 정도로 평

가 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기반 역시 매우 취약한 편임.

○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적용 현황

- 쓰레기 종량제 봉투 30% 분해도 시행지침 발표 (‘99.05)

- 일회용 봉투 사용 제한 및 유상 판매

- 환경부 100% 생분해성 Roll Bag 도입 검토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보완 실행

. 일회용품 봉투 사용 제한 및 유상 판매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 이용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 개

발>

○ 방사선 응용 연구의 최고 권위 기관 중 하나인 스위스 PSI 연구소는 1990년대 초

반부터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연료전지막 개발을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

로 진행하면서 20년간 50편이 넘는 국제 SCI 학술지 논문 게제와 함께 방사선 이

용 연료전지막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발된 방사선으로

제조된 막을 핵심 소재로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용 스택을 제작하였고 이

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연료전지막 상업화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일본 JAEA 산하 다카사키연구소에서는 최근

10년간 방사선을 이용한 연료전지막을 개발을 진행하면서 국제 SCI 학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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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할 정도로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이 두

연구소와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산업적 활용, 연구 성과, 기술력에서 뒤쳐

져 있지만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연구기간(PSI: 20년, 다카사키: 10년, 한

국: 5년) 및 제한된 연구 인력으로 성실히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선진국에 70% 정

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SAFC용 음이온교환막 관련하여 스위스 PSI 연

구소에서는 아직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원자력연

구원과 일본 다카사키연구소는 3년 전 동시에 연구를 시작하였기에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력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방사선을 이용한 이방성 전도필름 응용 기술 개발>

○ 국내에서는 90년 중반부터 국산화를 시도하여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

나 작업성, 신뢰성 및 가격 경쟁력의 측면에서, 특히 고분자 기반 기술에선 선

진국과의 기술의 열세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LS전선, 제일모직, 새한 미디어, MLT, SK 케미칼 등 기업체에서 ACF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TCP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수준도

경화온도 180℃, 경화시간 20초, 대응 피치 130㎛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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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선 이용 고강도 및 고내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

조 기술 개발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변화 연구

○ 방사선을 이용한 재료 물성 향상 기술은 다른 일반적인 화학 첨가제에 의한 반응

과 비교하여 유해한 촉매, 용매, 등이 필요 없는 친환경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고

체 상태나 저온에서도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단시간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방사선을 이용하여 고강도 고내열성의 생분해

성 고분자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PCL, PLA, PBAT 등과 같은 생

분해성 고분자들에 다양한 조건 하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였고, 방사선 조사된 생

분해성 고분자들의 물성 변화를 관찰하였음.

- PCL와 PBAT의 경우 방사선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열적

및 기계적 특성들은 향상되었음.

. 가교율: PCL 34%, PBAT 52%

. 기계적 특성(인장강도): PCL 18% 향상; PBAT 23% 향상

. 열적 특성(Tg): PCL 16℃ 향상; PBAT 8℃ 향상

- 반면에, PLA의 경우 방사선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방사선 조사

량에 따라서 열적 및 기계적 특성들은 감소하였음.

- 생분해도 평가 결과 PCL의 경우 가교정도에 따라 생분해도가 감소함을 보였으

나, PBAT와 PLA의 경우 실험기간내(3개월) 생분해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계속 진행 중임.

. 순수 PCL: 82% 중량 감소(216시간, 효소분해반응)

. 전자빔 조사(200kGy)된 PCL: 60% 중량 감소(216시간, 효소분해반응)

<방사선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특성 변화>

<순수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과 방사선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생분해도 시험(9일) 후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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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연구

○ 본 연구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을 위해 전자빔을 이용한 가교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분해성 고분자(PCL, PBAT, PLA)를 여러 종류의 배합

제(TAIC, TMPTA, HDDA)와 다양한 조성에서 배합하여 필름을 제조한 후, 전자

빔을 조사하여 각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가교를 위한 최적의 배합제 및 함량을

선정하였음.

- 여러 배합제 중 TAIC가 사용된 모든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하여 전자빔 조사에

의한 가교 효율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각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한 최

적 TAIC 함량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음. 최적 함량의 TAIC를 함유하는 생분

해성 고분자 필름은 전자빔 조사에 의하여 66% 이상의 가교율을 나타냄을 확인

하였음.

. 최적 TAIC 함량: PCL: 3wt%, PBAT: 3wt%, PLA: 5wt%

. 최적 TAIC 함유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가교율(@ 100 kGy):

PCL 83%; PBAT 66%; PLA 82%

○ 최적 TAIC 함량을 함유하는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전자빔 조사에 의한 열적·

기계적 특성 및 생분해도 분석 결과:

-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열변형율은 7 ~ 25%로 크게 감소하였으

며, 인장강도는 17 MPa 이상으로 17 ~ 46%까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생분해성

고분자

TAIC

함량

(wt%)

전자빔

조사량

(kGy)

겔화율

(%)

열변형율

(%)

인장강도

(MPa)

PCL

0 0 0 녹아내림 15.1

0 100 5 녹아내림 15.5

3 100 83 7.3@100oC 17.8 (18% 향상)

PBAT

0 0 0 녹아내림 17.8

0 100 31 녹아내림 23.0

3 100 66 14.0@130oC 26.0 (46% 향상)

PLA

0 0 0 녹아내림 50.6

0 100 0 녹아내림 32.4

5 100 82 24.5@160oC 58.8 (16% 향상)

- 생분해도 평가결과,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생분해도는 겔화율에 따라 생

분해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음.

. 순수한 PCL: 97% 중량 감소(200시간, 효소분해반응)

. 가교된 PCL(200 kGy): 20% 중량감소 (200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LA: 36% 중량 감소 (360시간, 효소분해반응)

. 가교된 PLA(100 kGy): 8% 중량 감소 (360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BAT: 36% 중량 감소(6개월, 토양매립시험)

. 가교된 PBAT(200kGy): 4% 중량 감소(6개월, 토양매립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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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함량의 배합제를 함유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과 방사선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생분해도 시험(6개월) 후 사진>

3. 방사선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기술 개발

○ 본 연구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분해성 고분자

(PLA)와 범용고분자(LLDPE-g-MAH)를 용융혼합을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범용

고분자 블랜드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블랜드를 다양한 조건하에서 전자빔을 조

사한 후 그 물성 변화를 분석하였음.

- 순수한 PLA는 방사선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PLA/LLDPE-g-

MAH 블랜드는 9:1을 제외한 8:2, 7:3, 5:5의 조성에서 가교구조가 형성되고, 특

히 5:5 조성에서 주어진 모든 전자빔 조사량에서 가교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남

을 확인하였음:

. 겔화율: PLA/LLDPE-g-MAH 32% @100 kGy

- 방사선 조사에 의한 PLA/LLDPE-g-MAH 블랜드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 변화

분석 결과, 5:5의 조성비를 갖는 PLA/LLDPE-g-MAH 블랜드의 열변형율은

14%이하(48% 감소)이며, 인장강도는 20 MPa 이상(18% 향상)임을 확인하였음:

. 열변형율: 조사하지 않은 PLA/LLDE-g-MAH(5:5) 27%@160 oC; 100 kGy에

서 조사된 PLA/LLDE-g-MAH(5:5) 14%@160 oC(48% 감소)

. 인장강도: 조사하지 않은 PLA/LLDE-g-MAH(5:5) 17.1 MPa; 100 kGy에서 조

사된 PLA/LLDE-g-MAH(5:5) 20.2 MPa(18% 향상)

<전자빔 조사에 따른 PLA/LLDPE-g-MAH 블랜드의 가교율(a), 열변형율(b),

인장강도(c) 및 연신율의 변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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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기술 개발

○ 본 연구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성에서 생분해성 고분

자(PCL, PBAT, PLA)를나노충진제들과 용액혼합을 통해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

료 필름 제조 한 후, 다양한 조건하에 전자빔 조사를 통해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

에 가교구조를 도입하였음.

- 전자빔 가교된 바이오복합재료는 생분해성 고분자 종류, 배합비 및 전자빔 조사

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 ~ 80 %의 겔화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음.

. 100 kGy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의 겔화율:

PCL/POSS: 72%; PBAT/POSS: 55%; PLA/PEGPOSS: 70%

○ 전자빔 가교된 바이오복합재료의 전자빔 조사에 의한 열적·기계적 특성 및 생분

해도 분석 결과:

-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은 100 oC 이상의 온도에서 4 ~11 %의 낮

은 열변형율을 나타내고, 20 MPa 이상의 인장강도를 보이며 4 ~ 57%까지 인장

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생분해성

고분자

조성
TAIC

(phr)

전자빔

조사량

(kGy)

겔화

율

(%)

열변형율

(%)

인장강도

(MPa)
고분자

(wt%)

나노충진제

(wt%)

PCL/POSS

100 0 0 100 0 녹아내림 17

90 10 0 0 1 녹아내림 16.5

90 10 0 100 72 14@100oC 25.7 (34% 향상)

PBAT/POSS

100 0 0 100 0 녹아내림 11.6

90 10 0 0 0 녹아내림 8.7

90 10 0 100 55 4@130oC 18.2 (57% 향상)

PLA/PEGPOSS

100 0 0 100 0 녹아내림 42.9

85 15 3 0 0 녹아내림 32.5

85 15 3 100 70 26@165oC 44.5 (4% 향상)

- 생분해도 평가결과,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생분해도는 겔화율에

따라 생분해도가 감소하였지만 생분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순수한 PCL: 94% 중량감소(192시간, 효소분해반응)

. 가교된 PCL/POSS10(100 kGy): 6% 중량감소 (192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LA: 22% 중량 감소 (240시간, 효소분해반응)

. 가교된 PLA/PEGPOSS15_T3(100 kGy): 4% 중량감소 (240시간, 효소분해반

응)

. 순수한 PBAT: 40% 중량 감소(6개월, 토양매립시험)

. 가교된 PBAT/POSS10(100kGy): 8% 중량 감소(6개월, 토양매립시험)

<순수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과 방사선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의 생분해도 시험(6개월)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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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항 목 10배 발포 15배 발포 20배 발포 시 험 방 법

두 께 (mm) 3 3 3 KS M 3014

겉보기 밀 도 (G/㎤) 0.100 0.067 0.050 ″

인장강도
(kg/㎠)

L 13.2 9.0 6.5 ″

W 9.2 6.1 4.2 ″

신장율
(%)

L 246 195 140 ″

W 180 150 120 ″

인열강도
(kg/㎝)

L 3.4 2.8 2.0 ″

W 4.6 3.6 3.1 ″

압축경도
(kg/㎠) 25 %

0.42 0.38 0.3 "

압축영구변형 25 % 6.6 7.5 8.2 "

가교도 (%) 59.2 50.1 45.2
ASTM D
2765

경 도 ″C″TYPE 28 25 22

5. 방사선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 개발

○ 생분해성 고분자의 압출가공, 방사선 가교, 발포 조건 등을 최적화 하고 이를 토

대로 실제 연속생산 공정라인에서의 twin 압출기에서의 압출 가공 조건 및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포제, 가교제 및 수지를 함량별 실험을 통한 최적 가공 조

건 확립:

- 블랜딩 및 마스터배치(MB) 제조 조건

. 생분해성 TPU: LDPE: EVA (acetate 함량 6%) = 1: 1: 1

. 첨가제: 발포제(ADCA, 50%), 가교제(PMPTMA, 1%), 산화방지제 1, 2차 각각

(0.1%)

- Kneading 조건: 120 oC, 20 분

- MB 제조 조건: 물속 pellet cutting (4 oC 물)

- Twin 압출 가공 조건

. Twin corotating 압출기: Dia.(90mm), L/D(40)을 이용한 평균가공온도 165℃

에서 segment 조합을 통하여 최적압출 조건 확립, vent. zone 이후

에 반드시 kneading block설정해야 발포제 조기 분해되 지 않고 안

정적인 압출 시트 가공

- 결과 요약: 연속생산 압출공정라인에서의 0.5 ~ 1.5 mm(두께) x 700 mm(폭)의

roll sheet 제조 조건 확립

○ 실제 생산 공정상에서 제조된 압출 시트의 발포를 위한 전자선 조사를 통한 가교

조건 확립

- 가교제 선별 및 함량 조절을 통한 전자선 가교 조건 확립을 위한 기초 실험 진행

- 가교 조건 및 가교결과 요약

. 최적가교조건: 850 keV, 10 ~ 50 kGy (양면 조사) . 가교도: 40 ~ 60%

○ 가교된 시트를 연속생산라인 발포로에서 발포하기 위한 조건 확립

- 발포조건: 발포로의 온도조건(1 구간: 150 oC, 2 구간: 180 oC, 3 구간: 210 oC),

발포로의 입출속도: 5 ~ 6 m/분

- 발포 배율: 10 ~ 20배 발포가능

- 결과 요약: 연속생산 발포공정라인에서의 0.7 ~ 3.0 mm(두께) x 1200 mm(폭)

의 roll sheet 제조 조건 확립

○ 연속공정을 통해 제조된 발포제품들의 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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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치수변화 (%)
(100℃ x 1 h)

L -13.1 -15.6 -17.0
KS M 3014

W -10.2 -12.6 -15.9

6. 생분해성 시제품 제작 연구

○ 1, 2차년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연속생산공정(블렌딩, 압출공정,

전자빔 가교공정, 발포공정) 조건하에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를 제조 후

2차 가공(표면처리, 열적층, 열성형 등)의 최적화를 통해서 시제품들(점착테이프,

과일포장재 등)을 제작하고 이의 실제 농작물 내후성 평가를 진행하였음:

- 최적화된 연속생산 공정 하에서 제조된 발포체 시트 치수: 10 ~ 20배 범위에서

발포된 0.7 ~ 3.0 mm(두께) x 1200 mm(폭)의 roll sheet 제조.

- 점착테이프 제조를 위한 발포체 시트의 코로나 표면처리조건 확립: 7.5 kW의 코

로나 장비를 이용한 최적 코리나 처리속도: 12 m/min (점착테이프 제조에 적합

한 42 dyne/cm이상의 표면에너지를 갖는 발포체 시트 제조 가능함.)

- 이형필름 적층을 위한 발포체 시트 위에 열적층 조건 확립: 적외선 열적층 장비

(Comma laminating, 용량: 3 kW)를 이용한 최적 열적층 속도: 23 m/min (3종의

이형필름들에 적용함.)

- 제조된 발포체 시트의 열성형성: 객관적인 평가방법인 심교율법을 이용한 열성

형성 평가를 통해 제조된 발포체 시트들은 모두 120% 이상의 성형율을 나타냄

으로써 산업소재로의 활용 가능함을 확인(과일포장재 및 일부 자동차 에어컨 단

열완충 부품들 등의 시제품을 제작함.)

- 실제 환경에서의 내후성 평가를 위해 농작물 고정화용 점착테이프 시제품 제조:

일정기간(작물의 수확기까지) 이상 지지대와 작물들의 고정화에 적용에 적합한

30.1 kg/㎠ (길이방향)과 13.61 kg/㎠ (수평방향)의 인강강도를 갖으며 점착층과

발포체 시트 간에 일체화된 점착테이프의 제조 조건 확립

- 고추작물 지지대 적용을 통한 생분해성 점착테이프의 내후성평가 결과: 농작물

을 수확하는 시점까지 적용된 점착테이프의 물성저하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

음.

내후성평가결과(일)

시 험 항 목
1 20 40 60 80 100 시험방법

두 께 (mm) 0.69 0.69 0.67 0.67 0.69 0.72 KS M
3014

겉보기 밀 도 (G/㎤) 0.112 0.110 0.111 0.114 0.111 0.110 ″

인장강도
(kg/㎠)

L 30.1 28.2 27.5 25.3 23.2 21.6 ″

W 13.6 12.1 11.8 11.1 10.9 9.2 ″

신장율
(%)

L 198 143 158 155 198 188 ″

W 209 133 150 150 184 193 ″

가교도
(%) 38.8 37.5 36.1 35.4 33.8 32.2

ASTM D
2765

경 도 ″C″TYPE 41 41 40 40 39 38

가열치수변화 (%)
(100℃ x 1 h)

L -5.2 -4.8 -4.7 -4.5 -3.0 -4.1 KS M
3014W -0.1 0.1 0.1 0.0 -0.1 0.0

○ 기존 소재들과의 비교분석



- 37 -

- 기존 방법으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신규 단량체

합성이나 공중합 등 공정이 복잡하고 수율이 낮아 실제 상업화되기에는 문제점

이 있음. 또한 범용 플라스틱 등 기존 소재와의 혼합을 통한 물성 향상을 시도하

고 있으나, 생분해도가 크게 떨어지고, 상용화제 등 새로운 첨가제가 필요로 함.

- 이에 본 과제에서는 기존의 상업화된 생분해성 플라스틱들의 물성 향상을 위해

방사선가교기술을 이용한 기존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반 블랜드, 바이오복합재료

및 발포체 제조 기술들을 개발하였고, 열적·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함.

- 가교화에 따라 생분해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짐이 확인되었으나, 난분해성 범

용 플라스틱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생분해도를 가짐을 확인하였음.

<기존 소재들과 물성 비교>

제2절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 이용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

이온교환막 제조 기술 개발

1.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대표적인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인 동시조사와 전조사 방

법을 이용하여 음이온교환기로 변환이 가능한 염화비닐벤질(VBC) 고분자를 화

학적, 기계적,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상용 불소고분자 필름에 도입하여 그라프트

필름을 제조한 후 음이온교환기로 변환시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을 제조하였음.

○ 방사선 그라프트 조건 최적화. 다양한 불소고분자 필름과 아민을 이용한 음이온

교환막 제조, Quaternization 반응 최적화 연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음이온교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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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조하였고 이들의 전기적 특성, 기계적 물성 등을 평가하였음.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특성평가 결과 ETFE 고분자 필름에 4차 트리메틸암모늄

이 도입된 음이온교환막이 다른 음이온교환막에 비해 좋은 기계적 물성을 보임을

확인하였음.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물성 목표치 달성 현황

- 그라프트율: 20 ∼ 90%에서 조절용이 (목표: 50%)

- 아민화율: 76% 달성 (목표: 70%)

- 이온교환용량: 1.9 meq/g 달성 (목표: 1.3 meq/g)

- 이온전도도: 8.8 × 10-2 S/cm 달성 (목표: 3.0 × 10-2 S/cm)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기계적 물성 측정 결과>

2. 가교구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본 연구에서는 디아민을 사용하는 방법과 DVB을 첨가하여 가교 그라프트

고분자를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음이온교환막에 가교구조를 도입하여 함수율과

화학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 방사선을 이용하여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ETFE필름을 제조한 후 아민

관능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디아민류의 화합물을 도입하여 이온교환기 사이의

가교구조를 갖는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물성을 평가하였음. 사용된 여러

다아민 중 DABCO (1,2-diazabicyclo[2,2,2]octane)로 제조된 가교 음이온교환막이

연료전지막으로 활용함에 있어 적합한 물성을 보여 DABCO를 이용한

ETFE-g-PVBC의 아민화조건을 확립하고, 음이온교환막의 전기화학적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4차 아민화 방법을 적용하였음.

○ DABCO를 도입하여 가교구조가 형성된 음이온교환막들은 비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과 비교하여 화학적 안정성이 200% 이상 향상되고 함수율이 50%

이상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 Divinylbenzene (DVB)을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에 첨가하여 가교구조가 도입된

ETFE-g-PVBC(DVB) 필름을 제조하고 이를 트리메틸아민으로 처리하여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물성을 평가하였음.

○ DVB함량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물리화학적 물성 변화를 연구하고, 화학적

안정성이 400% 이상 향상되고 함수율 또한 50%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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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구조 도입에 의해 향상된 음이온교환막의 화학적 안정성 평가>

3. 음이온교환막 구조 분석

○ 본 과제에서는 1절과 2절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 SEM-EDX를 이용한 내부구조

분석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제조된 비가교/가교 음이온교환막(ETFE-g-PVBC,

ETFE-gx-PVBCDVB)에 대한 냉중성자 소각 산란 실험과 원자힘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 실험을 추가 실시하였음.

○ 위의 3가지 현미경/분광기는 ETFE-g-PVBC, ETFE-gx-PVBCDVB의 내부구조

를 점진적으로 심화 시켜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SEM-EDX로는 수십 μm ∼

수 μm의 구조를 분석하고, AFM으로는 수 μm ∼ 수십 nm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SANS로는 수백 nm ∼ 수 nm 구조분석을 하였음.

○ 심화된 내부 구조분석 결과 ETFE 고분자 내부에는 약 25 nm 간격으로 섬

(island)과 같은 미시구조들이 존재하며 이 구조들 사이는 또 다른 미시구조인 다

리(bridge) 구조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하였음.

○ VBC의 방사선 그라프트가 ETFE고분자의 네트워크 구조 사이로 이루어져,

ETFE 고분자의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시 낮은 그라프트율에도 불구하고 VBC가 ETFE필름 내부

까지 빠르게 침투 되었으며, ETFE를 사용하여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기계적 물

성이 우수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SEM-EDX, AFM, SANS를 이용한 내부구조 분석>

4. 음이온교환막 이용 단위전지셀 조립 및 알칼라인 연료전지 성능 평가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고체알카라인 연료전

지용 전해질로써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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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조건에서 전극 촉매층과 음이온교환막의 접합테스트를 통해 MEA 제작을

위한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음 또한 제조된 막의 특성에 따른 서로 다른 최적 조

건 도출을 도출하였음.

○ 기존의 알카라인 계면 형성법을 사용할 경우 CCM 방식보다는 기체확산층에

촉매층을 도입하는 방식이 더 높은 MEA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음.

○ 액체 연료를 사용한 경우 양이온교환막을 적용한 MEA와 비슷한 정도의 연료 크

로스오버 현상 관찰되었고 개질 연료를 사용한 경우 촉매의 피독으로 인해 순수

수소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낮은 MEA 성능 관찰되었음.

○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든 연료에서 방사선 조사를 통해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은

상용 음이온교환막에 비해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음.

○ 내구성 테스트에서 제조된 막 성능감소는 무시할 만 하였으나 전극촉매층 내의

알카라인 계면이 붕괴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음.

○ EVBTMA-GX4 막을 70 ℃와 80 kg/cm²으로 hot-pressing한 MEA의 성능은

115 mW/cm²으로 본 연구의 정량적인 목표인 50 mW/cm2를 130% 상회하는 결

과를 얻었음. 또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은 MEA를 조립한 후 연료전지 구동 조건

에서 200 시간동안 성능을 유지함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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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라인 연료전지 스택 제조 및 단위셀 전지 성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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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선을 이용한 이방성 전도필름 응용 기술 개발

1. E-beam 경화형 Epoxy 레진 대상 선정 및 방사선이용 경화연구

○ 여러 종류의 에폭시 고분자들에 다양한 조건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전자빔 조사에 따른 에

폭시의 화학적, 열적, 기계적 특성 및 생분해성 경화특성 분석 완료.

○ YD-011과 KDU-651TP75의 경우 전자빔 조사에 의한 가교 구조 형성으로 열적,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KDU-6561TP75 경우 별도의 경화제를 첨가
하지 않고 에폭시 자체로 자외선에 반응하도록 만든 에폭시이지만 이 에폭시는 
전자빔에도 반응함. 이 경우 전자빔 선량을 20, 40 kGy 조사한 후 완전 경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함.

2. 방사선 조사에 따른 에폭시 수지의 경화 특성 분석

○ Bisphenol A type epoxy arcyrlate의 전자선에 의한 경화가능성을 타진하고, 전자

선에 의해 경화된 경화물의 FTIR, Raman을 이용한 분광학적 정량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화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음.

○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ter)를 이용한 Tg 분석을 통한 경화 거동 분석, 용매추

출법을 이용한 물리적 경화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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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빔에의한 가교시 화학구조 변화를 FT-IR을 이용하여 분석 완료.

○ E-beam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화도가 증가하지만, 경화 반응이 80 % 정도로 포

화되는 경향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150 kGy의 적은 조사량에도 반응 포화에 가까운 정도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로서 저온속경화형 ACF matrix로서 Epoxy acrylate의 E-beam 경화

system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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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U-651TP75 에폭시의 경우 상온에서도 20 kGy 이하의 전자빔이 3 mm 이하

두께의 알루미늄을 투과하여도 경화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 -> 산업화에 응용

가능성 확인 하였음.

○ 소량의 Photo initiator를 첨가하여 경화속도의 가속화 달성 하였음.

3. E-beam 조사용 ACF 전용 실험 장치 제작

○ 완성된 E-beam 조사용 ACF 전용 실험장치를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공용

으로 활용 함.

4. 이방성 전도 필름 종합적 특성 평가

○ 경화된 필름의 인장강도와 접착강도 측정을 통한 기계적 성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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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μm 두께의 (Poly imide) film을 이용하여 접착 강도 분석

○ ASTM-D638-08 규격의 인장강도 측정용 시편을 제조하여 Epoxy acrylate의

E-beam 경화 후 기계적 물성 변화 분석

○ 4-point probe을 이용하여 측정시 20.7 ±0.7 mΩ 취득 (실제로 국내 상용화 제품

(LG FLATRON L1720B PLUS) 의 경우 130 mΩ) 보다 우수함).

○ 고온 고습 실험수행: 온도 85도, 상대습도 80 % 1000 시간 노출

○ 열 싸이클 실험: -40 ~ 150 빔위를 10회 100시간 (총 1000hr) 노출 후 약간의 (실

용화에 지장 없는 정도) 저항변화 발생

Test 조건
sample

No.

Bonding

presure

(kgf/)

Contact resistance (Ω)

before after

-40℃ ~ 150

℃ 1000hrs

85℃-85%RH

10cycles

#9
5 20.7 mΩ 500.6 mΩ

6 23.0 mΩ 320.8 mΩ

#10
5 28.1 mΩ 609.7 mΩ

6 65.2 mΩ 392.3 m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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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

분자의 물성 변화

연구

- 3종 이상의 생

분해성 고분자 재

료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물성 변화

분석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특

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생분해성 고분자 3

종을 선택하여 다양한 조건하에서 전자빔 조

사를 하였음.

- 용액주조(solution casting)법에 의한 생분해

성 고분자 필름 제조

. 생분해성 고분자 3종: PCL, PLA, PBAT

. 필름 두께: 130 ㎛

- 전자빔 조사(전자빔 가속기, 2 MeV, 1 mA)

. 20 ~ 200 kGy(최적 조건 200 kGy)

○ 전자빔 조사후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물성

변화 분석

- 전자빔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화

학구조 및 물성 변화 분석

. FT-IR 분석과 가교도 측정을 통한 화학구

조 변화 및 가교구조 형성 확인

. DSC, TGA 분석을 통한 열적 특성 변화

평가

. UTM, DMA, TMA 등을 이용한 기계적

특성 변화 평가

. 효소분해시험, 토양매립분해시험 등을 통

한 생분해도 평가

- PCL과 PBAT의 경우 전자빔 조사에 의한

가교 구조 형성으로 열적, 기계적 특성이 향

상되었음을 확인

. 가교율: PCL 34%, PBAT 52%

. 기계적 특성(인장강도): PCL 18% 향상;

PBAT 23% 향상

. 열적 특성(Tg): PCL 16℃ 향상;

PBAT 8℃ 향상

- PCL의 생분해도는 조사량에 따라 가교율의

증가로 인하여 생분해도가 감소됨을 확인하

였고 PLA와 PBAT의 경우에서는 생분해

기간이 PCL에 비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조사량 변화에 따른 생분해도 변화 측정을

계속 진행 중임.

. 순수 PCL: 82% 중량 감소(216시간, 효소

분해반응)

. 전자빔 조사된 PCL: 60%(200 kGy) 중량

감소(216시간, 효소분해반응)

40 100

○ 총 3종의

생분해성 고

분자의 방사

선 조사에 따

른 물성 변화

확인

○ P C L 과

PBAT의 경

우 전자빔 조

사에 의한 가

교 구조 형성

으로 열적, 기

계적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 국내 특허

1건 출원 (출

원 번 호 :

10-2010-0049

841)

○다양한 조

건하에 실험

을 통해

Single 및

twin 압출기

를 이용한 생

분해성 고분

자의 압출 조

건 확립하였

음.

○압출 가공

및 발포 공정

을 통해 제조

된 발포체의

물성을 평가

하였음.

○ 생분해성 고분

자 압출가공 기술

연구

- 압출기(single,

twin)를 통한 가

공 특성 연구

○ 생분해성 고분자의 압출 가공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생분해성 폴리에스터계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수지를 이용하여 single 및 twin

압출기에서 시트를 제조한 후 전자선 조사

및 발포 공정을 진행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를 제조하였음

- 압출 가공에 의한 시트 제조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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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출가공된 생

분해성 고분자 재

료의 물성 연구

시 험 항 목 10배 발포 15배 발포 20배 발포

두 께 (mm) 3 3 3

겉보기 밀 도 (G/㎤) 0.100 0.067 0.050

인장강도
(kg/㎠)

L 7.5 6.0 4.3

W 5.4 4.1 3.6

신장율
(%)

L 185 154 122

W 155 130 103

인열강도
(kg/㎝)

L 2.8 2.3 1.6

W 3.1 2.7 2.2

압 축 경 도
(kg/㎠) 25 %

0.47 0.35 0.28

압 축 영 구 변 형 25
% 6.6 7.5 8.2

가 교 도 (%) 40.9 36.4 34.3

경 도 ″C″TYPE 23 21 18

가열치수변화
( % )

(100℃ x 1 h)

L -7.5 -5.6 -5.0

W -5.8 4.6 3.9

. 시트 두께: 3 mm x 450 mm roll sheet

- 전자빔 조사(800 keV, 10 ~ 50 kGy (양면 조

사))

. 가교율: 34 ~ 42%

- 발포 조건(270 oC, 3 분)

. 발포배율: 10-20배

○ 압출 가공 및 발포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제

품의 물성 평가 결과

○ 음이온교환기

로 변환 가능한

단량체를 방사선

그라프트 시키기

위한 조사 조건

확립

- 그라프트율

50% 이상

- 2종 이상의 필

름 사용

- 그라프트 필름

내부 분포 측정

○ 다양한 방사선 조사 조건(전조사와 동시조사,

용매, 조사선량, 조사선량율, 단량체 농도

등)에서 VBC단량체를 여러 불소계열 필름에

그라프트시켜 최적의 조사 조건을 확립하였

음.

○ PFA, FEP, ETFE 3종의 불소계열 필름을

이용하여 그라프팅함으로써 그라프트율

50% 이상을 가지는 샘플 14종을 제조하였

음.

○ 조사량과 불소계열 필름의 종류에 따른 그라

프트 필름 내부의 그라프트 고분자 분포를

SEM-EDX를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VBC 단

량체가 필름의 내부까지 그라프팅 되었음을

확인하였음. 40 100

국내 특허 1

편 출원 (출원

번 호 :

10-2011-0081

800)

SCI논문:

국외: 1편

국내: 1편

○ 음이온교환기

도입에 의한 음이

온교환막 제조

- 3종 이상의 아

민류 사용

- 반응수율 70%

이상

○ 아민류와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필름을

반응시켜 음이온교환기를 도입하였고

FT-IR, SEM-EDX 등의 분석기기를 이용하

여 반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

였음.

○ 2종의 불소계열 필름을 사용하여 제조한 그

라프트 필름에 4종의 아민을 사용하여 음이

온 작용기를 도입하였고, 이중 3종의 아민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에서 아민화율 70% 이

상을 달성하였음.

○ 제조된 음이온

교환막 사용 가능

한 단위전지셀 조

○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을 이용하여

MEA를 재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압력 및 온도

에서의 hot pressing 조건을 파악하였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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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조건 개발 매와 막의 접합상태를 확인하였음.

○ 단위전지 셀 구동에 최적화 된 조건을 확립

하기 위해 전극과 멤브레인 접합체을 제조

시 온도 및 압력에 따른 MEA 성능 평가하

여 최적 조건(80 ℃에서 120 kg/cm2 압력으

로 접합) 확인함.

○ CCM (catalyst coated membrane)방법을 사

용한 MEA를 제작하고 문제점 및 보완책을

확인함.

○ E-beam 경화

형 Epoxy 레진 대

상 선정 및 방사선

이용 경화연구

○ 다양한 조건하에 여러 종류의 에폭시 고분자

들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전자빔 조사에 따른

에폭시의 경화 특성(화학적, 열적, 기계적 특

성 및 생분해성) 조사 완료

○ YD-011, YD-128, KDU-651TP75 3종의 에

폭시 필름 제조

- Solution casting 방법: 필름 두께 50 ㎛

- 전자빔 조사량(전자빔 조사 조건: 2 MeV,

1 mA): 1 ~ 550 kGy

○ 전자빔 조사에 의한 에폭시의 화학 구조 및 물

성 변화 분석

- DSC 분석을 통한 열적 특성 및 가교 형성

확인

○ YD-011과 KDU-651TP75의 경우 전자빔 조

사에 의한 가교 구조 형성으로 열적,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 가교율: YD 계열 34%, KBD계열 80% 이

상

○ KDU-6511TP75에폭시의 경우 상온에서도

적은량의 전자빔을 조사하여도 경화되는 것

을 DSC 와 속슬레(soxhlet)을 이용하여 확

인.

○ 전자빔에의한 가교시 화학구조 변화를

FT-IR을 이용하여 분석.

20 100

○ 방사선을 이용

한 고분자 미립자

표면 개질 연구

○ 다양한 크기의 나노-마이크로 스케일의 파

티클 합성 기술 연구 수행

- Polystyrene 마이크로 입자의 표면 개질

기술 연구

- charged 고분자 표면 삽입 및 방사선에

의한 고분자 표면 grafting 기술 연구

○ 마이크로 입자의 표면에 방사선을 이용한 표

면개질 및 전도성 나노볼 개질 기술 연구 수

행

- 방사선에 의하여 grafting 된 고분자 표면

에 Au 및 Ag의 나노입자의 유도흡착 실시.

○ 에폭시수지 내

부 전도성 미립자

분산 기술 개발

○ ACF에 사용하는 입자는 표면이 전도체로

이루어진 입자이나 먼저 모델 반응으로 가장

반응성이 좋은 실리카 입자를 사용하여 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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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지내에 분산을 시도.

○ 분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표면을 실란으로

화학처리 하였으며 (Silanation), 표면처리 시

반응의 좀 더 정교한 제어와 분산성을 높이

기 위해 음향화학적(Sonochemistry) 방법을

실시.

○ 합성된 도전입자의 표면의 개질을 통한 전도

도의 측정과 에폭시 레진내부의 분산성의 연

관을 위한 연구를 수행.

○ ACF bonding

실험을 통한 열적

전기적 특성 연구

○ 피치간격을 50㎛로 가정하였을 경우 피치간 저

항이 1.5kΩ으로써 절연체 구실 수행

○ 도전볼을 포함하였을 경우 접촉저항 측정.

○ E-beam 조사

용 ACF 실험장치

설계

○ ACF bonding 장비 설계도 완성

○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자빔을 조사할 수

있는 in-situ 가압게 설계 완성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을 이용

한 생분해성 고분

자 가교 기술 연

구

- 겔화율: 20%이

상

- 100 oC 열변형

율: 50% 이하

- 인장강도: 10

MPa이상

○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을 위한 전자빔

가교 기술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최적 배

합제 및 함량을 선정하였음.

- 용액주조(solution casting)법을 이용하여 다

양한 함량의 배합제를 함유 한 생분해성 고

분자 필름 제조

. 생분해성 고분자 3종: PCL, PLA, PBAT

. 배합제 3종: TAIC, TMPTA, HDDA

- 전자빔 조사 조건: 2 MeV, 1 mA, 20~200

kGy (전자빔 조사량)

- 전자빔 조사에 의한 겔화율 평가를 통하여

각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한 최적 배합제 및

함량을 선정하였음.

. PCL: 3 wt% TAIC, PBAT: 3wt% TAIC,

PLA: 5wt% TAIC

-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은 100

kGy에서 66% 이상의 겔화율을 보였음:

PCL 83%, PBAT 66%, PLA 82%

○ 최적 함량의 TAIC를 함유하는 생분해성 고

분자 필름의 전자빔 조사에 의한 물성(겔화

율, 열변형율, 인장강도 및 생분해도) 분석 결

과:

-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열변형율

은 7~25%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인장강도

는 17 MPa 이상으로 약 17~46%까지 향상

되었음을 확인하였음.

100

○ 방사선 조

사된 생분해

성 고분자 및

블 랜 드 는

20% 이상의

겔화율을 나

타냄을 확인

하였음.

○ 방사선 조

사된 생분해

성 고분자 및

블랜드는 100
oC에서 50 %

이하의 열변

형율과 10

MPa 이상의

인 장 강 도 를

나타냄을 확

인하였음.

○ 국내 특허

1편 출원 (출

원 번 호 :

10-2011-0021

221)

○ 연속 생산

2. 2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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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종류
분해

방식
분해기간 비고

범용올레핀고분자

(PE,PP,등)

토양

매립
10~300년

* U.S.

Nation

al Park

service

폴리아미드

(나일론 등)

토양

매립
30~600년

방향족 폴리에스터

(PET, PC 등)

토양

매립
450년 이상

순수한 PBAT
토양

매립
1.5년

*생분

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

였음.

가교된 PBAT
토양

매립
4.9년

순수한 PCL
효소

분해
55일

가교된 PCL
효소

분해
325일

순수한 PCL
토양

매립
180일

가교된 PCL
토양

매립
1.8년

순수한 PLA
효소

분해
119일

가교된 PLA
효소

분해
194일

고분

자

TAIC

함량

(wt%)

전자빔

조사량

(kGy)

겔화

율

(%)

열변

형율

(%)

인장강도

(MPa)

PCL

0 0 0 녹음 15.1

0 100 5 녹음 15.5

3 100 83
7.3@

100oC

17.8

(18% 향

상)

PBA

T

0 0 0 녹음 17.8

0 100 31 녹음 23.0

3 100 66
14.0@

130oC

26.0

(46% 향

상)

PLA

0 0 0 녹음 50.6

0 100 0 녹음 32.4

5 100 82
24.5@

160oC

58.8

(16% 향

상)

- 생분해도 평가 결과,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

자들의 생분해도는 전자빔 조사량에 따라

겔화율의 증가로 인하여 생분해도가 감소함

을 확인하였음.

. 순수한 PCL: 97% 중량 감소(200시간, 효

소분해반응)

. 가교된 PCL(200 kGy): 20% 중량감소 (200

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LA: 36% 중량 감소 (360시간, 효

소분해반응)

. 가교된 PLA(100 kGy): 8% 중량 감소 (360

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BAT: 36% 중량 감소(6개월, 토양

매립시험)

. 가교된 PBAT(200kGy): 4% 중량 감소(6개

월, 토양매립시험)

*범용고분자들과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분해

성 비교

라 인 에 서 의

폴리에스터계

열가소성 폴

리우레탄 수

지의 Twin 압

출기를 이용

한 압출가공,

전자선 조사

및 발포조건

들의 최적화

를 통해 생분

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를 제조하였

음.

○ 연속생산

공정을 통해

제조된 생분

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의 열적 및 기

계적 물성을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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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용고분자와의 블랜드 제조기술 및 전자빔

가교 기술 개발.

- 용융혼합(melt blending)법을 이용하여 다양

한 조성비의 PLA/LLDPE-g-MAH 생분

해성 고분자/범용 고분자 블랜드 제조

. 고분자: 생분해성 고분자(PLA), 범용고분

자(LLDPE-g-MAH)

. 조성비(PLA:LLDPE-g-MAH): 9:1, 8:2,

7:3, 5:5

- 전자빔 조사 조건: 2 MeV, 1 mA, 50~200

kGy

○ 전자빔 조사 후 PLA/LLDPE-g-MAH 블랜

드의 물성 변화 분석:

- 전자빔 조사에 의한 블랜드의 화학구조 및

물성 변화 분석

. 겔화율을 측정을 통해 가교구조 형성 여부

확인

. UTM, TMA 등을 이용한 열적 기계적 특

성 변화 평가

. DSC, TGA 분석을 통한 열적 특성 변화

평가

. FT-IR 분석을 통한 화학구조 분석

. SEM 분석을 통한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의 상용성 향상 여부 확인.

- 순수한 PLA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가교구

조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PLA/LLDPE-g-MAH 블랜드는 9:1을 제외

한 8:2, 7:3, 5:5의 조성에서 가교구조가 형성

되었고, 특히 5:5 조성에서는 모든 전자빔

조사 조건에서 가교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

남을 확인하였음:

. 겔화율: PLA/LLDPE-g-MAH (5:5) 32%

@100 kGy

- PLA/LLDPE-g-MAH 블랜드(5:5 조성비)를

갖는 열변형율은 14% 이하(48% 감소)이며,

인장강도는 20 MPa 이상(18% 향상)임을

확인하였음:

. 열변형율: 조사되지 않은

PLA/LLDPE-g-MAH(5:5) 27%;

100 kGy로 조사된

PLA/LLDPE-g-MAH(5:5) 14%

. 인장강도: 조사되지 않은

PLA/LLDPE-g-MAH(5:5) 17.1 MPa; 100

kGy로 조사된 PLA/LLDPE-g-MAH(5:5)

20.2 MPa

- PLA/LLDPE-g-MAH 블랜드의 SEM 분석

결과, 전자빔 조사에 의해 연속상인 PLA와

분산상인 LLDPE-g-MAH 사이 계면의 혼

화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방사선을 이용

한 생분해성 고분

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 연구

- 생분해성 고분

○ 대량생산을 위한 실제 연속 생산공정라인에

서의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를 위해서 1차년도 연구결과들을 바탕으

로 연속생산라인에서의 폴리에스터계 열가소

성 폴리우레탄(TPU) 수지의 twin 압출기를

이용한 압출가공, 전자선 조사, 및 발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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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교제 이용

방사선에 의한 가

교 특성 연구

- 발포제 함침을

통한 발포 기술

연구

들의 최적화를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를 제조하였음.

- 연속생산라인에서의 압출 가공을 통한 시트

제조 조건 확립

. 0.5~1.5 mm(두께) x 700 mm(폭)의 압출

roll sheet 제조 조건 확립

- 연속생산라인에서의 전자빔 조사 조건 확립

. 가교조건: 850 keV, 10~50 kGy (양면 조

사)

. 가교도: 40~60%

- 가교된 시트를 연속생산라인 발포로에서 발

포하기 위한 조건 확립

. 발포조건: 발포로의 온도조건(1 구간: 150
oC, 2 구간: 180 oC, 3 구간: 210 oC), 발

포로에서의 시트 입출속도: 5~6 m/분

. 발포배율: 10~20배 발포가능

. 결과요약: 0.7~3.0 mm(두께) x 1200 mm

(폭)의 발포 roll sheet 제조 조건 확립

○연속공정을 통해 제조된 발포제품들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 평가 결과

시 험 항 목 10배 발포 15배 발포 20배 발포

두 께 (mm) 3 3 3

겉보기 밀 도 (G/㎤) 0.100 0.067 0.050

인장강도
(kg/㎠)

L 13.2 9.0 6.5

W 9.2 6.1 4.2

신장율
(%)

L 246 195 140

W 180 150 120

인열강도
(kg/㎝)

L 3.4 2.8 2.0

W 4.6 3.6 3.1

압축경도
(kg/㎠) 25 %

0.42 0.38 0.3

압축영구변형
25 %

6.6 7.5 8.2

가교도(%) 59.2 50.1 45.2

경도 ″C″TYPE 28 25 22

가열치수변화
( % )

(100℃ x 1 h)

L -13.1 -15.6 -17.0

W -10.2 -12.6 -15.9

○ 1차년도에서

제조된 음이온교

환막 물성 평가

- 음이온교환용량

1.3 meq/g 이상

- 음이온전도도 3

x 10-2 S/cm 이상

○ 1차년도에 개발한 최적화된 방사선 그라프팅 조

건(용매: 클로로폼, 조사선량율: 2 kGy/h, 단량체/

용매: 50/50)을 이용하여 ETFE, PFA 불소필름에

VBC가 그라프트된 필름 6개를 제조하고

trimethylamine으로 반응시켜 음이온교환막을 제

조하였고 이에 대한 물성 평가를 진행하였음.

○ 제조된 음이온 교환막의 음이온교환용량 최대

1.58 meq/g으로 목표치인 1.3 meq/g 이상을 달성

하였음.

○ 또한 음이온전도도는 최대 8.8 × 10-2 S/cm 으로

목표치인 3 × 10-2 S/cm 이상 달성하였음.

○ 음이온교환용량과 음이온전도도 외에도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기계적강도, 열적/화학적

안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동시조사 조건이 아닌 전조사 조건으로 VBC 단

량체를 그라프트 하기 위한 최적의 방사선 조건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40 100

국내 특허 1편

출원 (출원번

호 :

10-2011-0084

226)

SCI논문:

국외: 1편

국내: 1편

비SCI논문:

국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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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mine을 이

용한 가교구조 형

성 및 음이온교환

막 내구성 향상

연구

- 함수율 50% 감

소

- 화학적안정성

200% 향상

- 2종 이상

Diamine 사용

○ 2개의 3차 아민을 가지고 있어 VBC 그라프

트 고분자와 반응하여 가교구조 형성이 가

능한 3종의 디아민(DABCO, TMDAP,

TMDAH)을 사용하여 가교구조의 음이온교

환막을 제조하였음.

○ 디아민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SEM-EDX 원소분석법을 이용하여 음이온교

환막의 내부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고 음이온

교환용량을 측정하여 디아민과의 반응 조건

을 확립하였음.

○ 3종의 디이민으로 반응시킨 음이온교환막

중 DABCO를 사용한 연료전지막의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였고, 가교구조 형성 및 디아

민의 큰 분자 사이즈로 인한 제조된 음이

온교환막의 낮은 이온교환용량 감소를 극복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아이오도메탄과 반

응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음.

○ DABCO 디아민으로 제조된 막의 함수율은

43%로 비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의 함수

율인 86% 보다 50% 감소한 함수율을 얻었

음.

○ 또한 라디칼에 의한 음이온교환막의 분해 촉

진 실험 결과 비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은

3일 이후부터 급속히 분해가 진행되었으나

DABCO로 가교된 음이온교환막의 경우 13

일까지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안정성이 크

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함.

○ 개발된 음이온

교환막을 적용한

단위전지셀의 전

극-막 계면 특성

파악 및 기초 성

능 평가

- anode: 0.5

mg/cm2 이하,

cathode: 1

mg/cm2 이하, 전

력밀도 50

mW/cm2 이상

○ 음이온 교환막과 전극의 접합조건(Hot

press의 온도와 압력변화)을 다르게 하여

MEA를 제조하고 단위전지의 성능을 측정

하여 최적의 MEA 조립조건을 연구하였음.

Hot press의 압력은 80 kg/cm2로 고정한 후,

온도를 50 ℃, 70 ℃, 90 ℃로 다르게 하거나

Hot press의의 온도는 70 ℃로 고정한 후,

압력을 40 kg/cm2, 80 kg/cm2, 120 kg/cm2

으로 다르게 하였음.

○ 기체확산층에 촉매층을 형성(anode: 0.5

mg/cm2, cathode: 0.5 mg/cm2))하여 hot

pressing을 통해 제작한 MEA의 최고 성능

은 전력밀도 92.4 mW/cm2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연구목표인 50 mW/cm2를 크게 상회하

는 성과임

○ CCM방식으로 MEA를 제조하여 성능을 측

정한 결과 표면이 변하지 않는 막의 성능이

80 mW/cm2이상을 달성하였음.

○ E-beam 경화

형 Epoxy 레진 대

○ 1차년 (2009년도) 연구를 기반으로 Epoxy 말단의

Epoxide ring을 vinyl group으로 치환한 Epoxy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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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사선이용 경

화 연구

acrylate를 선정

- 150 kGy의 적은 조사량에서 거의 경화됨을

확인 (박막 속경화 조건 만족).

○ FTIR과 Raman을 이용한 분광학적 정성분

석과 정량 분석 방법의 확보 및 경화도 측정

○ DSC를 이용한 열적 거동 분석과 용매추출

법을 이용한 경화도 측정

○ KDU-651TP75 에폭시의 경우 상온에서도

20 kGy 이하의 전자빔이 3 mm 이하 두께의

알루미늄을 투과하여도 경화도에 차이가 없

음을 확인.

○ Photo initiator를 첨가하여 경화속도의 가속

화 달성

(첨가량 : 0, 0.5, 1.0, 2.0, 3.0phr).

○ Raman과 FTIR을 이용한 정량적인 경화도

분석 방법 확보

○ 방사선을 이용

한 고분자 미립자

표면 개질 연구

○ 다양한 크기의 나노-마이크로 스케일의 파

티클 합성 기술 연구 (Polystyrene 마이크로

입자의 표면 개질 기술 연구)

○ 전기전자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재인 PI,

PFA, PTFE의 전자빔 조사효과 연구 수행

○ SCI 논문 3편 출간, 3편 투고

○ 학회발표 5건

○ 특허 출원 1건

○ 에폭시수지 내

부 전도성 미립자

분산 기술 개발

○ 음파의 진행과 압력파 그리고 기포 크기의 변화

에 따른 공동 효과 (Cavitation effect)를 이용한

실리카 분산처리 확립

○ 전도성 나노볼 혼합비울에 따른 ACF 전도

도 측정

○ 전도볼과 에폭시의 볼륨대비 최소 비율 조건

확립

○ ACF bonding

실험을 통한 전기

적/물리적 특성 연

구

○ 다양한 피치간격을 대상으로 (1000, 500, 100㎛)

접합저항, 피치간 저항 그리고 열적변화율 측

정 결과 접촉저항 60mΩ, 절연저항 109Ω 이

상 만족.

○ E-beam 조사

용 ACF 실험 장치

제작

○ ACF bonding 장비 제작 완성 및 특성 분석 완

료

○ 3mm Al 가림막으로 ACF시료로부터 전자

빔을 차단하여도 동일한 경화특성을 유지함

으로써 산업화의 가능성 타진.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을 이용

한 생분해성 고분

자 바이오복합재

료 제조 및 물성

향상 기술 연구

- 겔화율: 30 ~

80%

○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을 위해 나노충

진제와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바이오복

합재료 제조기술 및 전자빔 가교 기술 개발.

- 용액주조(solution casting)법을 이용하여 다

양한 조성에서 생분해성 고분자(PCL,

PBAT, PLA)를나노충진제들과 용액혼합을

통해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 필름 제조

. 생분해성 고분자 3종: PCL, PLA, PBAT

40 100

○ 방사선 조

사된 생분해

성 바이오복

합재료는 30

~80%의 겔화

율을 나타냄

을 확인하였

3. 3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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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oC 열변형

율: 30%이하

- 인장강도: 20

MPa 이상

생분

해성

고분

자

조성

TAI

C

(phr)

전자

빔

조사

량

(kGy)

겔화

율

(%)

열변

형율

(%)

인장강

도

(MPa)

고분

자

(wt

%)

나노

충진

제

(wt

%)

PCL

/PO

SS

100 0 0 100 0
녹아

내림
17

90 10 0 0 1
녹아

내림
16.5

90 10 0 100 72
14@1

00oC

25.7

(34%

향상)

PB

AT/

POS

S

100 0 0 100 0
녹아

내림
11.6

90 10 0 0 0
녹아

내림
8.7

90 10 0 100 55
4@13

0oC

18.2

(57%

향상)

PLA

/PE

GP

OSS

100 0 0 100 0
녹아

내림
42.9

85 15 3 0 0
녹아

내림
32.5

85 15 3 100 70
26@1

65oC

44.5

(4%

향상)

. 나노충진제 2종: AcryloPOSS, PEGPOSS

- 전자빔 조사 조건: 2 MeV, 1 mA, 20~200

kGy (전자빔 조사량)

- 전자빔 가교된 바이오복합재료는 생분해성

고분자 종류, 배합비 및 전자빔 조사량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30 ~ 80 %의 겔화율을 나

타냄을 확인하였음:

. PCL/POSS: 72%; PBAT/POSS: 55%;

PLA/PEGPOSS: 70% (100kGy)

○ 전자빔 가교된 바이오복합재료의 열적·기계

적 특성 및 생분해도 분석 결과:

-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

필름들은 100 oC 이상의 온도에서 4 ~11 %

의 낮은 열변형율을 나타내고, 20 MPa 이상

의 인장강도를 보이며 4 ~ 57%까지 인장강

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생분해도 평가결과,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

복합재료들의 생분해도는 겔화율에 따라 생

분해도가 감소하였지만 생분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순수한 PCL: 94% 중량 감소(192시간, 효

소분해반응)

. 가교된 PCL/POSS10(100 kGy): 6% 중량

감소 (192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LA: 22% 중량 감소 (240시간, 효

소분해반응)

. 가교된 PLA/PEGPOSS15_T3(100 kGy):

4% 중량 감소 (240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BAT: 40% 중량 감소(6개월, 토양

매립시험)

. 가교된 PBAT/POSS10(100kGy): 8% 중량

감소(6개월, 토양매립시험)

음.

○ 방사선 조

사된 생분해

성 바이오복

합 재료는

100 oC에서 3

%이하의 열

변형율과 20

MPa 이상의

인 장 강 도 를

나타냄을 확

인하였음.

○ 국내특허 3

건 출원 (출원

번 호 :

10-2012-0056

6 9 9 ,

10-2012-0018

3 8 9 ,

10-2012-0018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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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종류
분해

방식
분해기간 비고

범용올레핀고분자

(PE,PP,등)

토양

매립
10 ~ 300년

* U.S.

National

Park

service

폴리아미드

(나일론 등)

토양

매립
30 ~ 600년

방향족 폴리에스터

(PET, PC 등)

토양

매립
450년 이상

순수한 PBAT
토양

매립
1.5년

*생분해

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

였음.

가교된 PBAT/POSS
토양

매립
6.2년

순수한 PCL
효소

분해
55일

가교된 PCL/POSS
효소

분해
5.4년

순수한 PCL
토양

매립
180일

가교된 PCL
토양

매립
1.8년

순수한 PLA
효소

분해
119일

가교된

PLA/PEGPOSS

효소

분해
294일

*범용고분자들과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

들의 분해성 비교

○ 생분해성 고분

자 시제품 제작

및 물성 향상 연

구

- 발포제품의 가

공 특성, 성형 특

성 및 물성 연구

- 발포제품의 표

면 처리 연구

- 시제품 제작(과

일포장재, 점착테

이프 등) 기술 연

구

○ 1, 2차년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적화

된 최적화된 연속생산공정(블렌딩, 압출공정,

전자빔 가교공정, 발포공정)조건하에서 생분

해성 고분자 발포체를 제조 후 2차 가공(표면

처리, 열적층, 열성형 등)의 최적화를 통해서

시제품들(점착테이프, 과일포장재 등)을 제작

하고 이의 실제 농작물 내후성 평가를 통해

산업제품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최적화된 연속생산 공정 하에서 제조된 발

포체 시트 치수:

. 10 ~ 20배 범위에서 발포된 0.7 ~ 3.0 mm

(두께) x 1200 mm(폭)의 roll sheet 제조.

- 점착테이프 제조를 위한 발포체 시트의 코

로나 표면처리조건 확립:

. 7.5 kW의 코로나 장비를 이용한 최적 코리

나 처리속도: 12 m/min (점착테이프 제조

에 적합한 42 dyne/cm이상의 표면에너지

를 갖는 발포체 시트 제조 가능함.)

- 이형필름 적층을 위한 발포체 시트 위에 열

적층 조건 확립:

. 적외선 열적층 장비(Comma laminating,

용량: 3 kW)를 이용한 최적 열적층 속도:

23 m/min (3종의 이형필름들에 적용함.)

- 제조된 발포체 시트의 열성형성:

. 제조된 발포체 시트의 열성형성: 객관적인

평가방법인 심교율법을 이용한 열성형성

평가를 통해 제조된 발포체 시트들은 모두

120% 이상의 성형율을 나타냄으로써 산업

소재로의 활용 가능함을 확인(과일포장재

및 일부 자동차 에어컨 단열완충 부품들

등의 시제품을 제작함.)

- 실제 환경에서의 내후성 평가를 위해 농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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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성

평가 (일)

시험항목

1 20 40 60 80 100 시험방법

두 께 (mm) 0.69 0.69 0.67 0.67 0.69 0.72
KS
M

3014

겉보기 밀도

(G/㎤)
0.112 0.110 0.111 0.114 0.111 0.110 ″

인장강도

(kg/㎠)

L 30.1 28.2 27.5 25.3 23.2 21.6 ″

W 13.6 12.1 11.8 11.1 10.9 9.2 ″

신장율

(%)

L 198 143 158 155 198 188 ″

W 209 133 150 150 184 193 ″

가교도

(%)
38.8 37.5 36.1 35.4 33.8 32.2

AST
M D

2765

경 도
″C″TYPE 41 41 40 40 39 38

가열치수
변화

(%)

(100℃ x
1 h)

L -5.2 -4.8 -4.7 -4.5 -3.0 -4.1
KS
M

3014W -0.1 0.1 0.1 0.0 -0.1 0.0

물 고정화용 점착테이프 시제품 제조:

. 일정기간(작물의 수확기까지) 이상 지지대

와 작물들의 고정화에 적용에 적합한 30.1

kg/㎠ (길이방향)과 13.61 kg/㎠ (수평방

향)의 인강강도를 갖으며 점착층과 발포체

시트 간에 일체화된 점착테이프의 제조 조

건 확립

- 고추작물 지지대 적용을 통한 생분해성 점

착테이프의 내후성평가 결과:

.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점까지 적용된 점착

테이프의 물성저하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 가교 구조를

갖는 그라프트

고분자 제조 조

건 확립

- 그라프트율

50% 이상

- 그라프트 필름

내부 분포 측정

○ 음이온교환기로 변환 가능한 VBC 단량체와

가교 구조를 갖게 하는 DVB 가교제가 그라

프트된 가교 구조의 필름 제조 조건을 확립

하기 위하여 다양한 함량의 DVB 가교제 사

용으로 그라프트율 50%이상을 갖는 가교구

조의 그라프트 고분자막을 6종 이상 제조하

였음.

○ 감마선 선량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물성을

평가한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이온교

환용량이 증가하지만 함수율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성능 최적화 과정을 통하

여 그라프트율 50%, DVB 가교제 함량 4%

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이 알칼라인 연료전

지막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이온교환용량,

함수율 및 이온전도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하였음.

○ 가교 구조의 그라프트 필름에 도입된 VBC

그라프트 고분자의 필름 단면 분포는

SEM-EDX 원소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음.

○ 1차년도에 제조된 비가교 그라프트 필름 및

3차년도에서 제조된 가교구조 그라프트 필

40 100

국내 특허 1편

출원 (출원번

호 :

10-2012-0054

295)

SCI논문:

국외: 3편

국내: 1편

비SCI논문:

국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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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미시 구조는 냉중성자 소각산란

(SANS) 장치와 AF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고 방사선 그라프트 반을을 설명하기 위한

고분자 구조 모델을 정립하였음.

○ 가교된 그라프

트 필름에 음이

온교환기 도입

에 의한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함수율 50% 감

소

- 화학적안정성

200% 향상

○ DVB 가교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그라프트

필름에 음이온교환기를 도입하여 가교구조

의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음.

○ DVB 6% 함량을 사용하여 제조된 음이온교

환막의 함수율은 가교제가 들어가지 않은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보다 50% 함수율 감

소를 보였음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 43%,

가교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 22%).

○ DVB 4% 함량으로 가교된 음이온교환막의

화학적 내구성 측정 결과 비가교구조 음이

온교환막보다 화학적 내구성이 400% 이상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 다양한 연료

조 건 하 에 서

MEA 성능파악

및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

내구성 향상 검

증

- 단위셀 테스트

200시간 유지

○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을 대상으로 다양

한 접합 조건(70 ℃에서 8 0kg/cm², 120

kg/cm², 90 ℃에서 80 kg/cm², 100 kg/cm²,

120 kg/cm²,)에서 제작한 MEA의 성능 테스

트를 통하여 최적 MEA 제작 조건을 확립하

였음.

○ 도출한 조건에서 MEA제작하고 이를 액체연

료(1 M Methanol과 Methanol+전해질혼합

연료) 조건에서 성능 파악을 통해 연료크로

스 오버 특성 파악하였음.

○ 개질수소 조건에서 MEA 성능파악 및 음이

온교환막 및 알카라인 계면의 안정성 파악

하였음.

○ 상용 음이온교환막(Fuma Tech사의 FAA)

을 이용하여 수소, 액체연료, 개질수소에서

MEA 성능(최대 전력밀도: 28.8 mW/cm2)을

파악하였고 방사선 조사를 통해 제조된 가

교 음이온교환막의 MEA 성능(최대 전력밀

도: 115 mW/cm2)이 상용 음이온교환막을

이용할 경우보다 4배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음.

○ 제조된 막을 적용하여 제작한 MEA를 대상

으로 200시간 동안 내구성 테스트 진행하였

고 내구성 테스트 전후 Impedance 측정을

통해 제조된 막의 성능감소를 확인한 결과

촉매나 막의 성능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나

도입한 알카라인 계면의 붕괴됨을 관찰함.

○ 이방성 전도

필름 접합 특성

평가

○ sputter장비를 이용하여 접합 피치 50㎛

ACF 기판 제작 완료

○ BPA-EA의 경우 100 kGy 에서 62 ± 3 MPa

의 우수한 인장 강도를 확인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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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생분해성 고분자 소

재의 폭넓은 상업적 응용을 가능케 하여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산업에 핵

심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방사선 기반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들은

기존 바이오플라스틱의 물성 개선이 가능하여 일회용품에서부터 가전제품 및 자

동부품 등의 바이오플라스틱의 산업적 활용도를 증가시켜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및 시장규모 확대가 가능함.

- 난분해성 범용 플라스틱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과제의 방사선 기반 고성능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들은 방사선 기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에 대

한 범국민적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임.

- 방사선 기술이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사용이 가능한 음이온교환막 제조에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본 과제에서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이

성공적으로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사용하게 되면 연료전지에서 사용되

는 고가의 전극 소재(플라티늄)를 저가의 전극 소재(니켈 등)로 대체할 수 있어 높

은 생산 가격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연료전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또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우주 항공 전자산업 등 관련 산업 발

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방법으로 그라프트된 필름과 음이온교환막은 SEM-EDX, SANS 및 AFM

등의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그라프트 고분자의 단면 분포, 그라프트에 따른 필름의

결정성 변화 등을 관찰하고 분석하였음. 이러한 기초연구는 향후 방사선 그라프팅

○ UTM을 이용하여 180로 50mm/min의 인장율
로 인장하여 접착 강도를 측정

○ 이방성 전도

필름 전기적/물리

적 특성 평가

○ 저 저항용 기판 회고 자체 제작 후 ACF에

응용

○ 4-point probe을 이용하여 측정시 20.7 ±0.7

mΩ 취득

(실제로 국내 상용화 제품 (LG FLATRON

L1720B PLUS) 의 경우 130 mΩ) 보다 우수.

○이방성 전도 필

름 신뢰성 평가

○ 고온 고습 실험수행: 온도 85도, 상대습도 80

% 1000 시간 노출

○ 열 싸이클 실험: -40 ~ 150 빔위를 10회 100

시간 (총 1000hr) 노출 후 약간의 (실용화에

지장 없는 정도) 저항변화 발생

총계 100 100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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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이용한 소재 개발 연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을 이용한 이방성전도필름 제작 기술 및 공정 기술들은 기존 방식과 달리

공정 단순화, 친환경적 공정 등을 통한 시간 및 원가 절감이 가능하며, 일반 생활

용품들과 첨단 산업분야로의 기술적 파급 효과가 매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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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

-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

▪ 방사선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생분해성 고분

자 소재의 폭넓은 상업적 응용을 가능케 하여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

재 산업에 핵심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들은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에너지 소모가 적고 친환경적이며, 용이

하게 생분해성 고분자의 열적, 기계적 물성들을 향상 및 생분해성 제어 가능

함에 따라 생분해성 고분자의 가공성 극대화가 가능함.

▪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용도 다변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생분해성 농

업용 필름, 일회용 컵 등의 소비재, 의료용 생분해성 재료 및 조직공학용 생

체재료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의 내열성 및 내구성 요구

되는 산업들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신소재 개발에 활용할 것임.

▪ 방사선 기술이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사용이 가능한 음이온교환막 제조에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본 과제에서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

온교환막이 성공적으로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사용하게 되면 연

료전지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전극 소재(플라티늄)를 저가의 전극 소재(니켈

등)로 대체할 수 있음.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을 적용하는 알칼라인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해서는 음이온교환막 대량생산을 위한 방사선 공정개발, 음이온교환막 성

능 향상을 위한 제조 공정 최적화,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에 적합한 바인더 및

촉매 개발을 통한 알칼라인 연료전지 성능 최적화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며 따라서 연료전지에 관련된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과 함께 협동으로

알칼라인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한 과제를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임.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은 고용

량 이차전지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Zn-Air 전지의 핵심 소재용

음이온교환막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됨. 또한 수처리, 물질의

분리, 유해 물질의 흡착, 화학반응의 촉매 개발 및 다루기 힘든 금속 동위원

소 분리 등 여러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까지 국내/외 방사선을 이용한 이방성 전도 필름의 연구개발의 경우는

전무하였기에 이방성전도필름의 저온 속경화 방식에 활용 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열경화 공정과 비교하여, 획기적인 공정 단순화를

실현 할 수 있으며, 열에 의한 치수 변형 등의 불량 발생률을 최소화 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음.

▪ 본 기술은 Flat panel display에 채용되는 제품에는 모두 활용 할 수 있기 때

문에 LCD, PDP, OLED, 휴대 단말기용 Display 등 다양한 display 분야에서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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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창출하는데 활용.

▪ 본 연구는 방사선을 이용한 에폭시수지의 경화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상온

에서 10초 이내의 빠른 경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열경화 방법의 단점

으로 지적된, 고온에 의한 기판의 변형, 긴 경화 시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의 단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열경화 방법에 사용된 용제 등을 사용하지 않

아 환경 친화적 기술에 활용.

○ 경제적 측면

-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방사선 기반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

들은 기존 바이오플라스틱의 물성 개선이 가능하여 일회용품에서부터 가전제

품 및 자동부품 등의 바이오플라스틱의 산업적 활용도를 증가시켜 국내 바이

오플라스틱 산업 및 시장규모 확대가 가능함.

- 석유자원 고갈,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이 가능한 다양

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여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활용되

는 환경규제를 극복함으로써 국가 산업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개발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은 방사선 고유의 높은

에너지와 투과력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기술로서 기타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는 제조가 가능하지 않아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고 상용화가 진행될

경우 방사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내 신산업 창출 및 연료전지 분

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상용 음이온교환막은 주로 수처리용으로 제조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높은 온도와 강알칼리 조건에서 구동해야하는 알칼라인 연료전지에는 적

합하지 않으며 낮은 음이온교환용량을 가지고 있음. 방사선으로 제조된 알칼

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은 화학적 열적 기계적 안정성이 높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현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속경화 및 우수한 접착력,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는 ACF의 개발로 Display

panel 채택에 있어서, 기존 glass panel에서 plastic panel 사용을 통한 flexible

display의 제품화를 앞당길 수 있는 동시에, 제품화된 flexible display의 양산

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무연 제품화 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자 산업의 추세에 맞추어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로서, 매출 증대와 관련 기술자 및 종업원 고용을 창출 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음.

- 국내 주요 전자부품 소재 관련 기업에 방사선 융합 이방성 도전 필름 기술의

민간 이전 추구.

○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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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

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도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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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등과 관

련된 재료, 제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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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연구 논문 및 특허 다수

○ 외국 전문가 국내 방문시 지참한 연구 논문 및 발표 자료 다수

○ 국제학회에서 참가하여 수집한 초록집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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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해)

. 고분자 재료의 나노구조 형성과 나노복합재료에 관한 연구동향 파악, 고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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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센서 등의 응용에 관한 연구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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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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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계면제어, 나노입자의 생명공학 분야의 이용에 관한 정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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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발표 및 자료 수집 (최재학, 2008 년 9월, 영국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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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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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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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ndustry(정찬희, 2008년 8월, 미국 텍사스)

. 생체적합성 향상을 위한 이온빔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개질에 대한 강연

참석 및 연구동향 파악, 표면개질에 대한 전반적 정보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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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태, 2008년 9월, 독일 드레스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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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재료, 생체재료의 다양한 응용과 바이오 의료분야 융합기술 관련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rface Modification of Materials by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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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온빔을 이용한 다양한 재료의 표면처리와 나노입자, 생체분자등의 도입을 통한

나노,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개발 동향 파악 및 정보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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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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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한 생체공학적 응용, 다기능성 나노입자에 대한 다양한 생물학적, 의학적

시도에 관한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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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gress on Radioisotope and Radiation Utilization in China, Japan and Korea

2010 논문 발표 및 자료 수집(손준용, 2010년 10월, 중국 북경)

. 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에 관한 논문 발표 및 중국 일본의 방사선 기술

이용 연구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 이관수 박사 초청 세미나 개최 (2011년 3월, 한국, 첨단방사선연구소)

.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Macromolecules and

Interfaces institute 소속의 이관수 박사님을 모시고 Synthesis and properties of

multiblock copolymers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s를 주제로 세미나

발표 및 미국의 연료전지 고분자 소재 관련 연구동향 파악

- 해외 전문가 초청 공동 연구 수행 (2011년 7월-8월, 한국, 첨단방사선연구소)

. 중국 상수이공대학교 화학재료공학과 교수인 Geng　Fei 교수를 초청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알칼라인 음이온 교환막 제조 관련 공동 연구 수행하였고, 관련

논문 1편을 투고하였음.

- The 2nd FAPS Polymer Congress 국제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신준화, 2011년

5월, 중국, 베이징)

. 연료전지 관련 고분자 소재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습득 및 국제적인 연구동향

파악.

- Yasunari Maekawa 박사 초청 세미나 개최(2012년 3월, 한국, 첨단방사선연구소)

. JAEA 산하 Takasaki 연구소에서 High performance polymer group leader인

Yasunari Maekawa 박사를 초청하여 Development of High Performance

Polymer Membranes with Nano-scale Structures using Radiation Technique

주제로 세미나 발표, 일본 방사선 기술 연구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 The 18th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손준용,

2012년 3월, 한국 부산)

. 방사선을 이용한 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에 관한 논문발표 및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고분자 재료의 제조 관련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 2012 MRS (Material Research Society) Spring Meeting 참석 (신준화, 2012년 4

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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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멤브레인 제조 분야 중 방사선 적용 가능 연구 점검과 고분자 가공 및

방사선 이용 전문가와 정보교류를 통한 최신 연구 동향 파악

- Petteri Palm, Jarmo Maattanenm Aulis Tuominenm and Eero Ristolainen,

“Reliability of 80 um pitch flip chip attachment on flex”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vol 41, 633 (2001).

- Y.C. Chan and D.Y. Luk, “Effects of bonding parameters on the reliability

performance of an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interconnects for

flip-chip-on-flex packages assembly II . Different bonding pressure”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vol 42, 1195 (2002).

- J.H. Zhang, Y.C. Chan, M.O. Alam, and S. Fu, “Contact resistance and

adhesion performance of ACF interconnections to aluminum metalization”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vol 43, 1303 (2003).

- Delmo A. Nishitsuji, Gerson Marinucci, Maria C. Evora, Leonardo G. de

Andrade e Silva, “Study of electron beam curing process using epoxy resin

system”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B 265, 135

(2007).

- M.A. Uddin and H.P. Chan, “Contact resistance of an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film based flip-chip on glass packages” Rev. Adv. Mater. Sci. 27,

15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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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시설·장비현황

NTIS 장비

고유번호
장비명 제작국가 장비 설명

해당사항없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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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책임자 : 조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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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0030583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09.10.01~

2012.09.30

단 계

구 분
1단계/1단계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방사선융합기술개발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방사선 이용 친환경 고분자 소재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방사선 이용 고강도 및 고내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 개발

연 구 책 임 자 최재학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14 명

내부 : 3 명

외부 : 11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 715,000 천원

기업 : 300,000 천원

계 : 1,015,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14 명

내부 : 3 명

외부 : 11 명

총연구비

정부 : 715,000 천원

기업 : 300,000 천원

계 : 1,015,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공업환경연구부

참여기업명 영보화학(주)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금오공과대학교 연구책임자 : 조동환

요 약 보고서면수 136

○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 고성능 바이오플라스

틱 제조 기술을 확보하였음.

-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취약한 내열성

및 기계적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사선 가교 기술을 확보하여,

우수한 물성을 갖는 생분해성 고분자 기반 바이오플라스틱(블랜드 및 복합

재료)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음(겔화율: 20 ~ 80%; 100 oC에서 열변형율:

30% 이하; 인장강도: 20 MPa 이상).

- 또한, 방사선 가교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연속 생산라인에서의 생산공정(압

출가공, 방사선 조사, 발포 등) 최적화를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을 개발 하였고, 제조된 발포체의 2차 가공 최적화를 통해서 과일포

장재 및 접착테이프 등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산업적 적용성을 평가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생분해성 고분자, 방사선, 가교, 바이오플라스틱, 블랜드, 복합체

영 어
Biodegradable polymer, Radiation, Crosslinking, Bioplastics,

Blend,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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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방사선 이용 고강도 및 고내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바이오플라스틱은 석유자원의 고갈,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및 기후 변화 협약

에 대응이 가능한 소재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고, ‘저탄소 녹

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 기반 소재임.

○ 현재 바이오플라스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

존 바이오플라스틱의 단점인 내열성 극복이 필요함.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

는 고내열성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바이오플라스틱의 최대 단점인 낮은 내열성

을 방사선을 이용하여 극복하여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범용 플라스틱의 대체 가

능성이 매우 높은 소재임.

○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공

정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한 고내열성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 기술 개발 및 활용 기술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 의료, 바이오, 자동차, 생활용품 등 환경친화적 측면에서의 생분해성 고분자의 이

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실천적, 상업적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미미한 실정임.

○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폐기물 발생 억제 등과 관련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일반 국민과 정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향후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을 기반으로 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생분해

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기술,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기술 및 생분

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생분해성 시제품 제

작 연구를 수행하였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방사선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변화 연구

. 다양한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들(PCL, PBAT, PLA)에 전자빔 조사를 조사

조사하여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화학적,

열적, 기계적 특성 및 생분해성 변화를 분석하였음.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연구

. 생분해성 고분자(PCL, PBAT, PLA)를 여러 종류의 배합제(TAIC, TM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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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A)와 다양한 조성에서 배합하여 필름을 제조한 후, 전자빔을 조사하여

각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가교를 위한 최적의 배합제 및 함량을 선정하였

고 최적화된 조건에서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화학적, 열적, 기

계적 특성 및 생분해성을 평가하였음.

○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기술 개발

- 생분해성 고분자(PLA)와 범용고분자(LLDPE-g-MAH)를 용융혼합을 통해 생

분해성 고분자/범용 고분자 블랜드를 제조하였으며, 다양한 조건하에서 전자빔

조사에 따른 제조된 블랜드의 화학적, 열적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음.

○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기술 개발

- 다양한 조성에서 나노충진제(acrylo-POSS, PEG-POSS)를 함유하는 생분해성

고분자(PCL, PLA, PBAT) 바이오복합재료 필름을 용액주조법을 통하여 제조

한 후 다양한 조건하에서 전자빔 조사에 따른 제조된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

복합재료들의 화학적, 열적, 기계적 특성 및 생분해성 변화를 분석하였음.

○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 개발

- 생분해성 고분자의 압출가공, 전자빔 가교, 발포 조건 등을 최적화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연속생산 공정라인에서의 최적 가공 조건을 확립하여 생분해성 고

분자 가교 발포체를 제조 하였고 제조된 생분해성 가교 발포체들의 화학적, 열

적 및 기계적 특성들을 평가하였음.

○ 생분해성 시제품 제작 연구

- 2차년도의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발포체의 연속생산공정(블렌딩,

압출공정, 전자빔 가교공정, 발포공정) 최적화된 조건하에서 생분해성 고분자

발포체를 제조 후 2차 가공(표면처리, 열적층, 열성형 등) 조건을 최적화하고

시제품 제작 및 이의 실제 농작물 내후성 평가를 진행하였음.

Ⅳ. 연구개발결과

○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변화 연구

. 전자빔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생분

해성 고분자 3종을 선택하여 다양한 조건하에서 전자빔 조사를 하였음. 전자

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물성 분석 결과, PCL과 PBAT의 경우 방사선 조

사에 의한 가교 구조 형성으로 열적 및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었으나 PLA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열적 및 기계적 특성들이 감소함을 확인하였음. 또한, 방

사선 조사된 PCL의 생분해도는 가교구조의 형성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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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연구

. 생분해성 고분자(PCL, PBAT, PLA)에 대한 최적의 배합제 및 함량은 각각

3 wt% TAIC(PCL), 3wt% TAIC(PBAT) 그리고 5wt% TAIC(PLA)임을

확인하였음. 최적화된 조건하에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은 20%이

상의 겔화율, 100 oC에서 50% 이하의 열변형율 그리고 10 MPa이상의 인장

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음. 또한, 효소분해 및 토양매립시험을 통한 생분

해도 측정결과,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생분해도는 순수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생분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기술 개발

- 생분해성 고분자(PLA)와 범용고분자(LLDPE-g-MAH)를 용융혼합을 통해 다

양한 조성(9:1, 8:2, 7:3, 5:5)의 생분해성 고분자/범용 고분자 블랜드를 제조하여

다양한 조건하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였음. 방사선 조사된

PLA/LLDPE-g-MAH 블렌드에서 9:1 조성을 제외한 모든 조성에서 가교가 일

어나고 5:5 조성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교반응이 일어나 주어진 모든 조사량에

서 20% 이상의 겔화율을 보임을 확인하였음. 또한, 방사선 조사된 5:5 조성의

PLA/LLDPE-g-MAH 블렌드는 100 oC에서 50% 이하의 열변형율 그리고 10

MPa이상의 인장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음.

○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기술

- 다양한 조성에서 나노충진제(acrylo-POSS, PEG-POSS) 함유하는 생분해성

고분자(PCL, PLA, PBAT) 바이오복합재료 필름을 용액주조법을 통하여 제조

한 후 전자빔 조사를 통해 가교구조를 도입하였음.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고

분자 바이오복합재료들은 30 ~ 80%의 겔화율, 100 oC에서 30% 이하의 열변형

율 그리고 20 MPa이상의 인장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음. 또한, 효소분해 및

토양매립시험을 통한 생분해도 측정결과,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

재료들의 생분해도는 순수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생분해가 가

능함을 확인하였음.

○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 개발

- 생분해성 고분자의 압출가공, 방사선 가교, 발포 조건 등을 최적화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연속생산 공정라인에서의 최적 가공 조건을 확립하여 0.7~3.0

mm(두께) x 1200 mm의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roll sheet를 제조하였

음. 물성 평가 결과, 제조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시트가 산업적 응용

이 가능한 물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음.

○ 생분해성 시제품 제작 연구

- 2차년도의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발포체의 연속생산공정(블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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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공정, 전자빔 가교공정, 발포공정) 최적화된 조건하에서 0.7 ~ 3.0 mm(두

께) x 1200 mm(폭)의 roll sheet 제조하였음. 이후 제조된 시트의 2차 가공 최

적화(표면처리, 열적층, 열성형 등)를 통해 시제품들(점착테이프, 과일포장재

등)을 제작하고 이의 실제 농작물 내후성 평가한 결과, 제조된 시제품이 실제

산업제품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내후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Ⅴ. 연구개발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

. 방사선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생분해성 고분

자 소재의 폭넓은 상업적 응용을 가능케 하여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산업에 핵심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기

술들은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에너지 소모가 적고 친환경적이며, 용이하게

생분해성 고분자의 열적, 기계적 물성들을 향상 및 생분해성 제어 가능함에

따라 생분해성 고분자의 가공성 극대화가 가능함.

.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용도 다변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생분해성 농업

용 필름, 일회용 컵 등의 소비재, 의료용 생분해성 재료 및 조직공학용 생체재

료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의 내열성 및 내구성 요구되는 산

업들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신소재 개발에 활용할 것임.

. 기존의 방사선 이용 분야 즉, 타이어, 단열재, 내열전선, 하이드로겔 이외의 새

로운 방사선 응용 분야 개척 및 방사선의 상업적 활용 가치를 입증하여 방사

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적 측면

-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방사선 기반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

들은 기존 바이오플라스틱의 물성 개선이 가능하여 일회용품에서부터 가전제

품 및 자동부품 등의 바이오플라스틱의 산업적 활용도를 증가시켜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및 시장규모 확대가 가능함.

- 석유자원 고갈,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이 가능한 다양

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여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활용되

는 환경규제를 극복함으로써 국가 산업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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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측면

- 난분해성 범용 플라스틱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

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과제의 방사선 기반 고성능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들은 방사선 기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

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임.

-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 소재 대체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 개발

분야 활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순환형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임.

-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 및 새로운 방사선 응용분야 발굴에 기여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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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Preparation of bioplastics with high mechanical strength and high thermal

stability by using radiation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Bioplastics are eco-friendlily materials that can cope with the depletion of

petroleum resources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establis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ciety, and, finally, lead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 The present domestic needs of bioplastics rely solely on the imports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thermal stability is essential for the broad applications of

the bioplastics. The bioplastics with high thermal stability to be developed in

this project have a high potential to replace the petroleum-based conventional

plastics.

○ The well-known advantages of radiation techniques over other techniques are

eco-friendly and low energy-consumption process. Thus, the fabrication and

application of bioplastics with high thermal stability using radiation technology

is necessary.

○ In eco-friendly aspect, the necessity for the use of biodegradable polymers in

diverse area such as medical, bio, automobile, household items, and so on has

been grown enormously. This trend has been practically conducted in the

advanced countries, but not properly done in the domestic.

○ It is expected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s strengthened due to the

growing recognition of the people and government about the environment, and

thus resulting in the growing market of bioplastics.

○ Thus, radiation crosslinking technologies of biodegradable polymers,

biodegradable polymer blends, biodegradable polymer composites, and

biodegradable polymer foams were developed in this project, on the basis of

which biodegradable prototype products were fabr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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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crosslinking technology of biodegradable

polymer

- The research on the high energy irradiation effect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iodegradable polymers

. Various biodegradable polymers such as PCL, PBAT, and PLA were

irradiated by electron beams, and then the resulting polymer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chemical,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degradability.

- Th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crosslinking technology of biodegradable

polymers

. Various biodegradable polymers (PCL, PBAT, and PLA) containing

various crosslinking agents such as TAIC, TMPTA and HDDA were

prepared at various compositions, irradiated by electron beams at various

absorbed doses, and, finally, the optimal crosslinking agent and content

were selected for the crosslinking of biodegradable polymers. The

resulting crosslinked polymer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chemical,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degradability.

○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of biodegradable polymer

blends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 Biodegradable polymer/conventional polymer blends were prepared through

melt mixing of biodegradable PLA and LLDPE-g-MAH, irradiated by

electron beams at various absorbed doses, and, finally, the irradiated blend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chemical,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degradability.

○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of biodegradable polymer

composites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 Biodegradable polymer composites were prepared through the solution

mixing of biodegradable polymers (PCL, PLA, PBAT) and nanofillers

(acrylo-POSS, PEG-POSS) at various compositions, irradiated by electron

beams at various absorbed doses, and, finally, the irradiated biodegradable

polymer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chemical,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degradability.



- 10 -

○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of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s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 The optimal processing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s in the practical continuous production lin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extrusion, electron

beam crosslinking and foaming processes. The prepared foam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chemical,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degradability.

○ The fabrication of the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based

prototype products

- The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 sheets were fabricated under

the optimal processing condition for the production of the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s in the practical continuous lines set in the

second year's research. Afterwards, the optimization of the post processing

condition (surface modification, thermal lamination, thermal molding, etc.) of

the resulting sheets was carried out. Finally, the prototype products such as

fruit packaging materials and adhesion tape were fabricated and their

weatherability of the products was estimated.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crosslinking technology of biodegradable

polymers

- The research on the high energy irradiation effect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iodegradable polymers

. The three types of biodegradable polymers selected for the study on the

high energy irradiation effect on the biodegradable polymers were

irradiated at various absorbed doses. O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irradiated biodegradable polymers,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CL and PBAT were improved due to the

formation of crosslinked structures during the irradiation. In addition, the

biodegradability of the irradiated PCL was much reduced because of the

generation of 3D-network structures induc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 The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crosslinking technology of biodegradable

polymers

. An optimal additive and its content for various biodegradable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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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 PBAT, PLA) were found to be 3 wt% TAIC (PCL), 3wt% TACI

(PBAT), and 5wt% TACI (PLA). The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s

fabricated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exhibited the gel fraction of more

than 20%, heat deformation of less than 50% at 100 oC, and tensile

strength of more than 10 MPa.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s of

degradation test via the enzymatic degradation and soil burial degradation,

the electron beam-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s exhibited the much

reduced biodegradability compared to that of the non-crosslinked pure

biodegradable polymers, but they were more biodegradable than the

conventional polymers.

○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of biodegradable polymer

blends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 The biodegradable polymer (PLA)/conventional polymer (LLDPE-g-MAH)

blends were fabricated through melt mixing at various composition ratios of

9:1, 8:2, 7:3, and 5:5 and irradiated at various absorbed doses of electron

beams. All the PLA/LLDPE-g-MAH blends except for the 9:1 composition

were crosslinked at the given absorbed doses and the blends of 5:5

composition ratio among the blends exhibited the highest gel fraction and

the gel fraction of more than 20% at all the given doses. Moreover, the

irradiated PLA/LLDPE-g-MAH blends of 5:5 composition ratio showed the

heat deformation of less than 50% at 100 oC and tensile strength of more

than 10 MPa.

○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of biodegradable polymer

composites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 The biodegradable polymer composites were prepared via solution mixing of

biodegradable polymers (PCL. PLA, PBAT) and nanofillers (acrylo-POSS,

PEG-POSS) at various composition ratios, and then crosslinked through the

electron beam irradiation at various absorbed doses. The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composites showed the gel fraction of 30 ~ 80%, heat

deformation of less than 30% at 100 oC, and tensile strength of more than

20 MPa. Besides, based on the results of degradation test via the enzymatic

degradation and soil burial degradation, the electron beam-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composites exhibited the much reduced

biodegradability compared to that of the non-crosslinked pure biodegradable

polymer, but they were more biodegradable than the conventional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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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of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s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 The optimal processing condition for the production of the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s in the practical continuous lines was set up on

the basis of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extrusion processing, electron

beam-induced crosslinking, foaming condition, and so on for biodegradable

polymers and then the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 roll sheet of

0.7 ~ 3.0 mm(T) x 1200 mm(W) dimensions were fabrica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property evaluation, the prepared foams exhibited the

properties comparable for the industrial applications.

○ The fabrication of the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based

prototype products

- The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 sheets with 0.7 ~ 3.0 mm(T) x

1200 mm(W) dimensions were fabricated under the optimal processing

condition for the production of the crosslinked biodegradable polymer foams

in the practical continuous lines set in the second year's research.

Afterwards, the prototype products such as fruit packaging materials and

adhesion tapes were fabricated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post

processing condition (surface modification, thermal lamination, thermal

molding, etc.) of the resulting sheets. On the basis of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weatherability, the prototype products exhibited excellent

weatherability applicable to the practical industrial products.

Ⅴ.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developed techniques

○ Techn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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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ies and industrial fields

. The radiation-based technology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perties of

biodegradable polymers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the

biodegradable bioplastic industry through making possible to broaden the

industrial applications of biodegradable polymer based-bioplastics and

contribute to raising the domestic radiation technology.

. The fabrica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y of high-performance bioplastics

using radiation technology can magnify the processability of bioplastics

because it possesses the advantages such as eco-friendly and low-energy

consumption process, easy improvement of bioplastic's properties, and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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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biodegradability.

. The developed radiation-based technology can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new bioplastics in various fields of consumption goods,

tissue engineering, biomaterial, electronic appliance, automobile component,

and so on to diversify the uses of the bioplastics and magnify the market of

bioplastics.

. It is expected to explore the new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except

for the previous application fields such as tire, insulating material,

heat-resistant cable, and hydrogel, and contribute to activating the radiation

industry through proving the value of the commercial uses of radiation

technology.

○ Economical aspects

- The eco-friendly and low energy-consumption radiation-based fabrica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y of high-performance to improve the properties of

the bioplastic diversify the uses of the bioplastic from the disposable goods

to automobile components, and thus making it possible to extend the

bioplastic industry and market.

- The developed radiation-based technology can be employed in the

development of the biodegradable polymer-based plastics that can cope with

the depletion of petroleum resources to overcome the trade barri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refore contributing to strengthening the exporting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industrial products.

○ Social aspects

- In the situation wher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wastes of

non-biodegradable plastics has been issued worldwide, the developed

fabrica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y of high-performance bioplastics using

radiation technology in this project can improve the social familarity of the

radiation technology and contribute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people

about the radiation technology.

- It can contribute to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society through the application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eco-friendly biodegradable materials for the replacement of the fossil

fuel-based plas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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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플라스틱은 지속발전가능 사회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서 일정한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biodegradable polymers)을 의미함.

- 생분해성 고분자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범용 난분해성 고분자 소재와 달리, 일정

한 조건에서 수분, 자연계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조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나

분해효소 등의 작용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고분자로 다

양한 원료(바이오매스 또는 화석연료 기반 화합물)로부터 생산됨. 생분해성 고분

자는 일반 고분자 제품과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데, 사용 후에는 폐기물을 땅

속에 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소시켜도 발생열량이 낮아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 소재임.

- 생분해성 고분자는 여러 종류의 원료로부터 합성 되는데, 우선 천연 고분자를 원

료로 한 생분해성 고분자로는 cellulose, hemicellulose, pectin, lignin 및 저장 탄

수화물인 전분 등 식물에서 유래하는 것과 새우, 게 등의 껍질을 포함한 chitin질

을 기초로 한 동물 유래의 것들이 있음. 또,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미생물 생산 고

분자(microbial biopolymer)도 있는데, poly-β-hydroxybutyrate(PHB), poly-β

-hydroxyvalerate(PHV), 그리고 이들의 공중합체인 PHB/PHV 등의

polyalkanoates가 여기에 해당됨. 한편, 지방족 폴리에스터, polycaprolactone

(PCL), poly(glycolic acid)(PGA) 등은 모노머를 화학 합성하여 얻는 생분해성 고

분자들인데, 미생물 생산 고분자보다 생산이 비교적 수월할 뿐 아니라, 물성의 조

절이 용이하여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음.

- 한편, 기존의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대신 재생이 가능한 식물유래 자원인 바이오

매스를 원료로 하여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이오매스 고분자임. 전

분을 이용한 전분계 고분자와 옥수수로부터 포도당, lactic acid, lactide 등으로의

변환 과정을 거쳐 생산된 poly(lactic acid)(PLA)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바이오매

스 고분자이면서 동시에 생분해성도 나타냄. 옥수수 이외의 비식용 작물을 원료

로 활용하려는 연구, 바이오매스 원료로부터 폴리아미드, 폴리올레핀 등의 범용

수지를 제조하려는 연구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바이오플라스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

존 바이오플라스틱의 단점인 내열성 극복이 필요함.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

는 고내열성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바이오플라스틱의 최대 단점인 낮은 내열성

을 방사선을 이용하여 극복하여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범용 플라스틱의 대체 가

능성이 매우 높은 소재임.

-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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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한 고내열성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 기술 개발 및 활용 기술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 의료, 바이오, 자동차, 생활용품 등 환경 친화적 측면에서의 생분해성 고분자의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실천적, 상업적 진전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미미한 실정임.

○ 경제·산업적측면

- 바이오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단계의 전 과정 동안 온실가스(특히 CO2) 발생

량이 0 또는 (-)이므로 CO2 감축 의무로 요약되는 기후변화협약 및 발리로드맵,

그리고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REACH, RoHS, ELV Directive)에 적극 대응이 가

능한 제품이므로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환경규제를 극복함으로써 국

가 산업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재로 국가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석유자원 고갈 시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기반인 석유화학제품의 경쟁력은 약

화될 것이므로 방사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플라스틱의 제조 기술 확보가 미래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

고 있음.

- 현재 세계 바이오플라스틱의 세계시장규모는 환경규제가 강한 유럽,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0년 27.4 억달러(US 달러)였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30.45% 증가율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11.4 억달러

(US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EL insight, USA). 바이오플라스틱의 세계 생

산능력은 포장재에서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응용분야가 계속 증가함

에 따라 바이오플라스틱의 세계 생산량은 2010년에 70만톤였고 2011년 현재 100

만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하여 17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따라서, 2013년 발효될 교토의정서에 따른 탄소

세 도입으로 기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석유기반고분자는 경쟁력이 약화될 반

면, 바이오플라스틱은 시장 경쟁력이 갈수록 증가 추세이고 최근 급격히 발전하

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더욱 더

확대될 것임.

- 바이오플라스틱은 낮은 내열성, 불충분한 강도, 낮은 가공성 등과 같은 취약점들

로 인하여 용도의 다변화에 어려움이 많아 포장재료 중심으로만 발전되어 왔으

나,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의 극복을 통해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등과 같은 고내열성을 요구되는 내구성 제품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성능 생분해

성 고분자 재료의 제조 및 응용에 관한 많은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상업

화 단계에 있고, 국내는 SK 네트웍스, 대상 등 대기업 및 연구기관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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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적측면

- 방사선 기술의 의료, 바이오, 전자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항공우주 등 폭넓은 분

야에서 응용이 기대되어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생분해성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일반 일회용품들에서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등과 같은 고내열성을 요구되는 내구성 제품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제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된 Infra 구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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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새로운 방사선 응용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 선점 및 국가 위상 증진에 기여할 수 있

음.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 가교 기술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의 내열성 및 기계적 특

성 향상 기술들을 개발함.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변화 연구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및 물성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및 물성 향상 기술 개발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 개발

- 물성 목표

. 100 oC 열변형: 30%이하, 겔화율: 40~80%, 인장강도: 20 MPa 이상

2. 연구개발의 범위

가.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개발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변화 연구

- 3종 이상의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물성 변화 분석

(2)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연구

- 겔화율: 20%이상

- 100 oC 열변형율: 50%이하

- 인장강도: 10 MP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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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기술 개발

- 겔화율: 20%이상

- 100oC 열변형율: 50%이하

- 인장강도: 10 MPa 이상

다.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기술 개발

- 겔화율: 20%이상

- 100 oC 열변형율: 50%이하

- 인장강도: 10 MPa 이상

라.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 개발

- 압출기(single, twin)를 통한 가공 특성 연구

- 압출가공된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의 물성 연구

- 생분해성 고분자/가교제 이용 방사선 이용 가교 특성 연구

- 발포제 함침을 통한 가교 발포 기술 연구

마. 생분해성 시제품 제작 연구

- 발포제품의 가공 특성, 성형 특성 및 물성 연구

- 발포제품의 표면 처리 연구

- 시제품 제작(과일포장재, 점착테이프 등)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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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장재 등에서도 생

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상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의 매립 실험 또는 퇴비

화 실험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 중임.

○ 미국

- 미국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계는 1980년대 초기 전분충진형 생분해성 플라스

틱 폴리에틸렌을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진정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개발

되기 시작하였음. 특히 전분을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용 충진제 및 master

batch가 개발되었음.

- St. Lawrence Starch사는 폴리에틸렌 혼합용 master batch 제품인 Ecostar를 시

판하였음. Warner-Lambert사는 전분에 물과 가소제를 첨가하여 열로 가소화하

고 합성고분자를 블랜딩하여 완전 생분해성인 Novon을 상품화하였음(현재 이태

리 Novamont사에서 인수함). National Starch and Chemical사는 전분계 발포제

를 개발, Ecofoam이라는 상품명으로 소개하였음. 이 발포체는 탄성, 보온성이 우

수하고 내수성도 양호하여 발포폴리스티렌 대체, 특히 완충포장제로 상당한 시장

이 형성되어 있음. Evercorn사와 Free-flow Packaging 등의 몇몇 회사도 전분/합

성 고분자계 플랜드 발포체 개발하였음. 최근 P&G사는 PHHx계 PHA를 상품화

하였음. Ralstonia eutropha 미생물 균주를 사용하여 PHA를 제조하는 발효 공정

이고, 강인하며, 가공성은 폴리에틸렌과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었음. 세계적인 농

산물 회사인 Cargill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옥수수를 이용한 PLA 개발을 하여

왔음. 이후 1997년 Dow Chemical사와 공동으로 Cargill Dow Polymers사(이후

NatureWorks로 개편됨)를 설립하여 PLA를 대규모로 생산하여 저가로 공금함으

로써, 최근 미쯔비시 수지, 가네보합섬, 유니티카, 구라레이 등의 일본 가공회사들

이 PLA를 소재로 압출, 방사, 연신, 사출 등의 2차 가공으로 투명하고 기계적 물

성이 뛰어난 섬유, 필름, 용기, 전자제품 하우징 등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음.

DuPont사는 일찍이 나일론을 개발하기 이전에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를 연구하였

고, 그 연구는 오늘날 PLA, 폴리카프로락톤 뿐만 아니라 2가 염기산, 1가 알콜로

부터 제조된 지방족 폴리에스테르계 생분해성 고분자 개발의 기초가 되었음.

DuPont사는 폴리글리콜산, PLA 등의 의료용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PLA 플라스틱도 추진하였음. 최근 지방족/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를 개발

하여 Biomax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하였음. Biomax는 투명하고 인열강도가 높고

기체투과도가 낮아 식품포장재로 유망하여 이를 이용한 1회용 식품용기를 개발

중임. Eastman Chemical사는 일찍이 초산 셀룰로오스 및 PET를 생산하고 있음.

최근 EastarBio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된 지방족/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는

년 15,000톤 정도를 생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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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유럽은 국민 소득이 높고, 경제가 발전하였으나, 인구가 조밀하므로 일찍부터 환

경보호운동이 활발하고, 퇴비화 시설 등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제도를 준비하였

음. 독일은 1990년부터 Dual system 및 Green Dot 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포장재

의 재활용을 법제화하였음. 이어 1994년 유럽의회는 전 EU국을 상대로 포장과

포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회수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이러

한 배경으로 유럽, 특히 독일 등을 중심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과 응용이 활

발함.

- 영국 ICI사(이후 Zeneca사)는 PHB/V라는 미생물에 의하여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를 개발하여 Biopol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하였음. 그러나 생산단가가 비싸 본격

적인 상업화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음. 전분계 플라스틱은 Biopac사(오스트리아),

Lyckeby Biopac사(스웨덴), Avebe사(네델란드), Bodemburg(네델란드), VTT

Chemical Technology사(핀란드) 등에서 개발되어 일회용 제품에 적용하였음.

- Sovay사(벨기에), Neste사(핀란드), Fortum Oyj사(핀란드) 등은 폴리카프로락톤,

폴리락트산 등을 이용하여 섬유, 부직포, 필름 등을 개발하였음.

- 이태리 Novamont사는 Mater-Bi를 개발, 최초의 상업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하

나로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퇴비화, 매립 등 다양한 조건에서 완전히 생분해되

는 것을 보여주었음. 현재 생산량은 년 3만톤으로 동 분야 세계 최대임.

- 독일 Basf는 1995년 지방족/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인 Ecoflex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년 8천톤 정도의 생산이 가능함.

- 한편, 생분해성 고분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들도 다양함.

핀란드는 1992-1996년에 생분해서 고분자 개발에 US 2500만불 지원, 스웨덴도

1993-1996년에 US 300만불을 재순환가능재료에 대한 신제품 개발에 지원하였음.

○ 일본

- 통산성 주도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상업적 개발은 위하여 일본 생분해성플라스

틱협회(Biodegradable Plastic Society, JBPS)가 1989년 48개 회사의 창립회원들

로 설립, 2006년에는 그 수가 무려 273개로 늘어났음. 그 후 일본합성화학사가

Novamont로부터 전분/변성폴리비닐알콜 블렌드인 Mater-Bi를 도입,

Warner-Lambert의 Novon도 일본에 소개, Warner-Lambert사의 생산 중단 후에

도 Chisso Corporation이 판권을 획득하여 계속해서 생산 중임.

- 일본의 독자적인 최초의 제품은 Showa High Polymers사의 지방족 폴리에스테

르인 Bionolle로서, 년 6천톤 생산(2004년)이고 그 규모를 2만톤 규모로 확장할 예

정임. Daicell Chemical사는 폴리카프로락톤(상품명 Cellgreen P-H)을 년 1천톤

규모로 생산 중임. 최근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곁가지를 도입하여 내열성을 향상시

킨 Cellgredn P-HB, Cellgreen P-H7 등을 개발하였음.

- 일본촉매사는 Lunare SE, 미쯔비시가스화학사는 Iupec 등을 개발하였으며 Iupec

는 년 3천톤 규모의 생산 시설을 운영중임. Shimadzu와 Mitsui Chemical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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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관
(참고문헌)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한국 원자력연구원

방사선을 이용한 생
분해성 고분자 하이
드로겔 제조 및 응용
에 관한 연구

방사선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하이드
로겔을 제조한 후 이를 상처 혹은 화상 치료
용 겔 패치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

한국 금오공과대학교
(J. Adhesion Interface)

생분해성 라이오셀
/ p o l y ( b u t y l e n e
succinate) 바이오복
합재료 제조 및 물성
연구

생분해성 라이오 셀과 PBS로 이루어진 바이
오 복합재료 제조 및 라이오셀 함량에 따른
복합재료 물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Korean Chem. Eng.

Res.)

전자선 조사에 의한
GMA가 첨가된 PLA
개질에 관한 연구

PLA의 용융점도 및 저장탄성율을 향상시키
기 위해, GMA를 PLA첨가한 후 전자선을 조
사하여 개질된 PLA의 열적, 유변학적 특성
및 겔화도 비교 분석

일본 Takasaki
Advanced Radiation
Institute, JAEA

(Eur. Polym. J., Nucl.
Instr. and Meth. B, J.
Appl. Polym. Sci.)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
교 및 생분해성에 관
한 연구

PLLA 및 PDLA 등 생분해
성 고분자에 여러 종류의
가교제를 첨가한 후 방사
선을 조사하여 가교시킨
후 생분해도 평가 진행함
(열수축 튜브 등 제조에 응
용)

일본 Takasaki
Advanced Radiation
Institute, JAEA

(Nucl. Instr. and Meth.

방사선을 이용한 생
분해성 고분자 하이
드로겔 제조에 관한
연구

- CM chitosan 등을 이용하여 하이드로겔을
제조한 후, Sc, Pd, Pt, Au 등의 금속 이온 흡
착 특성 평가
-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이용한 하이드로겔

적으로 PLA를 개발하였음. 2002년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Toyota사는

Shimadzu사의 PLA사업 전체를 인수하여 자동차 내장재로 개발하는 목표를 세

워 전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촉진하고 있음. 최근 PLA를 이용한 예비타이

어 wheel cover, 자동차 내부 깔개 등을 소개하였음. Toyota사는 PLA의 낮은 열

변형 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clay와의 나노복합재료 제조, 천연섬유와의 복합

재료 제조 등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년 1천톤 규모의 pilot시설을

건설하였고, 2020년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국제 산업 규모가 US 380억불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생분해성 고분자를 생산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특징은 기존 개발된 고분자

중 물성개량을 통하여 원가절감을 목표로 대량생산 체계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

이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이라 할 수 있음.

○ 생분해성 고분자의 사용 분야로는 멀칭 필름 등 농업/수산업용 자재, 토목/건설용

자재, 야외 레저 제품, 식품 포장용 필름 및 용기, 위생용품, 사무용품, 문구, 일회

용품, 의약품 등 피복재, 수술용 봉합사, 의료용 부직포, 자동차 내장재 등 매우

다양함.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장재 등에서

도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상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의 매립 실험 또는

퇴비화 실험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 중임.

<국내외 연구현황: 생분해성 고분자연구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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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rbohydrate
Polym.)

제조 및 생분해도 평가

일본 NEC Corporation
(J. Appl. Polym. Sci.)

천연섬유 강화 생분
해성 고분자 제조에
관한 연구

PLA의 문제점인 열변형 및 기계적 특성 향
상을 위하여 천연섬유인 Kenaf 섬유를 첨가
하여 복합재료를 제조한 후 물성 평가

일본 Nagoya
Municipal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
Aichi Institute of
Technology

(J. Appl. Polym. Sci.)

생분해성 고분자 블
랜드 제조에 관한 연
구

PLA와 PBS에 lysine triisocyanate를 첨가하
여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를 제조하고, 제조
된 블랜드의 물성, 유변학적 성질, 형태학, 기
계적 특성 등을 평가

벨기에
University of Liege
and University of
Mons-Hainaut
(Macromol. Rapid
Commun., Polymer)

Polylactide/Nanoclay
nanocomposites 제조
에 관한 연구

생분해성 고분자/나노입자로 구성된 나노복
합재료 제조에 관한 연구(in-situ
coordinative polymerization 연구), 제조된 나
노복합재료의 형태학 및 열적 특성에 관한 연
구

호주
CSIRO, Manufacturing

and Materials
Technology

(Macromol. Symp.)

생분해성 고분자 블
랜드 및 나노복합재
료 제조에 관한 연구

상용화제 첨가에 의한 여러 종류의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셀룰로오스 섬유가 보강
된 PLA 복합재료 제조 및 천연고분자
/nanoclay 나노복합재료 제조에 관한 연구

스페인
University Jaume

생분해성 고분자 블
랜드 제조 및 Food
packaging 응용 연구

PLA와 PCL의 블랜드 및 clay 포함 나노복합
재료 제조 및 음식물 포장재료로의 응용에 관
한 연구

중국
Sichuan University
(J. Polym. Sci. Part A:
Polym. Chem.)

생분해성고분자/나노
클레이 복합재료 제
조에 관한 연구

생분해성 고분자(PPSO)/MMT 나노복합재료
제조 및 열적 특성에 관한 연구

프랑스
UMR Chimie

Biologique/Organique
et Macromoleculaire
(Biomacromolecules)

전분 필름의 Lignin
함유 및 전자빔 조사
에 의한 표면 수분 저
항성에 관한 연구

Starch와 Lignin으로 구성된 필름에 전자선
을 후처리하여 기계적 특성, 열적 특성, 수분
저항성 등 물성 향상에 관한 연구

일본 Toyota
Technological Institute
(Macromolecules)

생분해성 고분자/clay
복합재료 제조 및 물
성 연구

PLA/layered silicate 나노 복합재료 제조,
silicate 구조, 제조된 복합재료의 물성에 관한
연구

그리스 Aristotle Univ.
of Thessaloniki
(Carbohydrate
Polymers)

범용고분자/starch 블
렌드를 이용한 생분
해성 필름 제조 및 식
품 포장재 적용 연구

LDPE와 rice starch 혹은 potato starch 블렌
드를 이용하여 생분해성 필름을 제조하고, 이
를 식품 포장재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

독일 Hochschule
Bremen-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mposites Sci.
Technol.)

생분해성 고분자/천
연 섬유 복합재료 제
조에 관한 연구

PLA에 천연섬유인 Cordenka, Flax 등을 보
강하여 기계적 특성(특히 충격강도)을 향상시
키기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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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국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전분충전 폴리에틸렌 필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생분해성이라기보다는 생붕괴성이었고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기술도입과 상품화

로부터 비롯되었음. 이후에 (주)고합은 PHB를 개발하였는데, 비록 상업화에는 성

공하지 못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정부도 1992 - 1998년까지 선도기술개발사업과제를 지원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주관 하에 산업체가 참가하여 전분 발포체, PLA, PHB 등을 연구하였음.

○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은 비수익성 장기사업으로

간주되어 연구개발은 오히려 위축됨. 이러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초기에 활발하

였던 몇몇 회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개발을 포기하거나 연기하였음. PHB의

(주)고합, 변성전분과 PHB분야의 삼양제넥스, 전분/PCL 분야의 (주)SK와 한화

석유화학, 그리고 지방족 폴리에스터 분야의 제일합섬 등이 여기에 속함.

○ 현재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주로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계열

임. 대표적인 국내 생분해성 수지 생산기업으로는 SK케미칼, 이래화학, 대상 그

리고 진웅화학이 있음.

- SK케미칼 등은 독자적으로 2가 알콜과 2가 염기산을 주원료로하는 지방족 폴리

에스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였음. 지방족 폴리에스터계 생분해성 플라스

틱 Skygreen을 시장에 소개(연간 1000 톤 생산, SG100(PBS), SG200(PBSA)와

SG300(PBAT) 등)하였음.

- 이래화학의 경우 1996년에 설립된 회사로, 의료용 고분자, 특수 기능성 고분자 및

환경 친화성 고분자를 연구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생분해성플라스틱분야

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기술내용은 SK

케미칼과 유사한 지방족 폴리에스터계이지만, 지방족/방향족 폴리에스터 공중합

체를 추가로 개발하였음.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전적으로 생산하는 3600 톤/

년의 새로운 공장을 강원도 문막에 2003년 완성하였음(상품명은 Enpol, 일회용

주사기, 내시경 마우스피스, 식도 삽입 올리브 팁, 플라스틱 장갑, 식품 포장 봉투,

각종 일회용품 등도 개발, 생산 판매 중임).

- 대상은 자체 전분당 변형시설을 가지고 완충제품과 발포용기, 쓰레기 종량제 봉

투 등을 생산하고 있음.

- 진웅화학은 콘크리트 혼화제,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2001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분야에 진출하였음. 지방족 폴리에스터를 주성분으로 하고 개

질 전분을 혼합한 조성으로 혼합비율에 따라 강도와 생분해성을 조절함(상품명

Jinbio,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주로 판매중임, 년 5천톤까지 생산).

- 이밖에 호남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주)SK 등도 생분해성 수지를 생산하고 있

음.

○ 국내의 경우 주로 포장용 필름, 자동차 부품 등에 적용하기 위한 생분해성 고분자

제조를 위한 화학적, 생물학적 합성 방법 개발 및 일반 범용 고분자와의 블랜딩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또한 국내에서 대부분 생분해성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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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관련된 연구는 조직공학, 약물전달 등 의료, 바이오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대학,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새롭게 개발된 재료

보다는 외국 제품을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보다

근원적이 접근이 필요하나 개발기간, 투입비용 등의 문제로 고성능 생분해성 고

분자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교과부/중기청/식약청 사업 등에서 생분해성 고분자 제조, 약물전달체 혹은 조직

공학 분야에 응용에 관한 기초 연구 등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을 위한 방사선 가교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바 없

는 것으로 파악됨.

○ 방사선 기술 적용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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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개발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변화 연구

[요약]

○ 방사선을 이용한 재료 물성 향상 기술은 다른 일반적인 화학 첨가제에 의한 반응

과 비교하여 유해한 촉매, 용매, 등이 필요 없는 친환경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고

체 상태나 저온에서도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단시간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방사선을 이용하여 고강도 고내열성의 생분해

성 고분자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PCL, PLA, PBAT 등과 같은 생분

해성 고분자들에 다양한 조건 하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였고, 방사선 조사된 생분해

성 고분자들의 물성 변화를 관찰하였음.

- PCL와 PBAT의 경우 방사선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열적

및 기계적 특성들은 향상되었음.

. 가교율: PCL 34%, PBAT 52%

. 기계적 특성(인장강도): PCL 18% 향상; PBAT 23% 향상

. 열적 특성(Tg): PCL 16℃ 향상; PBAT 8℃ 향상

- 반면에, PLA의 경우 방사선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방사선 조사

량에 따라서 열적 및 기계적 특성들은 감소하였음.

- 생분해도 평가 결과 PCL의 경우 가교정도에 따라 생분해도가 감소함을 보였으

나, PBAT와 PLA의 경우 실험기간내(3개월) 생분해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계속 진행 중임.

. 순수 PCL: 82% 중량 감소(216시간, 효소분해반응)

. 전자빔 조사(200 kGy)된 PCL: 60% 중량 감소(216시간, 효소분해반응)

<방사선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특성 변화>

<순수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과 방사선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생분해도 시험(9일) 후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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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분해성 고분자의 방사선 조사 및 분석

- 다양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에 방사선 조사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행되었

다. 먼저, 폴리카프로락톤(PCL), 폴리락타이드(PLA),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

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BAT) 등과 같은 다양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제

조하기 위해서 각각의 생분해성 고분자들을 클로로포름(chloroform) 용매에 녹인

후 깨끗한 유리판 위에 도포(casting)하여 4 시간동안 건조하였다. 그 후, 잔류 용

매를 제거하기 위해 40 oC 진공오븐에서 24 시간동안 건조하여 약 130 μm 두께의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필름을 알루미니늄 파우치에 넣고 질

소로 충진한 다음 밀봉하여 전자빔 가속기(2 MeV, 1 mA)를 이용하여 표 1에 나

타낸 조건과 같이 조사하였다. 전자빔 조사 후, 잔류 라디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사된 필름들을 45 oC 오븐에서 1 시간동안 열처리하였다.

그림 1.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전자빔 조사 모식도

표 1.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한 전자빔 조건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

전자빔 조사조건

에너지(MeV) 조사량(kGy) 전류밀도(mA/cm2)

PCL
2 20 ~ 200 1 PLA

PBAT

PCL: 폴리카프로락톤(poly(ε-caprolactone), Mw: 80,000, Aldrich).

PLA: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Nature Works 4032D).

PBAT: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oly(butylene adipate-co-terep

hthalate), Enpol G8060, 이래화학).

-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화학적 구조 변화는 적외선 분광분석(FT-IR)을 통해

분석하였고 열적·기계적 특성은 시차주사열량계(DSC), 열중량분석기(TGA), 동적

기계분석기(DMA), 열기계분석기(TMA), 만능시험분석기(UTM)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가교도(crosslinking degree)는 조사된 시료를 클로로포

름 용매에서 24 시간 추출하여 가교가 되지 않은 고분자를 제거한 후 50 oC의 진

공오븐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추출 전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다음의 식

으로부터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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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도(%) = W2/W1 x 100

여기서, W1와 W2는 각각 추출 전과 후의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무게를

나타낸다.

-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생분해성(biodegradability)는 효소분해시험, 가수분해

시험 및 토양매립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효소분해
효소분해시험은 리파아제 효소(Lipase enzymes)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2 x 2

cm2의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100 μg/ml의 리파아제 효소들을 함유한 2 ml의 완

충용액(pH=7.4)에 넣고 37 oC에서 침지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분해 거동을

측정하였다.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증류수로 필름 표면의 분해효소 등을 제거하

고 진공오븐에서 건조한 후 분해시험 전 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다음의 식을 이

용하여 생분해도를 산출하였으며, 분해시험 전과 후의 분해된 형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생분해도(%) = (W1-W2)/W1 x 100

여기서, W1는 초기의 시편 무게이고 W2는 분해시험 후 생분해성 고분자 시편의

무게이다.

⦁토양매립시험
3 x 3 cm2의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들을 공기 활동이 원활하도록 구멍이 뚫린 플라

스틱 바구니에 들어있는 부산물 퇴비(축분 45%, 수피 20%, 팽연 왕겨 20%, 톱밥

10%, 곡물박 5%)에 지면으로부터 10 cm 깊이에 묻어두고 일정기간 간격으로 시

편을 회수하여 증류수로 세척하고 진공오븐에서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

의 식을 이용하여 분해도를 산출하고 이와 더불어 사진촬영을 통해 분해정도를 평

가하였다.

생분해도(%) = (W1-W2)/W1 x 100

여기서, W1는 초기의 시편 무게이고 W2는 분해시험 후 생분해성 고분자 시편의 무

게이다.

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화학특성변화

(1) 방사선 조사된 폴리카프로락톤(PCL)의 화학적 특성 변화

- 그림 2는 전자빔 흡수선량에 따른 PCL의 가교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

타낸 바와 같이 PCL은 100 kGy 미만의 조사량에서는 조사된 PCL이 추출용매에

완전히 용해되어 가교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서, 100 kGy 이상의 흡수

선량들에 조사된 PCL들은 흡수선량에 따라 200 kGy에서 약 34%의 가교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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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결과는 100 kGy 미만의 흡수선량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가교반응과

분해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PCL에 가교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고 100

kGy 이상의 흡수선량에서는 가교반응이 분해반응보다 점점 우세하게 일어남에 따

라서 가교구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 그림 3은 순수한 것과 다양한 전자빔 조사 조건에 조사된 PCL 필름에 대한

FT-IR 분석결과이다. 순수한 PCL의 FT-IR 스펙트럼 상에서는 PCL의 화학적 구

조를 나타내는 특성피크들이 2950 cm-1(CH2), 1727 cm
-1(C=O), 그리고 1170

cm-1(C-O)에서 존재함을 확인되었다. 전자빔이 조사된 PCL 필름의 경우에서는

새로운 관능기 및 가교구조의 형성에 대한 새로운 피크의 형성은 없었으며 단지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성 피크들의 세기가 점점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CL의 가교도(crosslinking

degree)의 변화.

그림 3. 순수한 PCL 필름과 다양한

전자빔 조사 조건들에서 조사된 PCL

필름의 FT-IR 스팩트럼.

(2) 방사선 조사된 폴리락타이드(PLA)의 화학적 특성 변화

그림 4.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LA의 가교도(crosslinking

degree)의 변화.

그림 5. 순수한 PLA 필름과 다양한

전자빔 조사 조건들에서 조사된 PLA

필름의 FT-IR 스팩트럼.

- PLA의 열적·기계적 특성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교구조가 전자빔에 의해 형성되

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교도를 측정하였고 그림 4에 나타내었다.

PCL와 다르게 주어진 모든 조건에서 조사된 모든 PLA들은 추출용매에 완전히 용

해되어 가교도를 산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PLA는 본 과제의 조사 조건하에서는

전자빔에 의해 가교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5는 순수한 것과 다양한 전자빔 조사 조건에 조사된 PLA 필름들에 대한

FT-IR 분석결과이다. 순수한 PLA의 경우, PLA의 화학구조에 해당하는 CH2,

C=O, C-O와 같은 특성 관능그룹들을 나타내는 피크들이 각각 2985, 173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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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cm-1 부분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전자빔의 조사된 PLA들의 스펙트럼에서

는 새로운 관능그룹 형성에 따른 피크생성은 없었고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성피크들의 세기가 점점 감소하였다.

(3) 방사선 조사된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BAT)의

가교도 및 화학구조변화

- 다양한 조건하에서 전자빔이 조사된 PBAT들에 가교구조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매추출을 통해 가교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BAT의 가교도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 가장 높은 52%의 가교도를 보

였다. 따라서 앞서 PC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BAT도 전자빔에 의해 가교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림 7는 순수한 것과 다양한 조건하에서 조사된 PBAT들에 대한 FT-IR 분석결

과이다. 순수한 PBAT의 경우, PBAT 공중합체의 화학구조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

들이 3030(방향족 CH2), 2985(지방족 CH2), 1730(C=O), 1600과 1450(C=C), 그리고

1180(C-O) cm-1 부분에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전자빔의 조사된 PBAT 필름들의

스펙트럼에서도 앞서 PCL와 PLA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관능그룹 형

성에 따른 새로운 피크의 생성은 없었고 단지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성 피크들의 세기가 점점 감소함을 보였다.

그림 6.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BAT의

가교도(crosslinking degree)의 변화.

그림 7. 순수한 PBAT 필름과 다양한

전자빔 조사 조건들에서 조사된 PBAT

필름들의 FT-IR 스팩트럼.

다. 방사선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열적 특성의 변화

(1) 방사선 조사된 폴리카프로락톤(PCL)의 열적 특성

- 전자빔 조사에 따른 PCL의 녹는점(Tm) 변화를 관찰하게 위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전자빔 조사된 PCL들을 DS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CL의 녹는점은 56.2 ℃이었지만 흡수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는 55.2 ℃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녹는점의 변화는 전자빔에 의해 PCL의 결정영역에 불규칙성이

야기되며,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규칙성의 정도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 그림 8에서의 DSC 분석과 더불어, 전자빔에 조사에 따른 PCL의 열분해온도(Td)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조사된 PCL들을 TGA를 이용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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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PCL의 Td는 390.3 ℃를 나타냈었지

만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는 285.1 ℃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전자빔에 흡수선량에 따른 열분해온도의 감소는 전자빔 조사과

정에서 PCL에 가교반응과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슬절단반응에 의하여 열

분해가 보다 쉽게 일어나는 사슬길이가 짧은 PCL들을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림 8.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CL의 녹는점(Tm)의

변화.

그림 9.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CL의 열분해온도(Td)의

변화.

(2) 방사선 조사된 폴리락타이드(PLA)의 열적특성

그림 10. 다양한 전자빔 조사조건에서

조사된 PLA의 시차열량계(DSC)

열분석도(thermogram).

그림 11.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LA의 열분해온도(Td)의

변화.

- 그림 10은 다양한 전자빔 조사 조건에서 조사된 PLA들의 DSC 열분석도이다. 그

림에서 나타 내었듯이, 분석된 모든 시료들의 DSC 가열곡선(heating curves)들에

서 PLA의 유리전이온도(Tg), 결정화온도(Tc), 그리고 Tm에 대한 세가지 전형적인

열전이(thermal transition)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세가지 특성적인 열

전이온도들은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낮아짐을 보였다. 이러한

전자빔 조사에 의한 PLA의 세가지 특성적인 열전이온도들의 변화는 PLA 사슬들

이 전자빔 조사 과정동안에 전자빔에 의해 절단되어 보다 큰 유동성을 가진 짧은

길이의 PLA 사슬이 형성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 그림 11은 다양한 전자빔 조사조건에서 조사된 PLA들의 TGA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모든 시료들은 한 가지 열분해곡선을 보였으며, 그림 10에서 나타낸바와 같

이, PLA의 Td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0 kGy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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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량에서는 341.4 ℃를 나타내었다. 이런 열분해온도의 감소는 전자빔 조사동안

에 전자빔에 의한 가교반응보다는 사슬절단 반응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일어남

에 따라서 열분해가 일어나기 쉬운 사슬길이가 짧은 PLA들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3) 방사선 조사된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BAT)의

열적 특성

- 전자빔 조사에 따른 PBAT의 Tm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DSC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PBAT의 녹

는점은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PCL의 경우와 같이 전자빔 조사에 의해 PBAT의 결정영역에 불규칙성이 야

기되어 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점이 나타나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규칙

성의 정도가 커지게 되어 녹는점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다.

- 전자빔이 조사에 따른 PBAT의 Td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TGA 분석을 행하

였고 그 결과를 그림 13에 나타냈었다. 열중량분석을 한 모든 시료들은 한단계 열

중량감소 곡선(one-stage weight loss)을 보였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

한 PBAT의 Td는 371.5 ℃였고 전자빔이 조사된 PBAT의 Td는 흡수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 순수한 것에 비에 점점 증가함을 보였고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는

373.2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전자빔이 조사된 PBAT의 Td 증가는 전자빔 조사

과정에서 가교반응으로 인하여 PBAT 내에 분자량이 큰 사슬 네크워크가 형성됨

에 따라서 열에 의해 일어나는 분해가 상대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으

로 해석된다.

그림 12. 다양한 전자빔 조사조건에서

조사된 PBAT의 시차열량계(DSC)

열분석도(thermogram).

그림 13.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BAT의 열분해온도(Td)의

변화.

라. 방사선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기계적 특성의 변화

(1) 방사선 조사된 폴리카프로락톤(PCL)의 기계적 특성

- 전자빔 조사에 따른 PCL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연신율(elongation-at-bre

ak)과 같은 인장특성들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순수한 것과 다양한 조건하에서

조사된 PCL들을 만능시험분석기(UTM)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그림 14(a)에 나타낸바와 같이, PCL의 인장강도는 흡수선량이 증가함

에 따라서 점점 증가함을 보였다. 하지만, 그림 14(b)에서와 같이 PCL의 연신율은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저히 감소함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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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CL의 인장특성들의 변화는 PCL에 전자빔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되어 인강

강도가 증가 하였지만 PCL에 전자빔에 의한 가교반응과 동시에 사슬절단이 반응

이 일어남에 따라서 분자량이 작은 PCL 사슬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PCL의 취

성(brittleness)가 증가하게 되어 연신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

다.

그림 14.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CL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a)와 연신율(elongation-at-break)의 변화 (b).

그림 15. 순수한 것과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 된 PCL들의

저장탄성율(E') (a)와 탄젠트 델타 (tan δ)의 변화 (b).

- 전자빔에 조사에 따른 PCL의 점탄성적(viscoelastic) 특성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서 다양한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CL들을 동적기계분석기(DMA)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것과 다양한 흡수선량에서 조사

된 PCL들의 온도에 따른 저장탄성율(E')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15(a)에서 나타낸바

와 같이, 순수한 PCL 경우 저장탄성율이 PCL의 결정들이 녹아내리는 59 ℃의 녹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부터 급격히 떨어짐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전자빔이 조사된 PCL

들의 경우에서는 저장탄성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가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 점점 높은 온도로 이동해 감을 보였다. 또한, 다양한 조건에서 조사된 PCL들의

온도에 따른 탄젠트 델타(tan δ) 변화를 나타낸 그림 15(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PCL의 Tg를 나타내는 tan δ 곡선의 피크 온도가 순수한 PCL의 경우 -50 ℃에서

나타났고 전자빔이 조사된 PCL들에 대한 tan δ 피크점의 온도가 흡수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여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는 -33.8 ℃를 나타내었다. 이

러한 전자빔에 따른 PCL의 점탄성적 특성들의 변화는 전자빔 조사 과정에서 PCL

에 3차원 가교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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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된 폴리락타이드(PLA)의 기계적 특성

- 그림 16은 순수한 것과 다양한 조건하에서 조사된 PLA들을 UTM를 통해 분석한

결과들을 전자빔 조사에 따른 PLA의 인장강도와 연신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UTM를 이용한 인장특성분석에서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LA은 취성

이 커서 특성을 분석할 수 없었다. 그림 16(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사된 PLA들

의 인장강도는 순수한 것에 비해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함을 보였

다. 또한 그림 16(b)의 흡수선량에 따른 PLA의 연신율의 변화도 인장강도의 경우

와 같이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함을 보였지만 감소정도가 인장강도와

달리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LA의 연신특성이 인장강도 특성에 비해

전자빔 조사에 대해 훨씬 민감함을 의미한다. 전자빔 조사에 의한 PLA의 인장특

성들의 약화는 전자빔 조사 중에 PLA의 무정형 영역(amorphous region)에 존재

하는 결정(crystallites)들을 연결하는 사슬분자(tie molecules)들이 전자빔에 의해

무작위로 절단됨에 따라서 PLA의 취성(brittleness)이 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6.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LA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a)와 연신율(elongation-at-break)의 변화 (b).

- 그림 17은 전자빔에 조사에 따른 PLA의 점탄성적 특성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순수한 것과 다양한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LA들을 DMA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다. 앞서 인장특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LA은 취성이 커서 DMA를 이용한 점탄성적 특성을 분석할 수 없었다. 순수한

것과 다양한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LA들의 온도에 따른 저장탄성율(E')의 변화를

그림 17(a)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전자빔이 조사된 PLA들의 고무평탄영역

(rubbery plateau region)들 순수한 것에 비해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짧

아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빔에 의한 사슬절단으로 인하여 PLA의 취성

(brittleness)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17(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PLA

의 유리전이온도(Tg)를 나타내는 탄젠트 델타 곡선의 피크 온도가 흡수선량이 증

가함에 따라서 점점 떨어짐을 보였다. 이러한 PLA의 Tg 변화는 PLA가 전자빔에

의해 사슬절단이 일어남으로써 보다 큰 유동성을 지는 짧은 PLA 사슬들이 생성되

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그림 18은 순수한 것과 다양한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LA들을 열기계분석기

(TMA)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



- 37 -

한 PLA의 경우 PLA의 유리전이온도(58 oC)와 녹는점(175 oC)에서 크기변형

(dimensional change)이 일어났다. 반면에, 조사된 PLA의 경우들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전이온도들이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낮은온도로 내려감

을 보였다. 따라서 이는 앞서 DMA의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LA가 전자빔

에 의하여 사슬이 절단되어 보다 큰 유동성을 지는 짧은 PLA 사슬들이 생성되었

음을 의미한다.

그림 17. 순수한 것과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 된 PLA들의

저장탄성율(E') (a)와 탄젠트 델타 (tan δ)의 변화 (b).

그림 18. 순수한 것과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 된 PLA들의

열변형율(deformation) 변화..

(3) 방사선 조사된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BAT)의

기계적 특성

- 전자빔에 조사에 따른 PBAT의 점탄성적 특성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다양

한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BAT들을 DM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

림 20에 나타내었다. 그림 20(a)는 순수한 것과 다양한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BAT들의 온도에 따른 저장탄성율(E')의 변화를 나내었다. 그림 20(a)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BAT의 저장탄성율은 120 ℃의 녹는점 이상의 온도에서부터

급격히 떨어짐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전자빔이 조사된 PBAT들의 경우에서는 저

장탄성율의 감소가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 190 ℃까지 지속됨을 보였

다. 또한, 온도에 따른 tan δ 변화를 나타낸 그림 20(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PBAT의 유리전이온도(Tg)를 나타내는 tan δ 곡선의 피크 온도가 순수한 PBAT

의 경우 -21 ℃에서 나타났지만 전자빔이 조사된 PBAT들에 대한 tan δ 피크점

들의 온도들은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여 200 kGy의 흡수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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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순수한 것과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 된 PBAT들의

열변형율(deformation) 변화.

에서는 -12.8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전자빔에 따른 PBAT의 점탄성적 특성들

의 변화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열에너지에 대한 고분자 사슬들에 움직임을 제한

하는 3차원 망상구조가 PBAT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19.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BAT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a)와 연신율(elongation-at-break)의 변화 (b).

그림 20. 순수한 것과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 된 PBAT들의

저장탄성율(E') (a)와 탄젠트 델타 (tan δ)의 변화 (b).

- 그림 21은 순수한 것과 다양한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BAT들을 TMA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BAT의 경우에서는 PBAT의 녹는점(120 ℃)에서 전형적인 크기변형이

일어났다. 이에 반해, 전자빔이 조사된 PBAT 경우들에서는 이러한 크기변형이 일

어나는 온도가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 132 ℃까지 상승함을 보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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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는 앞서 DMA의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BAT에 전자빔에 의해 가교

구조가 형성되어 열에 대한 안정성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마.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생분해성 변화

(1) 방사선 조사된 폴리카프로락톤(PCL)의 생분해성

그림 22. 효소분해반응 시간에 따른

PCL 필름의 중량 변화.

그림 23. 순수한 것과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효소분해시험 전(a)과 9일

경과 후 현미경 사진들(b).

- PCL의 생분해성에 대한 전자빔 조사 효과를 평가하기위해서 효소분해시험을 하였

고 그 결과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CL은 216

시간동안의 효소분해반응 후 82%의 중량감소를 보였지만 전자빔이 조사된 PCL들

은 동일한 분해반응 조건에서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각 78, 66, 60%의 중

량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된 PCL의 효소분해속도가 순수한 것에 비해

낮고 흡수선량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전자빔 조사에 의한 PCL의 생분해속도의 감

소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PCL에 가교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정량적인 방법과 더불어 PCL의 생분해성에 대한 전자빔 조사 효과에 대한 형태학

적인 분석을 위해서 효소분해시험 전과 9일 경과 후의 형태를 현미경을 통해 분석

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효소분해시험 전

에는 모든 PCL 시편들은 고른 표면을 보이지만 효소분해시험 9일 경과 후에는 순

수한 PCL의 경우에는 커다란 구멍들 많이 형성이 되었지만 전자빔이 조사된 것들

에서는 흡수선량이 커짐이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작아짐을 보였다. 따라서 앞서

그림 22에 언급한 바와 같이 PCL이 전자빔에 의해 가교가 되어 효소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게 되어 보다 안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림 24는 순수한 것과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토양매립분해시험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토양매립분해시험 14일 정도 까지는

필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32일 후 부터는 분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필름에

매립에 사용했던 흙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52일 후에서는 순수한 것과 전자빔 조

사된 PCL들 모두 필름의 형태가 없어졌지만 가교가 된 100 kGy 이상의 흡수선량

에서 조사된 PCL의 경우에는 분해가 되지 않은 PCL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앞서 PCL의 효소분해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PCL이 전자빔에 의해 가교가 되

어서 보다 장시간에 걸쳐서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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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을 위해 전자빔을 이용한 가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분해성 고분자(PCL, PBAT, PLA)를 여러 종류의 배

합제(TAIC, TMPTA, HDDA)와 다양한 조성에서 배합하여 필름을 제조한 후,

전자빔을 조사하여 각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가교를 위한 최적의 배합제 및

함량을 선정하였음.

- 여러 배합제 중 TAIC가 사용된 모든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하여 전자빔 조사

에 의한 가교 효율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각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

그림 24. 순수한 생분해성 고분자와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토양매립분해시험 전(a), 14일(b), 32일(c), 그리고 52일(d) 경과 후의 현미경 사진들.

(2) 방사선 조사된 폴리락타이드(PLA)와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

트) 공중합체(PBAT)의 생분해성

- 방사선 조사된 폴리락타이드(PLA)와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

트) 공중합체(PBAT)의 생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기 PCL의 생분해성시험들

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시하였지만 PCL의 경우와는 달리 PLA와 PBAT는 분해

시험을 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까지 분해성 시험을 진행 중

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분해성 시험을 진행하여 전자빔에 의한 PLA와

PBAT의 생분해성 변화의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바. 결론

- PCL, PLA, PBAT 등과 같은 다양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에 다양한 조건 하에서 전

자빔을 조사하였고 방사선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물성변화를 분석하였다.

- PCL와 PBAT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로 인하여 열적 및 기계적 특성들은 향상되었다.

- PLA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열적 및

기계적 특성들이 향상되지 않았다.

- 생분해도 평가 결과 PCL의 경우 가교정도에 따라 생분해도가 감소함을 보였다.

2.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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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적 TAIC 함량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음. 최적 함량의 TAIC를 함유하

는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은 전자빔 조사에 의하여 66% 이상의 가교율을 나

타냄을 확인하였음.

. 최적 TAIC 함량: PCL: 3wt%, PBAT: 3wt%, PLA: 5wt%

. 최적 TAIC 함유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가교율(@ 100 kGy):

PCL 83%; PBAT 66%; PLA 82%

○ 최적 TAIC 함량을 함유하는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전자빔 조사에 의한 열적·

기계적 특성 및 생분해도 분석 결과:

-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열변형율은 7~25%로 크게 감소하였

으며, 인장강도는 17 MPa 이상으로 17 ~ 46%까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생분해성

고분자

TAIC

함량

(wt%)

전자빔

조사량

(kGy)

겔화율

(%)

열변형율

(%)

인장강도

(MPa)

PCL

0 0 0 녹아내림 15.1

0 100 5 녹아내림 15.5

3 100 83 7.3@100oC 17.8 (18% 향상)

PBAT

0 0 0 녹아내림 17.8

0 100 31 녹아내림 23.0

3 100 66 14.0@130oC 26.0 (46% 향상)

PLA

0 0 0 녹아내림 50.6

0 100 0 녹아내림 32.4

5 100 82 24.5@160oC 58.8 (16% 향상)

- 생분해도 평가결과,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생분해도는 겔화율에 따라

생분해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음.

. 순수한 PCL: 97% 중량 감소(200시간, 효소분해반응)

. 가교된 PCL(200 kGy): 20% 중량감소(200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LA: 36% 중량 감소(360시간, 효소분해반응)

. 가교된 PLA(100 kGy): 8% 중량 감소(360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BAT: 36% 중량 감소(6개월, 토양매립시험)

. 가교된 PBAT(200kGy): 4% 중량 감소(6개월, 토양매립시험)

<최적 함량의 배합제를 함유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과 방사선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생분해도 시험(6개월) 후 사진>

가. 다양한 배합제를 함유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방사선 조사 및 분석

- 다양한 배합제를 함유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방사선 조사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다양한 배합제를 합유한 폴리카프로락톤(PCL), 폴리

락타이드(PLA),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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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다양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제조하기 위해서 각각의 생분해성 고

분자와 1 ~ 7 wt%의 다양한 배합제(트리알릴 이소시아누레이트(trially

isocyanurate, TAIC), 트리메틸올프로판 트리아크릴레이트(trimethylolpropane

triacrylate, TMPTA), 1,6-헥산디올 디아크릴레이트(1,6-hexanediol diacrylate,

HDDA))를 클로로포름(chloroform) 용매에 녹여 혼합한 후, 깨끗한 유리판 위에

도포(casting)하여 4 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그 후, 잔류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40
oC 진공오븐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하여 약 130 μm 두께의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

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필름을 알루미니늄 파우치에 넣고 질소로 충진한 다음 밀

봉하여 전자빔 가속기(2 MeV, 1 mA)를 이용하여 표 1에 나타낸 조건과 같이 조

사하였다. 전자빔 조사 후, 잔류 라디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사된 필름들을 45
oC 오븐에서 1 시간동안 열처리하였다.

그림 1. 배합제가 함유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 제조 및 전자빔 조사 모식도

표 1.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한 전자빔 조사 조건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

전자빔 조사 조건

에너지

(MeV)

조사량

(kGy)

전류밀도

(mA/cm2)
순수 PCL

2 5 ~ 200 1

배합제 함유 PCL
순수 PBAT

배합제 함유 PBAT
순수 PLA

배합제 함유 PLA

PCL: 폴리카프로락톤(poly(ε-caprolactone), Mw: 80,000, Aldrich).

PLA: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Nature Works 4032D).

PBAT: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oly(butylene adipate-co-tereph

thalate), Enpol G8060, 이래화학).

- 방사선 조사 후 배합제를 함유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열적·기계적 특성은 시차주

사열량계(DSC), 열중량분석기(TGA), 동적기계분석기(DMA), 열기계분석기

(TMA), 만능시험분석기(UTM)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화학적 구조 변화는 적

외선 분광분석(FT-IR)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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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겔화율(gel fraction)는 조사된 시료를 클로로포름 용매

에서 24 시간 추출하여 가교가 되지 않은 고분자를 제거한 후 50 oC의 진공오븐에

서 24 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추출 전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겔화율(%) = W2/W1 x 100

여기서, W1와 W2는 각각 추출 전과 후의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무게를

나타낸다.

-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생분해성(biodegradability)는 효소분해시험, 가수분해시

험 및 토양매립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효소분해
효소분해시험은 리파아제 효소(Lipase enzymes)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2 x 2

cm2의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을 100 μg/ml의 리파아제 효소들을 함유한 2 ml의 완

충용액(pH=7.4)에 넣고 37 oC에서 침지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분해 거동을

측정하였다.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증류수로 필름 표면의 분해효소 등을 제거하고

진공오븐에서 건조한 후 분해시험 전 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다음의 식을 이용하

여 생분해도를 산출하였으며, 분해시험 전과 후의 분해된 형태를 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생분해도(%) = (W1-W2)/W1 x 100

여기서, W1는 초기의 시편 무게이고 W2는 분해시험 후 생분해성 고분자 시편의 무

게이다.

⦁토양매립시험
3 x 3 cm2의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들을 공기 활동이 원활하도록 구멍이 뚫린 플라

스틱 바구니에 들어있는 부산물 퇴비(축분 45%, 수피 20%, 팽연 왕겨 20%, 톱밥

10%, 곡물박 5%)에 지면으로부터 10 cm 깊이에 묻어두고 일정기간 간격으로 시편

을 회수하여 증류수로 세척하고 진공오븐에서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분해도를 산출하고 이와 더불어 사진촬영을 통해 분해정도를 평가하

였다.

생분해도(%) = (W1-W2)/W1 x 100

여기서, W1는 초기의 시편 무게이고 W2는 분해시험 후 생분해성 고분자 시편의 무

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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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방사선 가교를 위한 배합제 및 함량 선정

(1) PCL의 방사선 가교를 위한 배합제 및 함량 선정

- 생분해성 고분자 PCL의 전자빔 가교를 위한 최적의 배합제를 선정하기 위해 1

wt%의 TAIC, TMPTA, HDDA와 같은 배합제들 존재 하에서 PCL를 다양한 조

건에서 전자빔을 조사한 후, 용매추출방법을 통해 산출한 겔화율을 그림 2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조사된 순수한 PCL들의 경우 100 kGy의 조사량

에서도 조차 5.7 %의 겔화율을 나타냈었다. 이에 반해, 조사된 다양한 배합제들이

함유된 PCL은 순수한 PCL에 비해 훨씬 높은 겔화율을 보였다. 다양한 배합제를

함유한 PCL들 중에서 TAIC를 함유한 PCL이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80 %의

겔화율을 나타내며 가장 좋은 가교효율을 보였다. 따라서 배합제들 중에 TAIC가

PCL의 방사선 가교에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 이와 더불어, PCL의 전자빔 가교에 가장 적합한 TAIC의 최적함량을 찾기 위해 다

양한 TAIC 함량에 따른 PCL의 겔화율 변화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에 나

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1 wt% TAIC를 함유한 PCL 필름이 50 kGy

미만의 조사량에서는 보다 높은 TAIC를 함유한 PCL필름들에 비해 약간 높은 겔

화율을 보였지만 50 kGy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TAIC 함량에 상관없이 엇비슷한

겔화율을 보였다. 따라서 TAIC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PCL의 겔화율이 보다 증

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PCL의 전자빔

가교를 위해 가장 적합한 배합제인 TAIC의 최적 함량을 3 wt%로 설정하였고 더

나아가 3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CL의 열적·기계적 특성들 및 생분해

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2.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1 wt%의 다양한

배합제들을 함유한 PCL필름의

겔화율(gel fraction)의 변화.

그림 3.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다양한 함량의 TAIC를

함유한 PCL필름의 겔화율(gel fraction)의

변화.

(2) PBAT의 방사선 가교를 위한 배합제 및 함량 선정

- 그림 4는 PBAT의 전자빔 가교를 위한 배합제 선정을 위해서 1 wt%의 다양한

배합제(TAIC, TMPTA, HDDA)들을 함유한 PBAT들을 다양한 조사량에서 전자

빔 가교를 통해 얻어진 겔화율의 변화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BAT의 경우 50 kGy의 조사량에서는 전혀 가교반응 일어나지 않아 0 %에 겔

화율을 나타냈었다. 이에 반해, 조사된 배합제들이 함유된 PBAT들 경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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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A가 함유된 PCL를 제외하고 TAIC와 TMPTA가 함유된 PBAT는 50 kGy

의 조사량에서 각각 51 %와 34%의 겔화율들을 보였다. 또한, 배합제들 중에서

TAIC 배합제가 함유된 PBAT가 가장 높은 겔화율을 보였다. 따라서 앞서 PCL

의 결과와 동일하게 PBAT의 전자빔 가교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배합제로 TAIC를

선정하였다.

- 이와 더불어, PBAT의 전자빔 가교에 가장 적합한 TAIC의 최적함량을 찾기 위해

다양한 TAIC 함량에 따른 PBAT의 겔화율 변화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5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BAT의 겔화율은 TAIC의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다 3 wt%에서 포화상태를 이루었고 보다 높은 7 wt%의 함량에서

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BAT의 전자빔 가

교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배합제인 TAIC의 최적 함량을 3 wt%로 설정하였고,

3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BAT의 열적·기계적 특성들 및 생분해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4.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1 wt%의 다양한

배합제들을 함유한 PBAT필름의

겔화율(gel fraction)의 변화.

그림 5.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다양한 함량의 TAIC를

함유한 PBAT필름의 겔화율(gel

fraction)의 변화.

(3) PLA의 방사선 가교를 위한 배합제 및 함량 선정

그림 6.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1 wt%의 다양한

배합제들을 함유한 PLA필름의

겔화율(gel fraction)의 변화.

그림 7.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다양한 함량의 TAIC를

함유한 PLA필름의 겔화율(gel

fraction)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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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의 전자빔 가교를 위한 배합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1 wt%의 다양한 배합제

(TAIC, TMPTA, HDDA)들을 함유한 PLA들의 전자빔 가교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PLA 경우, 주어진 모든 조사량들에서 가

교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용매추출과정에 용매에 완전히 용해되어 겔화율을 측정

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조사된 배합제들이 함유된 PLA들의 경우에서는 HDDA

가 함유된 PLA를 제외하고 TAIC와 TMPTA가 함유된 PLA의 경우 5 kGy를 제

외하고 모든 조사량에서 가교반응 일어났고 50 kGy에서 각각 51%와 34%의 겔화

율들을 보였다. 또한, TAIC 배합제가 함유된 PLA가 TMPTA가 함유된 PLA에

비해 5 kGy의 조사량을 제외한 주어진 모든 조사량에서 훨씬 높은 겔화율을 보였

다. 따라서 앞서 PCL와 PBAT에서와 동일하게 PLA의 방사선 가교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배합제로 TAIC를 선정하였다.

- 이와 더불어, PLA의 전자빔 가교를 위한 TAIC의 최적함량을 찾기 위해 다양한

조사 조건하에서 TAIC 함량에 따른 PLA의 겔화율 변화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LA의 겔화율은 TAIC의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다 5 wt%에서 포화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LA의 전자빔 가교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배합제인 TAIC의 최적 함량

을 5 wt%로 설정하였고, 5 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LA의 열적·기계적

특성들 및 생분해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다.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기계적 특성

(1)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방사선 조사된 폴리카프로락톤(PCL)의 기계

적 특성

그림 8.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순수한(pure) 것과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CL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a)와

연신율(elongation-at-break)의 변화 (b).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CL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연신율(elongation-at-

break)과 같은 인장특성들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최적화 된 3 wt%의 TAIC 배

합제 존재 하에서 다양한 조사량에서 전자빔 가교된 PCL들을 만능시험분석기

(UTM)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a)에 나타낸바

와 같이, 순수한 PCL의 인장강도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이 증가함에 따라

서 약간 증가하여 16.89 MPa를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3 wt%의 TAIC를 함유한

PCL의 인장강도는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19.20 MPa 까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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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0 kGy 이상의 흡수선량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8(b)에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CL의 연신율은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

저히 감소함을 보였다. 3 wt%의 TAIC가 함유된 PCL의 경우에서도 연신율이 흡

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함을 보였지만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보였

다. 따라서 이러한 인장특성의 변화는 TAIC 존재 하에서 전자빔을 조사 하였을

때 PCL에 보다 효과적으로 가교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9. 다양한 전자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순수한(pure) PCL들 (a)과 3 wt%

TAIC를 함유한 PCL들의 저장탄성율(E') (b).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CL의 점탄성적(viscoelastic) 특성들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최적화 된 3 wt%의 TAIC 배합제 존재 하에서 다양한 조사량에서 전자빔 가교된

PCL들을 동적기계분석기(DM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9에 나

타내었다. 그림 9(a)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CL 경우 저장탄성율(E')이

PCL의 결정영역들이 녹아내리는 녹는점 이상의 온도에서부터 급격히 떨어짐을

보였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장탄성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가 약간

씩 높은 온도로 이동해 감을 보였다. 이에 반해, 3 wt%의 TAIC를 함유한 PCL의

경우에서는 저장탄성율이 급격히 변화하는 온도가 순수한 PCL들에 비해 흡수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높은 온도로 이동해 가고 저장탄성율의 떨어짐이 최대

190 oC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AIC 존재 하에서 전자빔 조

사에서 PCL에 보다 많은 3차원 가교구조가 형성 되어 열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

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CL의 열변형율(deformation)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순

수한 PCL,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처리된 PCL,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CL 필름을 열기계분석기(TMA)을 통

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CL의 경우 70 oC의 PCL 녹는점 근처에서 급격한 열변형이 일어났고 완전히 녹

아버림을 확인하였다. 또한,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순수한 PCL의 경우에서도

가교구조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빔 조사 과정에서 사슬절단반응에 의해

사슬길이가 작은 사슬이 존재함에 따라서 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변형이 일어났고

순수한 PCL와 동일하게 완전히 녹아버림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서, 100 kGy에

서 전자빔 조사된 3 wt%의 TAIC의 경우, 보다 높은 75oC 근처에서 열변형이 일

어나기 시작하여 최대 7.3%의 열변형율을 나타내며 100 oC까지 유지됨을 확인하

였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TAIC 존재 하에서 PCL이 전자빔 조사에 의해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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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CL에 보다 많은 3차원 가교구조가 형성됨에 따라서 열적 안전성이 증가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열기계분석기(TMA)을 통해 얻어진 순수한(pure) PCL,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처리된 순수한 PCL,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CL의 열변형율(deformation) 변화.

(2)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BAT)의 기계적 특성

그림 11.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순수한(pure) 것과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BAT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a)와

연신율(elongation-at-break)의 변화 (b).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BAT의 인장강도, 연신율과 같은 인장특성들의 변화를 조사

하기위해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량에서 조사된 순수한 것과 최적화 된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BAT들을 시험분석기(UTM)를 통해 분석하였

고 그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1(a)에 나타낸바와 같이, 전자빔이 조

사된 순수한 PBAT들의 인장강도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사하지 않은

순수한 것에 비해 증가하여 최대 23.8 MPa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와 동일하

게, 3 wt%의 TAIC를 함유한 PBAT의 경우에서도 인장강도가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조사된 순수한 PBAT것들에 비해

주어진 모든 흡수선량에서 높은 인장강도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최대 26.6 MPa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그림 11(b)에서와 같이, 순수한 PBAT들의 연신

율들은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BAT들의 경우에서도,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연신율이 감소함을 보였지만 동일한 흡수선량에서 순수한 PBAT들에 비해 다



- 49 -

소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자빔 가교에 의한 PBAT의 인장특성들의

변화는 TAIC의 존재 하에서 전자빔에 의해 PBAT에 보다 많은 가교구조가 형성

됨에 따라 순수한 것들에 비해 인장강도가 보다 향상 되었지만, 가교구조가 많이

형성됨으로써 가교밀도가 증가함으로써 PBAT가 보다 단단하게(rigid) 됨으로써 3

wt% TAIC가 함유된 PBAT의 연신율이 순수한 것에 비해 보다 많은 감소를 보이

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2.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순수한(pure) 것들 (a)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3 wt% TAIC를 함유한 PBAT들의 저장탄성율(E') 변화 (b).

그림 13.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순수한(pure) 것들 (a)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3 wt% TAIC를 함유한 PBAT들의 탄젠트 델타(tan δ) (b).

- 전자빔에 가교에 따른 PBAT의 점탄성적 특성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다양

한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순수한 것들과 3 wt%의 TAIC가 함유된 PBAT들을

DM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얻어진 저장탄성율(E')과 탄젠트 델타(tan δ)들을

그림 12와 13에 나타내었다. 그림 12(a)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BAT의 저장탄

성율은 130 oC의 녹는점 이상의 온도에서부터 급격히 떨어짐을 보였지만 전자빔

조사된 순수한 PBAT들은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저장탄성율의 감소가 최대

160 oC까지 지속됨을 보였다. 이에 반해, 3 wt%의 TAIC를 함유한 PBAT의 경우

에서는 저장탄성율이 급격히 변화하는 온도가 순수한 PBAT들에 비해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높은 온도로 이동해 가고 저장탄성율의 감소가 최대 190 oC까

지 지속적으로 진행 되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순

수한 것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3 wt% TAIC를 함유한 PBAT들의 tan δ 곡

선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BAT들의 경우에서는

PBAT의 유리전이온도(Tg)를 나타내는 tan δ 곡선의 피크 온도가 점점 상승하여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는 -14 oC를 나타내었다(그림 13(a)). 이와 동일하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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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b)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BAT들의 경우에

서도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tan δ 피크점들의 온도들이 증가함을 보였고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 -7 oC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전자빔 가교에 의한 PBAT의 점

탄성적 특성들의 변화는 TAIC의 존재 하에서 전자빔에 의해 PBAT에 열에너지에

대한 고분자 사슬들에 움직임을 제한하는 3차원 망상구조가 보다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14. 열기계분석기(TMA)을 통해 얻어진 순수한(pure) PBAT,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처리된 순수한 PBAT,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BAT의 열변형율(deformation) 변화.

- 그림 14는 순수한(pure) PBAT,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처리된 순수한

PBAT,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CL의

순수한 것과 다양한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BAT들을 TMA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BAT의 경우에서는

PBAT의 녹는점(120 oC)에서 전형적인 열변형(deformation)이 일어나 완전히 녹

아내림을 확인하였고,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간 낮은 온도이긴 하지만 동일한 현상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100

kGy에서 전자빔 조사된 3 wt%의 TAIC는 녹는점보다 120 oC의 녹는점 근처에서

14.0 %에 열변형율을 보이며 더 이상의 증가 없이 200 oC까지 유지됨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이는 앞서 DMA의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BAT가 TAIC 존재

하에서 전자빔에 의해 많은 가교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열에 대한 안정성 상대적

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폴리락타이드(PLA)의 기계적 특성

- 그림 15는 다양한 조사량에서 조사된 순수한 것과 5 wt%의 TAIC를 함유한 PLA

들을 UTM을 통해 분석한 결과들을 전자빔 흡수선량에 따른 PLA의 인장강도와

연신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UTM를 이용한 인장특성분석에서 200 kGy의 흡

수선량에서 모든 PLA은 취성이 커서 특성을 분석할 수 없었다. 그림 15(a)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조사된 순수한 PLA들의 인장강도는 순수한 것(50.6 MPa)에 비해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함을 보였다. 하지만, 5 wt%의 TAIC를 함

유한 PLA의 인장강도는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최대 64.3

MPa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15(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순수한 PLA

의 연신율은 인장강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소함을 보였고 5 wt%의 TAIC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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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PLA들은 이보다 높은 연신율의 감소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전자빔 조사에

의한 PLA의 인장특성들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순수한 PLA

의 경우 전자빔 조사에 의해 사슬절단반응이 가교반응에 비해 우세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인장특성이 감소하게 되지만 TAIC 존재 하에서는 전자빔에 의해 가교반

응이 우세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가교구조가 많이 형성되어 인장강도는 향상되고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연신율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5.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순수한(pure) 것과 5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LA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a)와

연신율(elongation-at-break)의 변화 (b).

그림 16.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순수한 것들 (a)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5 wt% TAIC를 함유한 PLA들의 저장탄성율(E') 변화 (b).

- 전자빔에 가교에 따른 PLA의 점탄성적 특성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다양한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순수한 것들과 5 wt%의 TAIC가 함유된 PLA들을 DM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얻어진 저장탄성율(E')과 탄젠트 델타(tan δ)들을 그림 16와

17에 나타내었다. 앞서 인장특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LA은 취성이 커서 DMA를 이용한 점탄성적 특성을 분석할 수 없었다.

그림 16(a)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LA의 경우에서는 조사된 순수한 PLA

들의 고무평탄영역(rubbery plateau region)들 조사하지 않은 순수한 것에 비해 흡

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짧아짐을 보였다. 이와 동일하게, 그림 16(b)에서 볼

수 있듯이, 5 wt%의 TAIC가 함유된 PLA들의 경우에서도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무평탄영역(rubbery plateau region)들이 점점 짧아지는 경향성을 보이

긴 하였지만, PLA의 녹는점 근처에서의 저장탄성율의 떨어짐의 변화가 190 oC까

지 지속됨을 보였다. 이는 순수한 PLA와는 달리 TAIC 존재 하에서 PLA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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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가교가 효과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

량에서 조사된 순수한 것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5 wt% TAIC를 함유한

PLA들의 tan δ 곡선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 17 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pure)

PLA들의 경우에서는 PLA의 유리전이온도(Tg)를 나타내는 tan δ 곡선의 피크 온

도가 점점 낮은 온도로 이동하여 150 kGy의 흡수선량에서는 61 oC를 나타내었다

(그림 17(a)). 이에 반해서, 그림 17(b)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5 wt%의 TAIC 배합

제를 함유한 PLA들의 경우에서는 tan δ 피크점들의 온도들이 흡수선량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고 150 kGy의 흡수선량에서는 72 oC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인장강도에서 언급 했듯이 순수한 PLA의 경우 전자빔에 의한 사슬절

단이 우세적으로 일어남에 따라서 큰 유동성을 지닌 짧은 PLA 사슬들이 많이 생

성되지만, TAIC 존재 하에서는 전자빔에 의해 PLA에 열에너지에 대한 고분자 사

슬들에 움직임을 제한하는 3차원 망상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17.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순수한 것들 (a)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5 wt% TAIC를 함유한 PLA들의 탄젠트 델타(tan δ) (b).

그림 18. 열기계분석기(TMA)을 통해 얻어진 순수한(pure) PLA,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처리된 순수한 PLA,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5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LA의 열변형율(deformation) 변화.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LA의 열변형율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순수한(pure) PLA,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처리된 순수한 PLA,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처

리된 5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LA들을 TM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8에 나타냈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LA와 조사된

PLA는 PLA의 녹는점 근처에서 전형적인 열변형(deformation)이 일어나 완전히

녹아내렸다. 이에 반해, 조사된 5 wt%의 TAIC를 함유한 PLA는 180 oC에서 31%

의 열변형율을 보이며 더 이상의 증가 없이 200 oC까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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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는 앞서 DMA의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LA가 TAIC 존재 하에서 전

자빔에 의해 가교구조가 효과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열에 대한 저항성이 상대적으

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라.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열적특성 변화 및

화학적 구조

(1)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폴리카프로락톤(PCL)의 열적 특성변화 및 화

학적 구조

그림 19.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순수한(pure) 것과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CL의 녹는점(Tm) (a)과 열분해온도(Td)의 변화 (b).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CL의 녹는점(Tm) 및 열분해온도(Td)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전자빔 조사된 순수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3 wt%

의 TAIC를 함유한 PCL들을 DSC와 TGA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들을 각각

그림 19(a)와 (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CL의 녹는점은

60.5 oC 이었지만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세하게 감소를 보였지만, 3 wt%

의 TAIC를 함유한 PCL의 경우,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를 나타내었지

만 증감정도가 크지는 않았다. 이러한 녹는점의 변화는 순수한 경우에서와는 달리

TAIC 존재 하에서 PCL에 가교구조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또한, 그림 19(b)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CL의 열분해온도(Td)는 369
oC이

었지만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여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는

364 oC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자빔 조사과정에서 PCL에 가교반응과 함께 동시적

으로 일어나는 사슬절단반응에 의하여 열분해가 보다 쉽게 일어나는 사슬길이가

짧은 PCL들을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3 wt%의 TAIC를 함유한 PCL도 순수한

PCL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내었지만 열분해온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보였다. 이는 순수한 PCL에 비해 TAIC 존재 하에서 PCL에 열에 의한 분

해에 저항성 큰 분자량이 큰 사슬 네크워크가 많이 형성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열안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림 20은 순수한 것과 다양한 전자빔 조사 조건에 조사된 3 wt%의 TAIC를 함

유한 PCL 필름들에 대한 FT-IR 분석결과이다. 순수한 PCL의 FT-IR 스펙트럼

상에서는 PCL의 화학적 구조를 나타내는 특성피크들이 2950 cm-1(CH2), 1727

cm-1(C=O), 그리고 1170 cm-1(C-O)에서 존재함을 확인되었다.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은 3 wt%의 TAIC를 함유한 PCL의 스펙트럼 상에서는 TAIC의 특성 피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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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의 특성피크들과 겹치는 것 때문에 TAIC 특성피크들의 확인이 어려웠고

PCL와 겹치지 않은 1640 cm-1에서 나타나는 TAIC의 알릴이중결합에 대한 피크

도 상대적으로 TAIC의 적은 함량과 해당피크의 세기가 작아 확인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PCL 특성피크들의 세기가 감소만이 확인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 kGy 이상의 흡수선량에서는 전자

빔에 의해 TAIC의 알릴이중결합들이 거의 모두 활성화되어 가교반응에 참여하여

FT-IR 상에서는 알릴이중결합에 대한 특성 피크가 사라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0. 순수한(pure) (a), TAIC (b), 다양한 흡수선량(0 ~ 200 kGy)에서의 전자빔

조사된 3 wt%의 TAIC를 함유한 PCL들의 FT-IR 스팩트럼((c)-(i)).

(2)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BAT)의 열적 특성변화 및 화학적 구조

그림 21.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순수한(pure) 것과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BAT의 녹는점(Tm) (a)과 열분해온도(Td)의 변화 (b).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BAT의 녹는점(Tm) 및 열분해온도(Td)의 변화를 관찰하게

위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전자빔 조사된 순수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3

wt%의 TAIC를 함유한 PBAT들을 DSC와 TGA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들을

각각 그림 21(a)와 (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BAT의 녹

는점은 127 oC 이었지만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여 200 kGy의 흡수선

량에서는 124 oC를 나타내었다. 이와 동일하게, 3 wt%의 TAIC를 함유한 PBAT

도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순

수한 것에 비해 TAIC 존재 하에서 PBAT에 보다 많은 가교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서 PBAT의 결정영역에 불규칙성의 정도가 보다 커지게 되어 녹는점이 점점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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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

- 또한, 그림 21(b)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BAT의 열분해온도(Td)는 360
oC

를 였지만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여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

는 365 oC를 나타내었다. 3 wt%의 TAIC를 함유한 PBAT에서도 순수한 PBAT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열분해온도를 나타내었지만 동일하게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열분해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열분해온도의 변화는

순수한 것에 비해 TAIC 하에서 PBAT에 가교구조가 많이 형성되어 열분해온도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해야 하지만 가교형성과정에서 열에 약한 짧은 사슬들이 형성

으로 열분해온도가 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2. 순수한(pure) PBAT (a), TAIC (b), 다양한 흡수선량(0-200 kGy)에서의

전자빔 조사된 3 wt%의 TAIC를 함유한 PBAT들의 FT-IR 스팩트럼((c)-(i)).

- 그림 22은 순수한 것과 다양한 전자빔 조사 조건에 조사된 3 wt%의 TAIC를 함유

한 PBAT 필름들에 대한 FT-IR 분석결과이다. PBAT 공중합체의 화학구조에 해

당하는 특성 피크들이 3030(방향족 CH2), 2985(지방족 CH2), 1730(C=O), 1600과

1450(C=C), 그리고 1180(C-O) cm-1 부분에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전자빔을 조사

하지 않은(0 kGy) 3 wt%의 TAIC를 함유한 PBAT의 스펙트럼 상에서도 TAIC의

특성 피크들이 PBAT의 특성피크들과 겹치는 것으로 인하여 순수한 PBAT의 특

성피크들만이 존재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PBAT 특성 피크들의 세기가 감소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 kGy 이상의 흡수선량에서는 전자빔에 의해 TAIC의 알릴이중결합

들이 거의 모두 활성화되어 가교반응에 참여하여 FT-IR 상에서는 알릴이중결합

에 대한 특성 피크가 사라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폴리락타이드(PLA)의 열적 특성변화 및 화

학적 구조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LA의 녹는점(Tm) 및 열분해온도(Td)의 변화를 관찰하게 위

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전자빔 조사된 순수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5 wt%

의 TAIC를 함유한 PLA들을 DSC와 TGA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들을 각각

그림 23(a)와 (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LA의 녹는점은

149 oC 이었지만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여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

는 141 oC를 나타내었다. 이와 동일하게, 5 wt%의 TAIC를 함유한 PLA도 흡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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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한 것에

비해 TAIC 존재 하에서 PLA에 보다 많은 가교구조의 형성으로 PLA의 결정영역

에 불규칙성의 보다 커져 녹는점의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되었지만 이와 반대

로 TAIC를 함유한 PLA가 순수한 경우에서와 비슷한 결정영역의 불규칙성을 갖

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또한, 그림 23(b)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LA의 열분해온도(Td)는 326
oC를

였지만,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여 200 kGy의 흡수선량

에서는 316 oC를 나타내었다. 이와 동일하게 5 wt%의 TAIC를 함유한 PLA에서도

전체적으로 감소함을 보였지만, 순수한 PLA의 경우와는 달리 50 kGy이상의 흡수

선량들에서는 322 oC의 Td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유지 되었다. 이러한 열분해온도

의 변화는 순수한 것에 비해 TAIC 하에서 PLA에 가교구조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23.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순수한(pure) 것과 3 wt%의

TAIC 배합제를 함유한 PLA의 녹는점(Tm) (a)과 열분해온도(Td)의 변화 (b).

그림 24. 순수한(pure) PLA (a), TAIC (b), 다양한 흡수선량(0 200-kGy)에서의

전자빔 조사된 5 wt%의 TAIC를 함유한 PLA들의 FT-IR 스팩트럼((c)-(i)).

- 그림 24는 순수한 것과 다양한 전자빔 조사 조건에 조사된 5 wt%의 TAIC를 함유

한 PLA 필름들에 대한 FT-IR 분석결과이다. 순수한 PLA의 FT-IR 스펙트럼 상

에서는 PLA의 화학적 구조를 나타내는 특성피크들이 2950 cm-1(CH2), 1727

cm-1(C=O), 그리고 1170 cm-1(C-O)에서 존재함을 확인되었다.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은(0 kGy) 5 wt%의 TAIC를 함유한 PLA의 스펙트럼 상에서는 앞서 PCL의

FT-IR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AIC의 특성 피크들이 PLA의 특성피크들과

겹치는 것 때문에 TAIC 특성피크들의 확인이 어려웠고 PCL와 겹치지 않은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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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1에서 나타나는 TAIC의 알릴이중결합에 대한 피크 또한 상대적으로 TAIC의

적은 함량과 해당피크의 세기가 작아 확인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PLA 특성피크들의 세기가 감소만이 확인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 kGy 이상의 흡수선량에서는 전자빔에 의해 TAIC의 알릴이

중결합들이 거의 모두 활성화되어 가교반응에 참여하여 FT-IR 상에서는 알릴이

중결합에 대한 특성 피크가 사라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생분해성 변화

(1)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폴리카프로락톤(PCL)의 생분해성

그림 25. 효소분해반응 시간에 따른

다양한 조사량에서 3 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CL 필름의 중량

변화.

그림 26. 효소분해반응 시간에 따른 다양한

조사량에서 3 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CL 효소분해시험 전(a)과 9일 경과

후 현미경 사진들(b).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CL 필름의 생분해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량에

서 조사된 3 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CL 필름의 효소분해시험을 하였

고 그 결과를 그림 25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교되지 않은

TAIC를 함유한 PCL은 일반적인 순수한 PCL와 동일하게 분해반응 초기 급격한

분해를 보이면서 120 시간의 효소반응 후 97% 이상의 중량감소를 보였다. 이에 반

해, 전자빔 가교된 TAIC 함유한 PCL들의 경우에서는 분해초기 완만한 분해를 보

였을 뿐 아니라 1300시간 이상의 효소반응 후에도 흡수선량에 따라 30%(100

kGy), 22%(150 kGy), 20%(200 kGy)의 상대적으로 적은 무게감소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전자빔 조사에 의한 TAIC 존재 하에서 PCL에 많은 가교구조가 형성되

고 가교 구조 형성 정도에 따라 생분해도가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정량적인 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조사량에서 조사된 3 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CL 필름의 효소분해시험 전과 9일 경과후의 형태학적 변화를 광학현미경

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효

소분해시험 전에는 모든 시편들은 고른 표면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효소분해시험

9일 경과 후, 가교 되지 않은 시편의 경우에서는 커다란 구멍들 많이 형성이 되었

지만 가교된 모든 시편들에서는 약간의 갈라짐이 보였으나 구멍은 형성되지 않았

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해현상들이 적어짐을 보였다. 따라서 앞서 그림

25에 언급한 바와 같이, PCL에 많은 가교구조가 형성되어 효소분해에 대한 저항

성이 커지게 됨으로서 보다 안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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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다양한 조사량에서 3 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CL의

토양매립분해시험 전 (a)과 9개월경과 후 (b)의 사진들.

- 그림 27은 TAIC 가 함유되지 않은 PCL 과 함유된 PCL 의 조사되지 않은 것과 조

사된 것들의 토양매립시험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토

양매립분해시험 9개월 후 PCL 과 TAIC를 함유한 PCL 모두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해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IC를 함유하는 시편들이 함유

하지 않은 시편들보다 같은 흡수선량에서 상대적으로 분해가 적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TAIC를 함유하지 않은 시편의 경우 필름의 형태를 알 수 있으나 토양과

의 유착이 심하고 포면으로부터 상당한 분해가 일어나 필름 두께가 얇아져 토양으

로부터 수거하는 작업이 힘들었으나 TAIC를 함유하는 시편의 경우 어느 정도 두

께를 유지하고 있었고 토양과의 유착도 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거가 수월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그림 25에 언급한 바와 같이, TAIC를 함유하는 PCL이 TAIC

를 함유하지 않은 PCL에 비해 더욱 많은 가교구조가 형성되어 분해에 대한 저항

성이 커지게 됨으로서 토양환경에서의 분해에 있어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BAT)의 생분해성

그림 28. 토양매립시험 후의 다양한

조사량에 따른 3 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BAT 필름의 따른

중량 변화.

그림 29. 다양한 조사량에 따른 5 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BAT 필름의

토양매립시험 6개월경과 후 필름 사진들.

- 방사선 조사된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BAT)의

생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기 PCL에서와 동일하게 효소분해 실험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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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PBAT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효소들에 대한 저항성이 매

우 좋아 효소분해실험을 통한 생분해도 측정을 할 수 없어, PBAT의 경우 6개월간

의 토양매립시험을 통해 전자빔에 가교에 따른 PBAT의 생분해성 변화에 대한 결

과를 도출하였다.

- 다양한 조사량에서 전자빔 조사된 3 wt%의 TAIC를 함유한 PBAT 필름의 생분해

도를 측정하기 위해 토양매립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8 에 나타내었

다. 그림28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빔이 조사되지 않은(0 kGy) 3wt%의

TAIC를 함유 PBAT는 6개월간의 토양매립시험 후 36% 이상의 상당한 무게감소

를 보였다. 하지만, 3wt%의 TAIC를 함유 조사된 PBAT들의 경우 흡수선량이 증

가함에 따라 각각 24, 17, 10, 8, 5, 4%의 무게감소를 보여 점차 생분해도가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된 TAIC를 함유하는 PBAT의 경우 가교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서 토양매립환경에서의 분해속도가 조사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현저히 낮고 흡수선량에 증가함에 따라 가교율이 증가함으로써 생분해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 이와 더불어, 6개월간의 토양매립시험에 따른 다양한 조사량에서 전자빔 조사된 3

wt%의 TAIC를 함유한 PBAT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광학현미경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되

지 않은 시편은 6개월의 토양매립 후 많은 구멍과 균열이 보이고 시편 두께도 얇

아졌으며 표면도 거칠어져 쉽게 부서지는 등 시편의 분해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조사가 된 시편들의 경우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멍과 균열들의 형성이 작아지고 시편의 형태가 잘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서 그림 2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빔에 조사된 TAIC를 함유한 PBAT는 보

다 많은 가교구조가 형성됨에 따라서 토양매립환경에서의 생분해에 대한 저항성

이 커지게 됨으로서 보다 안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최적화된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폴리락타이드(PLA)의 생분해성

- 다양한 조사량에서 5 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LA 필름의 생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기 PCL의 생분해성시험들과 동일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양매

립시험을 함께 실시하였으나, PCL의 경우와는 달리 12 개월 이상의 토양매립환경

에서도 분해되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PLA 분해에 적합한 효소를 이용하여 효소

분해실험을 통해 전자빔에 가교에 따른 PLA의 생분해성 변화에 대한 결과를 도출

하였다.

- 전자빔 조사에 의해 가교된 5 wt%의 TAIC를 함유한 PLA 필름의 생분해도 변화

를 평가하기 위해서 효소분해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0 에 나타내었

다. 그림 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빔이 조사되지 않은(0 kGy) TAIC 함유한

PLA는 24 시간의 분해반응 후 15 %의 중량감소를 보였고 360 시간 후에는 36%

의 중량감소를 보였다. 이에 반해, 전자빔이 조사된 5 wt%의 TAIC를 함유한 PLA

의 경우, 24 시간후에는 3% 정도로 거의 분해되지 않았고 360 시간 후에서 조차도

흡수선량에 따라 각각 9% 또는 8% 정도로 미량의 무게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조사된 TAIC를 함유하는 PLA의 효소분해속도가 조사되지 않은 것에 비해

현저히 낮고, 흡수선량에 의존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분해도의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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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에 가교구조가 형성됨에 따라서 효소분해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 정량적인 방법과 더불어, 50 kGy과 100 kGy의 조사량에서 전자빔에 의해 가교된

5 wt%의 TAIC를 함유한 PLA들 효소분해시험에 따른 형태학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효소시험분석 15일 경과 후의 형태를 현미경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를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효소분해시험 전에는 모든 시편

들은 고른 표면을 보이지만 효소분해시험 15일 경과 후에는 조사되지 않은 TAIC

를 함유한 PLA는 분해가 되어 구멍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현미경상으로 초점을

잡지 못할 정도로 표면이 거칠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50 kGy

과 100 kGy의 조사량에서 가교된 TAIC를 함유한 PLA의 경우, 흡수선량에 따라

현미경상으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으나 분해반응 후에도 조사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안정적이고 고른 표면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서 그림 30

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TAIC를 함유한 PLA는 전자빔에 의해 가교

구조가 효과적으로 많이 형성됨에 의해 효소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0. 효소분해반응 시간에 따른

다양한 조사량에서 5 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LA 필름의 중량

변화.

그림 31. 효소분해반응 시간에 따른 다양한

조사량에서 조사된 5 wt%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LA 효소분해시험 전(a)과

15일 경과 후 현미경 사진들(b).

마. 결론

-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배합제(TAIC, TMPTA, HD

DA)를 생분해성 고분자(PCL, PBAT, PLA)들과 다양한 조성에서 배합한 후, 방사

선을 조사하여 생분해성 고분자의 방사선 가교를 위한 최적의 배합제 및 함량을

선정하였고, 최적화된 조건하에서 다양한 조건하에서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고

분자들의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 배합제들 중 TAIC 존재 하에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방사선 가교효율이 가장 좋

음을 확인하고 최적의 TAIC 배합조건을 확립하였고 최적화된 TAIC 배합조건에

서 생분해성 고분자들은 20%이상의 겔화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 최적의 TAIC 존재 하에서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열적·기계적 특성

및 생분해도 분석결과:

.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는 100 oC에서 열변형율은 50%이하를 나타내고 10 MPa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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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분해성 고분

자(PLA)와 범용고분자(LLDPE-g-MAH)를 용융혼합을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범용 

고분자 블랜드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블랜드를 다양한 조건하에서 전자빔을 조

사한 후 그 물성 변화를 분석하였음.

- 순수한 PLA는 방사선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PLA/LLDPE-g-

MAH 블랜드는 9:1을 제외한 8:2, 7:3, 5:5의 조성에서 가교구조가 형성되고, 특

히 5:5 조성에서 주어진 모든 전자빔 조사량에서 가교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남

을 확인하였음:

. 겔화율: PLA/LLDPE-g-MAH 32% @100 kGy

- 방사선 조사에 의한 PLA/LLDPE-g-MAH 블랜드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 변화 

분석 결과, 5:5의 조성비를 갖는 PLA/LLDPE-g-MAH 블랜드의 열변형율은 14%

이하(48% 감소)이며, 인장강도는 20 MPa 이상(18% 향상)임을 확인하였음:

. 열변형율: 조사하지 않은 PLA/LLDE-g-MAH(5:5) 27%@160 oC; 100 kGy에서 

조사된 PLA/LLDE-g-MAH(5:5) 14%@160 oC(48% 감소)

. 인장강도: 조사하지 않은 PLA/LLDE-g-MAH(5:5) 17.1 MPa; 100 kGy에서 조

사된 PLA/LLDE-g-MAH(5:5) 20.2 MPa(18% 향상)

. 생분해도 평가 결과: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는 모두 가교되지 않은 것에 비해 상

대적으로 감소함을 보였고 생분해도의 감소정도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겔화율에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 범용고분자들과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분해시간을 비교하였다.

고분자 종류 분해방식 분해기간 비고

범용올레핀고분자

(PE,PP,등)
토양매립 10 ~ 300년

* U.S. National Park

service

폴리아미드

(나일론 등)
토양매립 30 ~ 600년

방향족 폴리에스터

(PET, PC 등)
토양매립 450년 이상

순수한 PBAT 토양매립 1.5년

*생분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였음.

가교된 PBAT 토양매립 4.9년

순수한 PCL 효소분해 55일

가교된 PCL 효소분해 325일

순수한 PCL 토양매립 180일

가교된 PCL 토양매립 1.8년

순수한 PLA 효소분해 119일

가교된 PLA 효소분해 194일

제2절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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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 조사에 따른 PLA/LLDPE-g-MAH 블랜드의 가교율(a), 열변형율(b),

인장강도(c) 및 연신율의 변화 (d)>

가.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및 방사선 조사

그림 1.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및 방사선 조사 모식도

- 다양한 조성의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제조 및 방사선 조사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표 1에 나타낸 다양한 배합비에 따라 폴리락타이드

(PLA)와 무수말레인산 그라프트 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g-MAH)를

가열혼합기에 넣고 190 oC에서 60rpm으로 10분간 혼합하여 다양한

PLA/LLDPE-g-MAH 블랜드들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블랜드들을 핫프레스를 이

용하여 200 oC에서 20 MPa의 압력을 가하여 블랜드 시편들을 제조한 후, 시편들

을 알루미니늄 파우치에 넣고 질소로 충진한 다음 밀봉하여 전자빔 가속기(2

MeV)를 이용하여 표 1에 나타낸 조건과 같이 조사하였다. 전자빔 조사 후, 잔류



- 63 -

라디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사된 필름들을 80 oC 오븐에서 1 시간동안 열처리

하였다.

표 1.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조성 및 전자빔 조사 조건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조성 전자빔 조사조건

PLA

(wt%)

LLDPE-g-MAH

(wt%)

에너지

(MeV)

조사량

(kGy)

전류밀도

(mA/cm2)

PLA 100 0

2 50 ~ 200 1

LLDPE-g-MAH 0 100

PLA/LLDPE-g-MAH

(9:1)
90 10

PLA/LLDPE-g-MAH

(8:2)
80 20

PLA/LLDPE-g-MAH

(7:3)
70 30

PLA/LLDPE-g-MAH

(5:5)
50 50

PLA: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Nature Works 4032D).

LLDPE-g-MAH: 무수말레인산이 그라프트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maleic

anhydride-grafted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Dupont, E226).

- 방사선 조사 후 제조된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들의 열적·기계적 특성은 시차주사

열량계(DSC), 열중량분석기(TGA), 동적기계분석기(DMA), 열기계분석기(TMA),

만능시험분석기(UTM)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화학적 구조 변화는 적외선 분광

분석(FT-IR)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제조된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의 상용성

을 비교하기 위해 주사형 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의 겔화율(gel fraction)는 조사된 시료를 130 oC의

자일렌 용매에서 24 시간 추출하여 가교가 되지 않은 고분자를 제거한 후 80 oC의

진공오븐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추출 전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겔화율(%) = W2/W1 x 100

여기서, W1와 W2는 각각 추출 전과 후의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 필름의

무게를 나타낸다.

나.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의 가교도의 변화

- PLA/LLDPE-g-MAH 블랜드의 열적·기계적 특성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교구조

가 전자빔에 의해 형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겔화율(gel fraction)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바와 같이, 순수한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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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주어진 모든 조사량에서 가교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추출용매에 완전히 용

해되어 가교도를 산출할 수 없었다. 또한 PLA/LLDPE-g-MAH 블랜드 중 9:1의

조성에서도 순수한 PLA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모든 조사량에서 가교반응이 일어

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LLDPE-g-MAH 함량이 20 wt% 이상인

조성에서는 주어진 모든 조사량에서 가교 반응이 일어나 전자빔 조사량에 따라 증

가함을 보였고 5:5의 조성에서 PLA/LLDPE-g-MAH 블랜드의 가장 높은 겔화율

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에 의해 가교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LLDPE-g-MAH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PLA/LLDPE-g-MAH

블랜드에 전자빔에 의해 가교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그림 2.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LA/LLDPE-g-MAH

블랜드의 겔화율(gel fraction)의 변화.

다. 전자빔 조사에 따른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의 기계적 특성의 변화

- 그림 2는 순수한(pure) PLA와 다양한 조건하에서 조사된 PLA/LLDPE-g-MAH

블랜드들의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UTM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UTM를 이용한

인장특성분석에서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순수한(pure) PLA은 취성이

커서 특성을 분석할 수 없었다. 그림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사된 순수한

PLA들의 인장강도는 순수한 것(51.58 MPa)에 비해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함을 보였다. 인장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LLDPE-g-MAH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서 PLA/LLDPE-g-MAH 블랜드의 인장강도는 감소하였지만 순수한

PLA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강강도가 증가하

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LA의 연신

율은 인장강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소함을 보였고, 5:5의 조성을 제외한 모든 조

성의 PLA/LLDPE-g-MAH 블랜드들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지만 감소정도가 상

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5:5의 조성에서는 PLA/LLDPE-g-MAH 블랜드의 연신

율은 최대 68%정도 까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장특성의 변화는 방

사선에 의해 가교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LLDPE-g-MAH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PLA/LLDPE-g-MAH 블랜드에 전자빔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교반응이 일어나 사슬 네크워크가 형성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성

(toughness)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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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자빔 흡수선량(absorption dose)에 따른 PLA/LLDPE-g-MAH 블랜드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a)와 연신율(elongation-at-break)의 변화 (b).

그림 4. 열기계분석기(TMA)을 통해 얻어진 순수한(pure) PLA, 순수한(pure)

LLDPE-g-MAH, 전자빔 조사가 되지 않은 PLA/LLDPE-g-MAH(5:5) 블랜드,

그리고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조사된 PLA/LLDPE-g-MAH(5:5)

블랜드의 열변형율(deformation) 변화.

- 전자빔 조사에 PLA/LLDPE-g-MAH 블랜드의 열변형율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순수한(pure) PLA, 순수한(pure) LLDPE-g-MAH, 전자빔 조사가 되지 않은

PLA/LLDPE-g-MAH(5:5) 블랜드, 그리고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조사

된 PLA/LLDPE-g-MAH(5:5) 블랜드를 TM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냈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LA와 순수한

LLDPE-g-MAH 들은 각각 115 oC와 135 oC 근처에서 완전히 녹아내림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전자빔 조사하지 않은(0 kGy) 5:5의 조성을 갖는

PLA/LLDPE-g-MAH(5:5) 블랜드는 훨씬 높은 160 oC에서 27%의 열변형율을 보

였고 100 kGy의 조사된 PLA/LLDPE-g-MAH(5:5) 블랜드는 160 oC에서 14%의

열변형율을 보였다. 따라서 LLDPE-g-MAH의 첨가로 PLA의 열적변형에 대한 저

항성 향상되고 전자빔 조사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보다 열적 안정성이

보다 향상 된 것으로 사료된다.

라. 전자빔 조사에 따른 생분해성 고분자/범용 고분자 블랜드의 열적 특성, 화학적

구조, 및 계면특성

- 그림 5는 다양한 조건하에서 조사된 PLA/LLDPE-g-MAH 블랜드들의 DSC 열분

석도이다. 그림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순수한(pure) PLA의 경우에서는 결정화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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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Tc)와 녹는점(Tm)이 각각 112 oC와 148 oC에서 전형적인 열전이(thermal

transition)들이 존재하고 순수한(pure) LLDPE-g-MAH의 경우에서는 녹는점(Tm)

이 114 oC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하지 않은 7:3과 5:5 조성들의

PLA/LLDPE-g-MAH 블랜드들에서도 PLA와 LLDPE-g-MAH 성분들은 각각의

순수한 것과 비슷한 열전이를 보였지만 상이한점은 순수한 PLA에서 존재했던 Tc

가 블랜드 상에서는 LLDPE-g-MAH의 녹는점과 겹쳐서 나타나지 않음을 보였다.

이는 LLDPE-g-MAH가 녹으면서 PLA의 결정화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반해, 100 kGy의 조사된 7:3과 5:5 조성들의 PLA/LLDPE-g-MAH 블

랜드들에서는 PLA와 LLDPE-g-MAH 성분들의 Tm들이 조사하지 않는 것에 비

해 낮은 온도로 떨어졌고 LLDPE-g-MAH 성분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명

확해 짐을 보였다. 이러한 열전이의 변화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PLA/LLDPE-g-MAH 블랜드들에 가교구조가 형성되어 결정구조에 불규칙성이

커지게 되고 또한 가교도가 커짐에 따라 보다 불규칙성이 커지게 됨으로써 녹는점

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 다양한 전자빔 조사조건에서 조사된 PLA/LLDPE-g-MAH 블랜드들의

시차열량계(DSC) 열분석도(thermogram).

그림 6. 순수한(pure) PLA, 순수한(pure) LLDPE-g-MAH, 전자빔 조사가 되지

않은 PLA/LLDPE-g-MAH(5:5) 블랜드, 그리고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조사된 PLA/LLDPE-g-MAH(5:5) 블랜드의 TGA 곡선.

- 전자빔에 조사에 따른 PLA/LLDPE-g-MAH 블랜드(5:5)의 열분해온도(Td)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TG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시료의 총 중량이 5 wt% 가 감소하는 온도로부터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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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PLA와 순수한 LLDPE-g-MAH들의 Td는 각각 337
oC와 448 oC를 였고, 1

단계의 열분해곡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은(0 kGy)

PLA/LLDPE-g-MAH 블랜드(5:5)는 2 단계의 열분해곡선을 나타내었고 PLA 성

분의 Td는 순수한 PLA에 것과 비해 상승하여 349
oC를 보였고 LLDPE-g-MAH

성분의 Td도 또한 순수한 것에 비해 상승하여 458
oC를 나타내었고 100 kGy에서

전자빔 조사된 PLA/LLDPE-g-MAH 블랜드(5:5)도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열분해온도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열분해에 대해 저항성 큰

LLDPE-g-MAH가 PLA와 비교적 잘 혼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7. 순수한(pure) LLDPE-g-MAH (a), 순수한(pure) PLA (b), 전자빔 조사가

되지 않은 PLA/LLDPE-g-MAH(5:5) 블랜드 (c), 그리고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조사된 PLA/LLDPE-g-MAH(5:5) 블랜드의 FT-IR 스팩트럼 (d).

- 전자빔 조사에 따른 PLA/LLDPE-g-MAH 블랜드의 화학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순수한(pure) LLDPE-g-MAH, 순수한(pure) PLA, 전자빔 조사가 되지 않은

PLA/LLDPE-g-MAH(5:5) 블랜드, 그리고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조사

된 PLA/LLDPE-g-MAH(5:5) 블랜드를 FT-I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a)와 (b)에서 볼수 있듯이, 순수한 PLA의 경우, PLA

의 화학구조에 해당하는 CH2, C=O, C-O와 같은 특성 관능그룹들을 나타내는 피

크들이 각각 2985 cm-1, 1730 cm-1, 그리고 1180 cm-1와 1076 cm-1 부분에 존재함

을 확인하였고 순수한 LLDPE-g-MAH의 경우, CH2와 무수말레인산의 -C=O에

대한 피크가 각각 2901 cm-1와 2674 cm-1 그리고 1767 cm-1에 나타남을 확인하였

다. 또한, 그림 7(c)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PLA/LLDPE-g-MAH(5:5) 블랜드에서

도 동일한 피크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7(d)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전자빔의

조사된 PLA/LLDPE-g-MAH(5:5) 블랜드에서도 새로운 관능그룹 형성에 따른 피

크생성은 없었고 전자빔 조사전과 동일한 피크들이 존재하였다.

- 전자빔에 따른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의 상용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전자빔

을 조사하지 않은 것과 100 kGy에서의 전자빔을 조사 한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PLA/LLDPE-g-MAH 블랜드들을 SEM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a)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은

PLA/LLDPE-g-MAH 블랜드들의 경우 PLA가 연속 상으로 존재하고

LLDPE-g-MAH가 분산상으로 존재하였고, PLA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산

상인 PLA의 입자크기가 점점 커짐을 보였으며, 연속상과 분산상의 계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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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성이 좋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서, 그림 8(b)에서 볼 수 있듯이, 100

kGy에서 조사된 PLA/LLDPE-g-MAH 블랜드들의 경우, 전자빔 조사전과 비슷한

모폴로지를 보이지만, 연속상인 PLA와 분산상인 LLDPE-g-MAH 사이 계면의 혼

화성이 상당히 좋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자빔 조사를 통해서

PLA/LLDPE-g-MAH 블랜드의 상용성이 개선됨에 따라서 전자빔 조사전 보다

좋은 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8. 다양한 조성비를 갖는 PLA/LLDPE-g-MAH 블랜드들의 전자빔 조사 전

(a)과 100 kGy에서의 전자빔 조사 후의 파단면 SEM 사진(b).

마. 결론

- 생분해성 고분자(PLA)와 범용고분자(LLDPE-g-MAH)를 용융혼합을 통해 생분

해성 고분자 블랜드를 제조한 후, 제조된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드를 다양한 조건

하에서 방사선 조사를 하였고, 조사된 생분해성 블랜드들의 물성의 변화를 관찰하

였다.

- 순수한 PLA은 방사선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PLA/LLDPE-g-

MAH 블랜드는 8:2의 이상의 조성에서 가교구조가 형성되고,

PLA/LLDPE-g-MAH 블랜드의 5:5 조성에서 주어진 모든 전자빔 조사량에서 가

교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 20% 이상의 겔화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 방사선 조사에 따른 제조된 PLA/LLDPE-g-MAH 블랜드들의 열적 및 기계적 특

성들의 변화 분석결과, 5:5의 조성비를 갖는 PLA/LLDPE-g-MAH 블랜드들은

100 oC에서 열변형율은 50%이하를 나타내고 10 MPa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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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성에서 생분해성 고분

자(PCL, PBAT, PLA)를 나노충진제들과 용액혼합을 통해 생분해성 바이오복합

재료 필름 제조 한 후, 다양한 조건하에 전자빔 조사를 통해 제조된 바이오복합

재료에 가교구조를 도입하였음.

- 전자빔 가교된 바이오복합재료는 생분해성 고분자 종류, 배합비 및 전자빔 조

사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 ~ 80 %의 겔화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음.

. 100 kGy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의 겔화율:

PCL/POSS: 72%; PBAT/POSS: 55%; PLA/PEG-POSS: 70%

○ 전자빔 가교된 바이오복합재료의 전자빔 조사에 의한 열적·기계적 특성 및 생분

해도 분석 결과:

-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은 100 oC 이상의 온도에서 4 ~11 %의 낮

은 열변형율을 나타내고, 20 MPa 이상의 인장강도를 보이며 4 ~ 57%까지 인장

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생분해성

고분자

조성
TAIC

(phr)

전자빔

조사량

(kGy)

겔화

율

(%)

열변형율

(%)

인장강도

(MPa)
고분자

(wt%)

나노충진제

(wt%)

PCL/POSS

100 0 0 100 0 녹아내림 17

90 10 0 0 1 녹아내림 16.5

90 10 0 100 72 14@100oC 25.7 (34% 향상)

PBAT/POSS

100 0 0 100 0 녹아내림 11.6

90 10 0 0 0 녹아내림 8.7

90 10 0 100 55 4@130oC 18.2 (57% 향상)

PLA/PEG-POSS

100 0 0 100 0 녹아내림 42.9

85 15 3 0 0 녹아내림 32.5

85 15 3 100 70 26@165oC 44.5 (4% 향상)

- 생분해도 평가결과,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생분해도는 겔화율에

따라 생분해도가 감소하였지만 생분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순수한 PCL: 94% 중량감소(192시간, 효소분해반응)

. 가교된 PCL/POSS10(100 kGy): 6% 중량감소(192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LA: 22% 중량 감소(240시간, 효소분해반응)

. 가교된 PLA/PEG-POSS15_T3(100 kGy): 4% 중량감소(240시간, 효소분해반

응)

. 순수한 PBAT: 40% 중량 감소(6개월, 토양매립시험)

. 가교된 PBAT/POSS10(100kGy): 8% 중량 감소(6개월, 토양매립시험)

제3절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기술 개발

1. 방사선 이용 나노충진제 기반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 복합 재료 제조 기술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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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과 방사선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의 생분해도 시험(6개월) 후 사진>

가. 다양한 나노충진제를 이용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의 방사선 조사 및 분석

- 다양한 나노충진제를 이용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 필름의 제조 및 방사선 조

사는 그림 1과 표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행 하였다. 폴리카프로락톤(PCL)과 폴리

(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BAT)이용한 바이오복합재료

의 경우, 다양한 조성에서 나노충진제인 아크릴로 포스(acrylo-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Acrylo-POSS or POSS), MA0735, Hybrid Plastics)와

생분해성 고분자인 PCL 또는 PBAT를 클로로포름(chloroform) 용매에서 녹여 용

액혼합한 후, 각각의 제조된 균일한 용액을 깨끗한 유리판 위에 도포(casting)하여

4 시간 동안 건조를 통해 필름을 제조 하였다. 그 후, 잔류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40 oC 진공오븐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하여 약 150 μm 두께의 생분해성 고분자 필

름을 제조하였다. 폴리락타이드(PLA) 이용한 바이오복합재료의 경우, 다양한 조성

에서 PLA와 나노충진제인 폴리에틸렌글리콜 포스(polyethylene glycol-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PEG-POSS), PG1190, Hybrid Plastics)들을 가열혼합

기에 넣고 190 oC에서 60 rpm으로 10분간 혼합한 후 핫프레스를 이용하여 200 oC

에서 20 MPa의 압력을 통해 필름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필름들은 알루미니늄 파

우치에 넣고 질소로 충진한 다음 밀봉하여 전자빔 가속기(2 MeV, 1 mA)를 이용

하여 표 1에 나타낸 조건과 같이 조사하였다. 전자빔 조사 후, 잔류 라디칼들을 제

거하기 위해서 조사된 필름들을 45 oC 오븐에서 1 시간동안 열처리하였다.

그림 1. 배합제가 함유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 제조 및 전자빔 조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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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한 전자빔 조사 조건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

생분해

성

고분자

나노충진제

종류

조성
TAIC

가교제

(phr)

전자빔 조사 조건

에너지

(MeV)

조사량

(kGy)

전류밀도

(mA/cm2)
고분자

(wt%)

나노충진제

(wt%)

PCL/POSS PCL Acrylo-POSS

100 0 0

2 5 ~ 200 1

98 2 0

95 5 0

90 10 0

PBAT/POSS PBAT Acrylo-POSS

100 0 0

98 2 0

95 5 0

90 10 0

PLA/PEG-POS

S
PLA PEG-POSS

100 0 0

90 10 0

85 15 0

90 10 3

85 15 3

PCL: 폴리카프로락톤(poly(ε-caprolactone), Mw: 80,000, Aldrich).

PLA: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Nature Works 4032D).

PBAT: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poly(butylene adipate-co-tereph

thalate), Enpol G8060, 이래화학).

TAIC: 트리알릴 이소시아누레이트(trially isocyanurate, Aldich).

- 방사선 조사 후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열적·기계적 특성은 동적기계분석기

(DMA), 열기계분석기(TMA), 만능시험분석기(UTM)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화학적 구조 변화는 적외선 분광분석(FT-IR)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생분해성 고

분자 매트릭스내에 나노충진제들의 분산성은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EDX)가

장착된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통해 관찰하였다.

- 조사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들의 겔화율(gel fraction)는 조사된 시료를 클로

로포름 용매에서 24 시간 추출하여 가교가 되지 않은 고분자를 제거한 후 50 oC의

진공오븐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추출 전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

겔화율(%) = W2/W1 x 100

여기서, W1와 W2는 각각 추출 전과 후의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무게를

나타낸다.

- 조사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생분해성(biodegradability)는 효소분해시험,

가수분해시험 및 토양매립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 72 -

-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생분해성(biodegradability)는 효소분해시험, 가수분해

시험 및 토양매립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효소분해
효소분해시험은 리파아제 효소(Lipase enzymes) 와 프로테이나아제 효소

(Proteinase K Enzyme)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2 x 2 cm2의 생분해성 바이오복합

재료 필름을 100 μg/ml의 리파아제 효소들을 함유한 2 ml의 완충용액(pH=7.4) 혹

은 200 μg/ml 프로테이나아제 효소를 함유한 Tris-HCL 용액(pH=8.6)에 넣고 37
oC에서 침지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분해 거동을 측정하였다. 일정 시간이 경

과한 후, 증류수로 필름 표면의 분해효소 등을 제거하고 진공오븐에서 건조한 후 분

해시험 전 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생분해도를 산출하였으

며, 분해시험 전과 후의 분해된 형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생분해도(%) = (W1-W2)/W1 x 100

여기서, W1는 초기의 시편 무게이고 W2는 분해시험 후 생분해성 고분자 시편의 무

게이다.

⦁토양매립시험
3 x 3 cm2의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 필름들을 공기 활동이 원활하도록 구멍이 뚫

린 플라스틱 바구니에 들어있는 부산물 퇴비(축분 45%, 수피 20%, 팽연 왕겨 20%,

톱밥 10%, 곡물박 5%)에 지면으로부터 10 cm 깊이에 묻어두고 일정기간 간격으로

시편을 회수하여 증류수로 세척하고 진공오븐에서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

의 식을 이용하여 분해도를 산출하고 이와 더불어 사진촬영을 통해 분해정도를 평

가하였다.

생분해도(%) = (W1-W2)/W1 x 100

여기서, W1는 초기의 시편 무게이고 W2는 분해시험 후 생분해성 고분자 시편의 무

게이다.

나.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의 겔화율, 화학구조 및 모폴로지

(1)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겔화율, 화학구조 및 모폴로지

-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순수한 PCL와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들

의 겔화율 측정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CL

의 경우 50 kGy 이상의 흡수선량에서 가교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지만 2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조차도 34%의 낮은 겔화율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PCL/POSS2, PCL/POSS5 및 PCL/POSS10 바이오복합체들에서는 주어진 모든 흡

수선량들에서 가교구조가 형성되고 20 kGy의 흡수선량까지는 겔화율이 증가하다

그 이상의 흡수선량들에서는 더 이상의 증가함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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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은 POSS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고 이는 전자빔 가교 반응에 참

여할 수 있는 이중결합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는 다관능성 POSS 나노충진제가 바이오복합재료에 보다 용이하게 가교반응을 야

기 시킴을 의미한다.

- 이와 더불어,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에 전자빔 가교 반응이 일어남을 확인하

기 위해서 모델 바이오복합재료로 50wt%의 POSS를 함유한 PCL/POSS 바이오복

합재료를 제조하여 전자빔을 조사에 따른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화학구조

의 변화를 FT-IR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바

와 같이, 전자빔 조사 전 PCL/POSS50-0의 스펙트럼에서는 1720 cm-1에서 나타나

는 POSS의 C=O에 대한 흡수밴드가 PCL의 C=O에 의해 가려져 확인되지 않았지

만, POSS의 Si-O와 C=C에 해당하는 특성 밴드들이 각각 1106 cm-1과 1643 cm-1

에 존재하였다. 이에 반해, 전자빔 조사된 PCL/POSS50의 스펙트럼들에서는 1643

cm-1에 나타나는 이중결합(C=C)의 흡수세기(Intensity)가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고 SiO의 해당하는 밴드는 큰 변화 없이 존재 하였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서, POSS의 이중결합이 전자빔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

서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 내에 가교구조가 잘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에 따른 PCL/POSS의 겔화율(gel

fraction).

그림 3.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CL/POSS50들의 FT-IR

스팩트럼.

- 나노충진제인 POSS가 PCL 매트릭스에 잘 분산 되어 있는지 여부 및 방사선 조사

에 따른 모폴로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 kGy에서 조사된 것과 조사 되지 않

은 순수한 PCL과 PCL/POSS10 바이오복합재료들의 파단면을 EDX가 장착된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4와 5에 나타내었다.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 kGy 조사된 것과 조사 되지 않은 PCL/POSS 바이오복합재

료들은 나노충진제인 POSS의 뭉침(aggregation)으로 인한 상분리(phase

separation) 없이 순수한 PCL와 동일한 균일한 모폴로지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림 5의 EDX Si 원소 매핑 이미지에 볼 수 있듯이, 전자빔 조사와

는 상관없이 POSS의 구성원소인 Si가 PCL 매트릭스 내에 뭉침 없이 균일하게 분

산되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OSS가 PCL 매트릭스 내에 균일하게 분산

되어 존재하며 전자빔 조사에 의한 모폴로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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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순수한 PCL-0kGy (a),

PCL-200kGy (b), PCL/POSS10-0kGy

(c) 및 PCL/POSS10-200kGy (d)의

파단면들의 FE-SEM 사진.

그림 5. PCL/POSS10-0kGy (a)와

PCL/POSS10-200kGy(b)의 파단면들의

EDX Si 원소 매핑(mapping) 사진.

(2)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겔화율, 화학구조 및 모폴로지

- 그림 6는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순수한 PCL와 PCL/POSS 바이오복

합재료들의 겔화율 측정결과이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BAT의 경우

200 kGy 이상의 흡수선량에서도 17%의 낮은 겔화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전자빔 조사된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에서는 20 kGy의 흡수선량에

서도 18%이상의 겔화율을 나타내고 흡수선량과 POSS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61%까지 겔화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전자빔 흡수선량

과 POSS 함량의 증가는 바이오복합재료들내에 보다 용이하게 가교반응을 야기

시킴을 확인하였다.

그림 6.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에 따른 PBAT/POSS의 겔화율(gel

fraction) 변화.

그림 7.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PBAT/POSS50들의 FT-IR

스팩트럼.

- 이와 더불어,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에 전자빔 가교 반응이 일어남을 확인

하기 위해서 모델 바이오복합재료로 50wt%의 POSS를 함유한 PBAT/POSS 바이

오복합재료를 제조하여 전자빔을 조사에 따른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화학

구조의 변화를 FT-IR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

낸바와 같이, 전자빔 조사 전 PBAT/POSS50-0의 스펙트럼에서는 1720 cm-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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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POSS의 C=O와 Si-O에 대한 흡수밴드가 PBAT의 C=O과 C-O에 의해

가려져 확인되지 않았지만, POSS의 C=C에 해당하는 특성 밴드가 1643 cm-1에 존

재하였다. 이에 반해, 전자빔 조사된 PBAT/POSS50의 스펙트럼들에서는 1643

cm-1에 나타나는 이중결합(C=C)의 흡수세기(intensity)가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POSS의 이중결합이 전자빔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서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 내에 가교구

조가 잘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8. 순수한 PBAT-0kGy (a),

PBAT-200kGy (b), PBAT/POSS10-0kGy

(c) 및 PBAT/POSS10-200kGy (d)의

파단면들의 FE-SEM 사진.

그림 9. PBAT/POSS10-0kGy (a)와

PBAT/POSS10-200kGy(b)의

파단면들의 EDX Si 원소

매핑(mapping) 사진.

- PBAT 매트릭스 내에서 나노충진제인 POSS의 분산성 및 방사선 조사에 따른 모

폴로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 kGy에서 조사된 것과 조사 되지 않은 순수한

PBAT와 PBAT/POSS10 바이오복합재료들의 파단면을 EDX가 장착된 FE-SE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8와 9에 나타내었다. 그림 8에 나타낸 바

와 같이, 200 kGy 조사된 것과 조사 되지 않은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은

나노충진제인 POSS의 뭉침(aggregation)으로 인한 상분리(phase separation) 없

이 순수한 PBAT와 동일한 균일한 모폴로지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9

의 EDX Si 원소 매핑 이미지에 볼 수 있듯이, 전자빔 조사와는 상관없이 POSS의

구성원소인 Si가 PBAT 매트릭스 내에 뭉침 없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존재함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POSS가 PBAT 매트릭스 내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존재하며 전

자빔 조사에 의한 모폴로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PLA/PEG-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겔화율, 화학구조 및 모폴로지

- 그림 10은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3 phr의 TAIC(T3)를 함유하지 않

은 PLA/PEG-POSS 및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EG-POSS_T3 바이오

복합재료들의 겔화율 측정결과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3 phr의 TAIC(T3)

를 함유하지 않은 PLA/PEG-POSS10 및 PLA/PEG-POSS15 바이오복합재료들의

경우 순수한 PLA와 동일하게 주어진 모든 흡수선량들에서 가교가 일어나지 않았

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서,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EG-POSS_T3

바이오복합재료들은 주어진 모든 흡수선량들에서 가교반응이 일어나고 흡수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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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함에 따라 겔화율은 증가하여 최대 80%의 겔화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POSS의 함량이 증가에 따른 겔화율의 감소는 POSS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서 PLA 매트릭스의 함량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용매 추출 후 가교구조 형성으로

인해 남은 PLA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PLA/PEG-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경우 TAIC 존재 하에서 전자빔에 의

한 가교 반응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 이와 더불어, 전자빔 조사에 따른 3 phr의 TAIC(T3)를 함유하지 않은 PLA/

PEG-POSS15 및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EG-POSS_T3 바이오복합

재료들의 화학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3 phr의 TAIC(T3)를 의 함유하지 않

은 PLA/PEG-POSS15 및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EG-POSS15_T3들

을 200 kGy의 전자빔 조사 후 FT-IR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림 11에 나타낸바

와 같이, 3 phr의 TAIC를 함유하지 않은 PLA/PEG-POSS15의 경우에서는 1106

cm-1에서 나타나는 POSS의 SiO에 해당하는 밴드가 PLA의 C-O와 중첩되어 확

인되지는 않았지만 PEG-POSS의 CH2에 해당하는 밴드가 2890 cm
-1에 존재함을

확인 하였으며 200 kGy의 전자빔 조사 후에도 특성 밴드들에 변화는 확인되지 않

았다. 3 phr의 TAIC를 함유하지 않은 PLA/PEG-POSS15_T3의 경우에서는 3 phr

의 TAIC를 함유하지 않은 PLA/PEG-POSS15에서와는 달리 TAIC의 특성적인

C=O에 대한 밴드가 1690 cm-1에 존재함이 확인되었지만, PLA와 겹치지 않고

1640 cm-1에서 나타나는 TAIC의 이중결합(C=C)에 대한 밴드는 상대적으로

TAIC의 적은 함량과 해당피크의 세기가 작아 확인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적

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어진 흡수선량들에서는 전자빔에 의해 TAIC의 이중

결합(C=C)들이 거의 모두 활성화되어 가교반응에 참여하여 FT-IR 상에서는 알릴

이중결합에 대한 특성 피크가 사라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0.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에 따른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또는 함유하지 않은

PLA/PEG-POSS들의 겔화율(gel

fraction) 변화.

그림 11. 200 kGy의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조사된 순수한 PLA 및 3 phr의

TAIC(T3)를 함유 또는 함유하지 않은

PLA/PEG-POSS15들의 FT-IR 스팩트럼.

- PLA 매트릭스내에서 나노충진제인 PEG-POSS의 분산성 및 방사선 조사에 따른

모폴로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 kGy에서 조사된 것과 조사 되지 않은 순수

한 PLA와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OSS15_T3 바이오복합재료들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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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을 EDX가 장착된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8와 9에

나타내었다. 그림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 kGy 조사된 것과 조사 되지 않은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OSS15_T3 바이오복합재료들은 나노충진제인

POSS의 뭉침(aggregation)으로 인한 상분리(phase separation) 없이 순수한 PLA

와 유사한 모폴로지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13의 EDX Si 원소 매핑

이미지에 볼 수 있듯이, 전자빔 조사와는 상관없이 POSS의 구성원소인 Si가 PLA

매트릭스 내에 뭉침 없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OSS

가 PLA 매트릭스 내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존재하며 전자빔 조사에 의한 모폴로

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2. 순수한 PLA-0kGy (a),

PLA-200kGy (b), PLA/PEG-POSS15

_T3-0kGy (c) 및 PLA/PEG-POSS15

_T3-200kGy (d)의 파단면들의 FE-SEM

사진.

그림 13. PLA/PEG-POSS_T3-0kGy

(a)와 PLA/PEG-POSS_T3-200kGy

(b)의 파단면들의 EDX Si 원소

매핑(mapping) 사진.

다.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

(1)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

-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들에서 전자빔 가교된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인

장강도(tensile strength) 및 연신율(elongation-at-break)을 만능시험분석기

(UTM)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그림 1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PCL의 인장강도는 20 MPa를 나타내었고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5.5 MPa까지 감소하였다. 전자빔 조사를 하지 않은 PCL/POSS2,

PCL/POSS5, 및 PCL/POSS10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인장강도는 액상 POSS의 가

소제 효과로 인하여 POSS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순수한 PCL보다 다소 감소함

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전자빔 조사된 PCL/POSS2, PCL/POSS5, 및

PCL/POSS10들의 경우에서는 인장강도가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100

kGy까지는 증가하다 다시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인장강도는 POSS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들 중에서 100

kGy에서 전자빔 조사된 POSS10-100kGy가 가장높은 25.8 MPa의 인장강도를 나

타냄을 확인하였다. 그림 14(b)에 나타낸바와 같이, 순수한 PCL의 연신율은 전자

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전자빔 조사를 하지 않은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연신율은 액상 POSS의 가소제 효과로 인해 순수한 PC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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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향상됨을 보였지만 전자빔이 조사된 경우에서는 연신율이 전자

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장특성들

의 변화는 반결정성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무정형 영역(amorphous phase)

에서 전자빔 가교가 주로 일어남으로 인하여 100 kGy이하의 흡수선량들에서는 인

장강도가 증가하다 흡수선량이 보다 증가하면 무정형 영역의 가교밀도가 매우 커

지게 되어 취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14.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에 따른 PCL, PCL/POSS2,

PCL/POSS5 및 PCL/POSS10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a)와 연신율(elongation-at-break)의 변화 (b).

그림 15. 다양한 전자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CL(a)와 PCL/POSS2 (b),

PCL/POSS5 (c) 및 PCL/POSS10의 저장탄성율(E') (d).

-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들에서 전자빔 가교된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점

탄성적 특성들을 DM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5와 16에 나타내

었다. 그림 15(a)에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CL 경우에서는 저장 탄성율(E')이 급격

히 감소하는 온도가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높은 온도로 이동함을 확

인 하였다. 이에 반해서, 그림 15(b)-(d)에 나타낸바와 같이, PCL/POSS2,

PCL/POSS5 및 PCL/POSS10 바이오복합재료들의 경우에서는 저장 탄성율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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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녹는점에서부터 90 oC까지 점진적 감소함을 보였고,

특히 100kGy에서 조사된 바이오복합재료들이 가장 낮은 점진적 감소를 보임을 확

인하였다. 또한 바이오복합재료들 중에서 PCL/POSS10이 PCL/POSS2와

PCL/POSS5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점진적 감소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다

양한 전자빔 흡수선량들에서 전자빔 가교된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tan

δ 곡선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PCL들의 경우에서는 PCL의

유리전이온도(Tg)를 나타내는 tan δ 곡선의 피크 온도가 약간 상승하여 200 kGy

의 흡수선량에서는 -37.1 oC를 나타내었다(그림 16(a)). 반면에, PCL/POSS2,

PCL/POSS5 및 PCL/POSS10들에서는 tan δ 피크점의 온도가 전자빔 흡수선량 및

POSS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증가함을 확인 하였고, 특히200 kGy에서 조사

된 PCL/POSS10-200가 -30.6 oC의 가장 높은 유리전이온도(Tg)를 나타냄을 또한

확인 하였다. 따라서 보다 많은 다관능성 POSS 나노충진제 존재 하에서 바이오복

합재료들에 전자빔에 의한 가교 네크워크 구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됨으로 인

해서 열저항성이 향상되고 Tg가 상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6. 다양한 전자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CL(a)와 PCL/POSS2 (b),

PCL/POSS5 (c) 및 PCL/POSS10의 Tan δ (d).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열변형율(deformation)의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한 PCL,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처리된 PCL 및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열기계분석기(TMA)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CL과

PCL-100kGy의 경우, 70 oC의 PCL 녹는점 근처에서 급격한 열변형에 의한 파괴

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동일 조건에서 전자빔 가교된 PCL/POSS들 중에

PCL/POSS2-100kGy와 PCL/POSS5-100kGy는 보다 높은 75 oC에서 급격한 열변

형이 일어나 파괴되었지만, PCL/POSS10-100 kGy는 비슷한 75oC 근처에서 열변

형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최대 14.5%의 열변형율을 나타내며 100 oC까지 파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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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열안전성의 향상은 PCL/POSS 바이오복

합재료들에서 POSS 나노충진제 존재 하에서 전자빔에 전자빔 조사에 의해 보다

많은 3차원 가교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17. 열기계분석기(TMA)을 통해 얻어진 PCL, 100 kGy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 처리된 PCL 및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된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열변형율(deformation) 변화.

(2)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

그림 18.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에 따른 PBAT, PBAT/POSS2,

PBAT/POSS5 및 PBAT/POSS10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a)와 연신율(elongation-at-break)의 변화 (b).

-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들에서 전자빔 가교된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및 연신율(elongation-at-break)을 만능시험분석기

(UTM)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그림 18(a)에 나타낸

바와 같이, PBAT의 인장강도는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4.6 MPa까

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전자빔 조사를 하지 않은 PBAT/POSS 바이

오복합재료들의 인장강도는 액상 POSS의 가소제 효과로 인하여 POSS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서 PBAT보다 다소 감소함을 나타내었지만 전자빔 가교된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인장강도는 전자빔 흡수선량과 POSS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증가하여 20.7 MPa까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균일하게

혼합된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내에 전자빔 조사에 의해 가교 네트워크

구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그림 18(b)에 나타

낸바와 같이 조사되지 않은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연신율은 액상

POSS에 의한 PBAT의 연성이 보다 증가하여 감소하였고 전자빔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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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연신율은 보다 전자빔 흡수선량과 POSS 함량

의 증가에 따라 보다 감소하여 113%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

빔 흡수선량과 POSS 함량의 증가에 따라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가교

밀도가 보다 증가하여 연신 될 수 있는 사슬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그림 19. 다양한 전자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BAT (a)와 PBAT/POSS2 (b),

PBAT/POSS5 (c) 및 PBAT/POSS10의 저장탄성율(E') (d).

그림 20. 다양한 전자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BAT (a)와 PBAT/POSS2 (b),

PBAT/POSS5 (c) 및 PBAT/POSS10의 Tan δ (d).

- 그림 19와 20은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들에서 전자빔 가교된 PBAT/POSS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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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합재료들의 DMA분석결과들이다. 그림 19(a)에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BAT

경우에서는 저장 탄성율(E')이 급격히 감소하는 온도가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

에 따라서 높은 온도로 이동함을 확인 하였다. 그림 19(b)와 (c)에 나타낸바와 같

이, PBAT/POSS2와 PCL/POSS5 바이오복합재료들의 경우에서는 저장 탄성율

(E')이 급격히 감소하는 온도가 전자빔 흡수선량과 POSS 함량의 증가에 따라

PBAT의 경우 보다 높은 온도로 이동해 감을 확인하였다. 그림 19(d)에 나타낸바

와 같이, PCL/POSS10의 경우 PBAT/POSS2와 PBAT/POSS5의 경우들과 50

kGy의 흡수선량까지는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었지만, 그이상의 전자빔 흡수선량

에서는 저장탄성율이 녹는점에서부터 180 oC까지 점진적 감소함을 보임을 확인하

였다. 또한, 그림 19(a)-(d)에 볼 수 있듯이, 비록 전자빔 조사하지 않은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유리전이온도(Tg)가 액상 POSS의 함량에 따라

다소 PBAT에서 보다 낮아짐을 보였지만, 전자빔 가교된 PBAT/POSS 바이오복

합재료들의 유리전이온도(Tg)를 나타내는 tan δ 곡선의 피크 온도들은 전자빔 흡

수선량과 POSS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9.9 oC까지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PBAT/POSS 내에 전자빔에 의한 가교구조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되어 사슬의 유

동성과 자유부피를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21. 열기계분석기(TMA)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처리된 PBAT (a)와 PBAT/POSS2 (b), PBAT/POSS5 (c) 및

PBAT/POSS10의 열변형율(deformation) 변화 (d).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열변형율(deformation) 변

화를 TM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21에 나타내었다. 그림 21(a)에 나타

낸 바와 같이, PBAT의 경우 130 oC의 녹는점 근처에서 급격한 열변형에 의한 파

괴되고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열변형에 의한 파괴되는 온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1(b)-(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빔 조사하지 않은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경우 액상 POSS의 가소제 효과 때문에 POSS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120oC 까지 급격한 열변형에 의한 파괴되는 온도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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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전자빔 가교된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들의 경우

에서는 전자빔 흡수선량과 POSS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PBAT 보다 높은 온도에

서 급격한 열변형에 의한 파괴가 절단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자빔 가교

된 PBAT/POSS10의 경우, 100 kGy 이상의 전자빔 흡수선량에서는 140 oC 근처

에서 열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최대 14.5%의 열변형율을 나타내며 200 oC까지

파괴없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상기 DMA의 결과들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전자빔 POSS 나노충진제와 PBAT 매트릭스 사이에 가교 네트워크 구조

의 형성이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열안전성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3) PLA/PEG-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

그림 22.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에 따른 PLA, PLA/PEG-POSS10,

PLA/PEG-POSS15,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EG-POSS10_T3 및

PLA/PEG-POSS15_T3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a)와

연신율(elongation-at-break)의 변화 (b).

-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들에서 전자빔 조사된 PLA, PLA/PEG-POSS10, PLA/

PEG-POSS15,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EG-POSS10_T3 및

PLA/PEG-POSS15_T3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및 연신

율(elongation-at-break)을 만능시험분석기(UTM)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그림 22(a)와 (b)에 나타낸바와 같이, PLA의 인장강도는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22.5 MPa까지 감소하였고 연신율은 PLA이

연신율이 매우 낮은 취성이 강한 소재로 10% 이하였고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

에 따라 4%까지 또한 보다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3 phr의 TAIC(T3)를 함유하지

않은 PLA/PEG-POSS10와 15는 액상 PEG-POSS의 가소제 효과로 인하여 POSS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는 최대 29 MPa까지 감소하였지만 연신율의 경우

PLA/PEG-POSS10는 약간 향상하였지만 PLA/PEG-POSS15는 323%까지 향상되

었다. 전자빔이 조사된 PLA/PEG-POSS10의 인장강도는 PLA와 동일하게 전자빔

흡수선량에 따라 감소하였고 PLA/PEG-POSS15에서는 전자빔 흡수선량에 따른

인강강도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연신율은 PLA/PEG-POSS10과

PLA/PEG-POSS15 모두 전자빔 흡수선량 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

에 반해,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EG-POSS10_T3과

PLA/PEG-POSS15_T5의 인장강도는 전자빔 흡수선량의 증가함에 따라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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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증가하다 이후 다소 감소함을 보였지만 3 phr의 TAIC를 함유하지 않은 경우

들에 비해 동일 흡수선량들에서 훨씬 높은 인장강도를 보였으며,

PLA/PEG-POSS10_T3가 PLA/PEG-POSS15_T5에 비해 주어진 모든 전자빔 조

사량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장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PLA/PEG-POSS10_T3와 PLA/PEG-POSS15_T3의 연신율은 3 phr의 TAIC(T3)

를 함유하지 않은 PLA/PEG-POSS10_T3와 PLA/PEG-POSS15_T33 모두 동일하

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바이오복합재료들 중에서 100 kGy에 전자빔 가

교된 PLA/PEG-POSS15_T3는 일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비슷

한 인장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물성 향상들은 PEG-POSS

의 가소제 효과와 TAIC 존재하 전자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가교구조 때문으로 사

료된다.

그림 23. 다양한 전자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LA (a)와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EG-POSS15_T3 바이오복합재료의 저장탄성율(E') (b).

그림 24. 다양한 전자빔 조사량에서 처리된 PBAT (a)와 PLA (a)와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EG-POSS15_T3 바이오복합재료의 Tan δ (d).

- 다양한 PLA/PEG-POSS 바이오복합재료들 중에서 다양한 흡수선량들에서 전자빔

가교에 의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장특성을 나타내는 PLA/PEG-POSS15_T3 바

이오복합재료들의 점탄성적 특성들을 DM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들을

그림 23와 24에 나타내었다. 그림 23(a)에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LA 경우에서는

저장 탄성율(E')이 급격히 감소하는 온도가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서서히 낮은 온도로 이동함을 확인 하였다. 그림 2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PLA/PEG-POSS15_T3의 저장 탄성율(E')이 급격한변화가 시작되는 온도가 전자

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온도로 이동하였지만 저장 탄성율이 감소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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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간이 전자빔 조사량에 따라 보다 넓어져 50 kGy 이상의 흡수선량들에서는

PLA의 녹는점을 훨씬 지나 190 oC까지 저장 탄성율이 감소가 이루어짐을 확인하

였다. 또한, 그림 24(a)와 (b)에 볼 수 있듯이, PLA들의 경우 유리전이온도(Tg)에

를 나타내는 tan δ 곡선의 피크 온도가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75 oC

까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전자빔 가교된 PLA/PEG-POSS15_T3 바이오복합재

료들의 경우 PLA에 비해 주어진 모든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낮은 유리전이온도

(Tg) 보였지만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리전이온도가 상승하는 경향

성을 보였다. 이는 액상의 PEG-POSS으로 인해 PLA가 보다 유연하게 되어 전자

빔에 의한 가교구조가 도입되더라도 유연성이 유지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25. 열기계분석기(TMA)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에서 처리된

PLA (a)와 3 phr의 TAIC(T3)를 함유한 PLA/PEG-POSS15_T3

바이오복합재료의 열변형율(deformation) 변화 (d).

- 다양한 PLA/PEG-POSS 바이오복합재료들 중에서 다양한 흡수선량들에서 전자빔

가교에 의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장특성을 나타내는 PLA/PEG-POSS15_T3 바

이오복합재료들의 열변형율(deformation) 변화를 TM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25에 나타내었다. 그림 2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PLA의 경우 167 oC

의 녹는점 근처에서 급격한 열변형에 의한 파괴되고 전자빔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열변형에 의한 파괴되는 온도가 점점 낮은 온도로 이동해 감을 확인

하였다. 그림 2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자빔 가교된 PLA/PEG-POSS15_T3들

의 경우에서 주어진 PLA에 비해 주어진 모든 전자빔 흡수선량들에서 액상

PEG-POSS의 가소제 효과 때문에 급격한 열변형 시작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

지만 100 kGy이상에서 전자빔 가교된 PLA/PEG-POSS15_T3들은 최대 35% 이하

의 열변형율을 보이며 파괴 없이 PLA의 녹는점을 지나 190 oC 까지 유지됨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PLA에 PEG-POSS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유연

성이 확보되어 열변형 시작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가교구조의 도입으로

인해 열안전성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LA의 문제점인

취성을 해결하기 위해 PEG-POSS를 도입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가교구조 도입

을 통해서 열적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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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의 생분해성

(1)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생분해성

- 전자빔 가교에 따른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생분해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

해 다양한 POSS 함량과 다양한 조사량에서 가교된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효소분해시험을 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PCL 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 20%의 비교적 큰 무게감소 차이를 보

였다. 하지만 POSS가 함유된 복합재료는 그 함량에 따라 효소분해에 의한 무게감

소율이 점차 감소함을 보였고 같은 POSS 함량을 갖는 재료의 효소분해에서는 조

사되지 않은 재료와 조사된 복합재료의 무게 감소에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POSS를 함유하는 복합재료에서는 조사량별(20 kGy ~ 200 kGy) 무게감소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POSS 존재 하에서 전자빔 조사에 의한

PCL에 많은 가교구조가 형성되고 POSS 함량 및 전자빔 조사 여부에 따라 가교구

조 형성 정도가 변화하면서 효소분해에 의한 분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26. 효소분해반응 시간에 따른 다양한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에서 조사된 PCL과 PCL/POSS2, PCL/POSS5 및 PCL/POSS10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중량손실(weight loss).

그림 27. 효소분해반응 시간에 따른 가교 전 PCL (a)과 가교 후

PCL/POSS10-100kGy 바이오복합재료의 8일 경과 후 현미경 사진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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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인 생분해도 평가 방법과 더불어, POSS 존재 하에서 조사되어 가교된 PCL

필름의 효소분해시험 전과 8일 경과후의 시간별 형태학적 변화를 광학현미경을 통

해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효소분해

시험 전에는 모든 시편들은 동일한 고른 표면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효소분해시험

8일 동안, 가교 되지 않은 시편의 경우 급격한 균열을 보이면서 결국 원래의 형태

를 거의 잃었으나 가교된 시편은 같은 시간의 효소와의 반응에도 거의 균열이 관

찰되지 않아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서 그

림 26에 언급한 바와 같이, PCL/POSS 바이오복합재료에 많은 가교구조가 형성되

어 효소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게 됨으로서 보다 안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2)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생분해성

그림 28. 토양매립시험 후의 다양한

조사량에 따른 순수 PBAT 와

PBAT/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중량 변화.

그림 29. 다양한 조사량에 따른 PBAT (a)

와 PBAT/POSS10 (b)의 토양매립시험

6개월경과 후 필름 사진들.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효소들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좋아 효소분해실험을 통한 생

분해도 측정을 할 수 없는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co-테레프탈레이트) 공중합체

(PBAT) 및 POSS를 함유하는 복합재료의 경우 방사선 조사된 생분해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 약 6개월간의 토양매립시험을 통해 전자빔 가교에 따른 PBAT/POSS

복합재료의 생분해성 변화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다양한 조사량에서 전자빔 조사된 POSS를 함유한 PBAT 복합재료의 생분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토양매립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8에 나타내었다. 그림

2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POSS를 함유하는 PBAT 복합재료의 경우 일반 PBAT

필름보다 모든 흡수선량에서 현저히 낮은 무게 감소를 보였다. 또 POSS를 함유하

는 PBAT의 경우 20 kGy 의 흡수선량에서도 20% 정도의 급격한 무게감소를 보인

이후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중량변화의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조사된 POSS를 함유하는 PBAT의 경우 가교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서 토양매립환경에서의 분해속도가 조사되지 않은 재료에 비해 현저히 낮고 흡수

선량에 증가함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으나 가교율이 증가함으로써 생분해

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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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6개월간의 토양매립시험에 따른 다양한 조사량에서 전자빔 조사된

POSS를 함유한 PBAT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9에 나타

내었다. 분해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되지 않은 시편은 POSS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의 토양매립 후 많은 구멍과 균열이 보이는 등 상당히 많이 분해된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POSS를 함유하는 PBAT는 전자선이 조사된 경우 순수

PBAT에 비하여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형태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서 그림 2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OSS를 함유한

PBAT는 낮은 흡수선량의 전자빔 조사에도 많은 가교구조가 형성되어 토양매립

환경에서의 생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게 됨으로서 일반 PBAT보다 안정하고

견고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TAIC 존재 하에서 PLA/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생분해성

그림 30. 효소분해반응 시간에 따른 전자빔 흡수선량(absorbed dose)에서 조사된

PLA (a)과 PLA/PEG-POSS (b) 및 TAIC를 함유하는 PLA/PEG-POSS (c)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중량손실(weight loss).

그림 31. 효소분해반응 시간에 따른 가교 전 PLA (a)과 가교 후

PLA/PEG-POSS_T3-100kGy 바이오복합재료의 10일 경과 후 현미경 사진들(b).

- 다양한 흡수선량에서 3 phr의 TAIC 존재 하에서 가교된 PLA/PEG-POSS 필름의

생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토양매립시험과 효소분해실험을 동시에 진행하였으

나 토양매립시험의 경우 약 12개월간의 매립환경에서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

아, PLA 분해에 적합한 분해효소(Proteinase K enzyme)를 이용하여 효소분해실

험을 통해 전자빔 가교에 따른 PLA의 생분해성 변화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89 -

- 전자선 조사에 의해 가교된 3 phr의 TAIC를 함유한 PLA/PEG-POSS 바이오복합

재료들의 생분해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효소분해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를 그림 30 에 나타내었다. 그림 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 PLA 의 경우 전자

빔이 조사됨에 따라 생분해도에 특이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PLA/PEG-POSS

바이오 복합재료들의 경우 같은 흡수선량에서 TAIC를 함유하는 재료가 함유하지

않는 재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무게감소를 보였다. 또 TAIC를 함유하는 바이오복

합재료의 경우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50 kGy 이상에서 5% 이하의 현저히 낮

은 무게감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된 TAIC를 함유하는

PLA/POSS 바이오복합재료의 효소분해속도가 조사되지 않은 것에 비해 현저히

낮고, 흡수선량에 의존적임을 의미하며 PEG-POSS의 존재 여부가 생분해도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으나 TAIC의 존재 여부는 PLA/PEG-POSS 바이오

복합재료의 생분해도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분해도의

차이는 PLA/PEG-POSS 복합재료 만으로는 전자선 조사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

되지 않지만 TAIC 존재 하에서의 PLA/PEG-POSS 바이오복합재료는 전자선 조

사에 의해 가교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효소분해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 정량적인 방법과 더불어, 가교전 PLA 와 가교 후 PLA/PEG-POSS 바이오복합재

료의 효소분해시험 후의 형태학적 변화를 시간별로 관찰하였다. 효소시험분석 10

일 경과 후의 형태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교 여부에 상관없이 효소분해 전에는 모든 시편들이 고

른 표면을 보이지만 효소분해시험 10일 경과 후에는 시간에 따라 조사되지 않은

PLA는 표면에 주름 형태의 균열이 생기면서 급속히 분해됨을 보였으나 TAIC를

함유한 PLA/PEGPPOSS 바이오복합재료는 표면이 약간 거칠게 되는 변화 외에

는 균열이나 구멍이 없는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AIC를 함유한 PLA/PEG-POSS 바이오복합재료는 전자선에

의해 효과적으로 가교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효소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 결론

-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성에서 생분해성 고분자(PCL,

PBAT, PLA)를 나노충진제들과 용액혼합을 통해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 필름

제조 한 후, 다양한 조건하에 전자빔 조사를 통해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에 성공

적으로 가교구조를 도입하였다.

- 전자빔 가교된 바이오복합재료의 전자빔 조사에 의한 열적·기계적 특성 및 생분해

도 분석 결과:

.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은 100 oC 이상의 온도에서 4 ~11 %의 낮은

열변형율을 나타내고, 20 MPa 이상의 인장강도를 보이며 4 ~ 57%까지 인장강도

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생분해도 평가결과,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생분해도는 겔화율에

따라 생분해도가 감소하였지만 생분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90 -

[요약]

○ 본 연구는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분해성 고분

자(PLA)에 다관능성 모노머(triallyl isocyanurate: TAIC)를 첨가 한 후, 다양한

조건으로 방사선 조사가 되어있는 kenaf 천연섬유를 이용하여 PLA/kenaf 바이

오복합재료를 제조하고, 제조된 복합재료에 다양한 흡수선량 조건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방사선조사 조건이 바이오복합재료의 기계적, 열적, 수분흡수성 등 여

러 가지 물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

- 복합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매트릭스인 PLA의 가교시키기 위한 가교제로

TAIC를 사용하였으며,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kenaf 섬유함량은 중량

비 30 wt%로 고정하여 제조함.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특성분석

- 전자빔 조사를 하지 않은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는 PLA보다 높은 수분흡

수율을 나타내지만, 전자빔이 조사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전자빔조사에 따른 특성분석: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전에 kenaf 섬유를 30 kGy의 전자빔세기로

전처리하고,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에 50 kGy의 전자빔을 조사했을 때 5.56

GPa로 가장 높은 바이오복합재료의 저장탄성률(저장탄성률 2.7 GPa 이상으

로 제시한 목표값 달성)을 나타냈다.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은 바이오복합재

료에 비해 저장탄성률이 5 ~ 11% 증가하고, tan δ 온도는 7 ~10℃ 증가함.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전에 kenaf 섬유를 10 kGy의 전자빔세기로

전처리하고,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에 10 kGy의 전자빔을 조사했을 때 가장

낮은 열팽창을 나타내며, 전자빔 조사를 하지 않은 바이오복합재료에 비해 80

~ 90℃에서 열팽창 14% 감소함(열팽창계수 10% 감소 목표 달성).

고분자 종류 분해방식 분해기간 비고

범용올레핀고분자

(PE, PP 등)
토양매립 10 ~ 300년

* U.S. National Park

service

폴리아미드

(나일론 등)
토양매립 30 ~ 600년

방향족 폴리에스터

(PET, PC 등)
토양매립 450년 이상

순수한 PBAT 토양매립 1.5년

*생분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였음.

가교된 PBAT/POSS 토양매립 6.2년

순수한 PCL 효소분해 55일
가교된 PCL/POSS 효소분해 5.4년

순수한 PCL 토양매립 180일
가교된 PCL 토양매립 1.8년

순수한 PLA 효소분해 119일
가교된 

PLA/PEG-POSS
효소분해 294일

2. 방사선 이용 천연섬유 기반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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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변형온도는 바이오복합재료에 30 kGy의 전

자빔을 조사 했을 때 121.7℃에서 나타남.(열변형온도 70℃ 이상으로 제시한

목표값 달성) 전자빔 조사를 하지 않은 바이오복합재료에 비해 전자빔조사를

했을 경우 최대 18.9℃ 상승함.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충격강도는 kenaf에 5 kGy의 전자빔세기로 전

처리하고, 바이오복합재료에 10 kGy의 전자빔을 조사했을 때 124 J/m로 가장

높은 바이오복합재료의 충격강도를 나타냄(충격강도 120 MPa 이상으로 제시

한 목표값 달성).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굴곡특성은 kenaf에 5 kGy의 전자빔세기로 전처

리하고, 바이오복합재료에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았을 때 94 MPa의 굴곡강도와

6.50 GPa의 굴곡탄성률을 가짐(굴곡강도 90 MPa 이상, 굴곡탄성률 3 GPa

이상으로 제시한 목표값 달성).

30 wt% 천연섬유 함유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 전자빔

조사선량
(kGy)

충격강도
(J/m)

굴곡강도
(MPa)

굴곡탄성률
(GPa)

생분해성
고분자

천연섬유의
전자빔 전처리
선량 (kGy)

PLA

0

0

101.29 76.49 4.07

5 119.44 93.98 6.50

10 109.70 93.98 6.17

30 97.38 89.61 6.04

PLA

0

10

109.03 92.32 4.35

5 123.95 93.99 6.33

10 105.45 90.94 6.18

30 94.91 87.05 6.03

PLA

0

50

91.99 71.01 4.91

5 97.15 93.70 6.40

10 100.77 88.83 6.18

30 88.41 86.45 6.05

PLA

0

100

89.79 67.71 4.50

5 95.95 89.16 5.59

10 92.81 87.84 5.71

30 86.38 86.09 5.72

가.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의 방사선 조사 및 분석

- 본 연구에 사용된 poly(lactic acid)(PLA)는 용융온도 155℃, 유리전이온도 55℃,

밀도는 1.24인 NatureWorks사의 2003D등급을 펠렛(pellet) 상태로 공급받아 사용

하였다. 전자빔조사에 의해 PLA를 가교시키기 위해 사용한 다관능성 단량체인

trially isocyanurate(TAIC)는 분자량 249, 어는점 24℃, 끓는점 140℃, 밀도 1.16,

순도 96% 이상인 TCI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방글라데시에서 재배되어

공급된 마섬유의 일종으로서 양마로 불리어지는 kenaf 섬유를 (주)한우리섬유로부

터 다발형태로 공급받아 분쇄기(만평분쇄기, Model: KM105HK1)를 이용하여 평

균길이가 약 5 mm(±2 mm)로 chopping하여 사용하였다.

- PLA와 TAIC를 컴파운딩하여 펠렛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각 스크류



- 92 -

(screw) 지름이 30 mm, L/D가 42인 modular intermeshing co-rotating 방식의 이

축압출기(twin-screw extruder)를 사용하였다. 공급받은 PLA 펠렛은 압출공정 전

에 발생할 수 있는 가수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이상 동안 45℃의 오븐에

서 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액체 상태인 TAIC 4wt.%(PLA 대비)를 PLA와 함께 지

퍼백에 넣은 후 흔들어주면서 균일하게 혼합한 후, TAIC의 어는점 보다 낮은 -1

8℃에서 3시간 동안 PLA/TAIC 혼합물을 유지시켜 PLA 펠렛을 둘러싸고 있는

TAIC가 고화되도록 하였다. 이는 압출공정 시 TAIC가 PLA에 균일하게 분포되

어 있는 PLA/TAIC 혼합물이 일정하게 압출기의 호퍼(hopper)에 투입되고 컴파

운딩도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wt%의 TAIC를 사용한 이유

는 TAIC의 끓는점이 가공온도인 180℃보다 낮은 140℃이기 때문에 과량을 넣어

궁극적으로는 PLA 대비 TAIC의 함량비를 약 3 wt%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스크

류 조합은 3개의 배합용 블록(kneading disc block)을 넣어 수지의 용융과 혼합의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압출에 사용된 압출기 배럴(barrel)의 영역별 온도는 Table

1에 나타난 조건과 같이 사용하였으며, 스크류 스피드는 100 rpm, 피더(feeder)는

5.8 kg/h로 하여 압출하였다. 압출기 die를 빠져나온 수지 압출물(extrudate)은 물

을 이용하여 냉각을 하였으며, 이후 펠렛타이저(pelletizer)를 이용하여 펠렛 형태

로 절단되었다. 제조된 모든 펠렛은 45℃ 오븐에서 24 시간 이상 건조하여 사용하

였다.

그림 1. PLA/TAIC 펠렛 제조를 위한 이축압출공정의 모식도.

표 1. PLA와 TAIC 컴파운딩을 위한 압출기 배럴구간별 온도 조건

Hopper Zone 1 Zone 2 Zone 3 Zone 4 Zone 5 Zone 6 Zone 7 Die

110℃ 130 ℃ 140℃ 160℃ 160℃ 170℃ 180℃ 180℃ 180℃

- 압출공정으로 얻어진 PLA 펠렛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은 조건으로

hot-press를 사용하여 다량의 PLA 및 PLA/TAIC 필름을 제조하였다. 압축공정

(compression molding) 과정 중 debulking 작업을 1000 psi로 3회 반복 실시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기포가 없는 필름을 제조할 수 있었다. 얻어진 각 필름의 평균두

께는 약 25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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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LA 및 PLA/TAIC 필름의 압축성형 제조공정 모식도.

- PLA/TAIC를 컴파운딩한 펠렛과 kenaf 섬유로 이루어진 PLA/kenaf 바이오복합

재료를 제조하였다. 바이오복합재료에 포함된 kenaf의 섬유함량은 30 wt%로 고정

하여 압축성형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압축성형은 그

림 3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100 mm x 150 mm 크기의 스테인레스스틸 금형에

TAIC가 포함된 PLA 펠렛과 chopped kenaf 섬유가 균일하게 혼합된 몰딩컴파운

드를 넣고 금형의 뚜껑을 닫고 hot-press에 올려놓은 다음 그림 4와 같은 온도, 시

간 및 압력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3. Film stacking 방법에 의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압축성형 제조공정

모식도.

그림 4.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압축성형 공정 시간, 온도 및 압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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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빔조사는 EB Tech사(대전)의 상업용 규모인 ELV-8을 이용하였으며, 그림 5

에 보여주는 장치를 사용하여 2.5 MeV, 9.8 mA 조건하에서 여러 가지 전자빔흡수

선량(0~100 kGy)을 변화시켜가며 전자빔을 상온에서 조사하였다. 이때 전자빔이

조사될 시료가 있는 카트(cart)가 놓여 있는 cart conveyor의 속도는 10 m/min로

일정하였다. 전자빔 조사세기는 cart conveyor가 통과되는 전자빔 channel을 회전

하는 횟수, 즉 시료가 전자빔에 노출된 시간에 따라 제어되었다. 전자빔조사가 완

료된 후 시료에 잔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라디칼(radical)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

자빔이 조사된 각 시료를 45℃의 오븐에 넣어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kenaf 섬유

의 경우 전자빔조사 전 45℃의 오븐에서 48시간 이상 건조한 후, 전자빔조사를 위

해 500 mm x 500 mm 크기의 폴리에틸렌 지퍼백에 chop 형태의 kenaf 섬유를 무

질서하게 넣고, 가능한 한 지퍼백 내에서 섬유들을 평평하고 고르게 분포시킨 다

음, 지퍼백을 밀봉하여 준비하였다. 지퍼백 내 kenaf 섬유 층의 두께는 전자빔이

kenaf 섬유의 전체 표면과 두께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약 2-3 mm가 되도록

하였다. Cart 위에 kenaf 섬유가 들어있는 지퍼백을 올려놓고 스캔 속도를 10

m/min로 하여, 상온 공기 중에서 조사공정을 수행하였다. 전자빔에너지 1.5 MeV,

전자빔전류 3.65 mA에서 전자빔 1회 조사 시 kenaf 섬유의 흡수선량은 5 kGy이

었다. 전자빔조사 횟수를 변화시켜가며 각각 5, 10, 그리고 30 kGy의 흡수선량을

kenaf 섬유에 균일하게 조사하였다.

그림 5. Kenaf 섬유의 전처리와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에 사용된 전자빔조사

장치 모식도.

-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복합재료의 물성을 평가하였다.

⦁동역학적 기계적 특성 분석
전자빔이 조사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를 TA Instruments사의 동역학적 열

분석기(dynamic mechanical analyzer: DMA Q800)를 사용하여 각 시편의 동역학적

열적 특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크기는 두께 2.5

mm, 너비 12 mm, 길이 60 mm였다. 측정온도는 30℃-110℃, 승온속도는 2℃/min,

진폭(amplitude)은 0.1 mm, 그리고 진동수(frequency)는 1 Hz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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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온도(Thermal decomposition temperature, Td) 분석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안정성과 열분해거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TA

Instruments사(모델 Q500)의 열중량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를

사용하였다. 분석조건은 질소분위기에서 측정온도 구간은 30℃ ~ 600℃이었으며,

승온속도는 20℃/min이었다.

⦁열팽창거동 분석
전자빔이 조사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온도에 따른 시편에서 발생한 열팽

창에 의한 치수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TA Instruments사(TMA 2940)의 열기계

분석기(thermomechanical analyzer: TMA)를 질소기류 하에서 사용하였다. 팽창

모드(expansion mode)를 사용하여 승온속도 5℃/min에서 30~130℃까지 측정하였

다.

⦁열변형온도 분석
전자빔 흡수선량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변형온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ASTM D648에 의거하여 열변형온도측정기를 사용하였다. 측정에 사용 된

시편의 크기는 길이 127 mm, 너비 12.5 mm, 두께 2.5 mm이며, 사용된 하중은

0.455 MPa, 승온속도는 분당 2℃, 초기 오일 침지시간은 5분이었다.

⦁굴곡 특성 분석
PLA/kenaf 복합재료의 굴곡시험은 만능시험기(UTM, Instron 4467)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30 kN의 로드셀을 사용하였으며, ASTM D 790M 규정에 의거하여 3

점 굴곡시험(3-point flexural test)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pan-to-depth

ratio는 16:1이었으며, 직육면체의 바 형태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Crosshead speed

는 0.85 mm/min으로 하여 총 6개의 시편을 측정하여 평균값으로부터 굴곡강도와

굴곡탄성률을 구하였다.

⦁충격 특성 분석
PLA/kenaf 복합재료의 충격강도 시험은 ASTM D256에 의거하여, Izod 방식으로

충격시험기(Tinius Olsen, 892)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충격시험을 수행

하기 전에 노치 커터(notch cutter)를 이용하여 ASTM D256에 의거하여 시편에

2.5 mm 깊이의 ‘V‘자 노치를 만들었다. 각 시편에 12.66 J의 충격에너지가 610 mm

충격거리에서 3.46 m/s의 속도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충격강도의 평균값은 6개

시편으로부터 측정된 결과로부터 얻었다. 시편의 크기는 길이 63.5 mm, 너비 12

mm, 두께 2.5 mm였다.

⦁수분흡수성 측정
전자빔 흡수선량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를 증류수가 든 3000 ml 비커

에 침지하였다. 총 15일 동안 침지 하여 무게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침지한 시편의

크기는 길이 7 mm, 너비 7 mm, 두께 2.5 mm, 의 크기를 사용하였으며, 2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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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파단면 분석
PLA/kenaf 바이오 복합재료의 파단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EOL JSM 6380)을 사용하였다. 측정에 사

용한 모든 파단시편의 표면에 전기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스퍼터링(sput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시편의 표면을 백금(Pt)으로 3분간 코팅한 후 10 kV로 하여 800

배의 배율에서 관찰하였다.

나. 전자빔 조사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물성 변화

(1) 전자빔 조사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 필름의 동역학적 점탄성적 특성

변화

그림 6.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저장탄성률의 변화에 미치는 kenaf 섬유

전처리 및 복합재료에 가해진 전자빔 흡수선량의 영향.

- 그림 6과 그림 7은 전자빔 조사에 따른 바이오복합재료의 동역학적 점탄성적 특성

(저장탄성률과 tan δ )변화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복합재료의 저장탄성률은 증가하였으며, 50 kGy

에서 가장 높은 저장탄성률을 보였다. 또한, tan δ 피크온도도 또한 전자빔 흡수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온도로 이동해 감을 확인하였다. 보강섬유 kenaf가 포함

되지 않은 PLA 필름의 경우와 달리, 바이오복합재료에서는 50 kGy에서 가장 높

은 저장탄성률을 나타내었다.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저장탄성률이 50 kGy

이후 낮아진 이유는 보강재로 사용된 kenaf 천연섬유의 표면의 일부가 높은 전자

빔 흡수선량에 의해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약 80℃ 근처에서 관찰되는

PLA의 재결정화 거동은 전자빔 흡수선량의 증가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

다. 전자빔 전 처리 된 Kenaf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

들의 경우 저장탄성률은 5 kGy에서 전 처리된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복

합재료가 가장 높았으며, 전자빔 전처리 흡수선량이 높을수록 저장탄성률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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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였다. tan δ 피크온도는 표 2에 나타내었으며, TAIC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

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tan δ의 온도는 66.36℃였다.

그림 7.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tan δ 피크온도의 변화에 미치는 kenaf 섬유

전처리 및 복합재료에 가해진 전자빔 흡수선량의 영향.

표 2. 전자빔흡수선량과 섬유전처리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tan δ 

피크온도

전자빔

조사량

Tan δ 피크온도 (℃)

Kenaf 섬유의 전자빔 전처리 조사량

0 kGy 5 kGy 10 kGy 30 kGy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

0 kGy 59.1 61.7 60.0 59.3

10 kGy 65.6 62.8 63.5 62.9

50 kGy 67.7 67.5 67.1 68.3

100 kGy 69.2 68.0 68.0 69.3

(2) 전자빔 조사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안정성 변화

- 그림 8과 9는 전자빔 조사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안정성 변화를

나타내는 TGA 및 DTG 결과이다. 그림들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TAIC를 함유하

지 않은 PLA와 전자빔 전처리를 하지 않은 kenaf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

복합재료의 경우, 300℃ 이후 부근에서부터 열분해에 의한 중량감소가 급격히 일

어났다. TAIC를 함유한 PLA와 전자빔 전처리를 하지 않은 kenaf 섬유를 이용하

여 제조된 바이오복합제조는 앞선 TAIC를 함유하지 않는 PLA를 이용하여 동일

하여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 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분해에 의한 중량감소가 일어

나고 10 kGy과 100 kGy의 전자빔을 조사 하였을 때 TAIC를 함유하지 않은 PLA

로 제조된 만들어진 바이오복합재료와 비슷한 온도에서 중량감소가 일어남을 확

인하였다. 5 kGy에서 전자빔 전처리 된 kenaf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바이오복

합재료는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낮은 온도에서 중량감소가 일어남

을 보였다. 10 kGy에서 처리된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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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50 kGy 까지는 보다 높은 최대 330℃ 근처

에서 급격한 중량감소를 나타내다 그 이상의 흡수선량에서는 보다 낮은 온도에 중

량감소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30 kGy에서 전처리된 Kenaf 섬유를 이용하여 제

조된 바이오복합재료의 경우에서도 앞선 10 kGy에서 제조된 섬유를 이용하여 제

조된 경우에서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었지만 10 kGy의 전자빔을 조사하였을 때

가장 좋은 열안정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그림 9의 DTG 결과는 전자빔 조사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림 8.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TGA 거동에 미치는 kenaf 섬유 전처리 및

바이오복합재료에 가해진 전자빔 흡수선량의 영향.

그림 9.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DTG 변화에 미치는 kenaf 섬유 전처리 및

바이오복합재료에 가해진 전자빔 흡수선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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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빔 조사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팽창거동 변화

그림 10.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팽창 거동변화에 미치는 kenaf 섬유 전처리

및 바이오복합재료에 가해진 전자빔 흡수선량의 영향.

표 5. 전자빔 흡수선량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온도영역별

열팽창계수(CTE) 값의 변화

전처리

하지 않은

Kenaf 함유

바이오복합

재료

전자빔

조사량

(kGy)

온도구간별 열팽창계수

(㎛/℃)

5 kGy에서

전처리 된

Kenaf 함유

바이오복합

재료

전자빔

조사량

(kGy)

온도구간별 열팽창계수

(㎛/℃)

50~60℃ 60~70℃ 80~90℃ 0℃ 60~70℃ 80~90℃

0 0.489 0.537 0.631 0 0.331 0.460 0.542

10 0.543 0.614 0.702 10 0.557 0.704 0.782

50 0.356 1.069 0.893 50 0.133 1.253 1.105

100 0.211 1.243 1.210 100 0.551 1.637 1.643

10 kGy에서

전처리 된

Kenaf함유

바이오복합

재료

전자빔

조사량

(kGy)

온도구간별 열팽창계수

(㎛/℃)

30 kGy에서

전처리 된

Kenaf 함유

바이오복합

재료

전자빔

조사량

(kGy)

온도구간별 열팽창계수

(㎛/℃)

10℃ 60~70℃ 80~90℃ 50℃ 60~70℃ 80~90℃

0 0.416 0.514 0.674 0 0.331 0.419 0.504

10 0.240 0.373 0.505 10 0.200 0.402 0.504

50 0.426 1.028 1.218 50 0.633 1.332 1.489

100 0.328 0.925 0.790 100 0.437 1.616 1.615

- 그림 10은 다양한 전자빔 조사선량에서 조사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열

팽창 거동을 열기계분석기(TMA)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TAIC를 함유한

PLA와 전자빔 전처리를 하지 않은 kenaf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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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경우, 유리전이온도(Tg)를 기점으로 전자빔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열팽창

계수가 증가함을 보였다. 5 kGy에서 전처리 된 kenaf 섬유와 TAIC를 함유한

PLA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들의 경우에서 전처리를 하지 않은 kenaf

를 함유한 바이오복합재료와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10

kGy와 30 kGy에서 전처리 된 섬유들을 이용하여 제조된 경우들에서는 앞서 두

가지 경우와는 달리 10 kGy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가장 낮은 열팽창계수를 보였고

그 이상의 전자빔 조사량에서는 열팽창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전체적

으로 50 kGy 이상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팽창계수

가 증가하는 이유는 보강재로 사용된 kenaf 천연섬유의 표면이 50 kGy이상의 전

자빔 조사량에서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5는 PLA/kenaf 바이오복합재

료의 온도구간별 열팽창계수들 요약한 것이다.

(4) 전자빔 조사가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변형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 11. Kenaf 섬유의 전자빔 전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전자빔 흡수선량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변형 온도 변화.

- 그림 11은 다양한 전자빔 조사량에 조사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변형

온도(heat distortion temperature)를 측정한 결과이다. 전자빔 전처리를 하지 않은

kenaf 섬유와 TAIC를 합유한 PLA를 이용하여 제조한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열변

형 온도는 30 kGy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120℃로 가장 높았고 70 kGy의 경우에서

는 전자빔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높은 열변형온도를 나타내었지만 30

kGy에서 보다는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천연섬유

에 변형이 야기되어 매트릭스와의 접착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5) 전자빔 조사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굴곡특성 변화

- 그림 12는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들의 굴곡강도와 굴곡

탄성률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빔 전처리를 하지 않은 kenaf와 TAIC를 함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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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순수한 PLA를 이용하여 제조된 순수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굴곡

강도와 굴곡탄성률은 각각 90.7 MPa와 6.1GPa를 나타내었다. 다양한 조건에서 전

자빔 전처리를 한 kenaf와 TAIC를 함유한 PLA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복합재

료들의 경우, 5 kGy에서 전자빔 전처리를 한 섬유를 함유한 바이오복합재료가 가

장 높은 굴곡강도를 나타내었고 전자빔 조사 후에는 보다 증가하였고 30 kGy의

조사량에서 가장 높은 굴곡강도를 나타내었다. 50 kGy이상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는 바이오복합재료의 굴곡강도는 전처리 하지 않은 kenaf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것 보다 오히려 낮은 굴곡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빔조사에 의해

섬유가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0 kGy이상의 조사량에서 전자빔 전처리

된 Kenaf 섬유들을 이용한 경우들에서는 전자빔 조사 후에 neat PLA/kenaf에 비

해 낮은 굴곡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30 kGy에서 전자빔 전처리 된 kenaf 섬유

를 이용해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를 제외하고는 전자빔 조사후 neat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보다 높은 굴곡탄성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전자빔 전처리를 하지

않은 kenaf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를 10 kGy의 전자빔을 조사하였을

때 가장 높은 굴곡탄성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그림 12.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굴곡강도과 굴곡탄성률 변화에 미치는 kenaf

섬유 전처리 및 바이오복합재료에 가해진 전자빔 흡수선량의 영향.

(6)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충격특성 변화

- 그림 13은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Izod 충격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자빔 전처리를 하지 않은 kenaf와 TAIC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한 PLA를 이용하여 제조된 순수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충격강도는

101 J/m를 나타냈다. 다양한 조건에서 전자빔 전처리를 한 kenaf와 TAIC를 함유

한 PLA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들의 경우, 5 kGy에서 전자빔 전처리

를 한 섬유를 함유한 바이오복합재료가 가장 높은 굴곡강도를 나타내었고 전자빔

조사 후에는 보다 증가하였고 10 kGy의 조사량에서 가장 높은 충격강도를 나타내

었다.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경우, 앞서 동역학적 열적특성의 경우, 전자빔

전처리를 한 kenaf와 TAIC를 함유한 PLA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들

에 50 kGy의 전자빔을 조사 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 이였지만 굴곡 및 충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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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우에서는 10 kGy의 전자빔 조사량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10 kGy

이상의 전자빔 조사나 30 kGy 이상에서의 kenaf 섬유 전처리는 충격강도에 바람

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바이오복합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PLA 매트릭

스가 전자빔에 의해서 가교화되면서 매트릭스가 더욱 취성이 강해져 굴곡하중 또

는 충격하중에 대해 저항성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3.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충격강도 변화에 미치는 kenaf 섬유 전처리 및

바이오복합재료에 가해진 전자빔 흡수선량의 영향.

(7) 전자빔 조사에 따른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수분흡수성 변화

그림 14.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수분흡수성에 미치는 kenaf 섬유 전처리 및

바이오복합재료에 가해진 전자빔 흡수선량의 영향.

- 그림 14는 다양한 전자빔 조사량에서 조사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수분

흡수성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순수한(neat) PLA 수지는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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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이 우수하여 동일측정 조건하에서 약 15일이 경과된 후에도 수분 흡수성(

water uptake)은 약 1% 미만이다. 따라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들의 수분

흡수성 측정을 위해 샘플을 파단 시켜 수분흡수가 쉬운 kenaf 섬유가 드러나도록

한 후 수분흡수율을 측정하였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전자빔 전처리를 하지

않은 kenaf와 TAIC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한 PLA를 이용하여 제조된 순수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는 15일 경과 후 10% 정도의 수분 흡수성을 나타내었

다. 이에 반해, 전자빔 처리하지 않은 kenaf와 TAIC를 함유한 순수한 PLA를 이

용하여 제조된 순수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는 약 13%의 흡수성을 나타내

었다. 전체적으로 kenaf 섬유 전자빔 전처리 조사량과 바이오복합재료 전자빔 처

리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분흡수성은 보다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

불어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된 모든 바이오복합재료에 50 kGy와 100

kGy의 전자빔을 조사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수분 흡수율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100 kGy의 조사량에서는 수분흡수율은 감소되지만 kenaf 섬유의

손상과 PLA매트릭스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들이 보다 크게 악화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50 kGy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5 kGy에서 전자빔 전처리

된 kenaf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복합재료가 동일 전자빔 처리를 하였을

때 가장 낮은 수분흡수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그림 15. 측정 15일 경과 후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수분흡수성에 미치는 kenaf

섬유 전처리 및 바이오복합재료에 가해진 전자빔 흡수선량의 영향.

(8) 전자빔 조사가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파단거동에 미치는 영향

- 그림 16은 다양한 조건하에서 제조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들의 파단면을 주

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에서는 전자빔으

로 전처리된 kenaf 섬유와 PLA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결합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빔세기가 바이오복합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천연섬유

의 파단양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전자빔흡수선량이 10 kGy의 경우에는 전자

빔에 의한 kenaf 섬유에 손상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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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PLA/

순수한 kenaf

바이오복합재료
전자빔 조사량

0 kGy 50 kGy 100 kGy

TAIC 함유 PLA/

전자빔 전처리

하지 않은 kenaf

TAIC 함유 PLA/

5 kGy에서

전자빔 전처리 된

kenaf

TAIC 함유 PLA/

10 kGy에서

전자빔 전처리 된

kenaf

TAIC 함유 PLA/

30 kGy에서

전자빔 전처리 된

kenaf

그림 16.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파단거동에 미치는 kenaf 섬유 전처리 및

바이오복합재료에 가해진 전자빔 흡수선량의 영향.

다. 결론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를 성형 제조하기 전에 chopped kenaf 섬유에 전자빔

을 이용하여 전처리공정을 수행한 후 바이오복합재료에 직접적으로 전자빔을 조

사하였을 때 얻어진 바이오복합재료의 여러 가지 특성에 미치는 kenaf 섬유 전처

리의 유무와 전자빔흡수선량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 PLA 수지에 보강재 kenaf 섬유의 도입은 PLA의 저장탄성률을 크게 높여주었

다. 또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저장탄성률은 복합재료에 직접 전자빔

으로 조사하여 PLA 매트릭스를 가교시켰을 때 더욱 향상되었다. 바이오복합재

료 제조 전에 kenaf 섬유의 전자빔 전처리는 바이오복합재료의 저장탄성률 향

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kenaf 섬유를 약 10-30 kGy로 전처리하고 바이오복합재

료에 50 kGy의 전자빔세기로 조사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저장탄성률 값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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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열안정성도 kenaf 섬유를 약 10-30 kGy로 전처리

하고 바이오복합재료에 50 kGy의 전자빔세기로 조사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특성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았다.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에 직접 50 kGy 이상의 흡수선량에서 전자빔을 조사

할 경우 kenaf 섬유의 표면의 일부가 높은 전자빔 흡수선량에 의해 손상되는 현

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열팽창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빔흡수선량 30 kGy로 PLA/kenaf 복합재료를 조사하였을 때, 열변형온도가

전자빔처리를 하지 않은 PLA/kenaf 복합재료보다 약 20℃ 정도 더 높은 온도에

서 나타났다. 전자빔이 조사되었을 때 열변형온도는 감소하나 전자빔 처리를 하

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열변형온도를 나타내었다.

. 골곡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섬유의 전처리에 따라 5 kGy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kenaf 섬유에 5 kGy를 먼저 조사하고 다시 바이오복합재료에 30 kGy를 조사

한 바이오복합재료의 시편에서 높은 굴곡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 바이오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전에 전처리로 kenaf 섬유에 먼저 5 kGy의 전자빔을

조사하고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후 10 kGy의 전자빔으로 다시 조사한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충격강도 값을 보여주었다.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수분흡수성은 kenaf 섬유에 5 kGy의 낮은 전자빔

으로 전처리한 후, 바이오복합재료를 제조하여 약 50 kGy로 전자빔 조사하는 것

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분흡수성을 나타내었다.

- 이러한 연구결과들 근거하여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천연섬유와 생분해성 고분자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바이오복합재료에 직접적으로

전자빔을 조사하는 공정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특성에 미치는 전자빔조사 영

향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 바이오복합재료 제조 전에의 사용된 천연섬유에 행하는 전자빔 전처리가 바이오

복합재료의 물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때 전처리 전자빔흡수선량은 바이오복

합재료에 가해지는 흡수선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동역학적 열특성, 수분흡수저항성 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kenaf 섬유의 전처리는 30 kGy 이하에서 행하고, 바이오복합재료의

전자빔조사는 약 50 kGy에서 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 PLA/kenaf 바이오복합재료의 굴곡특성, 충격특성과 같은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kenaf 섬유의 전처리는 0-10 kGy 이하에서 행하고, 바이오복합재

료의 전자빔조사는 약 10 kGy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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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항 목 10배 발포 15배 발포 20배 발포 시 험 방 법

두 께 (mm) 3 3 3 KS M 3014

겉보기 밀 도 (G/㎤) 0.100 0.067 0.050 "

인장강도
(kg/㎠)

L 13.2 9.0 6.5 "

W 9.2 6.1 4.2 "

신장율
(%)

L 246 195 140 "

W 180 150 120 "

인열강도 L 3.4 2.8 2.0 "

[요약]

○ 생분해성 고분자의 압출가공, 방사선 가교, 발포 조건 등을 최적화 하고 이를 토

대로 실제 연속생산 공정라인에서의 twin 압출기에서의 압출 가공 조건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포제, 가교제 및 수지를 함량별 실험을 통한 최적 가공 조건 확

립:

- 블랜딩 및 마스터배치(MB) 제조 조건

. 생분해성 TPU: LDPE: EVA(acetate 함량 6%) = 1: 1: 1

. 첨가제: 발포제(ADCA, 50%), 가교제(PMPTMA, 1%), 산화방지제 1, 2차 각

각(0.1%)

- Kneading 조건: 120 oC, 20 분

- MB 제조 조건: 물속 pellet cutting(4 oC 물)

- Twin 압출 가공 조건

. Twin corotating 압출기: Dia.(90mm), L/D(40)을 이용한 평균가공온도 165℃

에서 segment 조합을 통하여 최적압출 조건 확립, vent. zone 이후에 반드시

kneading block설정해야 발포제 조기 분해되지 않고 안정적인 압출 시트 가

공

- 결과 요약

. 연속생산 압출공정라인에서의 0.5 ~ 1.5 mm(두께) x 700 mm(폭)의 roll sheet

제조 조건 확립

○ 실제 생산 공정상에서 제조된 압출 시트의 발포를 위한 전자선 조사를 통한 가교

조건 확립

- 가교제 선별 및 함량 조절을 통한 전자선 가교 조건 확립을 위한 기초 실험 진

행

- 가교 조건 및 가교결과 요약

. 최적가교조건: 850 keV, 10 ~ 50 kGy(양면 조사) . 가교도: 40 ~ 60%

○ 가교된 시트를 연속생산라인 발포로에서 발포하기 위한 조건 확립

- 발포조건: 발포로의 온도조건(1 구간: 150 oC, 2 구간: 180 oC, 3 구간: 210 oC),

발포로의 입출속도: 5 ~ 6 m/분

- 발포 배율: 10 ~ 20배 발포가능

- 결과 요약: 연속생산 발포공정라인에서의 0.7 ~ 3.0 mm(두께) x 1200 mm(폭)

의 roll sheet 제조 조건 확립

○ 연속공정을 통해 제조된 발포제품들의 물성 확인

제4절 방사선 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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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W 4.6 3.6 3.1 "

압축경도
(kg/㎠) 25 % 0.42 0.38 0.3 "

압축영구변형 25 % 6.6 7.5 8.2 "

가교도 (%) 59.2 50.1 45.2
ASTM D
2765

경 도 ″C″TYPE 28 25 22

가열치수변화 (%)
(100℃ x 1 h)

L -13.1 -15.6 -17.0
KS M 3014

W -10.2 -12.6 -15.9

가. 압출기를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공

-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압출 가공 특성 실험은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인 TPU 수

지와 물성 개선을 위한 blending 수지로 LDPE, EVA 등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고 첨가제로 발포를 위한 발포제로 ADCA, 가교제인 TMPTA, 발포조제 등을

첨가하여 Single과 Twin 압출기를 이용한 압출 시트를 형성시켰다. 형성된 시트를

전자선 조사 가교를 통한 생분해성 수지의 개질을 통하여 다양한 산업용도로써의

가치를 창출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공 공정 과정을

그림1에 나타내었다.

Kneading → Blending → Extruding →
E-beam

crosslinking
→ Foaming process

그림 1. 발포 시트 제조 공정 개략도

① 그림 1의 Kneading Process(혼련 과정)는 압출 가공이 불가능한 액상 첨가제와

반응성이나 혼련성이 부족한 첨가제를 사전에 배합하여 마스터 배치(Mater

Batch, MB)를 제조하는 과정이다. 본 과제에서는 LDPE base resin을 120℃에서

혼련기(kneader)에서 용융시킨 후 발포제, 가교제(TMPTA), 산화방지제 등을 혼

합하여 과립기(Pelletizer)에서 MB를 제조하였다. 이때 발포제의 함량은 50 wt%

로 하였다. 또한, 생분해성 TPU(shere A 82~87) 수지를 이용한 MB 제조 과정에

서 압출기에 순수한 펠릿(Pellet) 상태로 주입(feeding)하였을 경우 Twin과

Single 압출기에서 융용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첨가된 발포제가 조기 분해가 일

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융점수지인 EVA와 LDPE을 일정량 첨가하여 배합한 MB

형태로 제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 혼련기(Kneader)(a)와 과립기(Pelletiz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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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싱글압출기라인(Single Extruder line).

② 압출과정에서 Single 압출기는 직경이 50 mm, 3 stage or barrier type screw,

L/D ratio of 32:1 이고 compression ratio는 3:1인 Single 압출기(extruder)를 사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압출조건에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Single

압출기를 이용한 최적화 공정조건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최적화 공정

조건에서 시간당 압출량은 65 kg/hr, screw 회전수: 32 rpm, 압출기 전기부하: 25

amp. 이하로 나타났다.

parts
Zone 7
(Die tip)

Zone 6
(Die)

Zone 5
(Adapter)

Zone 4 Zone 3 Zone 2
Zone 1
(hopper)

Temp.(℃) 170 165 168 162 160 145 125

그림 4. Single Extruder의 Screw 단면도

그림 5. Twin intermixing co-rotating line.

- 압출과정에서 그림 5에 나타낸 Twin 압출기(Twin extruder)를 이용하여 얻어

진 최적화 공정조건은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간당 압출양은

90 kg/h, Srew 회전수 30 rpm, 수지압력 60.2 kg/cm2, 압출기 전기부하는 21

amp. 이하로 나타났다. Twin 압출기에서 압출 조건은 intermixing corotating

extruder로 screw segment block이 압출 시에 vent zone이전에 설치하였을 경

우 발포제 조기 분해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side feeding zone인 vent zon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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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feeding하여 조건 안정화를 하여 압출이 가능하였다. 제조된 압출 시트의

상태는 SEM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조사 발포 후 균일한 cell 형

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arts DIE Head Adapter
Zone5

(metering)

Zone4

(kneading)

Zone3

(vent.)

Zone2

(metering)

Zone1

(feeding&

transfer)

Temp.(℃) 145 140 140 135 135 158 175 174

그림 6. Twin Extruder 공정의 최적화 조건.

③ 전자선 가교 공정은 압출시트의 두께를 고려하여 800 keV 이상의 에너지를 지닌

전자빔을 이용하여 18 kGy에서 양면 전투과 조사를 통해 가교시켰으며 이때 가

교도는 36.4%로 나타났으며, 34 내지 41%의 가교도 영역에서 안정적인 발포 형

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생분해성 수지의 전자선 가교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DPE 수지와 EVA수지를 섞어 혼합하여

가교를 증진시켰다. 따라서 안정적인 점탄성의 증가로 안정적인 발포 제품을 제

조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때 균일한 cell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발포오븐(foaming Oven).

④ 발포 공정은 오븐에서(그림 8) 270℃에서 3분간 발포하였으며 사용된 발포제는

ADCA 평균 입도 250 ㎛ 크기의 발포제를 사용하였고 발포제의 입자 크기

(particle size)에 따라 발포 분해 온도가 상승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

과, 190 ㎛ 이하의 입자크기를 지닌 발포제들을 이용하여 발포할 경우 압출기에

서 발포제가 조기분해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하여 250 ㎛ 크

기의 발포제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포제 크기에 따라서 분해

온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분해온도의 특성도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발포과정

에서 가교도의 영향을 매우 큼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4%이하의 가교도에서는

점도가 낮아 끈적임과 발포 시에 가스가 심하게 발생되어 발포배율 저하와 발포

체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반해 가교도가 42% 이상일 경우에서는 발포제

의 형상이 균일하지 않고 미세구멍들이 형성되었으며 지나친 점탄성으로 발포

배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표면에 거대한 기포들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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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출 가공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그림 8. 발포제 함량에 따른 밀도변화.

- 그림 8은 발포제의 함량에 따른 밀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발포제의 함량 증가에 따른 발포 효율은 점차 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발포배율과 실험데이터에서 와 같이 가교도와도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교도가 증가하면 인장강도 약화와 신율증가로 발포특

성에서 배율이 증가하지만 본 실험결과는 발포제의 효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

다.

시 험 항 목 10배발포 15배발포 20배 발포 시 험 방 법

두 께 MM 3 3 3 KS M 3014

겉보기 밀 도 G/㎤ 0.100 0.067 0.050 "

인 장 강 도 kg/㎠
L 7.5 6.0 4.3 "

W 5.4 4.1 3.6 "

신 장 율

%

L 185 154 122 "

W 155 130 103 "

인 열 강 도 kg/㎝
L 2.8 2.3 1.6 "

W 3.1 2.7 2.2 "

압 축 경 도 (kg/㎠) 25 % 0.47 0.35 0.28 "

압 축 영 구 변 형 25 % 6.6 7.5 8.2 "

가 교 도 % 40.9 36.4 34.3 ASTM D
2765

경 도 ″C″TYPE 23 21 18

가열치수변화 ( % )

(100℃x 1 hr)

L -7.5 -5.6 -5.0
KS M 3014

W -5.8 -4.6 -3.9

그림 9. 발포시트의 발포 배율별 물성 비교.

- 그림 9는 다양한 발포배율의 발포 시트들의 물성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일반적인 발포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발포배율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 인열강

도, 신율이 반비례적으로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 조사량으로 조사하여 가

교를 하는데 있어 가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같은 부피내에 가교 효율

을 증가 시기키는 요소가 수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포제 함량이 많은

높은 배율로 증가할수록 가도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10은 다양한 발포배율을 가진 발포시트들의 Cell 형상과 크기에 대한 SEM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발포배율이 증가할수록 Cel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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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작아짐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가교도를 증가시키면 Cell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포 10배 15배 20배

SEM

사진

그림 10. 발포배율에 따른 발포시트들의 cell 형상과 크기에 대한 SEM 사진들.

- 그림 11은 제조한 발포시트제품들의 산업적 용도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성형 특성과 물성 강화용 열적층 특성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조한 발포시트 제품의 열성형 특성과 물성강화용 열적층 특

성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1. 발포시트의 코팅 및 열적층(lamination) 실험결과 사진들.

다.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의 대량생산을 위한 연속 생산

공정의 조건 확립

-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인 TPU 수지와 물성 개선을 위해 블랜딩 수지로 LDPE,

EVA 등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첨가제로 발포를 위한 발포제로 ADCA,

가교제인 PMPTMA, 발포조제 등을 첨가하여 압출기를 이용한 압출 시트를 제조

하는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압출가공기술의 연구 기초 결과들을 토대로 방사선

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발포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 생산조건들(블렌딩, 압

출공정, 전자빔 가교공정)을 최적화 하였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발포조건을 확립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발포배율에서 발포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음 그림 12는 방사선

을 이용한 생분해성 가교 발포체의 연속 생산 공정 과정들을 나타내었다.

Kneading → Blending → Extruding →
E-beam

crosslinking
→ Foaming process

그림 12. 발포 시트 제조 공정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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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량생산을 위한 연속 생산 공정 조건 확립을 위해서 그림 1의 Kneading

Process(혼련 과정)을 통해서 TPU 마스터 배치(Mater Batch, MB)를 제조하여

본 연구를 진행 하였다. TPU의 MB는 120℃의 혼련기(kneader)에 생분해성

TPU, LDPE, EVA(acetate 함량 6%)들을 1:1:1의 조성비로 넣어 용융시킨 후 발

포제(ADCA, 50%), 가교제(PMPTMA, 1%), 산화방지제 1, 2차 각각(0.1%) 등의

첨가제들을 추가적으로 첨가 혼합하여 과립기(Pelletizer)에서 MB를 제조하였다.

이와 같은 혼합조성 준비를 위하여 생산라인에서만 46회 테스트를 통해 실시공

정불안정요소들을 제거하여 공정안정화를 진행하였으며 고온수지의 미혼용과 압

출온도 상승시 발포제의 분해에 따른 문제를 고려하여 압출기를 가공온도를 최

대한 낮추고 수지의 Pellet 을 최소화하여 압출시 압출스크류에서의 충분한 용융

과 혼련을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였다.

그림 13. 마스터 배치 제조 공정라인의 전단부(a) 및 후단부(b)

그림 14. 마스터 배치 블랜딩 공정라인

그림 15. Twin extruder co-rotating line.

② 압출과정에서 그림 15에 나타낸 Twin 압출기(Twin extruder)를 이용하여 얻어진

최적화 공정조건은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간당 압출양은 90

kg/h, Srew 회전수 30 rpm, 수지압력 60.2 kg/cm2, 압출기 전기부하는 21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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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나타났다. Twin 압출기에서 압출 조건은 intermixing corotating extruder

로 screw segment block이 압출 시에 vent zone이전에 설치하였을 경우 발포제

조기 분해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side feeding zone인 vent zone에서 side feeding

하여 조건 안정화를 하여 압출이 가능하였다. 제조된 압출 시트의 상태는 SEM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조사 발포 후 균일한 cell 형성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arts DIE Head Adapter
Zone5

(metering)

Zone4

(kneading)

Zone3

(vent.)

Zone2

(metering)

Zone1

(feeding

&transfer)

Temp.(℃) 145 140 140 135 135 158 175 174

그림 16. Twin Extruder 공정의 최적화 조건.

그림 17. 전자빔 조사 공정라인.

③ 전자선 가교 공정(그림 17)은 압출시트의 두께를 고려하여 850 keV 이상의 에너

지를 지닌 전자빔을 이용하여 10 kGy ~ 50 kGy에서 양면조사를 통해 가교시켰으

며 40 내지 60% 이하의 가교도 영역에서 안정적인 발포 형상이 나타남을 확인하

였다. 일반적으로 생분해성 수지의 전자선 가교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DPE 수지와 EVA수지를 섞어 혼합하여 가교를 증진시켰다.

따라서 안정적인 점탄성의 증가로 안정적인 발포 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또

한 이때 균일한 Cell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발포 공정은 ZONE 1(160oC), ZONE 2(210oC), ZONE 3(270 oC)의 온도구간들이

설정된 수평발포라인(그림 18)에서 6m/분의 속도로 통과하도록 하여 진행하였다.

발포제의 경우 평균입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1차년도 실시한 발포

제 평균입도를 고려하여 발포제는 ADCA 평균 입도 250 ㎛ 크기의 발포제를 사

용하였고 발포제의 입자 크기(particle size)에 따라 발포 분해 온도가 상승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190 ㎛ 이하의 입자크기를 지닌 발포제들을 이용

하여 발포할 경우 생산라인 규모의 압출기에서 발포제가 조기분해가 일어나는 문

제점이 똑같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하여 250 ㎛ 크기의 발포제를 이용하여 실험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포제 크기에 따라서 분해온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분해

온도의 특성도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분해성 수지의 발포시트의 경우 발

포과정에서 가교도의 영향이 매우 큼을 재확인하였다. 실험실 수준에서의 오븐

발포에서에서와는 가교도에 따른 발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발포배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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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가교발포조건은 반비례를 나타내었고 발포 형성 1차년도 실험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10배 발포의 경우 34%이하의 가교도에서는 점도가

낮아 끈적임과 발포 시에 가스가 심하게 발생되어 발포배율 저하와 발포체 형성

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반해 20 배 이상의 고배율 발포에서는 가교도가 42%

이상일 경우에서는 발포제의 형상이 균일하지 않고 미세구멍들이 형성되었으며

지나친 점탄성으로 발포 배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표면에 거대한 기포들이 형성되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0 배의 발포의 경우 60%의 가교도가 적절하며 20일

경우 40%의 가교도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8. 수평발포 공정라인.

라. 연속공정을 통해 제조된 생분해성 고분자 발포체의 물성

- 그림 8은 연속공정을 통해 다양한 발포배율에서 제조된 발포 시트들의 물성을 비

교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일반적인 발포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발포배율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 인열강도, 신율이 반비례적으로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 조사량으로 조사하여 가교를 하는데 있어 가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

상은 같은 부피내에 가교 효율을 증가 시기키는 요소가 수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포제 함량이 많은 높은 배율로 증가할수록 가교도가 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 험 항 목 10배발포 15배발포 20배 발포 시 험 방 법

두 께 MM 3 3 3 KS M 3014

겉보기 밀 도 G/㎤ 0.100 0.067 0.050 "

인 장 강 도 kg/㎠
L 13.2 9.0 6.5 "

W 9.2 6.1 4.2 "

신 장 율
%

L 246 195 140 "

W 180 150 120 "

인 열 강 도 kg/㎝
L 3.4 2.8 2.0 "

W 4.6 3.6 3.1 "

압 축 경 도 (kg/㎠) 25 % 0.42 0.38 0.3 "

압 축 영 구 변 형 25 % 6.6 7.5 8.2 "

가 교 도 % 59.2 50.1 45.2
ASTM D
2765

경 도 ″C″TYPE 28 25 22

가열치수변화 ( % )
(100℃x 1 hr)

L -13.1 -15.6 -17.0
KS M 3014

W -10.2 -12.6 -15.9

그림 19. 발포시트의 발포 배율별 물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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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22는 제조한 발포시트제품들의 산업적 용도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

한 목적으로 열성형 특성과 물성 강화용 열적층 특성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들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조한 발포시트 제품의 열성형 특성과 물성강화용 열적

층 특성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0. 발포시트의 점착코팅성 실험 및 실험결과 사진들.

그림 21. 발포시트의 표면 EMBOSSING 성형 및 인쇄성 실험결과 사진들.

그림 22. 발포시트의 과일포장용 성형소재를 적용가능성 확인을 위한

실험결과 사진들.

마. 결론

- 연속생산공정라인에서의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발포체를 제조를 위한

압출가공, 방사선 가교 및 발포 최적화를 통해 방사선 가교된 생분해성 발포체의

물성을 최적화 연구를 통해 최적 가공 조건를 확립하여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

포체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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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 2차년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연속생산공정(블렌딩, 압출공정,

전자빔 가교공정, 발포공정) 조건하에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를 제조 후

2차 가공(표면처리, 열적층, 열성형 등)의 최적화를 통해서 시제품들(점착테이프,

과일포장재 등)을 제작하고 이의 실제 농작물 내후성 평가를 진행하였음:

- 최적화된 연속생산 공정 하에서 제조된 발포체 시트 치수: 10 ~ 20배 범위에서

발포된 0.7 ~ 3.0 mm(두께) x 1200 mm(폭)의 roll sheet 제조.

- 점착테이프 제조를 위한 발포체 시트의 코로나 표면처리조건 확립: 7.5 kW의

코로나 장비를 이용한 최적 코리나 처리속도: 12 m/min(점착테이프 제조에 적

합한 42 dyne/cm이상의 표면에너지를 갖는 발포체 시트 제조 가능함.)

- 이형필름 적층을 위한 발포체 시트 위에 열적층 조건 확립: 적외선 열적층 장

비(Comma laminating, 용량: 3 kW)를 이용한 최적 열적층 속도: 23 m/min(3

종의 이형필름들에 적용함.)

- 제조된 발포체 시트의 열성형성: 객관적인 평가방법인 심교율법을 이용한 열

성형성 평가를 통해 제조된 발포체 시트들은 모두 120% 이상의 성형율을 나

타냄으로써 산업소재로의 활용 가능함을 확인(과일포장재 및 일부 자동차 에

. 생분해성 TPU 마스터배치(MB)의 조성: 생분해성 TPU: LDPE: EVA(acetate 함

량 6%) = 1: 1: 1; 첨가제: 발포제(ADCA, 50%), 가교제(PMPTMA, 1%), 산화방

지제(0.1%))

. Twin 압출기를 이용한 연속공정을 통해 제조된 압출시트의 치수: 0.5~1.5 mm(두

께) x 700 mm의 roll sheet.

. 전자빔 조사 조건 : 850 keV, 10 ~ 50 kGy(양면 조사),

최적 가교도 : 40 ~ 60%

. 가교된 시트를 연속생산라인 발포로에서의 발포조건 확립: 발포로의 온도조건(1

구간: 150 oC, 2 구간: 180 oC, 3 구간: 210 oC, 발포로에서의 시트 입출속도: 5 ~ 6

m/분, 10 ~ 20 배 발포 가능

. 연속공정을 통해 제조된 발포시트의 치수: 0.7 ~ 3.0 mm(두께) x 1200 mm의 roll

sheet.

- 발포된 제품의 물성 평가 결과들은 제조된 발포제품들이 산업적 응용이 가능한 물

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고 표면 코로나 처리하여 표면 라미테스트 등와 실험을 통

해 다양한 산업적 제품들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앞으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하여 연속 발포 공정에서 발포 실험에 거쳐 산업적 가

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실제적인 열접착 가능성 실험을 통한 다양한

산업용 소재 개발과 열성형성 실험으로 농업용 과일포장재 개발 및 접착테이프 공

정 실험을 통한 농업용 점착테이프 제조 및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5절 생분해성 시제품 제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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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컨 단열완충 부품들 등의 시제품을 제작함.)

- 실제 환경에서의 내후성 평가를 위해 농작물 고정화용 점착테이프 시제품 제

조: 일정기간(작물의 수확기까지) 이상 지지대와 작물들의 고정화에 적용에 적

합한 30.1 kg/㎠(길이방향)과 13.61 kg/㎠(수평방향)의 인강강도를 갖으며 점

착층과 발포체 시트 간에 일체화된 점착테이프의 제조 조건 확립

- 고추작물 지지대 적용을 통한 생분해성 점착테이프의 내후성평가 결과: 농작

물을 수확하는 시점까지 적용된 점착테이프의 물성저하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내후성평가결과(일)

시 험 항 목
1 20 40 60 80 100 시험방법

두 께 (mm) 0.69 0.69 0.67 0.67 0.69 0.72 KS M
3014

겉보기 밀 도 (G/㎤) 0.112 0.110 0.111 0.114 0.111 0.110 "

인장강도
(kg/㎠)

L 30.1 28.2 27.5 25.3 23.2 21.6 "

W 13.6 12.1 11.8 11.1 10.9 9.2 "

신장율
(%)

L 198 143 158 155 198 188 "

W 209 133 150 150 184 193 "

가교도
(%) 38.8 37.5 36.1 35.4 33.8 32.2

ASTM D
2765

경 도 ″C″TYPE 41 41 40 40 39 38

가열치수변화 (%)
(100℃ x 1 h)

L -5.2 -4.8 -4.7 -4.5 -3.0 -4.1 KS M
3014W -0.1 0.1 0.1 0.0 -0.1 0.0

가. 생분해성 고분자 시제품 제작 및 특성 평가

- 2차년도의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발포체의 연속생산공정(블렌딩, 압출

공정, 전자빔 가교공정, 발포공정) 최적화된 조건하에서 그림 1의 공정도에 따라

다양한 10 ~ 20배 발포된 0.7 ~ 3.0 mm(두께) x 1200 mm(폭)의 roll sheet 제조한

후 2차 가공(표면처리, 열적층, 열성형 등)을 통해서 시제품들(점착테이프, 과일포

장재 등)들을 제작하였다.

Kneading → Blending → Extruding →
E-beam

crosslinking
→ Foaming process

그림 1. 발포체 시트 제조 공정 개략도

⦁발포체 시트의 표면처리: 코로나(Corona, 7.5 kW) 설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
하에서 10배 발포된 1.0 mm(두께) x 1200 mm(폭) 발포체 시트를 표면처리 한 후

접촉각 측정을 통해서 표면처리 된 발포체의 표면에너지를 산출하였다. 점착테이

프 제작을 위해 표면처리에 따른 발포체 시트의 점착력 변화를 조사 하기위해 표

면처리 된 발포체 시트에 55 ~ 60 μm두께로 아크릴 점착체를 코팅한 후 KA1107

법에 따라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점착력을 측정하였다.

⦁발포체 시트의 열적층: 발포체 시트 위에 이형필름을 형성하기 위해 15배 발포

된 3.0 mm(두께) x 1200 mm(폭) 발포체 시트 위에 이형필름의 전구체인 폴리우

레탄(PU)와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폴리올(polyol) 혼합물을 섞어 코팅 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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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열적층 장비(Comma laminating, 용량: 3 kW)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

서 열적층을 진행하였음(그림 2). 발포체 위에 코팅된 이형필름의 접착력은

KA1107법에 따라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점착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2. 열적층 라미네이팅 공정라인 사진들.

그림 3. 성형율 평가용 금형도면.

⦁발포체 시트의 열성형: 발포체 시트의 열성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성형
율 평가 방법인 심교율 방법을 이용하였다. 발포체 시트를 그림 3의 금형에 진공

흡착 한 후 210 oC에서 30 분간 가열을 통해 성형하였다.

아래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발포체 시트의 성형율을 산출하였음.

성형율(%) = H/D x 100

- 점착테이프 제작

그림 4. 점착테이프 제조 공정과 시험용 점착테이프 사진들.

. 연속생산공정을 통해 제조된 발포체 시트들 중에서 10배 발포된 1.0 mm(두께)

x 1200 mm(폭)의 roll sheet를 코로나 처리를 통한 표면처리 한 후, 55 ~ 66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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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로 아크릴 점착처리를 통해 필드 테스트을 위한 고추작물지지 시험용 발포

체 점착테이프를 제작하였다(그림 4).

. 제조한 점착테이프의 필드 테스트를 위해 30 수의 고추 작물과 지지대에 25 m

(길이) x 1.5 cm(폭)의 점착테이프를 적용하여 고추 모종을 이식한 4월 2일부터

8월말 고추작물 수확 완료시까지 진행하였다. 적용시부터 20일 간격으로 시편을

재취 하여 60℃에서 무게변화가 없도록 72시간 건조 후 물성평가를 통해 내후

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 과일 포장재 제작

. 연속생산공정을 통해 제조된 발포체 시트들 중에서 20배 발포된 3.0 mm(두께)

x 1200 mm(폭)의 roll sheet를 열성형을 통해 과일 포장재를 제작하였다(그림

5).

그림 5. 과일포장재 성형 공정 및 과일 포장재 사진들.

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조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의 가공성 평가 및

시제품의 특성 분석 결과

(1)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시트의 표면처리

- 점착 테이프 시제품 제작을 위해 코로나(Corona, 7.5 kW) 설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 하에서 제조된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시트를 표면처리를 한 후 접촉

각 측정을 통해 표면처리된 발포체 시트의 표면 에너지를 산출하였다. 이후 다양

한 조건하에서 표면처리 된 발포체 시트의 점착력을 KA 1107에 따라 만능시험기

를 이용한 분석한 결과, 표면처리 된 발포체 시트의 표면에너지가 42 dyne/cm 이

상 일 때 점착제와 발포체 시트 간에 접착이 잘됨을 확인하였다.

(2)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시트의 열적층

- 제조된 발포체 시트 위헤 이형필름의 열적층 평가를 위해 발포된 3.0 mm(두께) x

1200 mm(폭) 발포체 시트 위에 다양한 이형필름(열가소성폴리우레탄(TPU), 폴리

에틸렌(PE), 폴리우레탄(PU)들을 적외선 열적층 장비(Comma laminating, 용량: 3

kW)를 이용하여 적층한 후 발포체에 코팅된 이형필름의 접착력은 KA1107법에

따라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접착력을 측정하였다. 발포체 시트와 이형필름 간의

과 접착력 평가 결과 23 m/min 속도로 열적층 하였을 때 열적층 성형성과 접착성

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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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양한 이형필들이 열적층 된 발포체 시트의 사진들.

(3)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시트의 열성형

- 발포체 시트의 열성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성형율 평가 방법인 심교율 방

법을 이용하여 평가 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요약하였다.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배, 15배 및 20배 발포된 발포 시트들은 모두 120% 이상의 성형율을 나타냄으로

써 비교적 성형형이 우수하여 산업소재로의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과일포장재 및 일부 자동차 에어콘 단열완충 부품들과 같은 시제품을

제작하여 통해 발포체 시트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재확인 하였다(그림 7).

표 1. 발포체 시트의 성형성 평가 결과

시 험 항 목
10배발포
두께 1mm

15배발포
두께2mm

20배 발포
두께 3mm

시 험 방 법

성형율 평가(%) 120이상 120이상 약 120 심교율방법

그림 7. 열성형을 통해 제조된 과일포장재 및 자동차용 에어커 단열완충 부품의

사진들 .

(4)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시트를 이용 점착테이프 제조 및 이의 내후성 평가

- 생분해성 고분자 발포체 시트를 이용하여 제조된 시제품의 내후성 평가를 위해서

고추 등 농작물들을 지지대에 고정화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점착테이프를 선정하

였다. 실제 환경에서 점착테이프를 지지대와 작물들의 고정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는 주변 환경 변화에 무관하게 일정기간(작물의 수확기까지) 이상 점착강도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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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착테이프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하에서 점착테이프 제조 및 물성 평가를 통해서 30.1 kg/㎠(길이방향)

과 13.61 kg/㎠(수평방향)의 인강강도를 갖으며 점착층과 발포체 시트 간에 일체

화된 점착테이프를 제작하였다.

그림 7. 제조된 점착테이프를 고추작물과 지지대 고정화 적용 사진들 .

-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조된 점착테이프를 고추작물과 지지대 고정화 적용

시킨 후 적용 시점부터 100일 동안 20일 간격으로 시편을 채취하여 다양한 물성

변화 측정을 통해서 내후성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들을 표 2에 나타내었다.

내후성 평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추작물을 수확하는 시점(100일)에 이르러

생분해 특성으로 인해 물성의 보다 큰 변화가 야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산업제품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내후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고추작물 지지대 적용을 통한 생분해성 점착테이프의 내후성평가 결과

내후성평가결과(일)

시 험 항 목
1 20 40 60 80 100 시험방법

두 께 (mm) 0.69 0.69 0.67 0.67 0.69 0.72 KS M
3014

겉보기 밀 도 (G/㎤) 0.112 0.110 0.111 0.114 0.111 0.110 "

인장강도
(kg/㎠)

L 30.1 28.2 27.5 25.3 23.2 21.6 "

W 13.6 12.1 11.8 11.1 10.9 9.2 "

신장율
(%)

L 198 143 158 155 198 188 "

W 209 133 150 150 184 193 "

가교도
(%)

38.8 37.5 36.1 35.4 33.8 32.2 ASTM D
2765

경 도 ″C″TYPE 41 41 40 40 39 38

가열치수변화 (%)
(100℃ x 1 h)

L -5.2 -4.8 -4.7 -4.5 -3.0 -4.1 KS M
3014W -0.1 0.1 0.1 0.0 -0.1 0.0

다. 결론

- 1, 2차년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연속생산공정(블렌딩, 압출공정, 전

자빔 가교공정, 발포공정) 조건하에서 생분해성 고분자 발포체를 제조 후, 2차 가

공(표면처리, 열적층, 열성형 등)의 최적화를 통해서 시제품들(점착테이프, 과일포

장재 등)을 제작하고 이의 실제 농작물 내후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 최적화된 연속생산 공정 하에서 제조된 발포체 시트 치수: 10 ~ 20배 범위에서

발포된 0.7 ~ 3.0 mm(두께) x 1200 mm(폭)의 roll sheet.

. 점착테이프 제조를 위한 발포체 시트의 코로나 표면처리조건 확립: 7.5 kW의 코

로나 장비를 이용한 최적 코리나 처리속도: 12 m/min(점착테이프 제조에 적합한

42 dyne/cm 이상의 표면에너지를 갖는 발포체 시트 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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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필름 적층을 위한 발포체 시트 위에 열적층 조건 확립: 적외선 열적층 장비

(Comma laminating, 용량: 3 kW)를 이용한 최적 열적층 속도: 23 m/min(3종의

이형필름들에 적용).

. 제조된 발포체 시트의 열성형성: 객관적인 평가방법인 심교율법을 이용한 열성형

성 평가를 통해 제조된 발포체 시트들은 모두 120% 이상의 성형율을 나타냄으로

써 산업소재로의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과일포장재 및 일부 자동차 에어컨

단열완충 부품 등의 시제품 제작).

. 실제 환경에서의 내후성 평가를 위해 농작물 고정화용 점착테이프 시제품 제조:

일정기간(작물의 수확기까지) 이상 지지대와 작물들의 고정화에 적용에 적합한

30.1 kg/㎠(길이방향)과 13.61 kg/㎠(수평방향)의 인강강도를 갖으며 점착층과 발

포체 시트 간에 일체화된 점착테이프의 제조 조건을 확립하였다.

. 고추작물 지지대 적용을 통한 생분해성 점착테이프의 내후성평가 결과: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점까지 적용된 점착테이프의 물성저하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존 소재들과의 비교분석

. 기존 방법으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신규 단량체

합성이나 공중합 등 공정이 복잡하고 수율이 낮아 실제 상업화되기에는 문제점

이 있음. 또한 범용 플라스틱 등 기존 소재와의 혼합을 통한 물성 향상을 시도하

고 있으나, 생분해도가 크게 떨어지고, 상용화제 등 새로운 첨가제가 필요로 함.

. 이에 본 과제에서는 기존의 상업화된 생분해성 플라스틱들의 물성 향상을 위해

방사선가교기술을 이용한 기존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반 블랜드, 바이오복합재료

및 발포체 제조 기술들을 개발하였고, 열적·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함.

. 가교화에 따라 생분해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짐이 확인되었으나, 난분해성 범

용 플라스틱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생분해도를 가짐을 확인하였음.

<기존 소재들과 물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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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방사선 조

사에 의한 생

분해성 고분

자의 물성 변

화 연구

- 3종 이상의

생분해성 고

분자 재료

- 방사선 조

사에 의한 물

성 변화 분석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생분해성 고분

자 3종을 선택하여 다양한 조건하에서 전자

빔 조사를 하였음.

- 용액주조(solution casting)법에 의한 생분

해성 고분자 필름 제조

. 생분해성 고분자 3종: PCL, PLA, PBAT

. 필름 두께: 130 ㎛

- 전자빔 조사(전자빔 가속기, 2 MeV, 1 mA)

. 20 ~ 200 kGy(최적 조건 200 kGy)

○ 전자빔 조사후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의 물

성 변화 분석

- 전자빔 조사에 의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화

학구조 및 물성 변화 분석

. FT-IR 분석과 가교도 측정을 통한 화학

구조 변화 및 가교구조 형성 확인

. DSC, TGA 분석을 통한 열적 특성 변화

평가

. UTM, DMA, TMA 등을 이용한 기계적

특성 변화 평가

. 효소분해시험, 토양매립분해시험 등을 통

한 생분해도 평가

- PCL과 PBAT의 경우 전자빔 조사에 의한

가교 구조 형성으로 열적,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 가교율: PCL 34%, PBAT 52%

. 기계적 특성(인장강도): PCL 18% 향상;

PBAT 23% 향상

. 열적 특성(Tg): PCL 16 ℃ 향상;

PBAT 8 ℃ 향상

- PCL의 생분해도는 조사량에 따라 가교율

의 증가로 인하여 생분해도가 감소됨을 확

인하였고 PLA와 PBAT의 경우에서는 생

분해 기간이 PCL에 비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조사량 변화에 따른 생분해도 변화

측정을 계속 진행 중임.

. 순수 PCL: 82% 중량 감소(216시간, 효소

분해반응)

. 전자빔 조사된 PCL: 60%(200 kGy) 중량

감소(216시간, 효소분해반응)

50 100

○ 총 3종의 생분

해성 고분자의 방

사선 조사에 따른

물성 변화 확인

○PCL과 PBAT의

경우 전자빔 조사

에 의한 가교 구조

형성으로 열적, 기

계적 특성이 향상

되었음을 확인.

○ 국내 특허 1건

출원 ( 출 원번호 :

10-2010-0049841)

○ 생분해성

고분자 압출

가공 기술 연

구

○ 생분해성 고분자의 압출 가공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폴리에스터계 열가소

성 폴리우레탄 수지를 이용하여 single 및

twin 압출기에서 시트를 제조한 후 전자선

조사 및 발포 공정을 진행하여 생분해성 고

분자 가교 발포체를 제조하였음

20 100

○다양한 조건하에

실험을 통해

Single 및 twin 압

출기를 이용한 생

분해성 고분자의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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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출기

(single, twin)

를 통한 가공

특성 연구

- 압출가공된

생분해성 고

분자 재료의

물성 연구

시 험 항 목 10배 발포 15배 발포 20배 발포

두 께 (mm) 3 3 3

겉보기 밀 도 (G/㎤) 0.100 0.067 0.050

인장강도
(kg/㎠)

L 7.5 6.0 4.3

W 5.4 4.1 3.6

신장율
(%)

L 185 154 122

W 155 130 103

인열강도
(kg/㎝)

L 2.8 2.3 1.6

W 3.1 2.7 2.2

압 축 경 도
(kg/㎠) 25 %

0.47 0.35 0.28

압 축 영 구 변 형 25 % 6.6 7.5 8.2

가 교 도 (%) 40.9 36.4 34.3

경 도 ″C″TYPE 23 21 18

가열치수변화
( % )

(100℃ x 1 h)

L -7.5 -5.6 -5.0

W -5.8 4.6 3.9

- 압출 가공에 의한 시트 제조

. 시트 두께: 3 mm x 450 mm roll sheet

- 전자빔 조사(800 keV, 10 ~ 50 kGy(양면 조

사))

. 가교율: 34 ~ 42%

- 발포 조건(270 oC, 3 분)

. 발포배율: 10-20배

○ 압출 가공 및 발포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제품의 물성 평가 결과

압출 조건 확립하

였음.

○압출 가공 및 발

포 공정을 통해 제

조된 발포체의 물

성을 평가하였음.

총계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

해성 고분자

가교 기술 연

구

- 겔화율:

20%이상

- 100 oC 열변

형율: 50%

이하

- 인장강도:

10 MPa이상

○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을 위한 전자

빔 가교 기술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최적

배합제 및 함량을 선정하였음.

- 용액주조(solution casting)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함량의 배합제를 함유 한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 제조

. 생분해성 고분자 3종: PCL, PLA, PBAT

. 배합제 3종: TAIC, TMPTA, HDDA

- 전자빔 조사 조건: 2 MeV, 1 mA, 20~200

kGy(전자빔 조사량)

- 전자빔 조사에 의한 겔화율 평가를 통하여

각 생분해성 고분자에 대한 최적 배합제

및 함량을 선정하였음.

. PCL: 3 wt% TAIC, PBAT: 3wt% TAIC,

PLA: 5wt% TAIC

- 전자빔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들은 100

kGy에서 66% 이상의 겔화율을 보였음:

PCL 83%, PBAT 66%, PLA 82%

○ 최적 함량의 TAIC를 함유하는 생분해성 고

분자 필름의 전자빔 조사에 의한 물성(겔화

율, 열변형율, 인장강도 및 생분해도) 분석

결과:

-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자의 열변형

60 100

○ 방사선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및 블랜드는 20%

이상의 겔화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

음.

○ 방사선 조사된

생분해성 고분자

및 블랜드는 100
oC에서 50 %이하

의 열변형율과 10

MPa 이상의 인장

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음.

○ 국내 특허 1편

출원 ( 출 원번호 :

10-2011-0021221)

2. 2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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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종류
분해

방식
분해기간 비고

범용올레핀고분자

(PE, PP 등)

토양

매립
10~300년

* U.S.

Nation

al Park

service

폴리아미드

(나일론 등)

토양

매립
30~600년

방향족 폴리에스터

(PET, PC 등)

토양

매립
450년 이상

순수한 PBAT
토양

매립
1.5년

*생분

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

였음.

가교된 PBAT
토양

매립
4.9년

순수한 PCL
효소

분해
55일

가교된 PCL
효소

분해
325일

순수한 PCL
토양

매립
180일

가교된 PCL
토양

매립
1.8년

율은 7~25%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인장강

도는 17 MPa 이상으로 약 17~46%까지 향

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고분

자

TAIC

함량

(wt%)

전자빔

조사량

(kGy)

겔화

율

(%)

열변

형율

(%)

인장강도

(MPa)

PCL

0 0 0 녹음 15.1

0 100 5 녹음 15.5

3 100 83
7.3@

100oC

17.8

(18% 향

상)

PBA

T

0 0 0 녹음 17.8

0 100 31 녹음 23.0

3 100 66
14.0@

130oC

26.0

(46% 향

상)

PLA

0 0 0 녹음 50.6

0 100 0 녹음 32.4

5 100 82
24.5@

160oC

58.8

(16% 향

상)

- 생분해도 평가 결과, 가교된 생분해성 고분

자들의 생분해도는 전자빔 조사량에 따라

겔화율의 증가로 인하여 생분해도가 감소

함을 확인하였음.

. 순수한 PCL: 97% 중량 감소(200시간, 효

소분해반응)

. 가교된 PCL(200 kGy): 20% 중량감소(200

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LA: 36% 중량 감소(360시간, 효

소분해반응)

. 가교된 PLA(100 kGy): 8% 중량 감소(360

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BAT: 36% 중량 감소(6개월, 토

양매립시험)

. 가교된 PBAT(200kGy): 4% 중량 감소(6

개월, 토양매립시험)

*범용고분자들과 생분해성 고분자들의 분

해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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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PLA
효소

분해
119일

가교된 PLA
효소

분해
194일

○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용고분자와의 블랜드 제조기술 및 전자빔

가교 기술 개발.

- 용융혼합(melt blending)법을 이용하여 다

양한 조성비의 PLA/LLDPE-g-MAH 생분

해성 고분자/범용 고분자 블랜드 제조

. 고분자: 생분해성 고분자(PLA), 범용고분

자(LLDPE-g-MAH)

. 조성비(PLA:LLDPE-g-MAH): 9:1, 8:2,

7:3, 5:5

- 전자빔 조사 조건: 2 MeV, 1 mA, 50~200

kGy

○ 전자빔 조사 후 PLA/LLDPE-g-MAH 블

랜드의 물성 변화 분석:

- 전자빔 조사에 의한 블랜드의 화학구조 및

물성 변화 분석

. 겔화율을 측정을 통해 가교구조 형성 여

부 확인

. UTM, TMA 등을 이용한 열적 기계적 특

성 변화 평가

. DSC, TGA 분석을 통한 열적 특성 변화

평가

. FT-IR 분석을 통한 화학구조 분석

. SEM 분석을 통한 생분해성 고분자 블랜

드의 상용성 향상 여부 확인.

- 순수한 PLA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가교구

조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PLA/LLDPE-g-MAH 블랜드는 9:1을 제

외한 8:2, 7:3, 5:5의 조성에서 가교구조가

형성되었고, 특히 5:5 조성에서는 모든 전

자빔 조사 조건에서 가교반응이 효과적으

로 일어남을 확인하였음:

. 겔화율: PLA/LLDPE-g-MAH(5:5) 32%

@100 kGy

- PLA/LLDPE-g-MAH 블랜드(5:5 조성비)

를 갖는 열변형율은 14% 이하(48% 감소)

이며, 인장강도는 20 MPa 이상(18% 향상)

임을 확인하였음:

. 열변형율: 조사되지 않은

PLA/LLDPE-g-MAH(5:5) 27%;

100 kGy로 조사된

PLA/LLDPE-g-MAH(5:5) 14%

. 인장강도: 조사되지 않은

PLA/LLDPE-g-MAH(5:5) 17.1 MPa;

100 kGy로 조사된

PLA/LLDPE-g-MAH(5:5) 20.2 MPa

- PLA/LLDPE-g-MAH 블랜드의 SEM 분

석 결과, 전자빔 조사에 의해 연속상인

PLA와 분산상인 LLDPE-g-MAH 사이 계

면의 혼화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방 사 선 을 ○ 대량생산을 위한 실제 연속 생산공정라인에 40 100 ○ 연속 생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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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생분

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 기술 연

구

- 생분해성

고분자/가교

제 이용 방사

선에 의한 가

교 특성 연구

- 발포제 함

침을 통한 발

포 기술 연구

서의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가교 발포체

제조를 위해서 1차년도 연구결과들을 바탕

으로 연속생산라인에서의 폴리에스터계 열

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수지의 twin 압출

기를 이용한 압출가공, 전자선 조사, 및 발포

조건들의 최적화를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를 제조하였음.

- 연속생산라인에서의 압출 가공을 통한 시

트 제조 조건 확립

. 0.5~1.5 mm(두께) x 700 mm(폭)의 압출

roll sheet 제조 조건 확립

- 연속생산라인에서의 전자빔 조사 조건 확

립

. 가교조건: 850 keV, 10~50 kGy(양면 조

사)

. 가교도: 40~60%

- 가교된 시트를 연속생산라인 발포로에서

발포하기 위한 조건 확립

. 발포조건: 발포로의 온도조건(1 구간: 150
oC, 2 구간: 180 oC, 3 구간: 210 oC), 발포

로에서의 시트 입출속도: 5~6 m/분

. 발포배율: 10~20배 발포가능

. 결과요약: 0.7~3.0 mm(두께) x 1200 mm

(폭)의 발포 roll sheet 제조 조건 확립

○연속공정을 통해 제조된 발포제품들의 열적

및 기계적 특성 평가 결과

시 험 항 목 10배 발포 15배 발포 20배 발포

두 께 (mm) 3 3 3

겉보기 밀 도 (G/㎤) 0.100 0.067 0.050

인장강도
(kg/㎠)

L 13.2 9.0 6.5

W 9.2 6.1 4.2

신장율
(%)

L 246 195 140

W 180 150 120

인열강도
(kg/㎝)

L 3.4 2.8 2.0

W 4.6 3.6 3.1

압축경도
(kg/㎠) 25 %

0.42 0.38 0.3

압축영구변형
25 %

6.6 7.5 8.2

가교도(%) 59.2 50.1 45.2

경도 ″C″TYPE 28 25 22

가열치수변화
( % )

(100℃ x 1 h)

L -13.1 -15.6 -17.0

W -10.2 -12.6 -15.9

에서의 폴리에스터

계 열가소성 폴리

우레탄 수지의

Twin 압출기를 이

용한 압출가공, 전

자선 조사 및 발포

조건들의 최적화를

통해 생분해성 고

분자 가교 발포체

를 제조하였음.

○ 연속생산공정을

통해 제조된 생분

해성 고분자 가교

발포체의 열적 및

기계적 물성을 평

가하였음.

총계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

해성 바이오

복합재료 제

조 및 물성 향

○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 향상을 위해 나노

충진제와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바이오

복합재료 제조기술 및 전자빔 가교 기술 개

발.

- 용액주조(solution casting)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성에서 생분해성 고분자(PCL,

50 100

○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

합재료는 30 ~

80%의 겔화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

3. 3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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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술 연구

- 겔화율: 30

~ 80%

- 100 oC 열변

형율: 30%

이하

- 인장강도:

20 MPa이상

PBAT, PLA)를나노충진제들과 용액혼합

을 통해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 필름 제

조

. 생분해성 고분자 3종: PCL, PLA, PBAT

. 나노충진제 2종: AcryloPOSS,

PEG-POSS

- 전자빔 조사 조건: 2 MeV, 1 mA, 20~200

kGy(전자빔 조사량)

- 전자빔 가교된 바이오복합재료는 생분해성

고분자 종류, 배합비 및 전자빔 조사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 ~ 80 %의 겔화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음:

. PCL/POSS: 72%; PBAT/POSS: 55%;

PLA/PEG-POSS: 70%(100kGy)

○ 전자빔 가교된 바이오복합재료의 열적·기계

적 특성 및 생분해도 분석 결과:

-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료

필름들은 100 oC 이상의 온도에서 4 ~11 %

의 낮은 열변형율을 나타내고, 20 MPa 이

상의 인장강도를 보이며 4 ~ 57%까지 인장

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생분

해성

고분

자

조성

TAI

C

(phr)

전자

빔

조사

량

(kGy)

겔화

율

(%)

열변

형율

(%)

인장

강도

(MPa)

고분

자

(wt

%)

나노

충진

제

(wt

%)

PCL

/PO

SS

100 0 0 100 0
녹아

내림
17

90 10 0 0 1
녹아

내림
16.5

90 10 0 100 72

14@

100o

C

25.7

(34%

향상)

PB

AT/

POS

S

100 0 0 100 0
녹아

내림
11.6

90 10 0 0 0
녹아

내림
8.7

90 10 0 100 55
4@1

30oC

18.2

(57%

향상)

PLA

/PE

G-P

OSS

100 0 0 100 0
녹아

내림
42.9

85 15 3 0 0
녹아

내림
32.5

85 15 3 100 70

26@

165o

C

44.5

(4%

향상)

- 생분해도 평가결과,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

오복합재료들의 생분해도는 겔화율에 따라

생분해도가 감소하였지만 생분해가 가능함

을 확인하였음.

. 순수한 PCL: 94% 중량 감소(192시간, 효

소분해반응)

. 가교된 PCL/POSS10(100 kGy): 6% 중량

감소(192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LA: 22% 중량 감소(240시간, 효

음.

○ 전자빔 가교된

생분해성 바이오복

합재료는 100 oC에

서 30 %이하의 열

변형율과 20 MPa

이상의 인장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

음.

○ 국내 특허 3건

출원 ( 출 원번호 :

10-2012-0056699,

10-2012-0018389,

10-2012-001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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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종류
분해

방식
분해기간 비고

범용올레핀고분자

(PE, PP 등)

토양

매립
10 ~ 300년

* U.S.

Nation

al Park

service

폴리아미드

(나일론 등)

토양

매립
30 ~ 600년

방향족 폴리에스터

(PET, PC 등)

토양

매립
450년 이상

순수한 PBAT
토양

매립
1.5년

*생분

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

였음.

가교된 PBAT/POSS
토양

매립
6.2년

순수한 PCL
효소

분해
55일

가교된 PCL/POSS
효소

분해
5.4년

순수한 PCL
토양

매립
180일

가교된 PCL
토양

매립
1.8년

순수한 PLA
효소

분해
119일

가교된

PLA/PEG-POSS

효소

분해
294일

소분해반응)

. 가교된 PLA/PEG-POSS15_T3(100 kGy):

4% 중량 감소(240시간, 효소분해반응)

. 순수한 PBAT: 40% 중량 감소(6개월, 토

양매립시험)

. 가교된 PBAT/POSS10(100kGy): 8% 중

량 감소(6개월, 토양매립시험)

*범용고분자들과 생분해성 바이오복합재

료들의 분해성 비교

○ 생 분 해 성

고분자 시제

품 제작 및 물

성 향상 연구

- 발포제품의

가공 특성, 성

형 특성 및 물

성 연구

- 발포제품의

표면 처리 연

구

- 시제품 제

작 (과일포장

재, 점착테이

프 등) 기술

연구

○ 1, 2차년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적

화된 최적화된 연속생산공정(블렌딩, 압출공

정, 전자빔 가교공정, 발포공정)조건하에서

생분해성 고분자 발포체를 제조 후 2차 가공

(표면처리, 열적층, 열성형 등)의 최적화를

통해서 시제품들(점착테이프, 과일포장재

등)을 제작하고 이의 실제 농작물 내후성 평

가를 통해 산업제품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였음.

- 최적화된 연속생산 공정 하에서 제조된 발

포체 시트 치수:

. 10 ~ 20배 범위에서 발포된 0.7 ~ 3.0 mm

(두께) x 1200 mm(폭)의 roll sheet 제조.

- 점착테이프 제조를 위한 발포체 시트의 코

로나 표면처리조건 확립:

. 7.5 kW의 코로나 장비를 이용한 최적 코

리나 처리속도: 12 m/min(점착테이프 제

조에 적합한 42 dyne/cm이상의 표면에너

지를 갖는 발포체 시트 제조 가능)

- 이형필름 적층을 위한 발포체 시트 위에 열

적층 조건 확립:

. 적외선 열적층 장비(Comma laminating,

용량: 3 kW)를 이용한 최적 열적층 속도:

23 m/min(3종의 이형필름들에 적용함)

50 100

○ 방사선을 이용

한 생분해성 고분

자 발포체의 최적

화된 연속생산공정

조건하에서 생분해

성 고분자 가교 발

포체를 제조함.

○ 제조된 발포체

의 2차 가공가공

(표면처리, 열적층,

열성형 등)의 최적

화를 통해 시제품

들(점착테이프, 과

일포장재 등)을 제

작하고 이의 실제

농작물 내후성 평

가를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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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의 폭넓은 상업적 응용을 가능케 하여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산업

에 핵심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기술

들은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에너지 소모가 적고 친환경적이며, 용이하게 생분

- 제조된 발포체 시트의 열성형성:

. 제조된 발포체 시트의 열성형성: 객관적인

평가방법인 심교율법을 이용한 열성형성

평가를 통해 제조된 발포체 시트들은 모

두 120% 이상의 성형율을 나타냄으로써

산업소재로의 활용 가능함을 확인(과일포

장재 및 일부 자동차 에어컨 단열완충 부

품들 등의 시제품을 제작함.)

- 실제 환경에서의 내후성 평가를 위해 농작

물 고정화용 점착테이프 시제품 제조:

. 일정기간(작물의 수확기까지) 이상 지지

대와 작물들의 고정화에 적용에 적합한

30.1 kg/㎠(길이방향)과 13.61 kg/㎠(수평

방향)의 인강강도를 갖으며 점착층과 발

포체 시트 간에 일체화된 점착테이프의

제조 조건 확립

- 고추작물 지지대 적용을 통한 생분해성 점

착테이프의 내후성평가 결과:

.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점까지 적용된 점착

테이프의 물성저하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내후성

평가 (일)

시험항목

1 20 40 60 80 100 시험방법

두 께 (mm) 0.69 0.69 0.67 0.67 0.69 0.72
KS
M

3014

겉보기 밀도

(G/㎤)
0.112 0.110 0.111 0.114 0.111 0.110 ″

인장강도

(kg/㎠)

L 30.1 28.2 27.5 25.3 23.2 21.6 ″

W 13.6 12.1 11.8 11.1 10.9 9.2 ″

신장율

(%)

L 198 143 158 155 198 188 ″

W 209 133 150 150 184 193 ″

가교도

(%)
38.8 37.5 36.1 35.4 33.8 32.2

AST
M D

2765

경 도
″C″TYPE 41 41 40 40 39 38

가열치수
변화

(%)

(100℃ x
1 h)

L -5.2 -4.8 -4.7 -4.5 -3.0 -4.1
KS
M

3014W -0.1 0.1 0.1 0.0 -0.1 0.0

총계 100 100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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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 고분자의 열적, 기계적 물성들을 향상 및 생분해성 제어 가능함에 따라 생

분해성 고분자의 가공성 극대화가 가능하여 바이오플라스틱의 용도 다변화에 활

용 가능함.

○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방사선 기반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들

은 기존 바이오플라스틱의 물성 개선이 가능하여 일회용품에서부터 가전제품 및

자동부품 등의 바이오플라스틱의 산업적 활용도를 증가시켜 국내 바이오플라스

틱 산업 및 시장규모 확대가 가능함.

○ 석유자원 고갈,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여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환

경규제를 극복함으로써 국가 산업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기존의 방사선 이용 분야 즉, 타이어, 단열재, 내열전선, 하이드로겔 이외의 새로

운 방사선 응용 분야 개척 및 방사선의 상업적 활용 가치를 입증하여 방사선 산

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난분해성 범용 플라스틱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

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과제의 방사선 기반 고성능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들은 방사선 기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임.

○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 소재 대체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 개발분

야 활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순환형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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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

- 다양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 활용

. 방사선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생분해성 고분

자 소재의 폭넓은 상업적 응용을 가능케 하여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

재 산업에 핵심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사선을 이용한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들은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에너지 소모가 적고 친환경적이며, 용이

하게 생분해성 고분자의 열적, 기계적 물성들을 향상 및 생분해성 제어 가능

함에 따라 생분해성 고분자의 가공성 극대화가 가능함.

. 또한 본 과제에서는 기존 바이오플라스틱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취약한 물

성을 방사선 기술을 적용하여 크게 향상시켰음. 기존 생분해성 소재보다 생

분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은 있으나, 비분해성 범용 플라스틱 대비 생분해

도가 매우 우수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적용될 수 있음.

.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용도 다변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생분해성 농

업용 필름, 일회용 컵 등의 소비재, 의료용 생분해성 재료, 조직공학용 생체

재료,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들에 적용 가능한 고성

능 신소재 개발에 활용할 것임.

. 기존의 방사선 이용 분야 즉, 타이어, 단열재, 내열전선, 하이드로겔 이외의

새로운 방사선 응용 분야 개척 및 방사선의 상업적 활용 가치를 입증하여 방

사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적 측면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시제품들은 현재 참여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든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추가의 공정이 발생되지 않아, 추후 제품 개발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단 생분해성 수지의 가격이 범용 플라스틱의 2 ~ 3배 정도로 아

직은 단가 경쟁력이 나쁘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가격이

범용 플라스틱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기업에서의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기대됨.

- 석유자원 고갈,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이 가능한 다양

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여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활용되

는 환경규제를 극복함으로써 국가 산업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방사선 기반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

들은 기존 바이오플라스틱의 물성 개선이 가능하여 일회용품에서부터 가전제

품 및 자동부품 등의 바이오플라스틱의 산업적 활용도를 증가시켜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및 시장규모 확대가 가능함.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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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측면

- 난분해성 범용 플라스틱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

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과제의 방사선 기반 고성능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및 응용 기술들은 방사선 기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사선

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임.

-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 소재 대체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 개발

분야 활용을 통해 환경 보전과 순환형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임.

-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 및 새로운 방사선 응용분야 발굴에 기여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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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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ixth International Workshpo on Green Composites 국제학회 참석,

논문발표 및 자료수집(정찬희, 2010년 9월, 한국 금오공대)

. 생분해성 고분자, 그린 바이오복합재료 제조와 산업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동향 파악

- 2010 International Chemical Congress of Pacific Basin Societies 학회

참석(최재학, 2010년 12월, 미국 하와이)

.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의 물성변화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습득 및 연구동향 파악

- 2010 춘계공업화학회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논문발표(국인설, 2010년 5월, 한국

부산)

. 기능성 고분자의 제조 및 응용 분야에서 생분해성 고분자 관련 연구의 동향 파악

및 신소재, 환경, 식품 분야에서의 응용 정보수집

- The 2nd FAPS Polymer Congress 국제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최재학, 2011년

5월, 중국, 베이징)

. 생분해성 고분자 가공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습득 및 패키징 소재로의 응용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동향 파악.

- The 12th Pacific Polymer Conference(황인태, 2011년 11월, 한국, 제주)

. 기능성 고분자의 제조분야에서 방사선이용 생분해성 고분자 및 복합재료의

제조에 관한 논문발표 및 그린바이오복합재료 관련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 The 18th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정찬희,

2012년 3월, 한국 부산)

. 방사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의 가교 및 물성 분석에 관한 논문발표 및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고분자 재료의 가공 관련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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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시설·장비현황

NTIS 장비

고유번호
장비명 제작국가 장비 설명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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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음.

-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의 고유한 특성인 높은 에너지와 투과력을 이용하여 음이온교환

기로 변환이 가능한 염화비닐벤질(VBC) 단량체를 화학적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상용

고분자필름에 그라프트시킨 후 3차아민과 반응시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

막을 제조하였음. 또한 VBC가 그라프트된 필름을 2개의 3차아민을 함유한 디아민과

반응시키거나 그라프트 과정에서 DVB 가교제를 혼합하여 내구성이 향상된 음이온교

환막을 제조하였음.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들의 이온교환용량, 이온전도도, 함수율, 기계적 물성, 화학적 안정

성 등을 측정하였고 SEM-EDX, SANS, AFM 등을 이용한 막의 구조 분석을 진행하

였음.

- 선별된 음이온교환막들을 이용하여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MEA를 조립하였고 연료전

지 성능을 평가한 결과 최고전력밀도 115 mW를 달성하였음. 또한 200 시간 동안 장기

성능평가를 진행하여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검증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어 방사선, 알칼라인 연료전지, 음이온교환막, 그라프팅, 가교, 아민화

영 어
Radiation, Alkaline Fuel Cell, Anion Exchange Membrane,

Grafting, Crosslinking, Quatern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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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 이용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연료전지는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창출과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

킬 수 있는 기술이지만 현재까지는 제조 단가가 높아서 상업화가 지연되고 있

는 실정임. 따라서 연료전지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연료전지의 효율성 증대와

제조 단가 인하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PEMFC와 DMFC에서 전극물질로는 고가의 금속인 플라티늄/루테늄(Pt/Ru)으

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추후 연료전지 자동차 등이 개발되어 대량

생산 체재로 전환될 경우 수요가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한정된

플라티늄/루테늄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큰 가격 상승을 불러와 연료전지 상업

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최근 고가의 플라티늄/루테늄 금속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니켈(Ni) 또는 은(Ag)으로 구성된 전극 사용이 가능하고 제조 단가가 저렴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되고 있음.

○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SAFC)에서는 액체전해질을 사용하는 알칼라인

연료전지의 문제점인 이산화탄소와의 부반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까

지 개발된 SAFC용 음이온교환막은 내구성이 떨어져 장시간 구동해야하는 연

료전지에 사용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은 SAFC용 음이온교환막

개발이 필요함.

○ 본 과제의 목적은 방사선의 고유한 특성인 높은 에너지와 투과력을 이용하여

내구성이 향상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고 SAFC용 연료전지막으로서 활용 가

능성을 검증하는 것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 VBC 단량체를 불소필름에 그라프트 시키기 위한 방사선 조사 조건 연구

. 3종의 불소계열 필름(ETFE, FEP, PFA)과 VBC 단량체를 사용하여 조

사방법(동시조사, 전조사), 조사선량(0 ~ 80 kGy), 용매의 종류(CCl4,

CHCl3, CH2Cl2, 1,2-DCE, Toluene, Isopropanol, Heptane 등), 단량체의

농도(30 ~ 70%) 등이 그라프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 4 -

SEM-EDX를 이용하여 제조된 그라프트 필름의 단면에서 VBC 고분자

의 내부 분포를 분석하였음.

- 음이온교환기 도입을 위한 다양한 아민류와의 반응 연구

. 불소고분자 필름에 그라프트된 VBC 고분자에 음이온교환기를 도입하

기 위하여 다양한 화학 구조를 가진 아민들(TMA, DMBA, DMA,

MPP)과 반응시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특성 및 기계적 물성을

비교 분석하였음.

- 최적화된 방사선 그라프트 조건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특성 분석

. 최적화된 방사선 그라프트 조건(ETFE, PFA 필름 사용, 2 kGy/h 선량

률, CHCl3 용매와 TMA 아민 사용 등)으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고 연

료전지막으로서의 물성을 측정하였고 연료전지막으로 적합성 여부를 확

인하였음.

○ 가교구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디아민을 이용한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 제조 조건 확립 및 물성 연구

. 방사선을 이용하여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ETFE필름을 제조한 후

아민 관능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디아민들(DABCO, TMDAP,

TMDAH)을 도입을 위한 아민화 반응 최적 조건을 연구하였음. 최적화

된 조건으로 DABCO 아민을 사용하여 제조한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

의 이온교환용량, 이온전도도, 함수율 및 화학적 안정성 등의 중요 물성

을 평가하였음.

- DVB을 이용한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 제조 조건 확립 및 물성 연구

. 다양한 함량(0 ~ 12%)의 divinylbenzene(DVB)을 이용하여 가교구조의

그라프트 필름 제조를 위한 방사선 조사 조건을 최적화 하였으며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가교구조의 필름은 TMA로 처리하여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 이온전도도,

함수율 및 화학적 안정성 등의 중요 물성을 평가하였음.

○ 음이온교환막 구조 분석

- 냉중성자 소각산란(SANS)과 원자힘현미경(AFM)을 이용한 그라프트막

및 음이온교환막의 미시 구조분석

. 방사선 그라프트를 이용하여 제조된 가교/비가교 그라프트 필름 및 음

이온교환막의 구조 분석을 위해 SEM-EDX, 냉중성자 소각산란

(SANS), 원자힘현미경(AFM)을 이용하였음. 그라프트 고분자의 필름

내부로의 침투 정도와 음이온교환기의 필름 단면 분포는 SEM-EDX를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가교 및 그라프트율에 따른 필름의 결정질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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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를 이용하여 관찰하였음. 제조된 가교구조의 그라프트 필름 및 음

이온교환막의 미세 모폴로지는 AF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음.

○ 음이온교환막 이용 단위전지셀 조립 및 알칼라인 연료전지 기초성능 평가

- 촉매와 음이온교환막의 접합테스트

.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은 CCS와 CCM 방법으로

MEA 조립 조건을 연구하였음. CCS 방법에서는 다양한 압력(40 ~ 120

kgf/cm2) 및 온도(50 ~ 90 oC)에서는 hot pressing을 통한 MEA 제작 조

건을 파악하였고 기체확산층 종류(carbon cloth, carbon paper)에 따른

접합성을 관찰하였음.

-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을 적용한 MEA의 전극-막 계면특성 파악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MEA 제작 및 성능

평가를 통해 전극-막 계면 안정성 파악. 전극 촉매층 형성 방법에 따른

MEA 성능 파악하였음.

- 다양한 연료조건하에서 알칼라인 연료전지의 성능 및 내구성 검토

. 액체연료, 수소, 개질수소의 연료조건에서 MEA 성능 파악하였고 제작

된 MEA의 연료 크로스 오버 특성 및 다양한 연료조건하에서 막-전극

안정성을 파악하였음. 방사선으로 제조된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을

이용하여 MEA를 조립한 후 200 시간동안 연료전지 성능 평가 및 내구

성 평가를 진행하였음.

Ⅳ. 연구개발결과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 VBC 단량체를 불소필름에 그라프트 시키기 위한 방사선 조사 조건 연구

. VBC를 불소계열필름에 그라프트 시키기 위해서 동시조사법과 전조사법을

이용하였음. 동시조사법에서는 조사선량율은 2 kGy/h, 용매는 클로로폼을

사용하여 그라프트율 50% 이상을 달성하였음. 골격고분자는 ETFE를 사용

한 그라프트필름이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였음. 전조사법에서는 용매로 햅탄

을 사용하고 VBC 용액 안에서 반응시간을 10 시간 이상 그라프트 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음.

- 음이온교환기 도입을 위한 다양한 아민류와의 반응 연구

. VBC가 그라프트된 ETFE, FEP 필름과 4종의 3차아민의 반응실험 결과 트

리메틸아민, N,N-dimethybuthylamine, N-methylpiperidine의 반응수율(최

대 76%)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 중 VBC가 그라프트된 ETFE필름에 트

리메틸아민으로 4차아민화하여 제조한 음이온교환막(ETFE-g-PVB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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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계적 물성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음(파단연신율: 140%).

- 최적화된 방사선 그라프트 조건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특성 분석

. 이온교환용량: 0.9 meq/g ∼ 1.6 meq/g, 이온전도도: 4.3 × 10-2 S/cm ∼ 8.8

× 10-2 S/cm로 연료전지막에 적용하기에 충분한 물성을 가진 음이온교환막

을 제조하였음.

○ 가교구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디아민을 이용한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 제조 조건 확립 및 물성 연구

. 실험에 사용된 3종의 디아민 중 DABCO를 사용하여 가교구조를 도입한 음

이온교환막의 기계적 물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음. DABCO를 사용

하여 가교구조를 도입한 음이온교환막은 비가교막과 비교하여 함수율이

50% 감소하는 것과 화학적 안정성이 200% 이상 증가된 것을 확인함.

- DVB을 이용한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 제조 조건 확립 및 물성 연구

. 그라프트율과 DVB의 함량을 조절하여 20종의 가교구조를 도입한 음이온교

환막을 제조하였음. 6% 이상의 DVB함량으로 제조된 가교구조의 음이온교

환막은 함수율이 비가교막과 비교하여 50% 감소하였음. 4% 이상의 DVB함

량으로 제조된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은 화학적 안정성이 비가교막 대비

400% 이상 증가하였음.

○ 음이온교환막 구조 분석

- 냉중성자 소각산란(SANS)과 원자힘현미경(AFM)을 이용한 그라프트막

및 음이온교환막의 미시 구조분석

. SEM-EDX를 이용하여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단면 분석을 통하여 VBC 단량

체가 필름 내부까지 고르게 그라프트되었음을 확인하였음. 냉중성자 소각산

란(SANS)실험을 통하여 VBC의 그라프트 반응과 DVB의 가교반응에 따른

ETFE의 결정성영역의 변화 거동을 관찰한 결과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

라 ETFE고분자의 결정질 영역들 간의 거리가 증가함이 관찰되었으며, DVB

가교에 의해서는 결정질 영역들 간의 거리 증가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

였음. 원자힘현미경(AFM)을 이용하여 그라프트막과 음이온교환막의 미시

구조분석한 결과 “섬-다리”네트워크 구조를 발견하였음.

○ 음이온교환막 이용 단위전지셀 조립 및 알칼라인 연료전지 성능 평가

- 촉매와 음이온교환막의 접합테스트,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을 적용한 MEA

의 전극-막 계면특성 파악, 다양한 연료조건하에서 알칼라인 연료전지의

성능 및 내구성 검토

. 기체확산층으로 carbon paper가 carbon cloth에 비해 우수한 접합 특성을 가

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비가교 음이온교환막-기체확산층 접합을 위해서

는 온도: 80 ℃, 압력조건: 40 kgf/cm²가 효율적이며, 가교막 음이온교환막-

기체확산층 접합을 위해서는 온도: 70 °C, 압력조건: 80 kgf/cm²가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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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음. 본 과제에서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을 위한 막-전극 접합 방법

중 CCS 방식이 CCM방식에 비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상용 음이온교환막(FUMA TECH사, FAA 음이온교환막: 28.8 mW/cm2)으

로 제작된 연료전지와 비교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된 음이온교환막

(EVBTMA-GX4 음이온교환막: 115 mW/cm2)으로 제조한 연료전지막의 전

력밀도가 4배가량 우수하였음,

. 본 연구과제에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은 MEA를 조립한 후 연료전지 구동

조건에서 200 시간 동안 성능을 유지함을 확인하였음.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본 과제에서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이 성공적으로 고체전해질 알칼

라인 연료전지에 사용하게 되면 연료전지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전극 소재(백

금)를 저가의 전극 소재(니켈 등)로 대체할 수 있어 높은 생산 가격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연료전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을 적용하는 알칼라인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

해서 대량생산 공정개발 및 제조 공정 최적화, 바인더 및 촉매 개발에 대한 추

가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은 고용량

이차전지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Zn-Air 전지의 핵심 소재용 음이

온교환막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됨. 또한 수처리, 물질의 분리,

유해 물질의 흡착, 화학반응의 촉매 개발 및 다루기 힘든 금속 동위원소 분리

등 여러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적 측면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은 방사선 고

유의 높은 에너지와 투과력을 이용하는 기술로서 기타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는 제조가 가능하지 않아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고 상용화가 진행될

경우 방사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내 신산업 창출 및 연료전지 분야

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과제에서 방사선으로 제조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은 화학적

열적 기계적 안정성이 높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현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 측면

- 본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

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키고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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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기술 관련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과 방사선 기술의 선

진화 및 원자력 기술 활용 증진에 기여하고 방사선 기술 관련 연구 인프라 구

축에 기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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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by a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Ⅱ.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Although fuel cell is considered as a technology that can create high value

added export industry and promote national competition power, its

commercialization has been delayed so far due to the high manufacturing

cost. Therefore, R&D activities are necessary to promote the fuel cell

efficiency and to reduce the manufacturing cos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fuel cell.

○ PEMFC and DMFC need only expensive platinum/ruthenium precious

metals as an electrode. The usage of the expensive metals further

prevents the commercialization of fuel cell when mass production of the

fuel cell is necessary to produce fuel cell car.

○ Therefore, alkaline fuel cell has gained much attention now a days since it

can use relatively cheap and plentiful metals such as nickel and silver as

a fuel cell electrode instead of using expensive platinum/ruthenium

precious metals.

○ In the solid alkaline fuel cell system, a problem of the byproduct formation

due to the presence of carbone dioxide as an impurity can be solved.

However, the developed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SAFC are known

to have low durability and this make it difficult to be used as fuel cell

membrane that can be operated for a long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ion exchange membrane with high durability for SAFC

application.

○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develop anion exchange membrane with

high durability for SAFC by utilizing the inherent property of radiation

such as high energy and high penetration depth and further to explore the

use of developed anion exchange membrane as a fuel cell membrane for

SA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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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Preparation of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by a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 Study of the irradiation condition for grafting of VBC onto a

fluoropolymer film

. The effects of three fluoropolymer films (ETFE, FEP, PFA), VBC

monomer, irradiation methods (simultaneous and pre-irradiation),

various doses (0 ~ 80 kGy), solvents (CCl4, CHCl3, CH2Cl2, 1,2 DCE,

toluene, isopropanol, and heptane etc), monomer concentration (30 ~

70%) on the degree of grafting were investigated. SEM-EDX was

utilized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the VBC graft polymer over

the cross-section of the grafted film.

- Study of the reac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various amines

. To introduce anion exchange groups onto a fluoropolymer film,

various amines with different chemical structure were prepared and

characterized. Their mechanical properties also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 Characterization of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by an

optimized radiation grafting condition

. Anion exchange membranes were prepared by an optimized radiation

grafting condition (ETFE, PFA films, 2 kGy/h dose rate, CHCl3

solvent, TMA amines and etc.) and their properties as a fuel cell

membrane were characterized. The operability of the membranes as a

fuel cell membrane was also investigated.

○ Improvement of the durability of anion exchange membrane by

introducing cross-linked structure.

- Study on the optimized preparation conditions of cross-linked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by diamines and the characterizations of

their properties.

. After preparation of the grafted film with VBC polymer by radiation,

the optimized reaction conditions for the introducing diamies with two

separated functional amines (DABCO, TMDAP, TMDAH) into the

grafted film were studied. In the optimized conditions, cross-li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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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DABCO moiety were prepared and

the important properties such as ion exchange capacity, ion

conductivity, water uptake, and chemical stability were evaluated.

- Study on the optimized preparation conditions of cross-linked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by DVB and the characterizations of

their properties.

. The optimization reaction conditions for the preparation of grafted

film with cross-linked structure by various contents of DVB (0 ~

12%) were studied. The cross-linked films were treated with TMA to

prepare 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cross-linked structure and

the important properties such as ion exchange capacity, ion

conductivity, water uptake, and chemical stability were evaluated.

○ Structural analysis of anion exchange membranes

- Structural analysis of the grafted films and anion exchange membranes

by cold small angle scattering (SANS) and atomic force microscopy

(AFM)

. The structures of grafted films and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by a radiation grafting method were analyzed by cold small

angle scattering (SANS) and atomic force microscopy (AFM). The

crpss-sectional penetration pattern of monomer onto the film and

cross-sectional distribution pattern of the anion exchange functional

groups were observed by SEM-EDX. The changes of the crystal

structure of grafted films and anion exchange membranes according

to the cross-linking and the degree of grafting were observed by

SANS. The microscopic morphology of the cross-linked films and

anion exchange membranes was observed by AFM.

○ Prepar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unit cell employed

radiation-grafted anion-exchange membrane

- Assembly test of anion-exchange membrane with catalyst layer

. MEA assembly conditions of the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by radiation were performed by CCS and CCM methods.

Establishment of MEA preparation conditions through the assembly

test under various hot-pressing temperature (50 ~ 90 oC) and

pressure (40 ~ 120 kgf/cm2) was accomplished.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types (carbon cloth, carbon paper) of gas diffusion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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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sultant catalyst-membrane assembly has been carried out.

- The investigation of interfacial properties of MEA prepared by

employing radiation-grafted anion-exchange membrane

. The investigation of the interfacial stability between catalyst layer

and anion-exchange membrane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MEA that is prepared by using

radiation-grafted membrane under various conditions of hot-pressing.

The performance of MEA with different formation methods of

catalyst layer was evaluated.

-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MEA under the condition of various

types of fuels and the evaluation of durability of the fuel cell.

. The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MEA fed with liquid fuel, hydrogen,

and reformatted hydrogen were evaluated. The fuel-crossover

properties were also investigated. MEA were assembled with anion

exchange membrane prepared by radiation and its performance and

durability were investigated for 200 h fuel cell operation time.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Preparation of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by a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 Study of the irradiation condition for the grafting of VBC onto a

fluoropolymer film

. For the grafting of VBC onto a fluoropolymer film, both simultaneous

irradiation and pre-irradiation methods were utilized. In the

simultaneous irradiation method with dose rate of 2 kGy/h,

chloroform solvent as used to achieve more than 50% of the degree

of grafting. ETFE film was found to be a good backbone film for

membrane due to its high mechanical property. In the pre-irradiation

method, heptane was found to be a good solvent and more than 10 h

time was found to be required for the efficient grafting.

- Study of the reac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various amines

. In result, reactions of ETFE and FEP films with four tertiary amines,

trimethylamine, N,N-dimethybuthylamine, N-methylpiperidine

showed high quaternarization yield (maximum yield: 76%).

ETFE-g-PVBTMA membranes prepared by the reaction with

trimethylamine showed higher mechanical properties (elongation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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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of 140%).

- Characterization of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by an

optimized radiation grafting condition

. Anion exchange membranes were found to have 0.9 meq/g ∼ 1.6

meq/g ion exchange capacities, 4.3 × 10-2 S/cm ∼ 8.8 × 10-2 S/cm

ion conductivities.

○ Improvement of the durability of anion exchange membrane by

introducing cross-linked structure.

- Study on the optimized preparation conditions of cross-linked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by diamines and the characterizations of

their properties.

. Among three diamies with two separated functional amines (DABCO,

TMDAP, TMDAH),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with

DABCO were found to have good mechanical properties. The

membranes were also found to have reduced water uptake up to 50%

and increased chemical stability up to 200%.

- Study on the optimized preparation conditions of cross-linked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by DVB and characterizations of their

properties.

. Over 20 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different degree of grafting

and DVB contents were prepared. Cross-linked 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over 6% DVB content were found to have 50%

reduced water uptake. Cross-linked 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over 4% DVB content were found to have increased chemical

stability up to 400%.

○ Structural analysis of anion exchange membranes

- Structural analysis of the grafted films and anion exchange membranes

by cold small angle scattering (SANS) and atomic force microscopy

(AFM)

. The distribution study of the anion exchange functional groups

observed by SEM-EDX shows that the anion exchange groups are

evenly distributed over the cross-section of the prepared membranes.

The results of cold small angle scattering (SANS) showed that the

crystal structures of grafted films and anion exchange membranes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cross-linking and the degre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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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ting. The distance between crystal domains increases with

increasing degree of grafting. As the degree of cross-linking increase,

the distance change between crystal domains was found to be

reduced. The island-bridge structures were observed by observing

the microscopic morphology of the cross-linked films and anion

exchange membranes with atomic force microscopy (AFM).

○ Prepar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unit cell employed

radiation-grafted anion-exchange membrane

- Assembly test of anion-exchange membrane with catalyst layer, the

investigation of interfacial properties of MEA,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MEA using various types of fuels, and the evaluation of

durability of the fuel cell.

. Carbon cloth was found to be a better gas diffusion layer compared

to carbon paper. The optimized MEA preparation conditions with

non-crosslinked membranes were found to be 80 oC and pressure of

40 kgf/cm2. The optimized MEA preparation conditions with

crosslinked membranes were found to be 70 oC and pressure of 80

kgf/cm2. CCS method was found to be more suitable than CCM for

the MEA assembly.

. A commercial membrane (FUMA TECH Co. Ltd. FAA) was found to

have current density of 28.8 mW/cm2 while anion exchange

membranes (EVBTMA-GX4) prepared in this project were found to

have 4 times higher current density of 115 mW/cm2. It was observed

that MEA assembled with anion exchange membrane was operated

200 h in a fuel cell condition.

V.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developed techniques

○ Technical aspects

- If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developed in this

project are successfully utilized to solid alkaline fuel cell, the expensive

precious metal electrodes such as platinum can be replaced to cheap

metal electrode such as nickel.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o vitalize

the fuel cell market having difficultly due to high manufacturing cost.

-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lkaline fuel cell with anion exchange

membrane developed in this project, it is planned to make new project

regarding the process development for large scale pro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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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development of binder and catalyst.

- The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developed by a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can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Zn-Air secondary battery for high capacity. They can also be utilized in

many other industries such as water treatment, separation, adsorption,

catalyst, and separation for radioisotopes that can not be easily treated.

○ Economical aspects

- The technology developed for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in this project utilizes inherent radiation properties such as high

energy and penetration depth. Chemical and other methods can not be

applied for the preparation of the same membrane. Therefore, if the

developed technology is transferred to industry and utilized for the

commercialization, it will contribute a lot to radiation industry, to create

new industry, and will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on power in the

field of fuel cell.

- The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were prepared by

radiation in this project. Since they have high chemical and thermal

stability and durability, it is considered to be used for solid alkaline fuel

cell.

○ Social aspects

- Since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contribute to solve

the important global issues regarding energy, and environment, it will

improve the social friendship of the nuclear technology and make the

people to understand the use of nuclear power for peace.

- The developed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on power in the field of next eco-friendly energy technology,

to popularize the advance radiation technology, and to vitalize the

nuclear technology. It can also contribute to construct research

infrastructure for radi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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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연료전지는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산

업 창출과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이지만 현재까지는 제

조 단가가 높아서 상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연료전지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연료전지의 효율성 증대와 제조 단가 인하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연료전지는 SOx, NOx등의 공해 물질 배출이 없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석유 에

너지 시스템에 비해 현저히 낮아 친환경적이며 또한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높은 연료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그림 1).

그림 1. 연료전지의 다양한 응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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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료전지에서 주로 연구되는 소재 분야는 수소연료전지(PEMFC)와 직접메

탄올연료전지(DMFC)에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Nafion을 대체 할 수 있는 양이온

교환막 개발과 전극 촉매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티늄 등의 활성도를 높여 사용량

을 줄이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음.

- PEMFC와 DMFC에서 전극물질로는 고가의 금속인 플라티늄/루테늄으로 한정되

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추후 연료전지 자동차 등이 개발되어 대량생산 체재로

전환될 경우 수요가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한정된 플라티늄/루테늄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큰 가격 상승을 불러와 연료전지 상업화에 큰 걸림돌로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전극 재료인 플라티늄/루테늄의 촉매의 표면적 및 활성

도를 높여 촉매의 사용량을 줄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고가의 플라티늄/루테늄 금속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

고 풍부한 니켈 또는 은으로 구성된 전극 사용이 가능하고 제조 단가가 저렴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알칼라인 연료전지는 양이온교환막을 사용하는 PEMFC나 DMFC 보다 먼저 개

발되어 잠수함과 아폴로우주선 개발 초기에 사용되었지만 액체전해질과 이산화

탄소와의 부반응으로 인한 효율 감소 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대부분 수소연료전지

로 교체되어 사용되고 있음.

- 알칼라인 연료전지 액체전해질에 포함된 수산화(OH-) 이온은 불순물인 이산화탄

소와 반응하여 탄산(CO3
2-) 이온을 형성시켜 전해질을 소모하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해 형성된 탄산이온은 양이온과 결합하여 전극 표면에 붙어 전극의 활성을 감

소시켜 알칼라인 연료전지의 성능을 감소시키게 됨. 이러한 문제점은 전해질을

자주 교환해야하는 불편함을 주거나 이산화탄소가 없는 고가의 순도 높은 기체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을 주게 되었고 이는 PEMFC가 우주선 잠수함 등에 사용되었

던 알칼라인 연료전지를 대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알칼라인 연료전지에서 이산화탄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액상의 전해질

을 사용하지 않고 고체상의 음이온교환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산화이온이 고분자에 고정되어 있어 탄산이온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음극에서 탄산이온이 형성되더라도 나트륨이나 칼륨 등 탄

산이온과 결합해서 음극을 막아버리는 이동성 양이온들이 고분자 전해질에 존재

하지 않아 불순물의 흡착으로 인한 전극의 활성 감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임

(그림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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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소연료전지와 알칼라인 연료전지 비교

그림 3. 알칼라인 연료전지 액체전해질과 음이온교환막 전해질 비교

- 액체 전해질 대신 음이온교환막을 사용하는 알칼라인 연료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화학적 열적 기계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향상된 음이온교환막 확보

가 필수적이며 최근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되기 때문에 내

구성이 향상된 음이온교환막 개발에 선진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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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프팅 기술은 고분자 사슬에 새로운 물성을 갖는 고분자 사슬을 도입시켜 서

로 다른 고분자의 장점을 취한 다기능성 고분자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로 오

랫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여러 고기능성

물질(고분자전해질, 이온교환수지, 흡착제, 고체상 촉매 등)들은 이미 상업화되었

고 현재에도 여러 분야에서 상업화가 진행 중에 있음.

- 높은 에너지와 투과도를 지닌 감마선이나 전자선 등 방사선은 플라스마, UV, 화

학처리 등을 이용한 방법과 비교하여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필름 내부까지 고분

자를 쉽게 그라프트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연료전지막 등 막의 내구성과 이온

의 투과도가 성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물질 제조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그림 4).

그림 4. 방사선의 높은 투과력을 이용한 그라프팅 기술

- 지금까지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은 수소연료전지(PEMFC) 또는 직접메탄올연료

전지(DMFC)에 필요한 양이온 교환막 개발에 주로 사용되어 왔음. 방사선의 높

은 투과력과 에너지로 인하여 수소이온의 전달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양

이온 교환기들을 기계적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불소계고분자 필름에 손쉽

게 도입할 수 있음.

- 따라서 높은 투과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을 알칼라인 연료전지막 제조

에 활용하면 기계적 강도와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필름 내부까지 음이온교환기

를 손쉽게 도입시킬 수 있고 가교 구조 도입도 가능하여 내구성이 우수한 알칼라

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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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음이온교환기 전구체 도입을 위한 방사선 조사 조건 최적화, 음이온교

환기로의 변환 기술 개발, 가교 구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의 내구성 향상 기

술개발, 연료전지 단위셀 조립 및 연료전지 기초성능평가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

요함.

○ 경제·산업적측면

- 전 세계의 전력 소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2007 Energy Outlook 자료

에 의하면, 2020년까지 년 평균 2% 이상의 증가율을 예측하고 있음. 따라서 세계

각국은 안정되고, 저가격이며, 효율적인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국가기술지도(NTRM)에서 2012년 국가종합경쟁력 세계 10위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환경/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부분에 연료전지기술을 핵심기술로 설

정하고 개발을 진행하여 국가 경쟁력 증대와 관련 산업 부흥을 위하여 정부가 노

력하고 있음.

-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여러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내부역량, 시

장매력도, 산업화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연료전지가 태양광, 풍력과 함께 수출산

업화로 유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그림 5. 신재생에너지 내부역량, 시장매력도, 산업화효과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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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는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의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이지만 현재 제조 단가가 높아서 산업적인 활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의 효율성 증대와 제조 단가 인하를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 또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료전지 시스템을 위한 원천기술개발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연료전지 분야에서 현재 가장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인 수소연료전

지(PEMFC)와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가 상업화 될 경우 전극 재료로 사용

하는 고가의 플라티늄/루테늄(Pt/Ru)촉매의 수요 대란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이

러한 한정된 금속자원 문제는 연료전지의 상업화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큼.

- 방사선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여 라디얼 타이어,

내열 전선, 열수축튜브, 절연체 제조, 하이드로겔, 코인셀 배터리 분리막, 흡착 필

터 제조 등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친환경 연료전지의 핵심소

재인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SAFC)용 음이온교환막 제조에도 방사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의 장점을 활용하여 개발된 SAFC용 음이온교환막은 첨단 기술인 연료전

지 시스템 개발 및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우주 항공 전자산업 등 관련 산

업에 발전에 기여하고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사회·문화적측면

-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선진국에서는 앞 다투어 친환경 저공해 에너지 분야에 집

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지로 인하여 산학연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

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인류가 직면한 환경 및 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

성되어 있어 방사선 기술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되면 원자력 기술의 사

회적 친밀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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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활용하여 내구성이 향상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

이온교환막을 제조하고 단위전지셀 기초성능을 평가하여 알칼라인 연료전

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함

- 음이온교환기로 변환 가능한 단량체를 방사선 그라프트시키기 위한 조사 

조건 확립 

- 그라프트된 필름과 다양한 아민류와의 반응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 가교구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의 내구성 및 화학적 안정성 향상 

-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으로의 활용 가능성 검증

○ 음이온교환막의 물성 및 단위전지셀 성능 목표치

- 음이온교환용량 : 1.3 meq/g 이상    

- 음이온전도도 : 3 x 10-2 S/cm 이상

- 그라프트율 : 50% 이상

- 가교구조 도입에 의한 함수율 50% 이상 감소

- 가교구조 도입에 의한 화학적 안정성 : 200% 향상     

- 단위전지셀 전력밀도 : 50 mW/cm2 이상

- anode: 0.5 mg/cm2 및 cathode: 1 mg/cm2이하의 촉매 사용 

- 수소연료 (stoichiometric factor: 1.5), 산소 (stoichiometric factor: 2) 달성 

- 단위셀 테스트 200시간 유지

2. 연구개발의 범위

가.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 그라프트율 50% 이상 달성을 위한 방사선 그라프트 조건 확립

- Quaternization 수율 70% 이상 달성을 위한 반응 조건 최적화 연구

- 막 특성 평가를 통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 1.3 meq/g 및 음이

온전도도 3 x 10-2 S/cm 이상 달성 확인

나. 가교구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Diamine을 이용한 가교구조 형성 및 음이온교환막 내구성 향상 연구

- 가교제 첨가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내구성 향상 연구

- 제조된 가교구조의 막 특성 평가를 통한 함수율 50% 감소 화학적 안정성

200% 이상 향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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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내부 구조 분석 및 방사선 영향 평가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음이온교환기 분포도 측정

- 방사선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물성 영향 평가

- 막 구조와 물성 관계 연구

라.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을 사용하여 단위전지셀 조립 및 알칼라인 연료전지 기초

성능 평가

-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알칼라인 연료전지막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단위전지셀 조립 조건 확립

- 단위전지셀의 성능 평가를 통한 전력밀도 50 mW/cm2 이상 구현

- 방사선으로 제조된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의 장기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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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 수소연료전지(PEMFC)의 대표적인 시장은 친환경 대체연료인 수소를 연료로 사

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로서 현재 개발된 기술로는 생산 비용이 매우 높아 상용

화가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연료전지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연료전지 핵심 소재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의 경우 노트북 휴대용 전화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충전 없이 장시간 구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개발 초기 큰 관심을 끌었으나

최근에는 충전 성능이 향상된 베터리 및 낮은 전력을 소모하는 노트북이 개발되

는 등 경쟁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현재

는 군사용 등 특수목적용으로 국한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PEMFC와 DMFC에 사용되는 연료전지막으로는 미국 듀퐁에서 개발된 나피온과

일본 Asahi Glass에서 개발된 불소계고분자막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막

들은 가격이 비싸고 고온에서나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이를 대체할 양이온교환막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연료전지막 개발 또한 PEMFC나 DMFC에 사

용하는 나피온을 대체하기 위한 양이온교환막 고분자 전해질막 제조에 집중되

어 있음. 이 연구 분야에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연구소는 방사선 조사시설

과 관련 연구 인력을 갖춘 일본의 JAEA의 다카사끼 연구소와 스위스의 PSI연

구소이며 이들의 최근 연구 방향은 연료전지 효율 향상 보다는 가교 구조 도입

및 신규 단량체 그라프팅을 통한 양이온교환막의 내구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전극물질로 고가의 금속인 플라티늄과 루테늄을 사용하는 PEMFC와

DMFC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니켈, 은, 코발트, 철 등의 전극물

질을 사용할 수 있는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SAFC)에 대한 관심이 증

폭되고 있으며 SAFC의 핵심 소재인 음이온교환막 제조 및 내구성 향상을 위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음.

○ SAFC용 음이온교환막 제조에 관련된 논문 편수와 특허출원 건수를 SCI 논문

검색엔진(Scopus)과 특허청 특허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연도별로

검색한 결과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1).



- 29 -

그림 1. SAFC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관련 논문/특허 현황 (2012. 9. 1 기준)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음이온교환막 제조는 중금속 흡착용으로 주로

개발이 진행하여 왔음. 최근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는 해수 중에 녹

아 있는 우라늄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활용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해수에서 실증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JAEA는

이미 이 기술을 활용한 우라늄 포집 시스템의 비용 평가를 마무리하였고, 향후

에는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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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 관련된 연구는 방사선 조사시설을 갖추었거나 접근이 용

이한 대학이나 국가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널리 연구가 진

행되어 있지 않음.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에 대한 연

구는 영국의 Surrey 대학의 Slade 박사가 주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이 연

구에서는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 중 전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이온교환용량이

0.96 meq/g 이온전도도가 2 x 10-2 S/cm 정도인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음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13 (2003) p712).

○ 일본의 ASAHI GLASS에서는 여러 가지 단량체를 방사선 조사 방법과 비방사

선 조사 방법으로 ETFE 필름에 도입시켜 이온교환용량 1.0 ~ 1.6 meq/g의 음

이온 교환막을 제조하였음. 또한 제조된 막은 백금촉매(담지량: 0.5 mg/cm2)를

이용하여 단위전지셀에 사용되었고 0.82 V에서 알칼라인 연료전지 성능을 측정

한 결과 0.1 A/cm2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음 (JP 2000-331693).

○ 영국 국방과학연구소 (The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Th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에서는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하여 탄화

수소 계열의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고 이를 NaBH4를 연료로 사용하는 알칼라

인 연료전지막으로 응용하였음 (WO 2008/090351).

○ 스위스의 PSI 연구소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양이온교환막 개발에 집중하고 있

고 음이온교환막과 이를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 개발은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본 JAEA 다카사키 연구소의 Maekawa 박사팀에서는 최근 “백금을 사용하지

않은 알칼라인 연료전지 자동차용 음이온교환막 제조”를 위한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하였음. 자세한 연구 개발 내용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

지만 음이온교환기의 구조를 변화시켜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을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고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는 분야 또한 원천기술개발 단

계로 보임.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의 경우 대부분 높은 온도(60 oC 이상)에서 쉽

게 분해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벨기에 Solvay에서는 술폰아미드 고분자에 diamine 또는 polyamines이 결합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음 (WO 2006/00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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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몬트리올 에코폴리텍의 Savadogo 박사팀에서 알칼리염으로 처리한

PBI 멤브레인을 제조하여 사용하였고 이온전도도 9 x 10-2 S/cm과 0.6 V에서

0.62 A/cm2의 전류 밀도를 얻음 (Electrochemistry Communications 2, (2000)

p697).

○ 일본 교토대학의 Ogumi 박사팀은 상업화된 AHA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음이온

교화막을 제조하였음. 이 멤브레인의 이온교환용량은 1.25 meq/g이며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최대 5.5 mW/cm2, 에틸렌글라이콜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9.2 mW/cm2의 전력 밀도를 얻음 (Electrochemistry, 70, (2002) p980).

○ 미국 Lynntech Inc. 회사는 미국 Army Research Office로부터 군수용 알칼라

인 연료전지 개발에 대한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 하고 있으며 이온전도도 3 x

10-2 S/cm를 갖는 폴리술폰계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5 W 연료전지 스택

을 제조하였음 (American Chemical Society 2009 Fall Meeting).

○ 미국 코넬 대학교 Coates 교수는 Crubbs Metathesis반응을 이용하여 1.4

meq/g의 이온교환용량과 2.8 x 10-2 S/cm의 이온전도도를 갖는 음이온교환막

을 제조하였고 이를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적용할 계획임 (American Chemical

Society 2009 Fall Meeting).

○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Tomoi 박사팀은 높은 열안정성을 갖는 고분자 수지

(resin) 형태의 알칼라인 음이온교환수지를 DVB 가교제 사용과 hexyloxy

spacer의 사용으로 만들었음. 이 연구에서 음이온교환 수지는 120 oC 이상에서

30일간을 처리한 결과 80% 이상의 음이온교환용량이 유지되었고 100 oC 에서

30일간을 처리한 결과 98%의 음이온교환용량이 유지되었음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nece, 64 (1997) p1161). 이와 같이 가교 구조 도입 또는

음이온교환기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키면 음이온교환수지와 마찬가지로 내구성

및 열안정성 향상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

로 여겨짐.

○ 중국 샤먼 대학의 Fang 박사는 최근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하여 ETFE

필름에 염화비닐벤질을 그라프팅하고 1,4-Diazabicyclo[2,2,2]octane을 이용하여

아민화한 후 이를 p-Xylyenedichloride를 사용하여 가교하고 다시 트리메틸아

민으로 아민화하였다. 이외에도 염화비닐벤질을 이용한 공중합 고분자를 제조

하고 이를 벤질 이미다졸로 치환한 후 제조된 이온교환겔을 다공성 고분자에

침투시켜 음이온교환막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약 48

mW/cm의 전력밀도를 달성하였음 (Journal of Hydrogen Energy. 594, (201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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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연료전지 개발 분야에서 국내 산업체의 경우 핵심 부품소재 보다는 자동차, 휴대

폰, 노트북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

구소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인 연료전지막과 촉매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국내의 수소연료전지(PEMFC)와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용 연료전지막은

듀퐁에서 개발된 고가의 나피온을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대학

에서는 나피온보다 생산비가 저렴하고 고온에서 작동이 가능하며 내구성이 우수

한 연료전지용 양이온교환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극물질로 고가의 금속인 플라티늄과 루테늄을 사용하는 PEMFC와 DMFC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니켈, 은, 코발트, 철 등의 전극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SAFC)용 음이온교환막 개발 관련 연구를

최근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비롯한 연구소와 대학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하는 SAFC용 음이온교환막 제조는 광주

과기원 문승현 박사팀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에 VBC 단량체를 침지한 후

UV를 이용하여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이들의 화학적, 기계적, 전기적 특성

을 평가하였음(Jouranl of Membrane Science, 221 (2003) p219, 특허 KR

10-0542295-0000, 200.11.07 등록).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탄화수소 계열 고분자 내에 클로로메틸화 반응을

진행하고, 디아민과 3급 모노아민의 혼합물로 아민화반응을 실시하여 디아민의

첨가로 인해 이온전도도 및 열적 안정성이 증가된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하였음

(특허 KR 10-0776375-0000, 2007.11.07 등록).

○ 국내에서의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은 감마선 전자선 등 다양한 방사선조사시설을

갖추고 전문연구인력이 확보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등 일부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전자선을 이용한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방사선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양이온교환막 고분자전해질, 유해물질 흡착제, 해수 우라늄 중금속 흡착제

등의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고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방사선 그

라프팅 기술 분야에 많은 기술적 know-how를 축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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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양이온교환

막을 제조하면서 양이온교환기를 가진 고분자를 필름 내부까지 고르게 그라프트

시키고 이를 검증하는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화학적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

규 단량체 개발 및 가교 구조 도입하여 메탄올의 투과도가 현격히 감소된 양이온

교환막 제조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또한 본 과제인 SAFC용 음이온교환막

연구를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음이온교환막 제조를 위한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확보하였음. 이와 같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최근 5년간 방사선을 이용한 연료전지

막 제조분야에서만 SCI 논문 20여편을 게재할 정도로 성실히 연구를 진행하였고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였음.

○ 방사선 응용 연구의 최고 권위 기관 중 하나인 스위스 PSI 연구소는 1990년대 초

반부터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연료전지막 개발을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

로 진행하면서 20년간 50편이 넘는 국제 SCI 학술지 논문 게제와 함께 방사선 이

용 연료전지막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발된 방사선으로

제조된 막을 핵심 소재로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용 스택을 제작하였고 이

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연료전지막 상업화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일본 JAEA 산하 다카사키연구소에서는 최근

10년간 방사선을 이용한 연료전지막을 개발을 진행하면서 국제 SCI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할 정도로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이 두

연구소와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산업적 활용, 연구 성과, 기술력에서 뒤쳐

져 있지만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연구기간(PSI: 20년, 다카사키: 10년, 한

국: 5년) 및 제한된 연구 인력으로 성실히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선진국에 70% 정

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SAFC용 음이온교환막 관련하여 스위스 PSI 연

구소에서는 아직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원자력연

구원과 일본 다카사키연구소는 3년 전 동시에 연구를 시작하였기에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력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Surrey 대학과 국방과학연구소, 일본의 ASAHI GLASS에서 방사선 그

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SAFC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을 선점하였으나 음이

온교환막의 단점인 낮은 화학적 안정성과 열적 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교

구조 도입 기술 개발 및 내부 구조 제어를 통한 내구성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음이온교환막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기술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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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대표적인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인 동시조사와 전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음이온교환기로 변환이 가능한 염화비닐벤질(VBC) 고분자를

화학적, 기계적,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상용 불소고분자 필름에 도입하여

그라프트 필름을 제조한 후 음이온교환기로 변환시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다.

○ 방사선 그라프트 조건 최적화. 다양한 불소고분자 필름과 아민을 이용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quaternization 반응 최적화 연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이들의 전기적 특성, 기계적 물성 등을 평가하였다.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특성평가 결과 ETFE 고분자 필름에 4차

트리메틸암모늄이 도입된 음이온교환막이 다른 음이온교환막에 비해 좋은 기계적

물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물성 목표치 달성 현황

· 그라프트율: 20 ∼ 90%에서 조절용이 (목표: 50%)

· 아민화율: 76% 달성 (목표: 70%)

· 이온교환용량: 1.9 meq/g 달성 (목표: 1.3 meq/g)

· 이온전도도: 8.8 × 10-2 S/cm 달성 (목표: 3.0 × 10-2 S/cm)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기계적 물성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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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방사선 그라프팅은 방사선을 고분자에 조사하여 고분자 사슬에 라디칼을 형성시키

는 단계와 라디칼이 형성된 고분자와 단량체를 혼합하여 그라프트 고분자를 형성

시키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 단계를 각각 따로 진행하는 경우를 전조사

(Pre-irradiation)법이라고 하고 고분자를 단량체 용액에 넣어 방사선에 의한 라디

칼 형성 단계와 그라프팅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를 동시조사(Simultaneous

irradiation)법이라고 한다.

- 동시조사법은 감마선을 주로 사용하고 낮은 온도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그라프트

된 고분자를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사과정에서 과량의 호모폴리머가

형성되어 단량체의 소비가 많은 단점이 있다. 반면 전조사는 주로 전자선을 사용하

며 그라프트시 온도 조절이 필요하고 조사와 그라프트 단계가 분리되어 복잡한 단

점이 있지만, 고분자를 단량체 없이 조사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한 직접적인 호모

폴리머의 형성이 없으며 큰 규모로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 1).

그림 1. 그라프트 필름 제조를 위한 전조사 및 동시조사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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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비닐벤질(VBC) 단량체는 비닐기와 염화메틸 관능기를 가진 단량체로서 라디

칼 중합으로 인한 고분자 형성과 다른 관능기로 변환이 쉬운 염화메틸 관능기를

가지고 있어 기능성 물질을 제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방사선을 이용한

그라프트 방법에서도 VBC는 불소고분자를 비롯한 다양한 고분자에 전조사법과

동시조사법으로 그라프트를 실시하였고 그라프트된 고분자는 아민과의 반응으로

음이온교환체를 만들거나 술폰화 또는 인산화반응을 통화여 양이온교환체 등을 제

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 연료전지막과 같은 기능성 물질을 방사선 그라프트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할 경우

전조사와 동시조사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단량체의 희석제

로 사용하는 용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매는 단량체의 소

모를 줄이는 희석제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단량체의 그라프트 성장 반응 속도와 골

격필름의 팽윤도 차이에 의한 단량체의 필름 내부로의 확산 속도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호모폴리머 생성에 의한 단량체 용액의 점도 증가와 석출물

생성에도 용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조된 막의 물

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라프트율은 방사선 조사선량, 선량률, 온도 등 방사

선 조사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대표적인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인 동시조사와 전조사 방법

을 이용하여 음이온교환기로 변환이 가능한 염화비닐벤질(VBC) 고분자를 화학적,

기계적,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상용 불소고분자 필름에 도입하여 그라프트 필름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그라프트 필름 제조를 위한 동시조사와 전조사

조건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그라프트 필름과 다양한 아민류와 반응 최적화를 통해

음이온교환기를 함유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구조 분

석과 물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2. 방사선 그라프팅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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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가. 동시조사와 전조사 방법을 이용한 그라프트 필름 제조 과정

- ETFE 불소고분자 필름은 Asahi Glass Co. Ltd에서 구입을 하였고 PFA와 FEP

불소고분자 필름은 Universal Co. Ltd.에서 구입하였다. VBC (Vinylbenzyl

Chloride) 단량체는 Sigma-Aldrich Co. Ltd에서 구입하였다. 핵산(96%), 메탄올

(99.8%), 톨루엔(99.5%), 햅탄(99%), 디클로로에탄(99.5%), 이소프로판올(99.5%)은

Showa에서 구입 하였고, 1,4-다이옥산(99.5%)은 Daejung Chemical & Metals Co.,

Ltd 에서 구입하였다. Thiourea(99%)는 Acros Chemical Co., 에탄올(99%)은

Samchun Chemical Co., Ltd.에서 구입을 하였고 THF와 세척 용매는 일반 시약회

사에서 구입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약과 용매는 추가적인 정제과정 없이 사

용하였다.

- 방사선 동시조사 조건하에서 VBC (Vinylbenzyl Chloride) 단량체를 불소고분자

필름에 그라프트 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 먼저 그라프팅 지지체로 사용되는 불소고분자 필름을 아세톤으로 수차례 세척

한 후 60 ℃에서 12시간동안 건조시켰다. 건조된 필름은 chloroform을 비롯한 용매

와 VBC 단량체가 적절한 비율로 혼합된 용액에 함침시킨 후 10분간 질소로 충진

하여 용액에 존재하는 산소를 제거시키고 코발트 60 선원(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연구소)에서 발생되는 감마선에 노출시켜 주어진 선량 및 선량률로 조사하

였다. 조사가 끝난 후 필름을 디클로로메탄으로 24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세척하

여 homopolymer를 제거 하였고 세척된 필름은 진공오븐에서 60 ℃로 12시간 동안

건조시켜 그라프트된 필름을 얻었다.

그림 3.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불소고분자 필름 제조를 위한 동시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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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전조사 조건하에서 VBC (Vinylbenzyl Chloride) 단량체를 불소고분자 필

름에 그라프트 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

ETFE 필름은 5 cm x 10 cm 크기로 자른 후 유리용기(vial)에 넣고 고무마개로 막

은 후 바늘을 통하여 15분간 질소를 불어넣어 전자선 조사 후 ETFE에 형성된 라

디칼과 반응할 수 있는 산소를 제거하였다. ETFE 필름을 담은 유리용기는 한국원

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 구비된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하여 100 kGy의

선량으로 전자선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자선이 조사된 ETFE 필름과 혼합하여 그

라프트를 진행할 VBC 단량체는 유리용기(vial)에서 다양한 용매와 1:1 비율로 섞

은 후 고무마개로 막고 바늘을 통하여 15분간 질소를 주입(기포화; bubbling)시켜

용액 안에 녹아있는 산소를 제거하였다. 질소로 충진된 유리용기에 담긴 ETFE 필

름을 전자선으로 조사한 직후 산소를 제거한 VBC 단량체 용액을 질소 분위기하에

서 바늘을 이용하여 옮긴 후 60 ℃ 항온조에 넣어 주어진 시간 동안 그라프트 반응

을 진행시켰다. 그라프트 반응 종료된 후, 반응 중에 형성된 호모폴리머와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과량의 단량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라프트된 필름을 디클로로메탄

에 담가 24시간 동안 3차례 용매를 갈아주면서 세척하였다. 세척된 용매는 진공오

븐에 넣어 12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그림 4.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불소고분자 필름 제조를 위한 전조사 방법

- 그라프트된 필름은 dichloromethane으로 24시간 동안 수차례 걸쳐 세척하여 조사

시 생성된 불순물인 homopolymer를 제거 하였고 세척된 필름은 진공오븐에서 60

℃로 12시간 동안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한 후 아래 식을 이용하여 그라프트율

(DOG: degree of grafting)을 구하였다. 이 식에서 Wg는 그라프트 후 막의 무게(g)

이고, Wo는 그라프트 전 막의 무게(g)를 나타낸다.

DOG(%)=(Wg - Wo)×100/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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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양한 음이온교환기 도입을 위한 아민류와의 반응 과정

- 불소고분자 필름에 그라프트된 PVBC 고분자에 음이온교환기를 도입하기 위한 조

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ETFE, FEP 필름에 P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필름을 방

사선을 조사하여 제조하고, 제조된 필름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trimethylamine,

N,N-dimethybuthylamine, N-methylpiperidine, N,N-diemethylaniline과 혼합하

고 반응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반응을 진행시켰다. 4차 아민화 반응을 마친 막들은

24시간 동안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한 후, 상온에서 건조하여 보관하였고, OH-폼으

로 변환하여 음이온교환막을 얻었다. (그림 5).

그림 5. 그라프트된 필름과 아민류와의 반응을 통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 이온교환용량(Ion Exchange Capacity; IEC) 측정은 OH-폼으로 제조된 음이온교

환막을 1 M 농도의 NaCl 수용액에 침지 시킨 후 NaCl 수용액 안에 생성된 NaOH

를 0.1 M HCl 수용액으로 적정하여 사용된 적정액의 부피를 측정하고 몰수로 변

환한 값을 아래 식에 대입하여 구하였다. 산염기 적정은 Mettler Toledo DL22 자

동적정기를 사용하였고 적정 과정에서 사용된 물은 이산화탄소 제거 기능을 가진

증류장치로부터 얻어진 물을 사용하였다 (그림 6). 이식에서 N(mmol)은 적정 시

소모된 HCl의 양이고, W는 건조된 음이온교환막의 무게이다.

IEC (meq/g) = N / W

- 이온교환용량의 이론값 계산은 그라프트된 고분자에 모두에 1개의 아민이 반응 한

다는 가정 하에 계산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 되었다. 아래식에서

DOG는 그라프트율, MPV는 VBC의 분자량, MPVA는 아민화된 PVBC의 분자량이

다.

Theoretical IEC (meq/g) = (1000 x DOG)/(100 x MPV DOG x M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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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온교환용량 측정을 위한 자동적정기 및 이산화탄소 제거기능을 가진

증류장치

다.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필름 및 음이온교환막 구조 및 특성 분석 과정

- ETFE 필름 등 불소고분자필름에 VBC 단량체의 그라프트 및 아민화 여부는 적외

선분광(IR; Bruker사의 Tensor37 모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펙트

럼은 32번의 스캔과 1 cm-1의 분해능으로 3500 ~ 650 cm-1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그라프팅 반응에 대한 확인은 감도가 높은 transmittance 모드를 사용하여 확인하

였고, 아민화 반응은 peak의 포화가 적은 ATR 모드를 사용하여서 확인하였다.

그림 7. 적외선 분광분석 장치 (FT-IR)

- 필름 내부에 그라프트된 PVBC 고분자 및 Quaternized 아민을 함유한 음이온교환

기의 분포는 SEM-EDX(Horiba사의 7200-H 모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북

분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염소(Cl)분포로 부터 음이온교환기의

분포를 측정하였으나, H2PO4
-로 치환한 후 염소분포로는 그라프트된 VBC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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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를, 인(P)분포로 부터 이온교환기의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시료의 단면은 액체 질소에 음이온교환막을 넣어 얼려 파단한 후 오스뮴(Os)으로

두께 5 nm가 되도록 코팅 하여 준비하였다. SEM-EDX 가속전압은 10∼20 kV를

사용하였다.

그림 8. 음이온교환기 분포 측정을 위해 사용한 SEM-EDX 기기

- 함수율 측정은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젖은 무게와 건조 무게로 부터 구해지며, 젖

은 무게는 증류수에 24시간 동안 함침 시킨 후 막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식에서 WW는 젖은 무게, W0는 건조된 음

이온교환막의 무게이다.

함수율(Water uptake) (%) = [(WW-W0) × 100]/W0

- 기계적 물성 측정. 그라프트된 필름의 기계적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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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하였으며 변형속도는 5 N/min으로 설정하여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파단 연신

율(break elongation), 모듈러스(modulus)를 구하였다.



- 42 -

그림 9. 음이온교환막의 기계적 물성측정을 위한 인장강도 측정 장치 (UTM)

- 그라프트된 필름과 음이온교환막의 열적특성은 열-중량 분석장비인 TA사의 Q600

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의 양은 5 ∼ 10 mg을 사용하였고 가열로의 승온 속

도는 10 °C/min으로 설정하였다. 가열로는 질소를 이용하여 100 ml/min으로 퍼징

하였고 시료 용기는 백금(Pt)재질을 사용하였다.

그림 10. 열적안정성 측정에 사용된 열중량분석 측정기기(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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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가. 동시조사법을 이용한 그라프트 필름 제조, 조사조건 최적화 및 구조분석

-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에 사용하는 용매는 단량체 확산과 그라프트 고분자 사슬의

길이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음이온교환기로 변환 가능한

VBC 단량체를 효과적으로 그라프트 시키기 위한 용매를 선정하기 위하여, FEP

(25 μm 두께) 필름에 5 가지 용매(toluene, 1,2-dichloroethane (1,2-DCE),

chloroform, carbon tetrachloride, methanol)를 선택하여 그라프트 반응을 실시하였

다. 이 실험에서는 단량체와 용매와의 조성비를 50 vol.%, 조사선량률 2 kGy/h, 조

사선량 40 kGy로 고정하여 FEP필름을 각각 용매에 넣어 감마선 조사를 진행하였

다. Methano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homopolymerization 너무 많이 형성되어 그라

프트 측정이 곤란하였고 carbon tetrachloride 용매를 사용할 때 그라프트율이 저조

하였다. Toluene과 1,2-DCE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DOG가 비슷하지만 5가지

의 용매 중에서 chloroform에서 그라프트된 필름이 가장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여

주었고 필름 상태도 양호하여 VBC 단량체를 그라프트 시키기 위한 용매로 선정하

였다 (그림 11).

그림 11. 동시조사 조건에서 용매에 의한 VBC 단량체의 그라프트율 비교

- 선택된 용매인 chloroform에서의 VBC 단량체의 적정한 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ETFE와 FEP 필름에 VBC 단량체를 선량률은 2 kGy/h, 조사선량은 40 kGy로 조

사하였고 30 ∼ 70 vol.%의 단량체 농도 에서 그라프트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림 12에서 보여주듯이 ETFE, FEP 필름의 경우 60 vol.% 농도까지는 단량체 농도

가 증가할수록 그라프트율이 증가하여 60 vol.%에서 최고의 그라프트율을 보였고

이보다 높은 농도에서는 그라프트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높은

농도에서 그라프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은 용액에서 발생하는 VBC

homopolymer의 생성에 의한 용액의 점성 증가로 인한 단량체의 필름 내부로의 확

산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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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동시조사 조건에서 단량체 농도에 따른 그라프트율 변화

- 그림 13은 ETFE, FEP, PFA 필름에 VBC 단량체를 chloroform 용매에 40%의 농

도, 2 kGy/h 조사선량률의 조건에서 감마선으로 조사하여 얻은 그라프트율의 변화

를 보여준다. 그라프트율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고, 필름

의 종류에 따라서는 ETFE, PFA, FEP순으로 같은 선량으로 조사하였을 경우 그라

프트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 부분 불소계 필름인 ETFE 그라프트율이 불소계 필름인 PFA, FEP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ETFE 필름이 PFA, FEP에 비하여 라디칼이 잘 생성되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이는 부분 불소계 필름의 경우 C-H 결합이 존재하게 되고 C-H의 결합 에너지

98 kal/mol인 반면 C-F 결합 에너지는 117 kcal/mol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결합에너지를 가지는 C-H 부분에 라디칼이 형성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C-H 결

합이 존재하는 부분 불소계 필름인 ETFE 필름의 그라프트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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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시조사 조건에서 조사량에 따른 불소고분자 필름들의 그라프트율 변화

- 그림 14는 ETFE, FEP, PFA필름의 그라프팅 전⋅후 FT-IR 분광분석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여준다. 부분 불소계인 ETFE는 3000 cm-1 부근에서 C-H 스트레칭에 의

한 피크를 보여주며, 불소계열인 FEP, PFA는 C-H 결합이 없기 때문에 이 부근에

서 피크를 보여주지 않는다. 3종의 필름 모두에서 C-F 결합에 의한 피크가 1200

cm-1 부근에서 나타난다. VBC 그라프팅 후 FEP, PFA 불소계 필름에 존재하지

않는 aromatic, aliphatic C-H 결합에 의한 3000 cm-1 부근의 피크들과 1450 ~

1600 cm-1 부근의 aromatic C-H 결합에 의한 피크가 관찰되었고, PVBC 그라프

트 고분자에 존재하는 C-Cl 결합에 의한 peak가 작게나마 700 cm-1 부근에서 생

성되는 것을 관찰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VBC 단량체가 성공적으로

ETFE, PFA, FEP 불소필름에 그라프트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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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방사선 그라프팅 전(A) 후(B)의 그라프트 필름의 FT-IR 투과 분광분석

- 그림 15는 PFA 불소 고분자 필름에 VBC 단량체를 그라프트 하였을 경우 그라프

트 고분자의 필름 내부로의 분포 변화를 SEM-EDX로 측정하여 보여주고 있다.

SEM-EDX 측정시 PVBC 그라프트 고분자에 존재하는 Cl 원소의 상대적 분포를

측정하여 그라프트 고분자의 분포로 나타내었다.

- 방사선 그라프팅 메커니즘에 의하면 ETFE 필름과 같이 팽윤도가 낮은 불소고분

자에 단량체를 그라프트 할 경우, 표면에서부터 그라프트 반응이 시작되고, 그라프

트된 부분의 팽윤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척으로 단량체가 필름 내부로의 침투하

게 되어 균일하게 그라프트된 필름을 제조 할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불소고분자 및 그라프트된 부분의 용매에서의 팽윤도는 그라프트 고분자의 내

부 분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여 얻은 20% 그라프트율의

샘플은 PFA 필름 표면에 주로 그라프트 되어있고 선량률이 40, 60 kGy로 높여 그

라프트율이 52, 66%로 증가시킬수록 필름 내부로의 그라프트 고분자의 분포가 증

가되어 균일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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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EM-EDX로 측정한 그라프트율에 따른 그라프트 고분자의 필름 분포도

변화

- 그림 16은 ETFE, PFA, FEP 필름에 60 ~ 70% 정도로 그라프트된 PVBC 고분자

의 필름 내부 단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주어진 조사 조건

에서 두께 25 μm의 불소필름에 그라프트 반응을 진행할 경우 그라프트율이 60%

이상 나올 경우 필름 표면 뿐아니라 필름 내부까지 고르게 PVBC 고분자가 불소

필름에 고르게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이온교환막은 음이온을 단면을 통과

해 전달되어야 하므로 VBC의 고른 분포는 이온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서 매우 중

요하다.

그림 16. ETFE, FEP, PFA 필름에 균일하게 그라프트된 PVBC 그라프트 고분자의

분포

- 그림 17에는 PFA, FEP, ETFE 불소필름에 그라프트된 필름의 변형에 따른 기계

적 강도(필름의 장력)를 보여준다. ETFE로 제조된 그라프트 필름이 PFA, FEP로

제조된 그라프트 필름에 비해 높은 최대연신율을 보여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으

며, PFA과 FEP의 비교에서는 PFA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라프트율이 높아질수록 연신율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여 그라프트율

또한 그라프트된 필름의 기계적 물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필름 종류간의 비교에서 의미 있는 기계적강도 차이는 관찰되지 않고 그라프트율



- 48 -

이 높아짐에 따라 인장강도가 낮아지는 것이 관찰된다. 그라프트된 VBC도메인이

인장강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7. ETFE, PFA, FEP 필름의 그라프트율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

나. 전조사법을 이용한 그라프트 필름 제조, 조사조건 최적화 및 구조분석

- 전자선으로 ETFE 필름을 조사하여 생성된 라디칼은 조사 직후 또는 저온에서 보

관하여 필요 시 꺼내어 그라프트 반응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sef의 연구결과를 보면 ETFE 필름에 전자선으로 조사

한 후 - 60 oC에서 240일 까지 보관 후 꺼내어 스틸렌 단량체와 반응시켜 얻어진

그라프트율의 변화를 보면 240일 까지도 라디칼이 거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ETFE 필름을 저온 냉장고에 저장하지 않고 조사

직후 VBC 단량체 용액과 혼합하여 그라프트 반응을 진행하였다.

- 그림 18은 전자선으로 처리한 ETFE 필름을 다양한 용매와 1:1 비율로 혼합된

VBC 단량체 용액에 넣어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얻은 그라프트율을 보여준다. 용

매를 제외한 같은 조건에서 전자선으로 조사한 후 그라프트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용매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증가는 메탄올 < 디클로로에탄 < THF < 1,4-다이옥산

< 톨루엔 < 핵산 < 햅탄 < 이소프로판올 순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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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실험 결과 이소프로판올에서 가장 높은 그라프트율을 얻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전 문헌에서도 스타이렌 단량체를 ETFE 필름에 전조사법으로 그라프팅할

경우 톨루엔 등 다른 용매보다 이소프로판올에서 가장 높은 그라프트율이 얻어지

는 것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이소프로판올 용매에서 라디칼의 수명이 다른

용매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한편 핵산 및 햅탄과 같은

선형 탄화수소계 용매는 이전 연구에서 그라프트 용매로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본

실험에서 이 두 용매를 적용한 결과, 스타이렌을 전조사 방법으로 그라프트할 경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매인 톨루엔 보다 더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여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18. 전조사 조건에서 용매의 종류에 따른 그라프트율 변화

- 그림 19는 그림 2의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이는 이소프로판

올, 햅탄 및 톨루엔을 이용하여 반응시간에 따른 그라프트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그 결과를 자세히 보면 이소프로판올이 가장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이고 햅탄과

톨루엔 순으로 그라프트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라프트 반응은 초

기 4시간 동안 그라프트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8시간 이후에는 그라프트율의

증가가 크지 않은데 이는 그라프트 진행되면서 라디칼이 정지반응(termination)과

연쇄이동(chain transfer)으로 인해 소모되기 때문이다. 3가지 용매 중 이소프로판

올에서 초기 그라프트 속도가 높은 것과 8시간 이후에서도 그라프트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은 이 용매에서 그라프트 중합 속도가 빠르고 라디칼의 수명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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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전조사 조건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그라프트율의 변화

- 전조사 조건하에서 VBC 단량체가 ETFE 필름에 성공적으로 그라프트된 것은

FT-IR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은 순수한 ETFE 필름과 톨루엔, 햅

탄 그리고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제조된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의 FT-IR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순수한 ETFE 필름의 IR 스펙트

럼을 관찰해 보면 1250 - 960 cm-1에서 불소고분자의 -C-F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

는 강한 IR 피크를 확인할 수 있다. VBC 고분자로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의 IR

결과를 보면 3020 cm-1 및 1600 - 1450 cm-1 에서 각각 VBC의 벤젠 고리에 의한

=C-H 결합과 C=C 결합에 의해 새로운 피크들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VBC의 고분자 주사슬의 -C-H 결합에 의해서 2900 - 2800 cm-1에 존재하는

IR 피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VBC 단량체에

존재하는 -C-Cl 결합에 의한 특성 피크가 840 cm-1에서 관찰되었다. 3가지의 다른

용매에서 비슷한 그라프트율로 제조된 필름들의 IR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용매

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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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전조사 조건에서 제조된 그라프트필름의 FT-IR 스펙트럼

- 그림 21은 순수한 ETFE 필름과 햅탄을 용매로 사용하여 제조된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의 온도에 따른 무게 변화를 나타낸 TGA 결과이다. 순수

한 ETFE 필름의 결과를 보면 약 430 oC에서부터 ETFE 주사슬의 분해로 인한 필

름의 무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한편, VBC 고분자로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의

TGA 곡선을 보면 두 단계로 분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무

게 변화는 약 330 oC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VBC 고분자 사슬들의 분

해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다. 두 번째 무게 변화는 약 430 oC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는 ETFE 주 사슬의 분해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VBC 고분

자가 ETFE 필름에 성공적으로 그라프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VBC 고분

자로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은 약 330 oC 이상까지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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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조사 조건에서 제조된 그라프트 필름의 열분해 곡선

- 여러 용매에서 제조된 필름들 중 이소프로판올에서 제조된 필름의 그라프트율이

가장 높은 반면 필름이 딱딱해지고 잘 부러지는 성질을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

라서 사용된 용매에 의한 그라프트된 필름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22는

순수한 ETFE 필름과 톨루엔, 햅탄 그리고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제조

된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의 인장응력에 대한 필름의 변형율을 나

타낸 결과이다. 순수한 ETFE 필름의 경우 전형적인 결정성 고분자의 점탄성 성질

을 보여주는데, 인장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24.5 MPa정도에서 항복 응력점을 지난

뒤 약 220% 인장율 까지 무정형 사슬들간의 배향이 일어난 후 약 500%까지 연신

되어 사슬들의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한편 VBC 고분자로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의 인장강도 측정 결과, 제조된 필름의

기계적 물성이 사용된 용매의 종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

었다. 특히 그라프트율이 높은 이소프로판올을 사용한 경우 50.1 MPa에서 항복 응

력점을 가진 후 바로 사슬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햅탄을 사용

하여 VBC 고분자를 그라프트한 필름의 기계적 강도를 측정한 결과, 41.4 MPa에서

항복 응력점을 가진 후 순수한 ETFE 필름과 같이 인장율이 약 150% 정도까지 사

슬들 간의 배향이 일어난 후 210% 정도에 사슬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톨루엔에서 제조된 필름은 햅탄에서 제조된 필름 보다 항복 응력은

45.2 MPa로 약간 높아졌지만 인장율은 175%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이소프로판올을 사용하여 VBC가 그라프트된 필름을 제조

할 경우 높은 그라프트율을 얻을 수 있지만 기계적 강도가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

에 연료전지막과 같이 높은 기계적 물성을 요구하는 물질을 제조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계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 햅탄에서 제조된 필름이

가장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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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조사 조건에서 제조된 그라프트 필름의 인장강도

- 본 실험에서 사용된 이소프로판올은 햅탄과 비교하여 매우 극성인 용매로서 불소

고분자 필름 및 그라프트된 부분의 팽윤도를 감소시켜 불균일하게 그라프트된 필

름이 제조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불균일성은 연료전지막과 같이 이온의 투

과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햅탄과

이소프로판올에서 그라프트된 VBC 고분자의 ETFE 필름 내부로의 분포도를

SEM-EDX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 그림 23은 두 용매에서 비슷한 그라프트율로 제조된 필름의 단면에 존재하는 그라

프트 고분자의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라프트 고분자의 분포도를 SEM-EDX

기기로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ETFE-g-PVBC 필름을 thiourea와 반응시켜

thiouronium 염을 형성시킨 후 황(sulfur)과 염소(chloride)의 상대적 분포를 측정

하였다. 약 10% 정도의 그라프트율로 제조된 필름 단면의 황과 염소의 분포도를

보면 햅탄과 이소프로판올에서 제조된 필름 모두 그라프트 고분자가 표면에 주로

분포하고 내부에는 그라프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라프트율이 20% 이상으로

증가되었을 경우 햅탄에서 그라프트된 필름은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그라프트

고분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이소프로판올에서 그라프트된 필름은 내부까

지 그라프트 고분자가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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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조사 조건에서 제조된 그라프트 필름의 용매에 의한 그라프트

고분자의 단면 분포

다. 다양한 음이온교환기 도입을 위한 아민류와의 반응 연구

- ETFE와 FEP 불소고분자 필름에 그라프트된 VBC 고분자와 다양한 화학적 구조

를 가진 아민과의 반응에 의한 음이온교환막의 제조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라

프트율 50%와 70% 정도로 그라프트된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ETFE, FEP 필

름 4종류를 각각 4조각으로 나누어 4종의 아민과 반응시켜 16개의 음이온교환막을

제조 하였다.

그림 24. 방사선을 이용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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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된 막의 이온교환용량은 산 또는 염기 용액에 함침시켜 소멸 또는 생성된 이

온의 양을 산염기적정법으로 측정하여 얻을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제조된 음이온교

환막의 경우 과량의 HCl 용액과 반응시킨 후 음이온교환기와 반응한 HCl의 양을

NaOH 용액으로 측정하거나, 과량의 NaCl 용액과 반응시킨 후 용액에 생성된

NaOH의 양을 HCl로 적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림 25).

n

R+OH- Cl- H+

H2O

n

R+OH- Cl- Na+

Na+OH-

<HCl 수용액 침지 시 반응> <NaCl 수용액 침지시 반응>

그림 25.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을 측정 반응

- 과량의 HCl 수용액에 침지한 후 소모된 수산화기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의 경우

HCl이 상온 대기압에서 기체로 분산되어 증발되기 때문에 HCl의 소모된 양을 보

정 되어야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정확한 값을 얻기가 쉽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HCl의 농도를 높히면 ‘증발량/반응양(음이온막에 의한)‘이 높아져 오차

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농도를 낮추면 ’HCl 전체량/반응양(음이온막에 의한)‘이

낮아져 반응시간이 길어지고 ’증발량/HCl 전체량‘ 증가하여 오차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0.1 M의 HCl 수용액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12시

간 동안의 증발양이 음이온교환막에 있는 음이온교환기의 양과 비슷함을 관찰하였

다.

- 그림 25의 NaCl 수용액을 사용하여 음이온교환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음이온교

환막에 존재하는 OH- 이온보다 Cl- 이온에 대한 친화도가 높아 빠른 속도로 교환

이 일어나는 반응을 이용한 것으로, 과량의 NaCl 용액을 제조된 막과 반응시킨 후

생성된 NaOH를 적정함으로써 이온교환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NaCl은 HCl에서 관찰되었던 증발에 의한 영향이 없고 반응의 종결이 1분 이내에

종결될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온교환에 의해

용액으로 배출된 OH- 이온은 공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탄산염 이

온을 형성하여 산염기 적정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용기를 밀폐시켜 짧은

시간 안에 측정해야함을 확인하였다. 아래 그림 26은 NaCl 수용액에 녹아있는

NaOH가 실온,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적정값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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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 CO2 → HCO3
-

그림 26.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에 의한 NaOH 소모 양 측정 곡선

- 그림 27은 상온에서 아민과의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 수율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를 보여준다. 실험 결과, Trimethylamine(TMA)의 경우는 상온에서 1시간 안에

반응이 완료되고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N,N-dimethybuthylamine(DMBA)의 경우는 상온에서 반응이 매우 느리게 진행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5시간에 28%의 반응 수율). 이러한 반응 속도가 차이가 나

는 것은 Trimethylamine이 다른 아민과 비교하여 분자 크기가 매우 작고 입체적인

으로 친핵공격이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VBC가 그라프트된 불소고

분자 필름과 상온에서도 빠른 시간안에 반응이 완료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7. 반응시간에 따른 아민화 반응 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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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methylamine을 제외한 다른 3종의 아민을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필름에

효과적으로 반응시키기 위해서 80 C˚에서 10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그림 28

에서는 사용한 아민의 종류와 그라프트율에 따른 이온교환용량 값을 보여준다. 그

림에서 보이듯이 이온교환용량은 그라프트율이 높을수록 아민과 반응하여 이온교

환교환기로 변환할 수 있는 클로로메틸 관능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이온교환용량

을 보여주며, 사용한 아민의 종류에 따라서는 trimethylamine,

N,N-dimethybuthylamine, N-methylpiperidine, N,N-diemethylaniline 순으로 높

은 이온교환용량을 보이고 있다.

그림 28. 아민, 골격고분자, 그라프트율의 종류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

- 아민화 반응 수율은 측정된 이온교환용량 값을 이론적으로 계산된 이온교환용량

값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할 수 있다. 그림 29는 아민의 종류 및 그라프트율에 따

른 아민화 반응 수율을 보여주는데 아민화 반응 수율은 trimethylamine이 가장 높

고 N,N-dimethybuthylamine, N-methylpiperidine, N,N-diemethylaniline 순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N,N-diemethylaniline을 사용할 경우 ETFE 필름에 그라프

트된 필름의 반응 수율이 높았고, N-methylpiperidine과 반응할 경우는 FEP 필름

에 그라프트된 필름의 반응수율이 ETFE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trimethylamine과 N,N-dimethybuthylamine의 경우 필름에 따른 반응 수율이 크

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실험 결과, 총 16종의 막중 8종의 막에서 70% 이상의 높은 아민화 반응 수율을 달

성할 수 있었고 4종의 아민 중 3종의 아민을 사용하여 70%가 넘는 아민화 반응 수

율을 달성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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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필름, 아민 종류 및 그라프트율에 의한 아민화 반응 수율

- 그림30은 ETFE와 FEP필름에 VBC 고분자를 그라프트시킨 후 trimethylamine과

의 반응을 통하여 음이온교환기를 도입하여 제조된 음이온교환막(Cl- 폼)의 사진을

보여준다.

<FEP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ETFE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그림 30. Trimethylamine과의 반응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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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에 나타난 음이온교환막들의 파단 연신율은 그라프트율, 아민 종류, 고분자

필름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불소계열 필름들의 파단연신율(FEP:

325%, ETFE: 430%)과 비교하여 모든 음이온교환막들은 낮은 파단연신율을 보이

고 있으며, 50% 그라프트율을 가지는 그라프트 필름을 이용하여 제조된 음이온교

환막이 70% 그라프트율을 가지는 그라프트 필름을 이용하여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에 비해 높은 파단연신율을 가지고 있어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파단연신율

을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ETFE 필름으로 부터 제조된 음이온교환막들이

FEP 필름으로 부터 제조된 음이온교환막들에 비해 높은 파단연신율을 가지고 있

음이 관찰된다. 이는 골격 고분자인 FEP필름에 비해 ETFE 필름이 높은 파단 연

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라프트 이후에도 높은 파단 연신율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음이온교환기의 종류에 따라 비교해보면 트리메틸아민(TMA)으로 제조

된 음이온교환막이 가장 높은 파단 연신율을 보이며, N,N-메틸부틸아민(DMBA),

N-메틸피페리딘(MPP) 그리고 N,N-디메틸아닐린(DMA)순으로 파단연신율이 낮

아져, 기계적으로 유연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기 위해 트리메틸아민으로 4차 아

민화를 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1. 아민, 불소고분자, 그라프트율의 종류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파단 연신율

-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로부터, 음이온교환막 제조를 위한 최적화된 조건을 다

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VBC 단량체를 불소고분자 필름에 그라프

트시키기 위해서 동사조사와 전조사 조건에서 반응을 진행하였고 그라프트 실험의

재현성과 제조 과정이 편리한 동시조사 방법으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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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PFA, FEP, ETFE 필름의 기계적 강도를 측정한 결

과 ETFE와 PFA가 FEP 보다 우수하여 ETFE와 PFA 필름을 음이온교환막 제조

에 사용하였다. 동시조사 조건에서 사용될 용매로는 클로로폼이 가장 높은 그라프

트율을 보여 용매로 사용하였고, VBC 단량체와 클로로폼 용매의 농도는

50/50(v/v%)으로 설정하고, 2 kGy/h의 조사 선량률로 조사 선량을 변화시키면서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필름을 제조하였다. 다양한 아민들과의 반응으로 제조

된 음이온교환막들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 TMA(trimethyl amine)과의 반응으로 제

조된 음이온교환막의 물성이 우수하여 TMA를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불소고

분자 필름에 반응시킨 후 수산화이온으로 치환시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다

(그림 32).

그림 32. 최적화된 조건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라. 최적화된 조건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특성 분석

- 앞서 수행된 음이온교환막 제조를 위한 최적화된 조건을 이용하여 2가지 불소고분

자(ETFE, PFA)에 3가지 그라프트율로 총 6종의 그라프트 필름을 제조하였다 (그

림 33). ETFE는 부분불소계 고분자로 불소고분자와 탄화수소고분자의 혼합형이고

PFA는 불소고분자로만 이루어진 필름이다. 이 두 필름의 영향과 그라프트율의 영

향을 동시에 연구하기 위하여 ETFE와 PFA에 비슷한 그라프트율을 갖도록 방사

선 조사량을 조절하여 제조하였다.

- 실험결과, ETFE 필름이 PFA 필름보다 낮은 선량에서 높은 그라프트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ETFE 필름 안에 존재하는 탄화수소 결합인 C-H 결합이

C-F 결합보다 방사선에 의한 라티칼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라프트 진행이 쉽

게 진행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또한 ETFE와 PFA 필름에 그라프트된 VBC 고분자의 필름 단면의 분포 경향을

TMA으로 처리하여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한 후 SEM-EDX를 이용하여 염소이온

의 분포도를 측정함으로 그라프트 고분자의 분포도를 얻었다 (그림 33). ETFE와

PFA 필름 간에 그라프트된 고분자의 분포 특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TFE의 경우 40% 정도의 낮은 그라프트율에서도 필름 내부와 외부가 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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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그라프트되어 있는 반면 PFA의 경우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필름 내

부와 외부가 균일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ETFE 필름이 주어진 방사선 그라

프트 조건에서 팽윤도가 높고 그라프트가 잘 되기 때문에 단량체가 필름 내부로의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라프트 고분자의 분

포는 이온이 막을 통과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3. 음이온교환막의 제조 선량 및 음이온교환기 분포 특성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FT-IR 스펙트럼을 ATR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그림 34

에 나타나 있다. 부분 불소계 필름인 ETFE에서는 C-H와 C-F 결합에 의한 peak

들이 관찰되고, 순수 불소계열인 PFA에서는 C-F 결합에 의한 peak만 관찰되었다.

VBC 단량체를 그라프팅한 후에는 두 종류의 필름에서 C-H 결합에 의한 peak가

강화되거나 새로 발생하여 그라프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 그라프트된 필름을 trimethylamine과 반응을 진행한 후에는, 두 종의 필름 모두에

서 O-H 스트레칭에 의한 커다란 peak가 확인되었다. 이는 그라프트 필름이 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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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반응으로 인하여 charge를 뛴 음이온교환기를 형성했음을 의미하고 세척한

후에도 잔류하는 물에 의한 peak와 수산화작용기로 도입된 후 수산화작용기에 의

한 peak가 O-H에 대한 peak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ETFE와 PFA 필름으로 제조한 음이온교환막의 FT-IR 스펙트럼

- ETFE와 PFA 필름을 이용하여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은 산염기 적

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35). 두 필름의 골격고분자 및 음이온교환기의

분포가 상이하여도 이온교환용량은 유사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제조된 음이

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은 음이온교환기의 수, 즉 그라프트율에 주로 의존하고,

막의 화학적 구조 및 그라프트 분포 경향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그라프트율이 약 50% 이상인 음이온교환막은 과제 목표치인 1.3 meq/g

이상의 음이온교환용량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그라프트율에 따른

이론적 이온교환용량(Theoretical IEC)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된 막의

측정된 음이온교환용량은 이론적 이온교환용량보다 적게 나왔는데, 이는 VBC가

불소고분자에 동시조사법으로 그라프트하는 단계 또는 이후 아민과 반응하는 단계

에서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거나 부반응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 63 -

그림 35. 그라프트율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 변화

- ETFE와 PFA 필름을 이용하여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은 제조된 음이온교

환막을 상온에서 증류수에 24시간 동안 담가두어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얻었다

(그림 36).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또한 그라프트율에 크게 의존하여 변화

함을 확인 하였고, 골격고분자의 종류나 그라프트 분포 경향에 의한 차이는 함수율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라프트된 고분자가 친수성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라프트된 고분자가 증가할수록 함수율이 증가하게 된다. 알칼

라인 연료전지에서는 수산화이온이 음이온교환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함수율이 증

가할수록 일반적으로 음이온 전도도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과다한 함수율은 막

의 기계적 물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정량의 함수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6. 그라프트율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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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에서는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열 중량 분석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

험에 사용된 시료들은 측정 전에 80 °C에서 30분간 건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음

이온교환막에 포함된 물의 증발에 따른 무게 감소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첫 번째 분해 곡선은 아민기의 분해에 의한 곡선이며, 두 번째 분해 곡선은 그라프

트된 VBC의 분해 곡선이고, 세 번째 분해 곡선은 골격고분자의 분해 곡선으로 여

겨진다. ETFE를 골격고분자로 하는 음이온교환막은 약 140 °C 부근에서 아민기의

분해가 시작되며, PFA를 골격고분자로 하는 음이온교환막은 160 °C 부근에서 아

민기의 분해가 시작되어 PFA를 골격 고분자로하는 음이온교환막의 열적 안정성이

ETFE를 골격 고분자로 하는 음이온교환막에 비해 열적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림 37. 음이온교환막의 열분해 곡선

- 이온전도도는 제조된 이온교환막을 연료전지막으로 사용할 경우 이온교환막의 전

기적 특성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값으로써 이온교환막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값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38에서는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전도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된 ETFE, PFA-g-PVBTMA 음이온교환막의 이온전도도 측

정 결과, 과제 목표치 30 mS/cm 이상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온전도도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PFA를 골격고분자로 사용한 음

이온교환막이 ETFE를 골격 고분자로 사용한 음이온교환막보다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두 개의 다른 골격고분자를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차이는

PFA-g-PVBTMA의 바깥쪽 부분에 이온교환기가 ETFE-g-PVBTMA에 비해 밀

집 되어있어 PFA-g-PVBTMA의 바깥쪽 부분의 비저항이 ETFE-g-PVBTMA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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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그라프트율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이온전도도 변화

- 음이온교환막의 기계적 물성으로 중요한 값은 항복응력(yield stress)과 파단연신

율(elongation at brake)가 있다 (그림 39). 항복응력은 ETFE-g-PVBTMA막이

DOG 40%부근에서 약 17 MPa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다른 값들은 10 MPa

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파단연신율은 PFA-g-PVBTMA가 DOG 70%

부근에서 295%로 약간 낮은 값을 가지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본

실험에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들은 일정량의 항복응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파단

연신율을 보여 연료전지막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

다고 사료된다.

그림 39. ETFE, PFA-g-PVBTMA 음이온교환막의 기계적 특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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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교구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내구성 향상 기

술 개발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디아민을 사용하는 방법과 DVB을 첨가하여 가교 그라프트

고분자를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음이온교환막에 가교구조를 도입하여 함수율과

화학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 방사선을 이용하여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ETFE필름을 제조한 후 아민

관능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디아민류의 화합물을 도입하여 이온교환기

사이의 가교구조를 갖는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물성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여러 디아민 중 DABCO (1,2-diazabicyclo[2,2,2]octane)로 제조된 가교

음이온교환막이 연료전지막으로 활용함에 있어 적합한 물성을 보여 DABCO를

이용한 ETFE-g-PVBC의 아민화조건을 확립하고, 음이온교환막의 전기화학적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4차 아민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 DABCO를 도입하여 가교구조가 형성된 음이온교환막들은 비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과 비교하여 화학적 안정성이 200% 이상 향상되고 함수율이 50%

이상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Divinylbenzene (DVB)을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에 첨가하여 가교구조가 도입된

ETFE-g-PVBC(DVB) 필름을 제조하고 이를 트리메틸아민으로 처리하여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물성을 평가하였다.

○ DVB함량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물리화학적 물성 변화를 연구하고, 화학적

안정성이 400% 이상 향상되고 함수율 또한 50%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교구조 도입에 의해 향상된 음이온교환막의 화학적 안정성 평가>



- 67 -

1. 서론

- 일반적인 음이온교환막 제조에 있어서 가교구조는 대체로 용매(주로 물과 메탄올)

에 의한 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다. 반면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로 제조되는

고분자는 불소계열 고분자와 같이 기계적, 화학적,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고분자를

이용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용매에 의한 용해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방

사선 그라프트 고분자의 가교구조 도입의 효용성은 “망상구조를 활용한 화학적 안

정성의 향상”과 “함수율의 감소를 통한 수치적/기계적 안정성의 제고”에 있는데,

이러한 방사선 그라프트된 고분자는 가교구조가 형성되는 위치에 따라 그 특성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함에 있어 가교구조 도입은

디아민을 활용한 4차 암모늄사이의 가교, 디비닐벤젠(DVB)을 활용한 그라프트사

슬 사이의 가교 방법이 존재하여, 두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

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 아민화 반응 시 디아민을 활용하면, 4차 암모늄 이온교환기 사이에 가교를 형성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온교환기 간의 직접적인 가교형성 구조는 DVB를 활용한 가교

구조 형성에 비해 매우 복잡한 가교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가교구조 형성에 따른

효과, 즉 음이온교환막의 화학적 안정성과 함수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클 수 있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종의 디아민 및 이를 활용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과

정을 도식화하고 있고, 그림 2는 디아민 사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교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디아민의 4차 아민화 반응을 이용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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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아민(DABCO) 도입에 따른 가교구조 형성

- DVB가 활용한 가교구조의 특징은 가교구조가 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질 사슬 내

부에 혼재되어 있어 가교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음이온교환막이 딱딱해지는 현상

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가교구조 도입이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가교도 제어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음이온교환

막 제조 및 구조적 특징은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다.

ETFE

Cl

+

+

VBC DVB

γ-ray

Cl

Cl

N
CH3H3C

CH3

N+(CH3)3

OH-

(H3C)3+N`

OH-

ETFE-gx-PVBC ETFE-gx-PVBTMA

그림 3.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가교구조 그라프트

고분자(ETFE-gx-PVBC)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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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가. 디아민을 이용한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 제조 과정

- 25, 50 μm 두께의 ETFE 필름은 Asahi Glass Co., Ltd에서 구입을 하였고 염화비

닐벤질(97%)과 Trimethylamine (TMA; 45%)는 Adrich Co., Ltd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1,4-diazbicyclo[2,2,2]octane (DABCO; 99%),

N,N,N',N'-tetramethyl-1,3-diaminopropane (TMDAP; 99%),

N,N,N',N'-tetramethyl-1,6-diaminohexane (TMDAH; 99%)는 TCI Chemical

Industry Co., Ltd에서 구입하였다. 용매인 디메틸 설폭사이드(99%)와 디클로로메

탄(99%)은 Showa Chemical Co., Ltd에서 구입 하였다. 아세톤은 Duksan Pure

Chemicals Co., Ltd에서 구입하였으며, HCl(1.0 M)과 NaCl(99.8%)은 동양제철화학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 VBC 다량체를 ETFE 필름에 방사선 그라프팅 과정은 1절 실험 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후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ETFE 필름(ETFE-g-PVBC)은 5 cm × 8

cm 크기로 자른 후 다양한 구조의 3차 아민과 반응시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

다. 디아민인 DABCO, TMDAP, TMDAH와의 반응은 VBC가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을 온도 70 ˚C, 아민 농도 2%(w/w)의 DMF 용액에 넣어 반응을 진행하였다.

TMA를 이용한 4차 아민화는 45%(w/w)의 수용액을 이용해 수행되었다. 4차 아민

화 반응을 마친 음이온교환막들을 24시간 동안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한 후, 상온에

서 건조하여 보관하였다.

나. DVB을 이용한 가교구조 음이온교환막 제조 과정

- DVB를 이용하여 가교구조가 도입된 음이온교환막의 제조는 1절의 비가교 음이온

교환막제조에서 확립된 과정을 따라 수행 되었으나, 단량체 용액을 제조하는 과정

에서 DVB를 첨가해야한다. 이에 따라 단량체⋅가교제/용매 농도가 조정되어야 하

며, 조정은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에 알려진 방사선 그라프팅 메카니즘을 토

대로 조정되었다.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은 가교제를 포함하는 용액에서 보다 빠르

게 진행되며, 이러한 빠른 그라프트 반응으로 인해 단량체가 ETFE필름의 중심부

까지 침투하기 전에 단량체 침투를 위한 ETFE필름의 표면쪽 채널이 막힐 수 있

다. 따라서 용매는 그라프트율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용매(클로로폼)보다 단량체의

확산이 용이한 용매(디클로로메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가장 먼저 그라프트

반응이 시작되는 ETFE 필름의 표면과 가장 나중에 그라프트 반응이 시작되는

ETFE필름의 중심 간의 미시적인 그라프트율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농도를 감소

시킬 수도 있다. 방사선 조사 측면에서는, 조사선량률을 줄임으로써 단량체의 확산

속도에 대한 상대적인 라디칼 생성속도를 줄여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단량체 침

투를 유지할 수 있다. 혹은 온도를 증가시켜 분자들의 운동속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으나 부반응의 생성 및 방사선 환경에 따른 온도 제어의 어려움 등이 있어 선호

되지 않는다.

- 따라서 DVB을 이용한 가교구조 음이온교환막제조를 위한 그리프팅 과정은 골격

고분자로 두께 25 μm의 ETFE 필름을 사용하고 단량체로는 염화비닐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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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ylbenzyl chloride), 가교제로는 디비닐벤젠 (divinylbenzene), 용매로는 디클로

로메탄을 사용하였다. 단량체와 가교제 혼합물과 용매와의 비율은 3:7 로 설정하였

다. 가교제와 단량체 혼합물에서 가교제의 비율은 0 ~ 12%로 사용하였고 조사선량

율은 1 kGy/h로 100 kGy 미만의 조사선량을 사용하여 가교구조의 그라프트 필름

을 제조하였다. 위와 같이 설정된 방사선 그라프트 조건에서 제조된 VBC/DVB 가

교 필름의 그라프트율은 2절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다. 가교구조가 도입된 음이온교환막의 구조 및 특성 분석 방법

- 음이온교환막의 단면구조 및 원소 분포분석은 1절 실험 방법과 마찬가지로

Scaning electron Microscopy-Energe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SEM-EDX(7200-H, Horiba Co., Ltd.)를 이용하였으나, 연구 기간 중 그라프트된

VBC와 4차 암모늄 이온교환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향상되었다. 두 관능기의 구분

을 위하여 음이온교환막은 0.5 M의 NaH2PO4 수용액에 12시간 동안 침지하고 증류

수로 세척하였으며, 이를 건조하고 액체질소 안에서 파단하여 단면을 분석하였다.

- 가교구조 음이온교환막의 열적특성분석, 이온교환용량, 함수율 및 이온전도도는 1

절의 비가교막 실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 디아민을 이용한 가교구조 음이온교환막의 정성적인 유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막

을 90° 각도로 구부린 후 파단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였다.

- 가교구조가 도입된 막과 비가교막의 화학적 안정성은 비교 평가되었다. 화학적 안

정성 평가를 위해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을 60 °C의 과산화수소 수용액(3%)에 침지

시키고, 음이온교환막들의 무게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3. 연구 내용

가. 다양한 디아민을 이용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조건 최적화 및 특성분석

- 아민화 반응 수율은 실험으로 측정된 이온교환용량 (Ion Exchange Capacity; IEC)

과 그라프트율을 통해 계량되어진 이론적 이온교환용량을 비교하여 산출되었다.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민화율은 반응시간 1시간 이전에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민화율은 모노아민인 트리메틸아민으로 아민

화된 음이온교환막(약 70%)의 약 절반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 아민화율은 DABCO, TMDAP, TMDAH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디아민의

구조에서 질소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할수록 높은 이온교환용량과 아민화율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디아민의 크기가 클수록 4차 아민화 반응이 효과

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TMDAP와 TMDAH로 4차 아민화된

막들은 쉽게 부러지는 반면 DABCO로 4차 아민화된 막은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민 관능기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TMDAP와 TMDAH으

로 4차 아민화된 막에서 가교 형성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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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3종의 디아민 중에 DABCO가 연료전지를 위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

기로써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표 1. 디아민의 4차 아민화 반응 및 그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물성

Diamine
Reaction

time (h)

IECExp
(meq/g)

IECTheo
(meq/g) DOA (%)

Flexibility

(at folded
90°)

DABCO

1 0.76 35 stable

5 0.91 2.18 42 stable

10 0.94 43 stable

TMDAP

1 0.68 33 broken

5 0.80 2.10 38 broken

10 0.77 37 broken

TMDAH

1 0.63 33 broken

5 0.67 1.93 34 broken

10 0.70 36 broken

- 그림 4는 SEM-EDX로 측정된 OH- 형태의 음이온교환막 단면의 원소분포와 음이

온교환막들의 단면 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된 모든 음이온교환막의 왼쪽

표면 부근에서 특성 X-ray의 강도가 갑자기 커지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디텍터

가 시료의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X-ray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이다.

DABCO를 1시간 반응시켜 제조한 음이온교환막의 원소분포(그림 4a)를 보면 막의

중심부분에 고분자의 구성 원소인 탄소, 불소, 염소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함이

관찰된다. 또한 SEM 사진을 보면 해당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달리 흰 띠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 모폴로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4차 아민화 후

아민염에 의해 흡수된 물이 막을 팽윤시켜 4차 아민화된 부분의 각 원소 밀도가 감

소하고, 4차 아민화가 되지 않은 중심 부근은 ETFE-g-PVBC의 성질을 상대적으

로 유지하고 있어 ETFE-g-PVBC 구성원소가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이 실험 결과로 부터 DABCO에 의한 4차 아민화 반응은 필름의 표면부터 시작되

어 필름 내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DABCO를 5시간 반응시켜

제조한 음이온교환막의 원소분포(그림 4d)를 보면 표면에서 내부까지 측정된 모든

원소가 균일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충분한 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할 경우 DABCO가 ETFE-g-PVBC 필름의 내부까지 4차 아민화

반응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a를 제외한 그림에서는 탄소, 불소,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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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균일하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DABCO로 1시간 반응하여 제조한 음이온교환막

을 제외한 모든 막에서 균일한 디아민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음이온교환막들의 균일한 디아민 분포는 4차 아민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디아민이 필름 내부까지 침투되어 아민화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 표 1을 보면 디아민들이 TMA와 비교하여 낮은 아민화율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민

화된 4차 디아민의 비교적 큰 크기로 인하여 인접한 VBC의 관능기와 3차 디아민

의 반응이 방해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 여러 디아민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단면상 원소분포와 SEM 사진

- DABCO의 4차 아민화 반응은 일반적으로 디메틸포름아미드를 용매로하여 수행된

다. 하지만 VBC가 그라프트된 필름은 디클로로메탄에 의해 가장 높은 팽윤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두 용매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DABCO를 디메틸포

름아미드와 디클로로메탄에 2%(w/w)로 녹인 용액에 VBC가 그라프트된 ETFE막

을 넣고 각각 70 °C와 상온에서 4차아민화를 진행하였다. 이온교환용량(그림 5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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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트리메틸아민을 사용하였을 때(실선)에 비하여 약 절반

정도 r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민화 반응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된

다. 따라서 아민화 반응은 4시간 이전에 대부분 완료되며, 약 50%의 그라프트된

VBC만 4차 아민화됨을 알 수 있다.

- 또한 아민화 반응 효율은 반응에 사용하는 용매를 바꾸거나 반응 온도를 올려도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메틸포름아미드/ 70 °C에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과 디클로로메탄/상온에서 제조한 음이온교환막들의 함수율은 아민

화 시간에 따라 증가를 보이며, 디메틸포름아미드/ 70 °C 분위기에서 제조된 막이

더 높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결과로 부터 DABCO의 4차 아민

화 반응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메틸포름아미드보다 디클로로메탄이 효과적으

로 가교구조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반응시간/온도에 따른 이온교환용량(a) 및 함수율(b) ( −선:

트리메틸아민 음이온교환막)

- 3종류의 디아민으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한 결과 DABCO 디아민으로 제조한 음

이온교환막의 물성이 다른 디아민으로 반응한 음이온교환막에 비해 물성이 우수하

였다. 그러나 DABCO에 의한 아민화시 트리메틸아민과 비교하여 충분히 높은 아

민화율을 달성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DABCO 관능기가 크기 때문에 그라

프트 사슬에 있는 VBC의 모든 Cl을 치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DABCO와 트리메틸아민을 일

정 비율로 혼합하여 반응을 진행하였다. 정해진 혼합 비율(M/M)로 제조된

DABCO와 트리메틸아민의 수용액에 VBC 그라프트 ETFE막을 넣고 4차 아민화

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은 아이오도 메틸을 반응시켜 DABCO

의 양을 측정하였다. 그림 6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아이오도 메틸과 반응 전⦁후의
이온교환용량은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트리메틸아

민의 반응성이 DABCO와 비교하여 매우 우수하여 20%의 적은 양을 사용하여도

트리메틸아민만이 그라프트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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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ABCO/트리메틸아민 비율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

- DABCO를 이용한 4차 아민화, 가교구조 도입 및 이를 이용한 추가적인 물성 향상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그라프트율이 67.7%인 VBC 그라프트막이 ETFE필름을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제조된 그라프트막은 35 °C의 DABCO/디클로로메탄

2%(w/w)용액에 24시간 동안 반응 시켜 ETFE-g-PVBDA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

였다. 이막의 이온교환용량 0.8 meq/g, 함수율 33%를 가지고 있어 기존에 본 연구

과제에서 개발된막에 비해 함수율은 약 94%감소하여 향상되었으나, 이온교환용량

이 약 절반으로 감소하여 추가적인 처리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림 7a에 보이는

SEM-EDX 단면 원소 분석은 반응후 Cl 원소의 분포를 보여주며 고르게 분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4차 아민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VBC의 관능기 또한 Cl원

소를 포함하고 있어, Cl이온의 분포로 부터 DABCO와의 반응 정도를 확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특성 X-ray의 발생효율이 높고, 음이온교환막의 특성

X-ray에너지가 음이온교환막의 다른 원소와 겹치지 않으며, 1가의 음이온인

H2PO4
- 이온으로 이온교환기의 짝이온을 치환하여 이온교환기의 분포도를 측정하

였다(그림 7b). 그림 7b에 보이는 바와 같이 P원소 또한 균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

어, DABCO로 치환된 이온교환기가 음이온교환막의 단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함이

확인된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Cl원소가 관찰되는데, 이로부터 그라프트된 VBC의

관능기가 DABCO로 4차 아민화 후에도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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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ABCO로 4차 아민화된 음이온교환막과 이를 다시 인산으로 처리한

음이온교환막의 단면에서의 원소분포

표 2. DABCO로 4차 아민화된 음이온교환막의 물성

Anion exchange

membrane

IECExp
(meq/g)

IECTheo
(meq/g)

Water uptake
(%)

ETFE-g-PVBTMA 1.6 2.3 127

ETFE-g-PVBDA 0.8 2.1 33

- ETFE 필름에 그라프트된 VBC의 관능기를 DABCO로 모두 4차 아민화 반응을 진

행시킬 수 없음을 앞의 연구결과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DABCO로 4차

아민화 반응 시 반응하지 않고 남은 VBC의 관능기에 트리메틸아민으로 추가적인

4차 아민화를 실시하여 음이온교환막의 물성변화를 알아보았다. 표 3에 보이는 바

와 같이 트리메틸아민으로 추가적인 아민화 반응을 진행한 후 이온교환용량은 트

리메틸아민만으로 4차 아민화 하였을 때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함수율

은 88%로 33% 감소하였다. 그림 8b에서 보이는 음이온교환막의 단면 원소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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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NaH2PO4로 처리 후 Cl의 원소가 트리메틸아민으로 처리 전에 비해 상당히

줄었음이 관찰되어 그라프트된 VBC에 대부분 4차 아민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

으로 사료된다.

그림 8. ETFE-g-PVBDA에 트리메틸아민으로 추가적인 4차 아민화가된

음이온교환막의 단면 원소(Cl, P)분포

표 3. ETFE-g-PVBDA에 트리메틸아민으로 추가적인 4차 아민화가된

음이온교환막 물성

Anion exchange

membrane

IECExp
(meq/g)

IECTheo
(meq/g)

Water uptake
(%)

ETFE-g-PVDATMA 1.6 2.1* 88

- ETFE-g-PVBDA막의 이온교환용량 향상을 위해 아이오도메탄을 4차 아민화된

DABCO의 관능기에 반응시켜 추가적인 음이온 교환기를 생성하였다. 표 4에 보이

는 바와 같이 음이온교환용량은 2.0 meq/g 으로 향상되었으며, 함수율 또한 49%로



- 77 -

기존 본 과제에서 개발된 ETFE-g-PVBTMA막에 비해 음이온교환막으로써 기초

물성이 향상 되었다. 또한 그림 9a, 9b의 단면 원소 분포 측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 이온교환기가 막의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여 연료전지막으로써 적합한 체널구

조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실험에서 제조된 ETFE-g-PVBDAM 음이온

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과 ETFE-g-PVBDA의 이온교환용량을 비교하면 가교율을

계산할 수 있다. 가교율은 식 “가교율(%) = {(IECDA × 2) - IECDAM} / (2 ×

IECDA)”으로 단순화 할 수 있으며, 본 실험결과 가교율은 이온교환용량 측정 오차

보다 적어 아민화된 DABCO중 매우 적은양이 가교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실

험을 통하여 DABCO 디아민으로 4차 아민화 반응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아이오

도메탄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음이온교환막은 2.0 meq/g의 높은 IEC 값을 가지고

있어도 함수율은 49%의 적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ETFE-g-PVBDA에 요드화 메탄으로 추가적인 4차 아민화가된

음이온교환막의 단면에서 원소(I, Cl, P)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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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TFE-g-PVBDAM에 아이오도메틸로 추가적인

4차 아민화가된 음이온교환막 물성

Anion exchange

membrane

IECExp
(meq/g)

IECTheo
(meq/g)

Water uptake
(%)

ETFE-g-PVBDA 2.0 2.1* 49

- 본 실험에서는 DABCO 디아민으로 처리하여 가교 구조를 형성한 음이온교환막과

트리메틸아민으로 처리하여 가교구조를 지니지 않은 음이온교환막의 상대적인 화

학적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60 °C, 3%의 과산화수소 수용액에 제조된 음이온교환

막을 침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그림 10).

반응 초기에는 제조된 막들의 무게는 증가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의 음이온교환막이 팽윤되기 때문이다. 트리메틸아민으로 처리하지 않은 막의 경

우 무게의 증가가 크지 않은데 이는 가교구조 형성으로 인하여 팽윤이 적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트리메틸아민으로 처리한 막인 ETFE-g-PVBTMA,

ETFE-g-PVBDAMA 음이온교환막은 3일에서 6일 사이에 커다란 무게 감소를 보

이는 반면, 트리메틸아민으로 처리하지 않은 막인 ETFE-g-PVBDA,

ETFE-g-PVBDAM 음이온교환막은 13일 까지 가시적인 무게변화를 보이지 않아

2차 년도에 제조된 가교 음이온교환막의 화학적 안정성이 비가교의 음이온교환막

에 비해 200%이상 우수 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가교구조에 의한

안정성의 향상 효과와 함께 DABCO 디아민과 반응하여 형성된 4차아민의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서 생긴 결과로 사료된다.

그림 10. DABCO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과 비가교 음이온교환막의 화학적 안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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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화학적 안정성 평가에 사용한 음이온교환막

Anion exchange

membrane

IECExp

(meq/g)
1차 반응 2차 반응

ETFE-g-PVDTMA 1.5 Trimethylamine 없음

ETFE-g-PVBDA 0.8 1,4-Diazabicyclo[2,2,2]octane 없음

ETFE-g-PVBDAMA 1.6 1,4-Diazabicyclo[2,2,2]octane Trimethylamine

ETFE-g-PVBDAM 2.0 1,4-Diazabicyclo[2,2,2]octane Iodomethane

나. DVB를 이용한 가교구조 음이온교환막(ETFE-gx-PVBC)의 물성 연구

- 그림 11은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ETFE-gx-PVBC 그라프팅막의 그라프트율의 변

화를 보여준다.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전 연구에서 이미 제조 조건이 확립된

비가교막을 제외하고, DVB 농도 2 ~ 12%에서 제조된 ETFE-gx-PVBC 막들의 그

라프트율은 위의 방사선 그라프팅 조건을 활용하여 본 과제의 목표인 그라프트율

50%를 모두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방사선 조사조건에서

ETFE 고분자가 방사선에 의해 분해되어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100 kGy보다 낮

은 선량을 사용하여도 요구되어진 그라프트율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 다양한 가교제 농도에서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ETFE-gx-PVBC 필름의

그라프트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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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E 필름과 같이 팽윤율이 낮은 고분자에서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은 표면에서

시작되어 내부로 서서히 침투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점진적인 침투특성

은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전도도와 치수안정성에 중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교제와 동시에 그라프트 반응을 진행시킬시 침투 속

도는 더욱 느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제조되는 음이온교환막의 방사선

그라프트 단계부터 관능기의 분포를 모니터링 하였다. 염화비닐벤질은 ETFE 필름

에 없는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단량체이므로, 염소의 분포를 추적하여 염화비닐벤

질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그림 12는 3 ~ 4% 정도의 그라프트율을 갖고 6% (12a)와

12% (12b)의 가교제 함량에서 제조된 ETFE-gx-PVBC 필름 내부에 그라프트된

염화비닐젠젠의 분포도를 보여준다. 3 ~ 4%의 그라프트율은 일반적으로 음이온교

환막 제조에 요구되는 그라프트율(30~50%)보다 상당히 낮은데, 이러한 낮은 그라

프트율과 높은 가교제 함량에도 불구하고 염화비닐벤질의 그라프트 반응은

ETFE-gx-PVBC 필름의 중심부까지 상당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SEM-EDX를 이용한 ETFE-gx-PVBC 필름 단면의 VBC 분포도 측정 a):

그라프트율 4%; 가교제함량 6%, b): 그라프율 3%; 가교제함량 12%.

- 앞에서 제조된 ETFE-gx-PVBC를 트리메틸아민 수용액에 24시간 동안 침지시켜

Cl- 폼 상태의 음이온교환막으로 제조하였으며, 본 4차아민화 반응조건은 1절의 비

가교 음이온교환막을 위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시료는 안정한 Cl- 폼으로

상태로 보관하였으며, 물성측정은 연료전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OH- 폼 상

태로 변환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13에서는 그라프트율에 따른

ETFE-gx-PVBTMA막의 이온교환용량이 나타나 있다.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온교환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가교제함량에 따른 이온교환용

량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ETFE-gx-PVBTMA막에 포함된 DVB의 무게

함량이 비교적 작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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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그라프트율에 따른 ETFE-gx-PVBTMA막의 이온교환용량

- 또한 그림 14에서 보이는 아민화율은 1차년도의 비가교막과 마찬가지로 실험적으

로 구해진 이온교환용량과 그라프트율로 부터 계량되어진 이론적 이온교환용량의

비율로 구해진다.

그림 14. 그라프트율에 따른 ETFE-gx-PVBTMA막의 아민화수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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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B를 이용하여 가교구조가 도입된 ETFE-gx-PVBTMA 음이온교환막의 이온

교환기의 분포도 측정은 디아민을 이용하여 가교구조가 도입된 음이온교환막과 같

이 짝이온을 H2PO4
- 이온으로 치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 4%의 매우 낮은

그라프트율(그림 15a, 15b)을 가지는 ETFE-gx-PVBC 필름으로 부터 제조된 음이

온교환막은 염화비닐벤질 고분자는 내부까지 분포함에도 이온교환기(4차 암모늄)

는 내부까지 침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라프트율이 낮은

ETFE-gx-PVBC 필름의 응집력이 ETFE-gx-PVBC가 아민화 되면서 발생하는

물에 의한 팽윤력보다 상대적으로 커 트리메틸아민 분자가 필름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연료전지에 적용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최소한 요

구되어지는 그라프트율에 가까운 약 20%(그림 15c, 15d)의 그라프트율을 가지는

음이온교환막들은 이온교환기가 내부까지 형성된 것이 확인되며, 가교제의 함량이

높은 용액에서 제조된 15d 시료는 음이온교환막의 중심부분이 오목한 이온교환기

분포를 가지고 있어 서론에서 예측되어진 것처럼 가교구조 형성으로 인해 염화비

닐벤질의 침투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 부터, 비가교막을

위한 이전 연구의 아민화조건은 본 연구의 가교막 ETFE-gx-PVBC막을 아민화할

시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1절의 비가교막과 마찬가지로 ETFE-gx-PVBTMA막

또한 연료전지 적용에 필수적인 막의 양면 간에 이온교환채널이 형성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그림 15. DVB 함량과 그라프트율에 따른 ETFE-gx-PVBTMA 막의

음이온교환기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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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에는 OH- 폼 ETFE-gx-PVBTMA막의 함수율이 나타나 있다. 그림 13에

서 가교제 함량에 대한 이온교환용량의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

하여 함수율은 크게 변화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함수율은 4 ∼ 6% 사이의

가교제 함량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는데, 3절에서 설명될 냉 중성자 소

각 산란 실험결과 ETFE 고분자 구조사이의 염화비닐벤질 그라프트 도메인에 광

역적 가교 형성이 4% 이상의 가교제 함량에서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되

며, 4%의 가교제 함량에서도 높은 그라프트율 영역에서는 광역적 가교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을 통해 과제의 목표인 함수율 50%감소는 6%이상의 가교

제 함량을 사용할 때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광역적 가교의 형성은 음이온교

환막이 기계적 충격에 깨지기 쉽게 하며, 이온전도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음이온교환막의 전반적인 특성을 위해서는 2 ∼ 6%의 가교제함량조건을 사용하여

방사선 그라프팅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6. DVB 함량과 그라프트율에 따른 ETFE-gx-PVBTMA막의 함수율의 변화

- 이온전도도는 연료전지에 연료전지막을 적용 시 이온교환막의 여러 전기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값으로써 이온교환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값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17에서는 제조된 ETFE-gx-PVBTMA 음이온교환막의 이온전도도를

보여주고 있다. 약 3 ∼ 4%의 그라프트율을 가지는 음이온교환막의 이온전도도 0

mS/cm로 나타나는데, 이는 SEM-EDX 단면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음이온교

환막의 중심부분에 위치한 염화비닐벤질 고분자가 4차 아민화되지 않아 막 양면

간에 이온교환채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막 양면 간에 이온채널 형성

이 확인된 약 15% 이상의 그라프트율을 가지는 막에서는 일정 수준의 이온전도도

를 보이고, 약 그라프트율 30%이상부터는 연료전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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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되는 30 mS/cm 이상의 이온전도도를 보이고 있다. 가교제 함량에 따른 비교

에서는 가교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온전도도가 낮아지는 것이 보이며, 이는 함

수율과 마찬가지로 가교제 함량 4%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여 4∼6% 사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7. 가교제 함량과 그라프트율에 따른 ETFE-gx-PVBTMA음이온교환막의

이온전도도 변화

- 그림 18는 비가교구조 ETFE-g-PVBTMA 음이온교환막과 DVB를 이용하여 가교

구조가 도입된 ETFE-gx-PVBTMA 음이온교환막의 화학적 안정성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ETFE-g-PVBTMA(비가교구조 음이온교환막)은 1일에서 3일 사이에

급격히 분해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ETFE-gx-PVBTMA 음이온교환막중 4%

의 가교제함량을 가지는 음이온교환막은 5일에서 10일 사이에 분해가 일어나며,

가교제함량 8%의 음이온교환막은 약 8일부터 분해가 일어나고, 가교제함량 12%의

음이온교환막은 10일째부터 매우 서서히 분해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

과로 부터, 가교 구조의 ETFE-gx-PVBTMA 막의 화학적 내구성은 이온교환용

량, 함수율, 이온전도도등 여타 물리화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가교제 함량에 의존하

여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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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가교제 함량에 따른 ETFE-gx-PVBTMA음이온교환막의 화학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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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음이온교환막 구조 분석

[요약]

○ 본 과제에서는 1절과 2절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 SEM-EDX를 이용한 내부구조

분석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제조된 비가교/가교 음이온교환막(ETFE-g-PVBC,

ETFE-gx-PVBCDVB)에 대한 냉중성자 소각 산란 실험과 원자힘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AFM) 실험을 추가 실시하였다.

○ 위의 3가지 현미경/분광기는 ETFE-g-PVBC, ETFE-gx-PVBCDVB의 내부구

조를 점진적으로 심화 시켜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SEM-EDX로는 수십 μm

∼ 수 μm의 구조를 분석하고, AFM으로는 수 μm ∼ 수십 nm 구조를 분석하였

으며, SANS로는 수백 nm ∼ 수 nm 구조분석을 하였다.

○ 심화된 내부 구조분석 결과 ETFE 고분자 내부에는 약 25 nm 간격으로 섬

(island)과 같은 미시구조들이 존재하며 이 구조들 사이는 또 다른 미시구조인 다

리(bridge) 구조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하였다.

○ VBC의 방사선 그라프트가 ETFE고분자의 네트워크 구조 사이로 이루어져,

ETFE 고분자의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시 낮은 그라프트율에도 불구하고 VBC가 ETFE필름 내부

까지 빠르게 침투 되었으며, ETFE를 사용하여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기계적

물성이 우수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SEM-EDX, AFM, SANS를 이용한 내부구조 분석>

1. 서론

-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은 "Graft front mechanism"에 의해 잘 설명되는데, 이에 따

르면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은 골격고분자의 표면에서 내부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본 과제에서 방사선으로 제조된 염화비닐벤질(VBC)이 그라프

트된 불소고분자 필름 제조 시 VBC의 필름 내부로의 확산과 내부 분포 등은

SEM-EDX를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고분자의 구조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어, 방사선 그라프팅으로 제조되는 기능성 고분자들의 물리적/화학적

물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광범위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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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지던 SEM-EDX 구조분석 방법에 냉중성자소각산란(SANS) 실험과 원자힘

현미경(AFM) 실험을 추가 하여 그라프트로 제조된 막의 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은 물성이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고분자를 융합하는데 효과

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화학적/기계적으로 매우 안정한 고분자들을 골

격고분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그라프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하이브리드 고

분자의 내부구조 및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 메카니즘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러한 내부구조와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는 하이브리드 고분자의 물성조절

에 흔히 이용되어지는 그라프트 조절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염화비닐벤질이 그라프트되면서 침투되는 속도를 조절하면 대략적인 그라

프트 사슬의 길이를 제어 할 수 있으며, 만약 그라프트 반응이 결정질 혹은 비결정

질과 같은 고분자의 특정 영역을 통해 선택적으로 진행되면 열처리 및 연신 등을

통해 골격고분자의 상태를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미시구조 제어뿐만 아니라 연구 초기 단계에서 물질 선택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연구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혹은 연구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 실험방법

가. 방사선 그라프트 메카니즘의 현재와 방사선그라프트 필름의 내부구조

- 앞서 2절에서 제조된 ETFE-g-PVBC 필름 및 ETFE-gx-PVBC 필름은 동일한

방사선 선량률과 동일한 단량체 농도에서 제조된 그라프트 필름으로 그라프트 반

응이 진행됨에 따른 가교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 미시구조 분석에 매우 적합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2절에서 제조된 ETFE-g-PVBC 필름 및

ETFE-gx-PVBC를 활용하여 구조분석연구를 진행하였다.

- 연구용 원자로의 40M 냉 중성자 빔라인(한국원자력연구원)을 이용하여 시료의 냉

중성자선의 산란패턴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 그라프팅에 의한 ETFE 골격

고분자 및 염화비닐벤질 그라프트 고분자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이때 사용한 냉

중성자의 파장은 5 Å 혹은 6 Å이며, 시료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5 m ∼ 10 m

를 사용하였다. 산란패턴은 산란 벡터인 q값에 대한 함수로 얻어졌으며, q값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q (Å-1) = (4π⋅sinθ) / λ

이식에서 θ는 시료 의한 냉중성자의 회절각도이며, λ는 냉중성자의 파장(Å)이다.

- 원자힘현미경(AFM, Nanoscope IV 모델)을 이용한 표면구조분석은 태핑모드를 이

용하여 측정되었다. 시료의 표면과 단면이 모두 측정되었으며, 시료의 이미지는

hight모드와 phase모드를 통해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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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가. 냉 중성자 소각 산란 실험에 의한 그라프트 고분자 내부 구조분석

- 그림 1a 에는 ETFE 골격 골분자 필름에 의한 냉 중성자 산란 무늬가 나타나 있다.

ETFE 골격 고분자 필름의 산란무늬에는 두개의 특징적인 회절패턴이 나타나 있

다. 빔의 중심부 근처에 매우 밝은 회절 패턴은 ETFE 내부의 구조적 불연속면에

의한 레일리 산란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바깥쪽에서 이와 동심원

을 이루는 매우 약한 보강간섭 패턴이 관찰된다. 이 보강간섭 패턴은 대체적으로

불규칙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ETFE 필름의 사출방향(위, 아래)을 따라 상

대적으로 많이 정렬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배향과 일치하는 원자배열은

ETFE 결정성 영역내의 고분자 사슬 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는 원자(탄소, 불소, 수

소) 배열에서 유일하게 찾아진다. 따라서 이 회절 패턴으로부터 ETFE 결정성 영

역의 방향과 결정성 영역간의 거리를 관측할 수 있다.

- 그림 1b 에는 ETFE-g-PVBC 필름에 의한 냉 중성자 산란 무늬가 나타나 있다.

염화비닐벤질이 필름의 중심부까지 고르게 그라프트된 ETFE-g-PVBC 필름임에

도 불구하고, ETFE의 결정영역에 의해 회절된 냉 중성자의 보강간섭은 매우 많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ETFE 필름의 표면에서부터 시작되어 내부로 서서히 침투하

는 염화비닐벤질의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은 ETFE 필름의 수치를 증가시켜 방향

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염화비닐벤질/디클로로메탄 용액을 거의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ETFE 필름이 용액에 의한 비결정성 영역의 결정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질 사슬이 ETFE 결정성 영역내의 고분자

사슬방향과 일치하는 원자배열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 ETFE 결정질에 의한 냉 중성자 회절 패턴 (a: ETFE, b:

ETFE-g-PVBC)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염화비닐벤질의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은 ETFE 결정성 영역

에 의해 출현하는 냉 중성자 보강간섭 패턴을 강화시킨다. 그림 2에는

ETFE-g-PVBC 필름의 그라프트율에 따른 보강간섭 패턴이 나타나 있다. q (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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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영역에서 나타나는 피크의 위치는 실제 원자간의 거리와 역수관계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그라프트율에 따라 낮은 q (Å-1)영역으로 이동하는 피크로 부터 ETFE

결정성 영역들 간의 평균거리가 그라프트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멀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크의 강도가 그라프트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세지는 것이 관찰

된다. 이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질의 일부가 ETFE 결정

성 영역의 고분자 사슬 방향과 같은 방향의 원자 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질의 상당량은 균일하게 펼쳐져 있는 넓은

결정성 영역과 이웃영역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방사

선 그라프트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0.01 q (Å-1)이하에서 발견되는 냉 중성자 또한

급격히 늘어남이 관찰된다. 이 영역에서 냉 중성자가 강하게 회절하는 이유에 대해

서는 아직 명확히 설명되어지지 않고 있으나, 1) q (Å-1)값으로 부터 산출되는 구

조의 크기(수백 nm), 2) 가교제를 첨가할시 감소하는 피크의 강도, 3) 방향성을 가

지지 않는 산란방향으로 부터 ETFE 골격 고분자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에 의한 레

일리 산란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학계의 의견에 따르면 본 과제의

ETFE는 염화비닐벤질이 그라프트됨에 따라 염화비닐벤질 그라프트 도메인 내부

에 미세 기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그라프트율 증가에 따른 냉 중성자 회절 패턴의 변화

- 그림 3에는 비슷한 그라프트율을 가지고 있는 염화비닐벤질 그라프트 ETFE의 가

교제 함량에 따른 보강간섭 패턴 피크 위치변화를 보여준다. 그라프트 반응이 진행

됨에 따라 낮은 q (Å-1)영역으로 이동하였던 피크는 가교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이동 거리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교구조가 형성될수록 염화비닐벤질

/디클로로메탄 용액에 의한 염화비닐벤질 그라프트 영역의 팽윤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01 q (Å-1)이하의 냉 중성자 회절은 가교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점차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염화비닐벤질 그라프트 도메인 내부의 가

교구조형성이 그라프트 도메인 내의 미세 기공들의 발생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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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그라프트율 50%정도를 갖는 그라프트막에서는 미세 기공들이 4% ~

8% 사이에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그라프트율과 가교제 농도범위

는 함수율과 이온전도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과 일치하여 ETFE 골격 고분자

의 단위구조사이를 연결하는 광역적 가교의 형성이 해당 범위에서 급격히 증가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가교제 함량에 따른 ETFE 결정질의 변화(그라프트율 약 50%)

나. 원자힘현미경(AFM)을 이용한 그라프트 고분자 및 이온교환막 내부 구조분석

- 그림 4에는 방사선 그라프트 음이온교환막(ETFE-g-PVBTMA)의 제조 단계에 따

른 시료 표면의 변화를 보여준다. 시료표면의 변화는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되었는데, AFM 탐침의 높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료표면의 높

이를 절대값으로 보여주는 반면 캔틸레버의 위상차를 이용한 방법은 시료의 높이

가 변할시 캔틸레버의 위상차가 급격히 변하여 현상을 이용하여 구조의 경계 부분

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시료의 ETFE 골격고분자의 표면은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

이 불규칙적인 형상을 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두가지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ETFE 필름 제조시 T-다이와 접촉하지 않은 부분에서 ETFE 고분자가 서로 엉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 구조는 서로간의

간격을 거의 가지지 않고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T-다이와 접

촉하여 필름의 높이가 천천히 변하는 부분에서는 구슬 모양의 구조들이 관찰되는

데, 이는 앞에서 발견된 네트워크 구조의 말단 혹은 일부가 압출 성형장치의 T-다

이에 눌려 나타는 것으로 사료된다.

- ETFE-g-PVBC 그라프트 막도 ETFE 골격고분자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불규

칙인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ETFE 골격고분자 제조시 연신방향(machining

direction)과 방향이 일치하는 구조가 발견 되었다. 이 구조는 네트워크를 연결시키

는 고분자로 이루어진 섬 구조와 각각의 섬 구조를 이어주는 다리(bridge)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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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는데, 섬 구조와 연결되어있는 다리구조의 숫자는 불규칙적이기는 하

나 대체적으로 2개의 다리구조는 서로 반대 방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관측된다.

또한 두 다리구조의 거리는 비교적 일정하게 관찰되어진다. 이는 제조시 ETFE와

같은 점탄성 액체가 연신될 때 분자간의 인력으로 인해 일정한 간격으로 섬구조를

만드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관측은 냉중성자 회절 실험에서 얻어진 결

과와 더불어 ETFE 골격고분자의 단위구조와 방사선 그라프트 메카니즘을 알아보

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7 ∼ 9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ETFE는 섬

구조와 다리구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에서 필연

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다리구조와 다리구조사이 혹은 섬구조와 섬구조 사이의 틈

에서 염화비닐벤질 고분자사슬이 방사선 그라프트에 의해 자라나는 것으로 사료된

다.

- 태핑 방식의 AFM측정에서 탄성이 작은 시료와 AFM팁의 충돌 시, 시료에 흡수되

는 충돌량에 의해 AFM 팁이 붙어있는 캔틸레버의 진동수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

한 탄성차이에 의한 캔틸레버의 진동수 변화는 AFM 높이 측정결과와 위상차 측

정결과를 비교해봄으로써 높이 변화에 따른 캔틸레버의 진동수 변화와 구분되어

질수 있다. 그림 4에 ETFE-g-PVBTMA의 위상차 이미지는 높이 이미지와 관계

없이 변하여 위상차 이미지의 약간 어두운 영역이 밝은 영역보다 탄성이 작은 영

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조는 수백 μm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방사선 그

라프트 반응의 특성상 표면이 모두 4차 아민화/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질로 덥혀있

어 시료의 부분적인 건조상태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음이온교환막의 표면 이미

지에서는 음이온교환막의 명확한 구조를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제

조된 음이온교환막들 액체질소에 넣어 파단하고 막 단면에 대한 AFM 측정을 수

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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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식

제조 단계
탐침 높이 캔틸레버의 위상차

Machining

direction

ETFE

ETFE-g-

PVBC

(그라프트

필름)

ETFE-g-

PVBTMA

(음이온교환막)

그림 4. 음이온교환막 제조단계에 따른 막표면의 변화

- 그림 5에는 그라프트율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단면의 AFM 측정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이온교환막은 물에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수성 도메인과 이온전달을

위한 친수성 도메인으로 구성된다. 소수성 도메인은 상대적으로 탄성력이 큰 반면

친수성 도메인은 물을 흡수하고 있어 탄성력이 작다. 이러한 두 영역의 탄성력 차

이로 인해 AFM 팁과 시료의 충돌 시 AFM 캔틸레버의 진동수는 두 영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본 과제에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ETFE 고분자 영역은 소

수성 도메인에 속하고 4차 아민화/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질 영역은 친수성 도메인

에 속한다. 따라서 그림 5에는 보이는 캔틸레버 위상차 이미지에서 검은 영역은 4

차 아민화/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질 도메인이라 할 수 있고, 밝은 영역은 E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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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고분자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음이온교환막의 단면에는 막 표면에서와 마찬가

지로 구슬모양의 구조가 보이는데 이는 막 파단 시 절단된 ETFE의 네트워크 구조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음이온교환막의 그라프트율이 높아짐에 따라 구슬모양의 구

조체의 분포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캔틸레버 위상차 이미지에

서는 구슬모양의 구조체 사이에 검은 영역 즉 4차 아민화/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

질 도메인이 관찰된다. 또한 4차 아민화/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질 도메인은 그라

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넓어진다. 이 결과로 부터 염화비닐벤질의 방사선 그

라프트 반응이 ETFE의 네트워크 구조 사이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렇게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이 ETFE 네트워크구조 사이로 진행되어 골격고분자

의 기계적물성이 비교적 잘 보존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측정 방식

그라프트율
탐침 높이 캔틸레버의 위상차

19%

3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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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라프트율에 따른 이온교환채널의 변화

- 앞서 AFM으로 측정된 음이온교환막 단면은 ETFE 골격고분자의 불균일한 단면

을 가지고 있어 위 결과로 부터 이온체널의 구조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

서 이온체널을 완전히 얼리기 위해 음이온교환막을 증류수에 함침한 후 액체질소

에 넣어 음이온교환막의 파단하였다. 그림 6에는 그라프트율과 가교제함량이 다른

음이온교환막들 단면의 AFM 측정 결과이다. 두 음이온교환막 모두 앞서 측정된

시료들에 비해 편평한 단면을 보였으나, 그라프트율이 낮고 가교제 함량이 0%인

음이온교환막이 좀 더 불균일한 표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음이온

교환막은 ETFE필름의 연신방향을 따라 늘어서 있는 ETFE 골격고분자와 이온체

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음이온교환막 내부에 존재하는

ETFE의 규칙적인 섬-다리 구조를 따라 파단 되어 나타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그라프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교제함량 4%를 가지는 음이온교환막은 매우 균

일한 단면을 보이고 있다. 이 시료의 위상차 이미지는 음이온교환막 내부구조의 복

잡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백 nm 넓이로 형성된 음이온교환채널 도메인과

ETFE 골격고분자 도메인이 보여지고 각 도메인은 또한 수십 nm 넓이의 상대채널

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부터 음이온교환막으로 제조된 후에도

ETFE 골격고분자 영역은 섬-다리 구조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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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식

음이온교환막
탐침 높이 캔틸레버의 위상차

그라프트율 34%

가교제 함량 0%

그라프트율 67%

가교제 함량 4%

그림 6.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채널 형상

다. 방사선 그라프트 메카니즘의 보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TFE는 다소 불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관측이

가능한 규칙적인 구조의 변화는 그라프트 반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앞의 여러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TFE 골격 고분자는 섬구조와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하는 다리구조가

네트워크를 이룬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 7)

둘째, 염화비닐벤질의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은 주로 ETFE의 네트워크 사이를 통

해 진행되며, 이웃영역간의 평균거리를 증가시킨다. (그림 8)

셋째, VBC의 방사선 그라프트 및 트리메틸아민 4차 아민화를 거쳐도 ETFE 골격

고분자의 네트워크 구조는 보존된다.

넷째, 가교제(DVB)는 4차 아민화/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질 도메인 내부에 가교구

조를 형성하여 4차 아민화/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질 도메인의 화학적 내구성을 증

가 시키며, 가교구조는 국지적 가교와 광역적 가교로 나눠진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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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이온전도도등 물에 의한 팽윤과 관련된 음이온교

환막의 물성은 광역적 가교구조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 위에서 요약된 결과는 그림 7 ∼ 그림 9 에서 도식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 가교제 함량 4%, 그라프트율 50%의 조건이 음이온교환막의 전기적 특성의

퇴화 없이 화학적 내구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사료된다.

a) b)

그림 7. ETFE 골격고분자의 단위 구조: a) 및 도식화된 ETFE 골격고분자: b)

a) b)

그림 8. 염화비닐벤질로 그라프트된 후 ETFE의 단위 구조: a) 및 ETFE의 결정성

영역과 이웃한 영역 사이에 방사선 그라프트된 염화비닐벤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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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가교제(DVB)/염화비닐벤젠으로 가교/그라프트된 ETFE의 단위 구조: a) 및

염화비닐벤젠 그라프트 도메인에 형성된 가교구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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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을 사용하여 단위전지셀 조립 및

알칼라인 연료전지 기초성능 평가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고체알카라인

연료전지용 전해질로써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다양한 조건에서 전극 촉매층과 음이온교환막의 접합테스트를 통해 MEA

제작을 위한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음 또한 제조된 막의 특성에 따른 서로 다른

최적 조건 도출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알카라인 계면 형성법을 사용할 경우

CCM 방식보다는 기체확산층에 촉매층을 도입하는 방식이 더 높은 MEA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 액체 연료를 사용한 경우 양이온교환막을 적용한 MEA와 비슷한 정도의 연료

크로스오버 현상 관찰되었고 개질 연료를 사용한 경우 촉매의 피독으로 인해

순수 수소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낮은 MEA 성능 관찰되었다.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든 연료에서 방사선 조사를 통해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은 상용

음이온교환막에 비해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 내구성 테스트에서 제조된 막 성능감소는 무시할 만 하였으나 전극촉매층 내의

알카라인 계면이 붕괴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 EVBTMA-GX4 막을 70 ℃와 80 kgf/cm²으로 hot-pressing한 MEA의 성능은

115 mW/cm²으로 본 연구의 정량적인 목표인 50 mW/cm2를 130%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은 MEA를 조립한 후 연료전지 구동

조건에서 200 시간동안 성능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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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라인 연료전지 스택 제조 및 단위셀 전지 성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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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최근 음이온교환막을 활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SAFC)의 장점이 학계에 보고되

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SAFC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AFC는 기존

PEMFC를 대체 할 연료전지로서의 가능성이 높아 산업, 군사, 우주개발등 각국의

국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SAFC의 핵심 부품인 고체 전해질

로 사용하기에는 기존 상용 음이온교환막이 화학적 내구성 낮고, 기계적으로 약하

며, 이온저항이 높아 세계 각국은 SAFC용 음이온교환막을 전략 물자로 분류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자체를 비밀리에 수행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PEMFC나 SAFC와 같은 고분자전해질막(PEFC) 연료전지는 이온과 전자를 전도

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계면이 필요하다. 이 계면에 전극이 위치하게 되는데, 현

재는 용액(주로 알콜류)에 전해질과 전극물질을 분산 시켜 전자전도역할을 하는

기체확산층에 도포한 후 이온전도역할을 하는 고체전해질에 부착하거나(기체 확산

층 도포 방법: CCS), 반대로 고체전해질에 도포한 후 기체확산층을 부착시키는 방

법(CCM)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기체확산층 도포방법(CCS)은 고체전해질의 수치

적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나 고체전해질과 접합시 틈이 발생할 수

있어 연료전지의 전체적인 성능을 저하의 원인되기도 한다. 반면 CCM방법은 고체

전해질과 전극사이에 틈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연료전지의 최대 성능을 달

성하기에 적합하나 도포시 고체전해질의 수치적 안정성과 전극용액의 건조 속도를

고려하여 도포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고도의 기술 필요하고 고체전해질의 수치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 50% 정도의 그라프트율을 갖는 ETFE-g-PVBTMA 비가교막을 대면적(1 m x 7

cm)으로 주관기관에서 제조하였고 위탁연구기관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전극 접합

조건설정을 확립하는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 1에는 사용된 막의 물성이 나타나 있

다.

표 1. MEA 접합 조건 설정에 사용된 음이온교환막

약명 도포 방법
이온교환용량
(meq/g)

이온전도도
(mS/cm)

두께
(μm)

ETFE-g-PVBTMA CCS 1.6 64 56

ETFE50-g-PVBTMA51 CCM 1.5 78 91

ETFE50-g-PVBTMA54 CCM 1.6 74 91

- 또한 주관기관에서 제조한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 중 물성이 SAFC의 고체전해

질막으로 가장 적합한 3종의 막을 대면적으로(1 m x 6 cm) 제조하였고 위탁연구

기관에서 이를 이용하여 단위전지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각 음이온교환막의 물성

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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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위전지 성능 실험에 사용된 음이온교환막

약명
이온교환용량
(meq/g)

함수율(%) 이온전도도(mS/cm)

EVBTMA-G 1.4 71 58

EVBTMA-GX4 1.5 64 58

EVBTMA-GX8 1.5 42 34

2. 실험 방법

가.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전처리와 전극처리 과정

- 음이온교환막은 최초 Cl- form으로 전달되므로, MEA를 제작하기 전 음이온교환

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음이온 교환막의 기능기를

Cl-에서 OH-로 전환하기 위해 1 M KOH용액 속에 12시간 동안 침지시켜 OH-로

전환 후, 증류수에 12시간 동안 최소 1시간 간격으로 3∼4차례 세척하고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상온에서 진행된다.

그림 1. 음이온교환막의 전처리 과정

- 촉매가 도포된 Gas diffusion electrode(GDE)를 사용하여 그 위에

poly(vinylbenzyl chloride)를 0.3 mg/cm² 추가로 도포 하였다. 전극에 아민(NH3)기

를 도입하기 위해 N,N,N',N'-tetramethyl-1,6-diamino hexane과 12시간 동안 반응

후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그 후에 1 M KOH 용액에 3시간 처리 후 60℃로 건조하

여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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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극 촉매층에 alkaline interface를 형성시키는 과정

그림 3. 전극 촉매층에 alkaline interface를 형성 Scheme

- 전처리를 거친 음이온 교환막과 Alkaline interface를 형성한 전극을 Hot press를

사용하여 다양한 온도와 압력에서 접합하였다. 전극 사이에 막을 놓고 접합시킨 후

Cell에 연료와 산화제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막과 전극의 두께를 측정 후 그에

적합한 개스캣 넣고 조립 후 Cell test station에서 MEA 성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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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ingle Cell 제작 및 측정 과정

3. 연구 내용

가. 상용 음이온교환막(FAA)을 이용한 MEA제작 및 성능평가

- 그림 5와 6는 상용 음이온교환막인 FUMA TECH사의 FAA(non reinforced

membrane)을 사용하여 측정한 전력밀도 곡선과 분극 곡선이다. 전극 처리과정이

나 막 전처리 과정은 본 연구의 제조한 음이온교환막과 같은 조건에서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두께는 40∼45 μm이며 MEA를 만들 때에는 문헌을 참고하여 60 ℃에

서 140 kgf/cm² 압력으로 5분 동안 Press하여 제작하였다. OCV는 1.04 V이며, 최

대 전력밀도는 28.8 mW/cm²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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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용 음이온교환막의 단위전지 전력밀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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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용 음이온교환막의 단위전지 분극 곡선

나.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을 이용한 MEA제작 및 성능평가

- Hot press 온도에 따른 접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압력을 120 kg/cm²로 고정하고

온도를 상온, 50 ℃, 80 ℃로 변화시켰다. SEM 이미지를 통하여 MEA의 단면을 확

인한 결과 50 ℃, 80 ℃의 경우에 촉매 층과 막층 경계면의 거의 모든 부분이 잘 접

합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상온에서 압력을 가한 경우에는 접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통하여 접합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온 이상의 온

도에서 hot pressing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막의 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80℃

이상의 온도로 pressing하는 것을 피하였다.

그림 7. Press 온도에 따른 MEA단면 SEM 이미지. Press 온도는 

(a), (b)상온, (c), (d) 50 ℃, (e), (f) 80 ℃, 압력은 120 kg/c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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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press 압력에 따른 접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hot pressing 온도를 50 ℃로 고

정하고 압력을 각 각 다르게 하여 MEA를 제작하였다. MEA의 단면을 SEM 이미

지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세 가지 샘플 모두 촉매층과 막층이 비교적 잘 접합이 되

어있음을 확인하였다. MEA 제작시 압력은 120 kg/cm² 이상 가하지 않았는데 막

의 두께가 45∼47 μm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너무 큰 압력은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

키거나 막 손상 등의 원인을 초래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120 kg/cm² 이상의

압력은 가하지 않았다.

그림 8. Press 압력에 따른 MEA단면 SEM 이미지. Press 압력은 (a), (b) 40

kg/cm², (c), (d) 80 kg/cm², (e), (f) 120 kg/cm², 온도는 50 ℃로 고정.

- Press 압력은 120 kg/cm²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Hot pressing의 온도만을 조절하

여 제작된 MEA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Press시 온도를 높이지 않고 상온에서 압력

을 가했던 MEA는 초반의 높은 전압 영역에서는 전류밀도가 높았으나 전압이 낮

아질수록 전류밀도 증가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50 ℃, 80

℃에서 hot pressing한 MEA의 성능은 상온에서 pressing 한 것보다 더 좋은 성능

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성능이 좋았던 80 ℃에서 제작된

MEA는 셀테스트가 끝난 후 MEA의 GDE가 분리되고 막에 심하게 손상과 함께

암모니아 냄새로 추정되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으로 보아 장시간 사용하는 데에

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본 실험을 통하여 OCV(Open Circuit Voltage)의 전압으로 보았을 때 MEA의 막

과 촉매층의 접합이 잘 이루어져 있어 삼상계면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막의

열 안정성이 향상 된다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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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ress 온도에 따른 단위전지 분극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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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ress 온도에 따른 단위전지 전력밀도 곡선

- 본 실험에서는 Hot pressing 압력에 따른 단위전지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Hot

pressing을 할 때 온도는 50 ℃로 고정하였으며 압력만 40 kg/cm², 80 kg/cm², 120

kg/cm²로 맞추어 MEA를 제작하였다. 압력은 40 kg/cm²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다음으로는 120 kg/cm², 80 kg/cm²순이었다. 압력에 따른 성능만을 보았

을 때는 40 kg/cm²가 가장 좋았으나 단위전지 테스트가 끝난 후 MEA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성능이 좋았던 120 kg/cm²의 경우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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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m²의 경우는 MEA의 완전 분리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 적정 수준 이상의 압력

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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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Hot pressing 압력에 따른 단위전지 분극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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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Hot pressing 압력에 따른 단위전지 전력밀도 곡선

- CCM 방법으로 MEA 제작을 시도하였다. 막에 직접 촉매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실

험이 진행되었는데 전처리를 거친 막의 경우 잉크를 분사함과 동시에 표면이 굴곡

이 심한 상태가 되어 그대로 건조가 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 경우 GDL을 접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촉매가 떨어져 나오거나 막 위에서 갈라지는 현상을 보여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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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없었다. 브러시법으로 제작할 경우에도 같은 문제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막의 두께를 조절하면 막이 수축 및 팽창되는 정도가

낮아지며 AFC용 아이오노머를 이용하여 잉크를 분사한다면 촉매가 갈라지는 것

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MEA 제작시 기체 확산층으로 Carbon paper와 Carbon cloth를 이용하였다. Hot

press 온도는 50 ℃, 압력은 120 kg/cm²로 2분 동안 유지하여 제작하였다. SEM 사

진을 이용하여 판단하였을 때 기체 확산층의 종류에 관계없이 접합은 모두 양호하

게 이루어져 있으나 Carbon cloth를 이용하였을 경우 접착이 보다 양호함을 확인

하였다.

그림 13. 기체확산층 종류에 따른 SEM이미지.

(a)기체확산층-Carbon cloth, (b) Carbon paper.

다. ETFE50-g-PVBTMA54와 ETFE50-g-PVBTMA51 막을 이용한 MEA 제

작 및 성능평가

- 그림 14와 15는 Hot press의 압력을 80 kg/cm²로 고정시킨 다음 온도를 다르게 하

여 제작한 MEA의 분극 곡선과 전력밀도 곡선이다. Hot press의 온도를 50 ℃와

70 ℃로 하여 제조한 MEA의 개회로 전압(OCV)은 1.05 V로 측정되었고 90 ℃로

제조한 MEA의 OCV는 약 0.9 V정도가 측정 되었다. 온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MEA의 Power density를 비교해 보면 90 ℃로 제조한 MEA의 최고 성능이 92.4

mW/cm²로 가장 높게 측정 되었고, 70 ℃로 만든 MEA의 성능이 41.8 mW/cm²,

50 ℃로 만든 MEA는 30.4 mW/cm²로 온도의 상승에 따른 Power density의 성능

증가가 관찰 되었다. 이는 제작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극과 음이온교환막 사이의 접

합이 용이하여 접촉저항이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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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ETFE50-g-PVBTMA54 막의 Hot press 온도에 따라

제작한 MEA의 분극곡선

그림 15. ETFE50-g-PVBTMA54 막의 Hot press 온도에 따라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 Hot press의 온도를 70 ℃로 고정시킨 다음 압력을 다르게 하여 제작한 MEA의

성능을 그림 16과 17에 나타내었다. Hot press의 압력을 120 kg/cm² 가하여 제조

한 MEA의 경우 0.9 V 이하의 OCV를 나타내었으며 40 kg/cm²와 80 kg/cm²의

압력을 가하여 제조한 MEA는 1.0 V이상의 OCV가 관찰되었다. 그렇지만 120

kg/cm²의 압력을 가하여 제조한 MEA의 전력밀도는 58.4 kg/cm²로 40 kg/cm²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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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kg/cm²의 압력을 가해 제조한 MEA 보다 더 높게 측정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이는 막과 전극 촉매층 사이의 접촉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압

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6. ETFE50-g-PVBTMA54 막의 Hot press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분극 곡선

그림 17. ETFE50-g-PVBTMA54 막의 Hot press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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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press의 압력을 80 kg/cm²로 고정시킨 다음 온도를 다르게 하여 제조한 MEA

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림 18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Hot press의 온도를 70

℃로 하여 제조한 MEA의 OCV는 1.05 V로 가장 높게 나왔고 50 ℃와 90 ℃로 제

조한 MEA의 OCV는 약 0.9 V정도가 측정 되었다. 온도를 다르게 하여 제조한

MEA의 Power density를 비교해 보면(그림 19) 90 ℃로 제조한 MEA의 Power

density가 57.1 mW/cm²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Hot press의 온도상승에 따라

MEA의 성능이 증가 하였다. 이는 ETFE50-g-PVBTMA54 막을 이용한 MEA의

경우와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hot pressing온도에 따른 막과 전극사이의

저항 차이에 기인한다.

그림 18. ETFE50-g-PVBTMA51 막의 Hot press 온도에 따라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그림 19. ETFE50-g-PVBTMA51 막의 Hot press 온도에 따라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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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press의 온도를 70 ℃로 고정시킨 다음 압력을 다르게 하여 제조한 MEA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OCV는 세 개의 MEA 모두 1.0 V 이상이 관찰 되었으나(그림

20) Hot press의 압력을 80 kg/cm²가해준 MEA의 Power density가 45.2 mW/cm²

로 40 kg/cm²와 120 kg/cm²의 압력을 가해 제조한 MEA보다 더 높은 Power

density를 관찰 할 수 있었다(그림 21). ETFE50-g-PVBTMA51 막을 이용한

MEA의 경우 ETFE50-g-PVBTMA54 막을 이용한 결과와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

고 있으며 이는 ETFE50-g-PVBTMA51의 경우 일정 압력이상의 가해주면 막이

손상되어 MEA 성능이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0. ETFE50-g-PVBTMA51 막의 Hot press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분극 곡선

그림 21. ETFE50-g-PVBTMA51 막의 Hot press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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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온교환막에 직접 잉크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MEA를 제작하여 성능을 측정 하

였다. Cell test는 3번 실시하여 성능을 측정 하였고, 매 Test가 끝난 후 Rest time

은 10분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2와 23의 성능평가 결과로부터 확

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Test에서 최고 성능은 84.8 mW/cm²로 가장 높게 측

정 되었고 두 번째 Test는 27.1 mW/cm²로 첫 번째 Test보다 약 1/3정도 낮은

Power density가 측정 되었다. 세 번째 Test도 두 번째 Test와 비슷하게 약 25

mW/cm²정도의 Power density가 측정되었다. ETFE50-g-PVBTMA54 막의 경우

촉매 잉크를 도포 후에도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그림 24).

기체확산층에 촉매를 도포하고 제작한 MEA의 성능평가 결과를 고려한다면 위 결

과에서 나타난 MEA의 성능저하는 음이온교환막의 손상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성능 저하는 CCM방식의 조건이 최적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22. ETFE50-g-PVBTMA54 막을 이용하여 Catalyst coated

membrane(CCM)방식으로 제작한 MEA의 분극곡선

그림 23. ETFE50-g-PVBTMA54 막을 이용하여 Catalyst coated

membrane(CCM)방식으로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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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TFE50-g-PVBTMA54 막을 이용하여 CCM 방식으로 제작한 MEA의

표면

- ETFE50-g-PVBTMA51 막을 이용하여 CCM으로 제작한 MEA의 형상을 그림 27

에 나타내었다. ETFE50-g-PVBTMA54 막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ETFE50-g-PVBTMA51 막의 경우 촉매 잉크를 분사 후 수축과 팽창이 심하게 일

어났으며 도포한 촉매층이 탈착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막과 전극사이

의 접촉저항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MEA 성능저하의 원인

이 된다. 그림 25와 26은 ETFE50-g-PVBTMA51 막을 이용하여 CCM으로 제작

한 MEA의 성능결과이다. 세 번의 측정에서 모두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나, ETFE50-g-PVBTMA54 막을 이용하여 CCM으로 제작한 MEA의 성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5. ETFE50-g-PVBTMA51 막을 이용하여 Catalyst coated

membrane(CCM)방식으로 제작한 MEA의 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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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TFE50-g-PVBTMA51 막을 이용하여 Catalyst coated

membrane(CCM)방식으로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그림 27. ETFE50-g-PVBTMA51 막을 이용하여 CCM 방식으로 제작한 MEA의

표면

라. 가교구조의 EVBTMA-GX4 막을 이용한 MEA제작 및 성능평가

- Hot press 온도와 압력에 따른 접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Hot pressing 온도를 70

℃와 90 ℃에서 압력을 80 kgf/cm²와 120 kgf/cm²로 변화하여 MEA의 단면을 SEM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MEA 제작 시 압력은 120 kg/cm² 이상 온도를 90℃

이상 가하지 않았는데 막의 두께가 39∼43 μm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너무 큰 압력

과 온도는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막 손상 등의 원인을 초래 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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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EVBTMA-GX4 막의 MEA단면 SEM 이미지. (A), (B) 70 ℃, 80 kgf/cm2,

(C), (D) 70 ℃, 120 kgf/cm², (E), (F) 90 ℃, 80 kgf/cm², (G), (H) 90 ℃, 120 kgf/cm²

- 그림 29와 30는 Hot press 압력을 120 kgf/cm²로 고정시킨 후 온도를 다르게 하여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과 분극 곡선이다. Hot press의 온도를 70 ℃로 하여

제작한 MEA의 개회로 전압 (OCV)은 0.95 V로 측정되었고 90 ℃로 제조한 MEA

의 OCV는 0.98 V정도가 측정 되었다. 온도를 변화하여 제조한 MEA의 Power

desnity를 비교해 보면 70 ℃로 제조한 MEA의 최고 성능이 107 mW/cm²로 측정

되었고, 90 ℃로 만든 MEA의 성능은 71.8 mW/cm²로 측정되었다. 온도의 상승에

따른 Power density의 성능의 감소가 관찰 되었다. 이는 제작 온도가 90℃가 되었

을 때 막에 손상을 입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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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EVBTMA-GX4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

온도에 따라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 116 -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70 ℃, 120 kgf/cm2

 90 ℃, 120 kgf/cm2

Current Density(mA/cm2)

Vo
lta

ge
(V

)

그림 30. EVBTMA-GX4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

온도에 따라 제작한 MEA의 분극 곡선

- 그림 31과 32은 Hot press 온도를 70 ℃으로 고정시킨 후 압력을 다르게 하여 제작

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과 분극 곡선이다. Hot press의 압력을 80 kgf/cm²로 하

여 제작한 MEA의 개회로 전압 (OCV)은 0.89 V로 측정되었고 120 kgf/cm²로 제

조한 MEA의 OCV는 0.95 V정도가 측정 되었다. 압력을 변화하여 제조한 MEA의

Power desnity를 비교해 보면 80 kgf/cm²로 제조한 MEA의 최고 성능이 115

mW/cm²로 측정 되었고, 120 kgf/cm²로 만든 MEA의 성능은 107 mW/cm²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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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EVBTMA-GX4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 (70 ℃)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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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EVBTMA-GX4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 (70 ℃)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분극 곡선

- 그림 33과 34는 Hot press 온도를 90 ℃으로 고정시킨 후 압력을 다르게 하여 제작

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과 분극 곡선이다. Hot press의 온도가 90 ℃ 일 때 성능

저하가 나타나 다양한 압력에서 MEA를 제작하였다. MEA의 개회로 전압 (OCV)

은 80 kgf/cm²일 때 1 V로 측정되었고 100 kgf/cm²로 제조한 MEA의 OCV는 0.99

V, 120 kgf/cm²일 때 0.98 V로 측정 되었다. 압력을 변화하여 제조한 MEA의

Power density를 비교해 보면 120 kgf/cm²로 제조한 MEA가 71 mW/cm²로 가장

높은 Power desnity를 볼 수 있고, 100 kgf/cm²로 만든 MEA의 성능은 44

mW/cm², 80 kgf/cm²로 만든 MEA의 성능은 24 mW/cm²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

로부터 MEA의 접합 온도가 높아지면 막의 손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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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EVBTMA-GX4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 (90 ℃)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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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EVBTMA-GX4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 (90 ℃)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분극 곡선

마. 가교구조의 EVBTMA-GX8 막을 이용한 MEA제작 및 성능평가

- Hot press 온도와 압력에 따른 접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Hot pressing 온도를 70

℃와 90℃에서 압력을 80 kgf/cm²와 120 kgf/cm²로 변화하여 MEA의 단면을 SEM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MEA 제작 시 압력은 120 kg/cm² 이상 온도를 90 ℃

이상 가하지 않았는데 막의 두께가 38∼41 μm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너무 큰 압력

과 온도는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막 손상 등의 원인을 초래 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하였으나 성능 테스트를 통하여 90 ℃의 온도에서도 막의 손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5. EVBTMA-GX8 막의 MEA단면 SEM 이미지. (A), (B) 70 ℃, 80 kgf/cm²,

(C), (D) 70 ℃, 120 kgf/cm², (E), (F) 90 ℃, 80 kgf/cm², (G), (H) 70 ℃, 120 kgf/c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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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과 37은 Hot press 압력을 120 kgf/cm²로 고정시킨 후 온도를 다르게 하여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과 분극 곡선이다. Hot press의 온도를 70 ℃로 하여

제작한 MEA의 개회로 전압 (OCV)은 0.98 V로 측정되었고 90 ℃로 제조한 MEA

의 OCV는 0.94 V정도가 측정 되었다. 온도를 변화하여 제조한 MEA의 Power

desnity를 비교해 보면 70 ℃로 제조한 MEA의 최고 성능이 82 mW/cm²로 측정

되었고, 90 ℃로 만든 MEA의 성능은 46 mW/cm²로 측정되었다. 온도의 상승에 따

른 Power density의 성능의 감소가 관찰 되었다. 이는 제작 온도가 90 ℃가 되었을

때 막이 손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GX4 막보다 막이 손상되기 쉽고 측정 후

20분이 지나면 OCV가 약 0.6 V로 감소하고 성능 저하가 뚜렷하였다.

그림 36. EVBTMA-GX8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

온도에 따라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그림 37. EVBTMA-GX8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

온도에 따라 제작한 MEA의 분극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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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과 39는 Hot press 온도를 70 ℃으로 고정시킨 후 압력을 다르게 하여 제작

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과 분극 곡선이다. Hot press의 압력을 80 kgf/cm²로 하

여 제작한 MEA의 개회로 전압 (OCV)은 0.86 V로 측정되었고 120 kgf/cm²로 제

조한 MEA의 OCV는 0.98 V정도가 측정 되었다. 압력을 변화하여 제조한 MEA의

Power desnity를 비교해 보면 80 kgf/cm²로 제조한 MEA의 최고 성능이 98

mW/cm²로 측정 되었고, 120 kgf/cm²로 만든 MEA의 성능은 82 mW/cm²로 측정

되었다.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20

40

60

80

100  120 kgf/cm2, 70℃
 80 kgf/cm2, 70℃

 

 

Po
we

r D
en

sit
y(m

W
/cm

2 )

Current Density(mA/cm2)

그림 38. EVBTMA-GX8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 (70 ℃)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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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EVBTMA-GX8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 (70 ℃)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분극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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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0과 41은 Hot press 온도를 90 ℃으로 고정시킨 후 압력을 다르게 하여 제작

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과 분극 곡선이다. Hot press의 온도가 90 ℃ 일 때 성능

저하가 나타나 다양한 압력에서 MEA를 제작하였다. MEA의 개회로 전압 (OCV)

은 80 kgf/cm²일 때 1V로 측정되었고 100 kgf/cm²로 제조한 MEA의 OCV는 1.03

V, 120 kgf/cm²일 때 0.93 V로 측정 되었다. 압력을 변화하여 제조한 MEA의

Power desnity를 비교해 보면 120 kgf/cm²로 제조한 MEA가 45 mW/cm²로 가장

높은 Power density를 볼 수 있고, 100 kgf/cm²로 만든 MEA의 성능은 40

mW/cm², 80 kgf/cm²로 만든 MEA의 성능은 26 mW/cm²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GX4 막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70 ℃일 경우에는 80 kgf/cm²의 압력이 가

장 높은 Power density를 갖는 반면에 온도가 90 ℃일 때에는 120 kgf/cm²의 압력

이 가장 높은 Power density를 나타냈다. 또한 막을 Cl- form에서 OH- form으로

전처리를 할 때 막이 접히고 색이 변하는 등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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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EVBTMA-GX8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 (90 ℃)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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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EVBTMA-GX8 막을 이용하여 Hot press(90℃)

압력에 따라 제작한 MEA의 분극 곡선

바. 가교구조의 막 내구성 테스트

- 그림 42는 EVBTMA-GX4 막을 전처리 후 성능이 가장 높은 온도는 70℃, 압력은

80 kgf/cm²로 MEA를 제작하여 0.6 V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Current 곡선이다.

280 mA/cm²에서 시간이 12000분 지날 때 Current가 180 mA/c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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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EVBTMA-GX4 막의 시간에 따른 Current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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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과 44는 EVBTMA-GX4 막을 전처리 후 성능이 가장 높은 온도는 70 ℃,

압력은 80 kgf/cm²로 MEA를 제작하여 0.6 V로 200시간 유지 전, 후 0.6 V로 측정

한 Impedance 곡선이다. 전하이동 저항이 0.6 에서 4 으로 증가하였다. 두 경

우의 Impedance를 비교한 그림 45에서 실수축과의 첫 번째 교점을 살펴보면 내구

성 테스트 전후 변화가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해질의 성능 감

소가 미미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전류 밀도 감소는 촉매나 막

의 성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극의 계면의 Alkaline interface 손상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그림 43. EVBTMA-GX4 막의 200시간 측정 전 Impedance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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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EVBTMA-GX4 막의 200시간 측정 후 Impedance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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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EVBTMA-GX4 막의 200시간 전, 후 비교 Impedance 곡선

- 그림 46과 47은 EVBTMA-GX8 막을 전처리 후 성능이 가장 높은 온도는 70 ℃,

압력은 80 kgf/cm²로 MEA를 제작하여 0.6 V로 유지 전, 후에 0.6 V로 측정한

Impedance 곡선이다. 저항이 약 0.69 에서 4 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8의 비교

그래프에서 실수축과 첫 번째 교점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GX4 막의 경우처럼

촉매나 막의 성능이 떨어졌다라고 하기 보다는 전극의 계면의 Alkaline interface

붕괴로 인해 전류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6. EVBTMA-GX8 막의 내구성 테스트 측정 전 Impedance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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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EVBTMA-GX8 막의 내구성 테스트 측정 후 Impedance 곡선

그림 48. EVBTMA-GX8 막의 내구성 테스트 전, 후 비교 Impedance 곡선

사. 다양한 연료 조건하의 MEA 성능파악

- 그림 49는 Methanol을 연료로 사용하여 30분 동안 측정한 OCV 곡선이다. 앞서 실

험한 방법과 같이 Pt/C 촉매를 Carbon cloth에 도포하여 MEA를 제작하였다.

MEA 제작 온도와 압력은 70 ℃, 80 kgf/cm²이고, Anode에 1 M Methanol을 연료

로 사용하여 1 ml/min로 주입하고 Cathode에는 300 ml/min의 산소를 주입하였다.

Methanol이 흐르고 15초가 흐르면 OCV가 0.396 V로 증가하였다가 시간이 흐를수

록 Voltage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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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EVBTMA-GX4 Methanol 연료를 사용한 MEA의 OCV 곡선(Pt/c 촉매)

- 그림 50은 Pt/C 촉매가 메탄올에서의 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Pt-Ru

Black 촉매를 Anode에 1 mg/cm²를 Pt Black 촉매를 Cathode에 1 mg/cm²를 도포

하고 앞선 실험과 같이 똑같이 전극을 처리하였다. 30분 동안 측정하는 동안 최대

OCV가 5분이 지난 시점에서 0.555 V로 측정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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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EVBTMA-GX4 막 Methanol 연료를 사용한

MEA의 OCV 곡선(Pt-Ru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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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은 Pt-Ru Black 촉매를 사용하여 측정한 OCV 곡선이다. 30분 동안 측정하

는 동안 최대 OCV가 6분이 지난 시점에서 0.436 V로 측정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였다. GX8 막 보다 GX4 막을 사용할 경우 더 높은 OCV가 관찰되었는

데, 이는 연료의 크로스오버가 더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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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EVBTMA-GX8 막 Methanol 연료를 사용한

MEA의 OCV 곡선(Pt-Ru 촉매)

- 그림 52는 Pt-Ru Black 촉매를 사용하고 상용 막을 사용하여 측정한 OCV 곡선이

다. 30분 동안 측정하는 동안 최대 OCV가 6분이 지난 시점에서 0.464 V로 측정되

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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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상용음이온교환막 (FAA)에 Methanol 연료를 사용한

MEA의 OCV 곡선(Pt-Ru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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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은 1 M Methanol과 0.5 M KOH 용액을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여 측정한

OCV 곡선이다. 메탄올만 사용할 때 보다는 KOH를 섞어 사용함으로써 음이온교

환막의 성능의 향상을 볼 수 있었다. 30분 동안 최고 OCV는 측정 17분 후에 0.6 V

을 보였다. 메탄올만 연료로 사용했을 때보다 약 0.5 V 오른 값이며 메탄올만 사용

한 경우와는 달리 OCV가 계속 감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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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EVBTMA-GX4 막의 액체 혼합연료를 사용한

MEA의 OCV 곡선(Pt-Ru 촉매)

- 그림 54과 55는 1 M Methanol과 0.5 M KOH 용액을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였다.

Pt-Ru Black 촉매를 사용하여 70 ℃에서 80 kgf/cm²의 압력으로 MEA를 제작하

였다. OCV에서 전압의 감소가 크지 않고 MEA의 최고 성능은 13.2 mW/c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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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EVBTMA-GX4 막의 액체 혼합연료를 사용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Pt-Ru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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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EVBTMA-GX4 막의 액체 혼합연료를 사용한

MEA의 분극 곡선(Pt-Ru 촉매)

- 그림 56은 1 M Methanol과 0.5 M KOH 용액을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여 측정한

OCV 곡선이다. 30분 동안 최고 OCV는 측정 15분 후에 0.596 V을 보였다. 메탄올

만 연료로 사용했을 때보다 높은 OCV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GX4 막 보다

Voltage의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으며 메탄올만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OCV가 계

속 감소하지 않았다.

그림 56. EVBTMA-GX8 막의 액체 혼합연료를 사용한

MEA의 OCV 곡선(Pt-Ru 촉매)

- 그림 57과 58은 1 M Methanol과 0.5 M KOH 용액을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여

측정한 분극 곡선이다. Anode에는 Pt-Ru Black 촉매를 Cathode에는 Pt Black 촉

매를 사용하여 70 ℃에서 80 kgf/cm²의 압력으로 MEA를 제작하였다. OCV에서

전압의 감소가 없고 최대 측정 전압도 약 0.6 V로 나타났다. MEA의 최고 성능은

14.8 mW/cm²로 EVBTMA-GX4 막보다 1.6 mW/cm²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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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EVBTMA-GX8 막의 액체 혼합연료를 사용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Pt-Ru 촉매)

그림 58. EVBTMA-GX8 막의 액체 혼합연료를 사용한

MEA의 분극 곡선(Pt-Ru 촉매)

- 그림 59는 1 M Methanol과 0.5 M KOH 용액을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하여 측정한

상용막(FAA)의 OCV 곡선이다. 30분 동안 최고 OCV는 측정 1분 후에 0.574 V이

다. 제조한 막에 비해 낮은 OCV를 보이며 메탄올만 연료로 사용했을 때에는 OCV

가 감소하였는데 액체 혼합연료에서는 측정 9분 후부터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Voltage는 메탄올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0.11 V 증가하였으며

EVBTMA-GX4, EVBTMA-GX8 막보다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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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상용 음이온교환막(FAA)의 액체 혼합연료를 사용한

OCV 곡선(Pt-Ru 촉매)

- 그림 60과 61는 1 M Methanol과 0.5 M KOH 용액을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한 경

우 측정한 분극곡선이다. Anode에는 Pt-Ru Black 촉매를 Cathode에는 Pt Black

촉매를 사용하여 70 ℃에서 80 kgf/cm²의 압력으로 MEA를 제작하였다. 측정

OCV는 0.544 V 였고 MEA의 최고 성능은 13.3 mW/cm²를 보였다. 측정 한 모든

막은 촉매에 따라 액체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였는데 세 가지 막이 다

음이온 교환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KOH를 섞은 연료가 가장 좋은 OCV와 성

능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림 60. 상용 음이온교환막(FAA)의 액체 혼합연료를 사용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Pt-Ru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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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상용 음이온교환막(FAA)의 액체 혼합연료를 사용한

MEA의 분극 곡선(Pt-Ru 촉매)

- 개질가스 실험의 목적은 수소가스의 사용량 감소와 실제 연료전지 구동 상황을 재

현하기 위해 실험하였다. 막은 EVBTMA-GX4 막과 FUMA TECH사의 상용 음이

온교환막(FAA)을 전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전극 또한 Pt/C 촉매를 도포하여 전극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EVBTMA-GX4 막은 70 ℃에 80 kgf/cm²에서 MEA를 제

작하였고 상용 음이온교환막(FAA)은 60 ℃에 140 kgf/cm²에서 제작하였다.

Anode에 146 ppm CO가스를 수소와 함께 흘려주었고 Cathode에는 산소를 흘려주

었다. 전체적으로 CO가스에 의한 촉매의 피독으로 낮은 MEA 성능을 보였다.

- 그림 62와 그림 63은 EVBTMA-GX4 막을 사용한 MEA에 개질가스(H2+CO)를 사

용하여 측정한 전력밀도 곡선과 분극 곡선이다. OCV는 0.986 V로 측정되었고 최

대 전력밀도는 42.8 mW/cm²이다. 이는 순수 수소를 사용할 때보다 낮은 수준의

성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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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EVBTMA-GX4 막의 개질가스를 사용한 MEA의 전력밀도 곡선

그림 63. EVBTMA-GX4 막의 개질가스를 사용한 MEA의 분극 곡선

- 그림 64와 그림 65은 상용 음이온교환막(FAA)을 사용한 MEA에 개질가스

(H2+CO)를 사용하여 측정한 전력밀도 곡선과 분극 곡선이다. OCV는 0.88 3V로

측정되었고 최대 전력밀도는 18.6 mW/cm²이다. 이는 순수 수소를 사용할 때보다

낮은 성능이며 같은 개질수소를 사용한 GX-4에 비해 40% 수준의 성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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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상용 음이온교환막(FAA)의 개질가스를 사용한 전력밀도 곡선

그림 65. 상용 음이온교환막(FAA)의 개질가스를 사용한 전력밀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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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 음이온교환기로 변환 

가능한 단량체를 방사

선 그라프트 시키기 

위한 조사 조건 확립

- 그라프트율 50% 이상

- 2종 이상의 필름 사용

- 그라프트 필름 내부 분

포 측정

○ 다양한 방사선 조사 조건(전조사와 동시조사, 용매,

조사선량, 조사선량율, 단량체 농도 등)에서 VBC

단량체를 여러 불소계열 필름에 그라프트시켜 최

적의 조사 조건을 확립하였음.

○ PFA, FEP, ETFE 3종의 불소계열 필름을 이용하여 

그라프팅함으로써 그라프트율 50% 이상을 가지

는 샘플 14종을 제조하였음.

○ 조사량과 불소계열 필름의 종류에 따른 그라프트 

필름 내부의 그라프트 고분자 분포를 SEM-EDX

를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VBC 단량체가 필름의 

내부까지 그라프팅 되었음을 확인하였음.

50 100

국내 특허 

1편 출원 

( 출 원 번

호 :

10-2011-0

081800)

SCI논문:

국외: 1편

국내: 1편 

○ 음이온교환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제

조

- 3종 이상의 아민류 

사용

- 반응수율 70% 이상

○ 아민류와 VBC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필름을 반응

시켜 음이온교환기를 도입하였고 FT-IR,

SEM-EDX 등의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반응이 성

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2종의 불소계열 필름을 사용하여 제조한 그라프트 

필름에 4종의 아민을 사용하여 음이온 작용기를 

도입하였고, 이중 3종의 아민을 사용한 음이온교

환막에서 아민화율 70% 이상을 달성하였음.

30 100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사용 가능한 단위전지

셀 조립 조건 개발 

○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을 이용하여 MEA를 

재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압력 및 온도에서의 hot

pressing 조건을 파악하였고 촉매와 막의 접합상

태를 확인하였음.

○ 단위전지 셀 구동에 최적화 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전극과 멤브레인 접합체를 제조시 온도 및 

압력에 따른 MEA 성능 평가하여 최적 조건(80

℃에서 120 kg/cm2 압력으로 접합) 확인함.

○ CCM (catalyst coated membrane)방법을 사용한 

MEA를 제작하고 문제점 및 보완책을 확인함.

20 100

총계 100 100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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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 1차년도에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물성 평

가 

- 음이온교환용량 1.3

meq/g 이상 

- 음이온전도도 3 x 10-2

S/cm 이상

○ 1차년도에 개발한 최적화된 방사선 그라프팅 조건(용

매: 클로로폼, 조사선량율: 2 kGy/h, 단량체/용매:

50/50)을 이용하여 ETFE, PFA 불소필름에 VBC가 그

라프트된 필름 6개를 제조하고 trimethylamine으로 반

응시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이에 대한 물성 평

가를 진행하였음.

○ 제조된 음이온 교환막의 음이온교환용량 최대 1.58

meq/g으로 목표치인 1.3 meq/g 이상을 달성하였음.

○ 또한 음이온전도도는 최대 8.8 × 10-2 S/cm 으로 목표

치인 3 × 10-2 S/cm 이상을 달성하였음.

○ 음이온교환용량과 음이온전도도 외에도 제조된 음이온

교환막의 함수율, 기계적강도, 열적/화학적 안정성 등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동시조사 조건이 아닌 전조사 조건으로 VBC 단량체를 

그라프트 하기 위한 최적의 방사선 조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40 100

국내 특허 

1편 출원 

( 출 원 번

호 :

10-2011-0

084226)

SCI논문:

국외: 1편

국내: 1편

비 S C I 논

문:

국내: 1편

○ Diamine을 이용한 가

교구조 형성 및 음이온

교환막 내구성 향상 연

구

- 함수율 50% 감소

- 화학적안정성 200% 향

상

- 2종 이상 Diamine 사용

○ 2개의 3차 아민을 가지고 있어 VBC 그라프트 고

분자와 반응하여 가교구조 형성이 가능한 3종의 

디아민(DABCO, TMDAP, TMDAH)을 사용하여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음.

○ 디아민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SEM-EDX 원

소분석법을 이용하여 음이온교환막의 내부 구조 분

석을 수행하였고 음이온교환용량을 측정하여 디아

민과의 반응 조건을 확립하였음.

○ 3종의 디이민으로 반응시킨 음이온교환막 중 

DABCO를 사용한 연료전지막의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였고, 가교구조 형성 및 디아민의 큰 분자 

사이즈로 인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낮은 이

온교환용량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아이오도메탄과 반응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음.

○ DABCO 디아민으로 제조된 막의 함수율은 43%

로 비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인 86%

보다 50% 감소한 함수율을 얻었음.

○ 또한 라디칼에 의한 음이온교환막의 분해 촉진 실

40 100

2. 2차년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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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결과 비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은 3일 이후

부터 급속히 분해가 진행되었으나 DABCO로 가

교된 음이온교환막의 경우 13일까지 분해가 일어

나지 않아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함.

○ 개발된 음이온교환막

을 적용한 단위전지셀

의 전극-막 계면 특성 

파악 및 기초 성능 평

가

- anode: 0.5 mg/cm2 이

하, cathode: 1 mg/cm2

이하, 전력밀도 50

mW/cm2 이상

○ 음이온 교환막과 전극의 접합조건(Hot press의 온

도와 압력변화)을 다르게 하여 MEA를 제조하고 

단위전지의 성능을 측정하여 최적의 MEA 조립조

건을 연구하였음. Hot press의 압력은 80 kg/cm2

로 고정한 후, 온도를 50 ℃, 70 ℃, 90 ℃로 다르

게 하거나 Hot press의의 온도는 70 ℃로 고정한 

후, 압력을 40 kg/cm2, 80 kg/cm2, 120 kg/cm2으

로 다르게 하였음.

○ 기체확산층에 촉매층을 형성(anode: 0.5 mg/cm2,

cathode: 0.5 mg/cm2))하여 hot pressing을 통해 

제작한 MEA의 최고 성능은 전력밀도 92.4

mW/cm2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연구목표인 50

mW/cm2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임

○ CCM방식으로 MEA를 제조하여 성능을 측정한 

결과 표면이 변하지 않는 막의 성능이 80

mW/cm2이상을 달성하였음.

20 100

총계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 가교 구조를 갖는 그

라프트 고분자 제조 조

건 확립

- 그라프트율 50% 이상

- 그라프트 필름 내부 분

포 측정

○ 음이온교환기로 변환 가능한 VBC 단량체와 가교 

구조를 갖게 하는 DVB 가교제가 그라프트된 가

교 구조의 필름 제조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

양한 함량의 DVB 가교제 사용으로 그라프트율 

50%이상을 갖는 가교구조의 그라프트 고분자막

을 6종 이상 제조하였음.

○ 감마선 선량에 따른 음이온교환막의 물성을 평가

한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이온교환용량이 

증가하지만 함수율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음. 성능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그라프트율 50%,

DVB 가교제 함량 4%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이 

알칼라인 연료전지막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이

50 100

국내 특허 

1편 출원 

( 출 원 번

호 :

10-2012-0

054295)

SCI논문:

국외: 3편

국내: 1편

비 S C I 논

문:

국내: 1편

3. 3차년도 연구목표



- 138 -

온교환용량, 함수율 및 이온전도도를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음.

○ 가교 구조의 그라프트 필름에 도입된 VBC 그라프

트 고분자의 필름 단면 분포는 SEM-EDX 원소분

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 1차년도에 제조된 비가교 그라프트 필름 및 3차년

도에서 제조된 가교구조 그라프트 필름의 미시 구

조는 냉중성자 소각산란(SANS) 장치와 AF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을 설

명하기 위한 고분자 구조 모델을 정립하였음.

○ 가교된 그라프트 필름

에 음이온교환기 도입

에 의한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함수율 50% 감소

- 화학적안정성 200% 향

상

○ DVB 가교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그라프트 필름에 

음이온교환기를 도입하여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

막을 제조하였음.

○ DVB 6% 함량을 사용하여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의 함수율은 가교제가 들어가지 않은 음이온교환

막의 함수율보다 50% 함수율 감소를 보였음 (음

이온교환막의 함수율 : 43%, 가교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 22%).

○ DVB 4% 함량으로 가교된 음이온교환막의 화학적 

내구성 측정 결과 비가교구조 음이온교환막보다 

화학적 내구성이 400% 이상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하였음.

30 100

○ 다양한 연료 조건하에

서 MEA 성능파악 및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

막 내구성 향상 검증 

- 단위셀 테스트 200시간 

유지 

○ 가교구조의 음이온교환막을 대상으로 다양한 접

합 조건(70 ℃에서 80 kg/cm², 120 kg/cm², 90 ℃

에서 80 kg/cm², 100 kg/cm², 120 kg/cm²,)에서 

제작한 MEA의 성능 테스트를 통하여 최적 MEA

제작 조건을 확립하였음.

○ 도출한 조건에서 MEA제작하고 이를 액체연료(1

M Methanol과 Methanol+전해질혼합연료) 조건

에서 성능 파악을 통해 연료크로스 오버 특성 파

악하였음.

○ 개질수소 조건에서 MEA 성능파악 및 음이온교환

막 및 알카라인 계면의 안정성 파악하였음.

○ 상용 음이온교환막(Fuma Tech사의 FAA)을 이용

하여 수소, 액체연료, 개질수소에서 MEA 성능(최

대 전력밀도: 28.8 mW/cm2)을 파악하였고 방사

선 조사를 통해 제조된 가교 음이온교환막의 

MEA 성능(최대 전력밀도: 115 mW/cm2)이 상용 

음이온교환막을 이용할 경우보다 4배 우수한 성

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음.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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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된 막을 적용하여 제작한 MEA를 대상으로 

200시간 동안 내구성 테스트 진행하였고 내구성 

테스트 전후 Impedance 측정을 통해 제조된 막의 

성능감소를 확인한 결과 촉매나 막의 성능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나 도입한 알카라인 계면의 붕괴됨

을 관찰함.

총계 100 100

○ 연료전지는 친환경 무공해 에너지 발생 장치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단으로 각

광을 받고 있으나 핵심소재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

고 있는 실정임.

○ 대표적인 연료전지인 수소이온교환막 연료전지(PEMFC)와 직접메탄올 연료전

지(DMFC)는 산성 조건에서 구동하기 때문에 고가의 금속인 플라티늄/루테늄

을 전극물질로 사용해야하지만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SAFC)의 경우

는 알칼리 조건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금속인 니켈

또는 은 등으로 구성된 전극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음이온교환막이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방사선의 장점을 이용하여 제조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이

개발되면 연료전지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연료전지의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연료전지

를 사용하는 자동차 우주 항공 전자산업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방사선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과제에서는 높은 투과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기계적

강도와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불소고분자필름에 음이온교환기를 도입시켜 알

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고 또한 가교구조를 도입시켜 화학

적 안정성을 향상시킨 가교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음. 제조된 음이온교환

막을 이용하여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단위전지셀을 제작하였고 200 시간 구동시

킨 결과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본 과제에서 방사선 방법으로 그라프트된 필름과 음이온교환막은 SEM-EDX,

SANS 및 AFM 등의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그라프트 고분자의 단면 분포, 그라

프트에 따른 필름의 결정성 변화 등을 관찰하고 분석하였음. 이러한 기초연구는

향후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을 이용한 소재 개발 연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제2절 관련분야에서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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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 기술이 우수한 성능의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에

유용함을 보여주었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습득된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 내구성

향상 기술, 연료전지 기술은 유해 물질의 흡착, 화학 반응의 촉매, 에너지저장소

재 등 다양한 산업 소재 개발에 적용이 가능하여 국가가 필요한 연구 과제 도출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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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과제를 통하

여 방사선 기술이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사용이 가능한 음이온교환막 제조에 매

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본 과제에서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을

적용하는 알칼라인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해서 대량생산 공정개발 및 제조 공정

최적화, 바인더 및 촉매 개발에 대한 추가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또한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은 고용량 에너지 소재용 음이온교환막, 수처리막, 흡착분리막 등

으로 활용이 가능함.

○ 기술적 측면

-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 기술이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사용이 가능한 음이온교환막

제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본 과제에서 방사선으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이 성공적으로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사용하게 되면 연

료전지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전극 소재(플라티늄)를 저가의 전극 소재(니켈 등)

로 대체할 수 있음.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을 적용하는 알칼라인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해

서는 음이온교환막 대량생산을 위한 방사선 공정개발, 음이온교환막 성능 향상

을 위한 제조 공정 최적화, 개발된 음이온교환막에 적합한 바인더 및 촉매 개발

을 통한 알칼라인 연료전지 성능 최적화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따라서

연료전지에 관련된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과 함께 협동으로 알칼라인 연료전

지 상용화를 위한 과제를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임.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알칼라인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은 고용량

이차전지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Zn-Air 전지의 핵심 소재용 음이온

교환막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됨. 또한 수처리, 물질의 분리, 유해

물질의 흡착, 화학반응의 촉매 개발 및 다루기 힘든 금속 동위원소 분리 등 여러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적 측면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개질기술은 기존의 열적, 화학적, 방법보다 친환경적, 저

에너지 소비적, 고효율적인 공정으로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어서, 본 과제에서 개발된 방사선 이용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

교환막 또한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은 방사선 고

유의 높은 에너지와 투과력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기술로서 기타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는 제조가 가능하지 않아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고 상용화가

진행될 경우 방사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내 신산업 창출 및 연료전

지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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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음이온교환막은 주로 수처리용으로 제조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높은 온도와 강알칼리 조건에서 구동해야하는 알칼라인 연료전지에는 적합

하지 않으며 낮은 음이온교환용량을 가지고 있음. 본 과제에서 방사선으로 제조

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은 화학적 열적 기계적 안정성이 높고 내

구성이 우수하여 현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고체전해질 알칼라인 연료전지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 측면

- 방사선을 이용한 알칼라인 연료전지용 핵심 소재인 음이온교환막을 개발함으로

서 연료전지 자동차, 가정용 연료전지, 군사용 비상 전력에 이용할 수 있는 연

료전지,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용 연료전지 등 전기, 전자, 통신 산업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음.

-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

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의 사회적 친밀성을 향상시키고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또한 차세대 친환

경 에너지 기술 관련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과 방사선 기술의 선진화 및 원자

력 기술 활용 증진에 기여하고 방사선 기술 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에 기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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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Congress on Radioisotope and Radiation Utilization in China, Japan and Korea

2010 논문 발표 및 자료 수집(손준용, 2010년 10월, 중국 북경)

ð 방사선 이용 기능성 고분자 개발에 관한 논문 발표 및 중국 일본의 방사선 기

술 이용 연구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 이관수 박사 초청 세미나 개최 (2011년 3월, 한국, 첨단방사선연구소)

ð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Macromolecules and

Interfaces institute 소속의 이관수 박사님을 모시고 Synthesis and properties

of multiblock copolymers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s를 주제로 세미

나 발표 및 미국의 연료전지 고분자 소재 관련 연구동향 파악

○ 해외 전문가 초청 공동 연구 수행 (2011년 7월-8월, 한국, 첨단방사선연구소)

ð 중국 상수이공대학교 화학재료공학과 교수인 Geng　Fei 교수를 초청하여 방사

선을 이용한 알칼라인 음이온 교환막 제조 관련 공동 연구 수행하였고, 관련

논문 1편을 투고하였음.

○ The 2nd FAPS Polymer Congress 국제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신준화, 2011년 5

월, 중국, 베이징)

ð 연료전지 관련 고분자 소재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습득 및 국제적인 연구동향

파악.

○ Yasunari Maekawa 박사 초청 세미나 개최(2012년 3월, 한국, 첨단방사선연구소)

ð JAEA 산하 Takasaki 연구소에서 High performance polymer group leader인

Yasunari Maekawa 박사를 초청하여 Development of High Performance

Polymer Membranes with Nano-scale Structures using Radiation Technique

주제로 세미나 발표, 일본 방사선 기술 연구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 The 18th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손준용, 2012

년 3월, 한국 부산)

ð 방사선을 이용한 이온교환막 제조 기술에 관한 논문발표 및 방사선을 이용한

기능성 고분자 재료의 제조 관련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 2012 MRS (Material Research Society) Spring Meeting 참석 (신준화, 2012년 4

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ð 기능성 멤브레인 제조 분야 중 방사선 적용 가능 연구 점검과 고분자 가공 및

방사선 이용 전문가와 정보교류를 통한 최신 연구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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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방사선을 이용한 이방성 전도필름 응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진이 보유한 방사선 조사 기술을 디스플레이용 접합소자에 적용함으로써,
1. 전도성 입자와 고분자 계면이 제어된 고효율 마이크로 입자 제조기술을 연구하고

2. 마이크로 전도성 입자의 표면 제어를 통한 고 분산성 미립자 제어기술을 확보하고

3. 방사선을 이용한 저온 속경화 에폭시 수지의 경화기술을 개발하고

4.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화에 가능한 50 μm 급 이방성 피치의 접합 기술에 활용하고

자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l E-beam 경화형 Epoxy 레진 대상 선정 및 방사선이용 경화연구

l 방사선을 이용 고분자 미립자 표면 개질을 통한 전도성 박막 흡착 기술개발

l 에폭시수지 내부 전도성 미립자 분산 기술 개발

l 이방성전도필름 bonding 실험을 통한 열적 전기적 특성 연구

l E-beam 조사용 이방성전도필름 실험장치 설계

l 이방성 전도 필름 접합, 물리적 특성 및 신뢰성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전자빔 조사를 이용하여 실온, 10초 이내에 접합이 가능한 저온속경화가 가능한

에폭시를 구현하고 경화 메커니즘을 열분석, 분광학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10

㎛ 크기의 전도볼이 포함된 에폭시를 전자빔으로 경화시켰을 경우 20.7 mΩ 의 낮

은 저항값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 상품화되어 있는 ACF제품의 저항값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임. 특히 3 mm 두께까지의 알루미늄(Al) 가림막에도 시료의 경화 특성이

바뀌지 않고 인장력도 우수하여 산업화에도 응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ACF 필름의 저온속경화가 가능하기에 본 기술이 산업에 응용될 경우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미세 전자부품 접합소자에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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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Purpose

  Using the radioactive radiation technologies currently possessed, we propose new
techniques of high-end display devices on anisotropic conductive film (ACF) for,

l process development of conductive micro-scale particles with modified surfaces

l development of highly dispersible conductive micro-scale particles for ACF

application

l E-beam treatment technique development for low-temp curable epoxy bonding

materials

l evaluation of irradiation cured ACFs on adhesion, reliability and physical

properties.

Ⅱ. Contents

l Selection of E-beam curable epoxy resin and radiation based cross-linking

research to find the new formulation of low-temp, rapid curable epoxy resin and

E-beam based cross-linking techniques

l Surface modification of conductive particles using radiation on polymeric core

materials for and enhancement of internal elasticity and surface modification for

enhanced adsorption of conducting particles

l Development of enhanced dispersion properties of conductive particles (balls)

mixed with epoxy resin to increase the dispersion property using radiation

technology

l Development of ACF bonder under E-beam irradiation

l Evaluation of the electric property of anisotropic conductive films : electric

resistivity of lower than 10 mΩ for flip chip applications

l Evaluation of reliability of anisotropic conductive film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50 ℃, 1,000 hr, -40 ℃, 1,000 hr with no resistivity variance under relative

humidity of 80% at 85 ℃.

Ⅲ. Expected contribution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novel processes for anisotropic conductive

films can be developed. The contributions from this study is then focused on

the followings:

l providing the breakthrough technology in a field of ACF for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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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

l providing the novel ACF technologies which can overcome commercial

patents belong to leading foreign companies

l providing the core process technologies of ACF which can be utilized for

modern display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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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 기술을 디스플레이용 접합소자에 적용함으로써 산업화에 가능한

50 μm 급 이방성 피치의 접합 기술에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이 보유한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용 소자 적용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분야를

발굴하고자 함.

1. 마이크로 전도성 입자의 표면 제어를 통한 고 분산성 미립자 제어기술 확보

2. 방사선을 이용한 저온 속경화 에폭시 수지의 경화기술 개발

3.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화에 가능한 50 μm 급 이방성접합피치의 접합기술에 활용.

2. 연구필요성 및 범위 

l 우리나라는 LCD, PDP, OLED 등 산업분야에서 세계 1위의 Display 강국 임에

도 불구하고,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방성 전도 필름 (Anisotropic Conductive

Film, ACF) 같은 대부분의 핵심 소재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l 세계 1위의 Display 강국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Display 및 장착 기기의

경량화, 내구성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바, 관련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경화 온도가 낮고 빠른 시간에 경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속

경화 특성을 갖는 이방성 전도 필름 개발이 요구 되고 있음.

l 하지만 이방성 전도 필름의 경우, 일본의 선도 기업들이 세계 제품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으로 시장이 형성 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Display 1위를 유

지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산화를 위한 관련 기술개

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l 이방성 전도 필름 (ACF) 은:

- LCD, PDP 등의 Display 산업에서 chip on glass (COG), chip on film (COF)

공정 수행에 사용되며, 특히 Display panel의 초박형, 경량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소재임.

- Flat panel display 제조 공정 중에서, 작은 부분인 대상 기술에 관련한 불량 하

나가 전체 불량으로 이어지는 기술적 신뢰성이 아주 높으며, 기술 의존도가 큰

분야임.

- 최근 전자 부품/소재 기술이 국가적인 흐름으로 강화되고 있어 반도체, Display

핵심소재의 국산화 및 나아가 세계기술을 주도하는 장기적 국가 기술전략의 핵

심으로 성장 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국산화를 시도하여 개발이 진행 되고 있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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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작업성, 신뢰성 및 가격 경쟁력, 특히 고분자 기반 기술에서 일본 업체

와의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l 즉 이방성 전도 필름은,

- 독과점, 완전경쟁, 기술적 우위, 시장의 확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즉,

수요 측면에서는 완전 경쟁이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단 2개의 일본 업체가 전 세계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 되어 있음.

- LCD를 중심으로 한 Flat panel display 기술과 함께 최근 관련 제품의 지속적

성장으로 PDP, CDMA 휴대단말기, EL제품의 신규 시장 진입 등 급속한 수요

팽창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음.

- TFT-LCD 등 flat panel display의 수요 증가에 따른 폭발적 수요 증가가 예상

됨.

l 즉, 자체 기술 개발에 의한 해외 산업 재산권 확보에 의한 고가의 Royalty 부

담을 감소할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급속히 성장하는 Flat panel display의 핵심

부품인 ACF를 전량 수입 의존 현실에 따른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 및 기술적

종속이 우려됨.

l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에폭시수지의 경화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상

온에서 10초 이내의 빠른 경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열경화 방법의 단점으로

지적된, 고온에 의한 기판의 변형, 긴 경화 시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단점을 개

선하고 친환경적인 경화방식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디스플레이분야의 국가 기

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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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l Flat panel display의 경우, 선폭을 미세하게 하기 위하여 접속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야 하며, 칩과 전극 패드 사이에 가능한 많은 양의 전도 입자가 존재해야 하나, 선폭

이 좁아짐으로 인한 접속 불량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치가 미세화 될수록 등방

향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는 두께의 절연막을 전도 입자에 코팅 시키는 기술이 요구

되지만, 이 기술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기술로 미세 입자에 수백 nm 두께로 균일하

게 고분자 수지를 코팅시켜야 하고, 또한 미세 입자간 뭉침 현상이 없어야 함.

l 현재 주요 Glass 기판 방식에 쓰이는 ACF는 180℃ 내외의 고온 경화형으로, 이를

plastic 기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판의 변형 및 함몰, 접속 패드에 균열 등의 문제

점을 야기하고 있음.

l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공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는 경화온도가 낮고 빠

른 시간에 경화가 이루어지는 저온 속경화 특성을 갖는 ACF를 개발하고 있음.

l 현재 주요 생산품인 열경화성 ACF의 경우 일본에서는 150-185 oC에 이르는 온도조

건과 6-15초에 이르는 경화시간을 가진 다양한 등급의 ACF를 생산하고 있음.

l 최근에 일본 토호쿠대학에서는 니켈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전극단자 간격이 10 um를

갖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광경화성 수지(resin)를 사용함으로써 경화 시 체적 수축률

을 최소화하였음.

l 국내기술의 경우, 고분자 미립자에 물리적으로 금속 피막 전체에 부착된 입자 및

이를 이용한 도전 접속, 5~10 ㎛ 내외의 크기를 가진 전도성 고분자 미립자 개발,

경화온도 180 ℃, 경화 시간 20초, 패널 기판 접속부 대응 피치 130 ㎛ 기술 등 타방

법에 의한 전도성 고분자 전극 및 필름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의 개발

상황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은 거의 없음. 또한 기술적 기반이

취약하여, 일본 업체인 Sony Chemical, Hitachi Chemical의 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l 제일모직, LG 이노텍 등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전도성미립자를 이용하여 열경화성 에

폭시계나 아크릴계 수지와 blending하여 ACF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제품의 다양

성이 부족하고 out lead bonding (OLB)용 등과 같은 범용에만 적용될 뿐 고부가가

치용인 Chip on glass (COG) 등의 grade는 생산되지 못하고 일본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되고 있음.

l 최근에 Microglobe라는 벤처회사에서 전도성미립자를 자체 개발하였으나 아직 상업

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l 최근 방사선을 이용한 국내 전자소재기술은,

- 상온 고분자 중합 기술 및 고분자 가교 응용 기술

- 나노선 및 국부 표면 개질 응용 기술

- 고분자 및 하이브리드 소재 (금속, 세라믹)의 접합기술 등에 응용되고 있으나

아직 상용단계까지는 핵심적인 가공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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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Microglobe ACF 용 전도 입자 개발 - 고순도 고분자 기반 전도용 입자 개발

제일모직 열경화성 ACF 용 레진연구 - 수입 전도입자에 혼합된 범용 전자제
품용 ACF 생산

LG 이노텍 열경화성 ACF 용 레진연구
- 수입 전도입자에 혼합된 범용 전자제
품용 ACF 생산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국내 연구현황

l 국내에서는 90년 중반부터 국산화를 시도하여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작업성, 신뢰성 및 가격 경쟁력의 측면에서, 특히 고분자 기반 기술에선 선진국

과의 기술의 열세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l 현재 LS전선, 제일모직, 새한 미디어, MLT, SK 케미칼 등 기업체에서 ACF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TCP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수준도 경

화온도 180 ℃, 경화시간 20초, 대응 피치 130 ㎛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l 경화온도 180 ℃, 경화 시간 20초, 패널 기판 접속부 대응 피치 130 ㎛ 기술 보유

함.

l 고분자 미립자에 물리적으로 금속 피막 전체에 부착된 입자는 개발 하였으나, 고분

자 입자의 균일도와 응력조절 (가교조절) 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 임.

l 국내의 개발 상황은 초기 단계이며,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은 거의 없음.

l 국내에서 상업화된 경화형 접착제는 주로 epoxy가 사용되나 180 ℃ 이상의 고온 열처리

를 필요로 함.

l 경화전후의 가열/냉각 과정에서의 잔류 응력 문제를 가지고 있음.

l 고온에 의한 소자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핵심기술을 일본

의 상업용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l 국내의 대기업에서 전도성미립자 (Conducting particle)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가격경

쟁력과 도금층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업화에는 실패함.

l 제일모직, LG 이노텍등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전도성미립자를 이용하여 열경화성 에

폭시계나 아크릴계 수지와 blending하여 ACF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제품의 다양

성이 부족하고 out lead bonding (OLB)용 등과 같은 범용에만 적용될 뿐 고부가가

치용인 Chip on glass (COG) 등의 grade는 생산되지 못하고 일본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l 최근에 Microglobe라는 벤처회사에서 전도성미립자를 자체 개발하였으나 아직 상업

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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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용 등록번호 출원인 특허 요약

1) 이방성 전도필

름을 이용한 플립

칩 구조물에 열팽

창계수가 낮은 전

도성필름을 첨가

하였을 때 발생하

는 계면인성 저하

를 방지하고 계면

접착력을 중강하기

위 한 기술

Kr

10-03983

14-0000

한국과학

기술원

계면 필름의 열적안정화를 위해 불순물을

첨가하였을 때 발생하는 계면접착력이 저

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방성 전도 접착제의

양면에 1-2 ㎛ 두께의 접착력 증강층을 추

가하여 이방성 전도필름을 이용한 플립칩

구조의 계면접착력 및 신뢰성을 강화시킴.

Kr

10-07463

34-0000

한국과학

기술원

Si 칩 계면과 같은 이종계면과의 접착력

개선을 위해, 접착력이 우수한 폴리머 층을

비전도성필름 및 이방성전도필름 제조 시

에 얇게 도포하는 방법으로 접착력을 개선

시켜서 고접착력 및 안정된 고온 신뢰성을

갖는 저가의 플립칩 패키지 기술을 구현함.

2)에폭시수지의 전

자빔 경화성 접합

용 필름 제조 기술

PCT, 특

1997-709

585

미네소타

마 이 닝

앤드 매

뉴팩춰링

캄 파 니

스프레이

그 로버

트 월터

광안정성 접착제 조성물은 a) 방향족 폴리

에폭시드; b) 폴리에폭시드용 열 활성화 경

화제; c) 열가소성 중합체; d) 다관능성

(메트)아크릴레이트; 및 e) 임의로, 하나 이

상의 (메트)아크릴레이트기 및 방향족 폴리

에폭시드와 반응성인 하나 이상의 기를 갖

는 이반응성 화합물을 함유함. 접착제 조성

물을 사용하여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는 방

법으로 접착제 결합 필름을 제조함.

2. 국외 연구현황

l 열경화성 ACF의 경우 일본에서는 150-185 oC에 이르는 온도조건과 6-15초에 이르

는 경화시간을 가진 다양한 등급의 ACF를 생산하고 있음.

l 소니케미칼을 비롯한 일본 업체 제품들은 현재, 경화온도는 150 ℃까지 낮아졌

으며, 경화 시간은 10초의 제품이 상용화 되고 있으며, 회로 폭의 미세화 추세에

따라 기존 80㎛ 수준에서 30~40㎛ 수준의 제품이 개발 완료 되었으며, 향후 20

㎛까지 회로 폭이 미세화 될 것으로 예상 됨.

l 최근에 일본 토호쿠대학에서는 니켈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전극단자 간격이 10um를

갖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광경화성 수지(resin)를 사용함으로써 경화 시 체적 수축률

을 최소화하였음.

l 전도입자의 경우 일본의 Sony Chemical, Hitachi Chemical 등 업체들이 전체 세

계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l 소니케미칼의 경우 전도성 입자를 유기물질로 코팅함으로써 서로 간에 발생될

수 있는 shorting을 방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3. 국내외 관련 특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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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선 경화성

과 열경화성 수지

가 혼합된 수지의

조성물과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

Kr

10-2005

-0058206

스미또모

가 가 꾸

가부시키

가이샤

일 본 국

도 쿄 토

쥬 오 꾸

신카와 2

쪼메 27

반 1고

전자선 경화성 수지로 제조된 필름에 전자

선을 조사함으로써, 용융-접착시 분산도

(dispersion)가 작은 유동성을 갖는 접착 필

름을 제조함. 이러한 제조 방법은 전자선

경화성 수지로 제조된 필름에 전자선을

조사하는 2 이상의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

에서 최종 조사 단계 후 접착 필름의 구획

들 상에 조사된 누적 조사량의 표준 편차

및 분산도가, 상기 최종 조사 단계 전의 마

지막 조사 단계 후 그러한 구획들 상에 조

사된 누적 조사량의 표준 편차 및 분산도

보다 각각 작은 것이고, 상기 분산도는 누

적 조사량에 있어서 그 최대량 및 그 최소

량 간의 차이를 그 평균량으로 나누어서

얻어지는 값임.

4)열가소성 올레핀

계 고분자의 탄성

을 증가시키기 위

해 전자선을 사용

하여 가교시키는

기술이며 동시에

폼 (foam)의 탄성

력 향상을 위한 기

술

Kr

10-06769

39

영보화학

주식회사

대전 유

성구 복

룡동 236

번지

본 발명은 전자선 가교 열가소성 올레핀계

복합탄성체 폼을 제조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전자선 가교 열가소성올 레핀

계 복합탄성체 폼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본 발명에 따른 전자선조사 열가소성 올레

핀계 복합탄성체 폼 제조용 조성물은, 기본

수지, 상용화제, 발포제 및 가교조제를 포

함하여 조성되며, 추가적으로 열안정제, 산

화방지제 및 혼련성 증진제 등이 더 첨가

될 수 있음. 한편, 상기 전자선 가교 열가

소성 올레핀계 복합탄성체 폼 제조 과정에,

트윈 압출기를 사용하며, 적정한 압출기 내

의 공정 조건을 유지하고, 전자선 가교방법

을 통해 가교시킨 후 최종적으로 발포과정

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본 발명에

따른 전자선가교 열가소성 올레핀계 복합

탄성체 폼 제조용 조성물을 이용하여 제품

을 제조하면, 보다 개선된 물성을 가지면서

친환경성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며, 제품의

외관 특성 및 각종 기계적 특성 등을 향상

시킬수 있는 효율성 높은 전자선가교 열가

소성 올레핀계 복합탄성체 폼을 제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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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현재의 ACF접합방법은 열과 압력을 이용하며, 180℃이상의 고온 열처리가 필요

하기 때문에 패널 기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온도를 내리는 연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50℃까지 온도를 내렸다. 하지만 에폭시는 자체적으로 경

화가 어렵기 때문에 경화제를 이용하는데 이 또한 패널에 영향으르 줄 수 있는 소

지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려면 보다 저온에서 경화를 시킬 수 있는 방사선을 통

한 경화가 적합하다. 방사선을 이용하면 저온에서 매우 단시간 동안 경화를 시킬

수 있으며 수 ㎝까지 침투하여 경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이점이 있다.

또한 반응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소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화제, 첨가제, 용

매와 같은 사용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단시간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

지 소비도 적은 편으로 환경 친화적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방사선 경화를 통해 저온 (실온)에서 빨리 경

화할 수 있는 (10초 이내) 에폭시와 방사선조사에의해 속경화 할 수 있는 조건을

발굴하고 그 미케니즘을 규명하였으며 동시에 고분자의 내부 탄성도, 구조 제어 및

전도성 입자 흡착을 위한 개질 기술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본 기술이 상용화

에 응용되기 전 극한 조건에서 동작할 수 있는 신뢰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실제로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 하였다.

가. E-beam 경화형 Epoxy레진 대상 선정 및 방사선이용 경

화연구

1. 재료의 선정

그림 1와 2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한 두 종류 수지의 화학구조를 보이고 있다. 범

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에폭시인 Bisphenol-A (BPA) type 에폭시이다. BPA의

장점은 반응성이 풍부하고 경화제와 변성성분의 선택에 따라 광범위한 경화물성이

얻어지며 수축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강인성과 고온특성, 내약품성등이 좋으며 접

착성이 뛰어나다. 사용한 에폭시는 국도화학의 YD-011로 실험시에 다루기 편한 상

온에서 고형인 분자량을 선택하였다. YD-011의 EEW (g/eq)는 450-600이고

softening point는 60-70 ℃이며 비중은 1.16-1.20이다. 두 번째 수지로는 BPA 에폭

시 아크릴레이트이다. 개시제나 경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경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사용한 grade는 미원에서 판매하는 PE 210이며. n이 1-2사이로 상온에

서 반고형이다. 에폭시와 에폭시 아크릴레이트를 섞어 사용하여 점도를 조절하거나

개시제와 경화제등의 사용량을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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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isphenol A type epoxy 화학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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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isphenol A type epoxy acrylate 화학구조식.

  에폭시를 경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열경화, UV경화가 있으며 본 연구에

서 수행하는 전자선경화와의 경화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경화 방법에 대한 대표적

인 경화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 3에는 실제 실험에 사용한 에폭시와

에폭시 아크릴레이트에 사용하는 경화제들을 나타내었다. 사용한 경화제는 3가지로

첫째는 열경화를 통해 반응을 일으키는 이미다졸계인 1-benzyl-2- phenylimidazole

(1B2PZ)이다. 담황색을 띠고 있는 액체 또는 고체로 녹는점 약 40 ℃이고 반응온도

는 92-173 ℃(Actively reacted range :128 ~ 173 ℃)이다. 특성으로는 접착성, 내열

성, 무착색성이 우수하고 저-탈탄산 (low decarboxylation)의 특징이 있다. 에폭시의

열경화를 일으키는 경화제이며 동시에 가속제의 역할을 한다. 우수한 특성으로 인

해 기존의 ACF용 에폭시에 이미다졸계 경화제가 쓰인다. 이미다졸은 안정한 경화

제로서 수지와 섞여 있어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다가 열을 주면 경화하는 잠재성 경

화제이다. 비교적 고온에서 반응하는 경화제 이므로 열에 대한 반응을 배제하고 방

사선 조사에 의한 경화 효과를 열경화와 비교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두 번째로는 광개시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α-Hydroxyl ketone (brand name:

Irgacure 184)를 사용하였다. 흡수하는 UV range는 200-280 nm이다. 에폭시와

Epoxy acrylate 수지에 섞어 사용하여 UV에 의해 경화반응을 일으키므로 전자선

조사의 경우와 반응 기작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세 번째는 전자선에 의해

반응을 개시하는 양이온성 개시제인 N-Benzylquinoxalinium Hexafluoroantimonate

(N-BQH)이다. 판매하지 않으므로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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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uring agents. 왼쪽부터 1B2PZ (1-benzyl-2-phenylimidazole), Irgacure

184 (α-Hydroxyketone), N-BQH (N-Benzylquinoxalinium Hexafluoroantimonate).

N-BQH의 합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참조).

- 500 ml 병에 Quinoxaline 26 g (200 mmol)과 benzyl bromide 102.6 g (600

mmol)을 넣는다.

- 상온에서 11일 동안 stirring을 한다. (검은색의 용액이 짙은 녹색으로 변함)

- Poresize 0.1 ㎛ filter로 여과시켜 고형분을 얻는다.

- D.I Water를 120 ml 넣고 (흰색의 결정물), 여과한다.

- Methanol에 녹인 후, NaSbF6 31.04g (120 mmol)을 넣고 여과 후 세척한다. 

+
CH3CN

SbF6 in H2O

<Quinoxaline> <Benzyl bromide> <BQH>

+
CH3CN

SbF6 in H2O

<Quinoxaline> <Benzyl bromide> <BQH>

그림 4. N-BQH의 합성 방법.

2. 실험 및 분석 방법

2.1 시료의 준비

Bisphenol A type epoxy는 고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용매로 Methyl Ethyl Ketone

(MEK)을 사용하여 8 : 2 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80 ℃, 30분 동안 초음파처리 하여

적당한 점도의 액체로 만들어 작업성을 높였다. Bisphenol A type epoxy acrylate

역시 상온에서 반고형에 가까워 취급상의 어려움이 많아 같은 비율로 MEK와 혼합

하여 적절한 점도로 만들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처음 시료는 필름상의 ACF와 유사

한 형태로 준비하기 위해 meyer bar를 사용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50 ㎛의 일정

한 두께를 갖는 샘플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한 개 당 샘플의 양이 경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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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무정형의 고체인 에폭시에 전자선을 고르게 조사하

기 위해 일정한 두께를 갖는 에폭시 시료를 만들 수 있는 테플론 재질의 몰드를 제

작하여 사용하였다. 제작한 몰드의 dimension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5

7

3 50.5

1

5

7

3 50.5

1

5

7

3 50.5

1

5

7

3 50.5

1

그림 5. 제작한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mold (단위는 cm).

시료를 제조하는 방법은 그림 6에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에폭시의 solvent인 MEK

에 8 : 2 (epoxy : MEK)의 비율로 에폭시를 녹여 점도가 있는 액체로 만들고 이

액체에 경화제를 비롯한 첨가제를 넣어 섞은 후, 2.2 g을 mold에 붓고 60 ℃의 열

풍 오븐에서 5시간동안 건조시켜 용매를 제거한 뒤 핀셋을 사용하여 시료를 탈착시

킨 후 이형지위로 옮기어 사용하였다.

그림 6. 시료의 제조 방법.

2.2 전자선 조사

방사선의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보유한 선형 전자선

가속기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선형 전자선 가속기는 그림 7에, 이의 제원은 표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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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실제 선형 전자선 가속기 모습.

Parameters Specification

RF energy source Klystron

Beam energy 10 MeV

Beam power 10 kW

Beam current 0.5~1 mA

Scanning dimension 800 x 20 mm

Dosage control 1kGy / pass (take 10s)

표 1. 선형 전자선 가속기 UELV-10-10s 의 제원.

3. E-beam 조사용 ACF 실험장치 설계

E-beam 조사용 ACF 실험장치를 자체 설계 제작 하였다. 도면(그림8)과 제원(표2)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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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치설계도

그림 8. E-beam 조사용 ACF 실험장치 설계도면.

3.2 빔포트 및 빔조사테이블 제원

빔포트 가로 93 cm
빔포트 세로 4 cm

선반-빔포트 거리 30 cm
선반-바닥 거리 150 cm

바닥-빔포트 거리 180 cm
샘플 선반 가로 140 cm
샘플 선반 세로 80 cm

Table 가로 110 cm
Table 세로 335 cm
속도 설정 1~6 hz

6hz설정 속도 0.1 m/s
Pad에 가해지는 압력 45~ 70 N[4]

표 2. 빔포트 및 빔 조사테이블 제원.



- 20 -

이렇게 준비한 편평한 Polypropylene (PP) 용기에 배열하고 얇은 Polyethylene

(PE) bag에 넣고 밀봉하여 질소를 충전시킨 후 Electron Beam (EB, 전자선)을 조

사하였다. 경화제의 양을 달리한 각 시료를 5-500 kGy 사이의 조사량을 달리하여

처리하였다

4. 결과

샘플의 경화 거동 조사는 기본적으로 경화도 (Degree of Cure) 측정,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와 TGA (Thermogravimetric analyzer)사용한

열적 분석과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Raman

Spectroscopy를 사용한 화학적 분석으로 나뉜다. 열적분석의 경우 10 ℃/min의 승

온속도로 DSC는 300 ℃까지 TGA는 800 ℃까지 측정하였다. FT-IR (Nicolet 680)

을 이용하여 No. of Scan 128, resolution을 4로 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Raman

Spectroscopy (Renishaw, microRaman)는 입사광으로 633nm를 갖는 He-Ne laser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된 샘플들의 경화도 측정은 경화된 시료를 Methyl ethyl ketone (MEK)에서

24시간 담지시키어 세척하여 가교가 되지 않은 고분자를 제거한 후 80 oC의 열풍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추출 전 후의 무게와 비교하여 다음의 식으로부

터 계산하였다.

경화도 (%) = {(Original Weight - Extracted weight)/ Original Weight} × 100

4.1. 에폭시 수지 단독의 전자선 경화

YD-011 에폭시 수지의 시료를 제작하여 질소 분위기하에서 전자선 경화를 시도하

였다. 그림 9는 방사선 조사 후 시료 색상의 변화를 관찰한 사진이다.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시료의 색깔이 노란색을 띠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반응이 진행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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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시료의 색상 변화

상기 시료의 경화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화도는 조사

량을 500 kGy까지 증가시켜도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에폭시수지

의 경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료 색상의 변화는 에

폭시 수지 내에서 전자선에 의해 발생한 발색반응임을 알 수 있다. 보통 알려진 대

로 경화된 에폭시가 노출되어있을 경우 노란색을 띠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분석은 DSC에 의한 열분석에서도 검증할 수 있다. 전자선을 조사한

이후 가열하면서 열의 출입을 관찰하였다. 그림 10의 우측 그림을 보면, 150 kGy까

지는 DSC상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는 열적인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200 kGy를 조사한 이후에는 가열에 의하여 열적 반응이 발생하는

데 이는 전자선 조사에 의해 발생한 화학적 변화로 인한 열 반응성의 생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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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에폭시만 사용한 방사선 조사량별 경화도와 DSC 그래프

분광 분석의 결과도 전자선조사에 의한 에폭시의 반응은 거의 없음을 증명하고 있

다. 그림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자선 조사량에 따라 FTIR peak에 거의 변화

가 감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500 kGy의 조사 시에 1700 ㎝-1부근과 1395

㎝-1 부근에서 작은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림 11. 에폭시만의 방사선 조사량별 방사선 경화 샘플의 FT-IR 그래프

우측의 그림은 열경화 분석과 마찬가지로 830 ㎝-1에서 나타나는 aromatic ring의

특정 peak을 internal standard로 사용하여 상대적인 epoxide peak (916 ㎝-1)의 분

광 세기 (intensity)를 비교하면 base line의 변위를 제외하고는 epoxide peak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2 개시제를 첨가한 에폭시의 전자빔에의한 경화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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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속경화 조건을 만족시키는 에폭시 필름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도화학에서 제공

하는 고형의 에폭시인 YD-011(비스페놀 A)을 시작 시료로 하여 여기에 여러 종류

의 개시제(이미다졸)를 첨가하여 다양한 에너지의 전자빔을 조사하였다 (1 ~ 550

KGy). 또한 이들은 열에 반응하는 에폭시이기에 전자빔과 자외선 그리고 열을 이

용한 경화실험을 진행하였던 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경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YD-011과 상대적으로 당량(equivalent)

이 낮은 YD-128을 함께 사용하였다. YD-128의 화학구조식은 그림 12에 나타내었

다. 참고고 YD-011 과 YD-128 의 당량은 각각, 470g/eq와 186g/eq이다.

그림 12. YD-128의 화학구조식.

경화여부를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던바,

모든 시료에서 뚜렷한 유리전이온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가 발견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경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며 결과적으로 이들 에폭시는

전자빔에 대한 경화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DSC 측정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으

며 실제 시료 사진 및 DSC 측정결과는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시료번호
시료 질량 

(mg)

전자빔 조사량

(kGy)

유리전이온도 (Tg)

on set (℃) midpoint (℃)

#1 5.0 0 24.17 28.90

#2 6.7 5 15.12 21.21

#3 4.5 50 19.88 25.06

#4 4.0 130 12.41 18.15

#5 7.5 200 14.12 20.97

#6 9.2 500 14.06 20.43

표 3.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YD-011 시료의 DSC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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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YD-011의 전자빔이 조사된 후 시료 모습과(위),

DSC 측정결과(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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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화제를 첨가한 에폭시의 전자빔에 의한 경화도 측정

경화제의 종류에는 저온에서 반응하는 경화제와 자외선에 반응하는 경화제가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서일화학에서 구입한 150 ℃까지의 저온에서 반응하는 경화제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참고로 여기서 경화제라 함은 에폭시 자체의 경화가능성이 낮

을 때 경화시키는 물질을 의미하며, 개시제라 함은 에폭시 자체가 경화가능성이 높

을 때 그 시작을 열어주는 물질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에폭시 자체의 경

화가능성이 높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용어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와 경화제의 비율을 9:1 의 비율로 섞어 막의 두께를 50 μ

m 이내로 유지하였고 전자빔선량은 1 ~ 550 kGy까지 조절하였다. 시료의 갯수는

YD-011과 YD-128의 경우 각 39개씩 총 78개를 준비하였다.

DSC 분석 결과, 어느 정도는 경화가 일어났으나 완전한 완전경화는 일어나지 않았

다. 명확한 경화여부는 정량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주관적인 해석의 의존하

지만, 일반적인 경화도 분석법에따라 본 연구에서 경화는 점성이 없어져야 완전경

화로 판단하였다. 경화제가 첨가된 YD-011의 DSC분석 결과를 그림 14와 표 4에

나타내었다. 완전경화가 일어나지 않은 시료의 부분경화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매

시와 soxhlet을 이용하여 추가로 분석실험을 하였다. 그림 15 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가교율이 80% 이상이고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화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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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경화제가 첨가된 YD-011의 전자빔 조사에 따른 DSC 결과(왼쪽)와

실제 시료모습 (오른쪽).

시료 이름
시료 질량

(mg)

전자빔조사량

(kGy)

유리전이온도 (Tg)

on set (℃) midpoint (℃)

#1 12.9 1 7.14 13.57

#2 18.0 5 7.22 13.53

#3 17.3 10 8.26 14.97

#4 18.1 50 9.48 16.60

#5 11.9 90 3.47 9.40

#6 18.7 170 5.79 11.91

#7 14.1 350 3.21 9.32

#8 18.4 550 8.87 15.08

표 4.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경화제가 혼합된 YD-011 시료의 DSC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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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 

선량 (kGy)

에폭시 

질량 ( g)

잔여 에폭시 

질량 (g)

경화비율

(%)*

1 0.1569 0.1426 90.9

5 0.0803 0.0803 100

20 0.144 0.0658 45.7

50 0.0854 0.0533 62.4

130 0.1106 0.1054 95.3

250 0.1025 0.0821 80.1

*경화비율=(남은 에폭시 질/에폭시질량)* 100

그림 15. 전자빔 조사선량 따른 YD-011 시료의 경화비율 측정 결과.

에폭시 수지의 전자선 경화를 돕기 위하여 상기에서 기술한 열경화성 경화제 이외

에도 UV 경화형 개시제인 α-Hydroxyketone과 양이온성 개시제인 N-

Benzylquinoxalinium Hexafluoroantimonate (N-BQH)을 사용하여 전자선에 의한

경화를 시도하였다. 이 경우, α-Hydroxyketone은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N-BQH는

직접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실험의 경우는 그림 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Epoxy + PI : EB Curing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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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에폭시+UV 개시제와 양이온성 개시제 (N-BQH)의 전자선 조사량별

경화도.

하지만 KDU-6561TP75의 경우는 달랐다. KDU-6561TP75는 별도의 경화제를 첨

가하지 않고 에폭시 자체로 자외선에 반응하도록 만든 에폭시이지만 이 에폭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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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에도 반응한다. 이 경우 전자빔 선량을 20, 40 kGy 조사한 후 완전 경화가

이루어졌으며 DSC 결과는 그림 17과 표 5에 나타내었다.

그림 17. 전자빔 조사 선량에 따른 KDU-6561TP75의 DSC 결과(왼쪽)과 실제 시료

모습(오른쪽).

시료 이름 시료 질량(mg)
전자빔 조사량 

(kGy)

유리전이온도 (Tg)

on set (℃) midpoint (℃)

#9 9.8 20 39.72 43.43

#10 13.1 40 44.08 47.72

표 5.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KDU-6561TP75의 DSC 분석결과

또한 경화된 시료의 크랙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자빔이 40 kGy 조사되어 완전

경화된 KDU-6561TP75시료의 단면을 SEM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8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자빔으로 경화된 시료의 경우 크랙성장이 지연된 완만한 크랙과 능선을 가

진 매끄럽지 못한 파단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불규칙하고 곁가지가 많은 크

랙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자빔 경화의 경우 가교구조를 이루는 일종의 곁가

지인 짦은 사슬 네트워크가 전단응력을 분산시켰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비교적 높

은 충격강도를 갖는 연성 파괴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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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0kGy 전자빔이 조사된 KDU-6561TP75 시료의 단면적을 SEM으로

측정한 결과.

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에폭시 수지의 경화 특성 분석

Bisphenol A type epoxy acrylate의 UV를 이용한 광경화성을 물리적인 경화도

분석과 FTIR, Raman을 이용한 분광학적 분석 결과, Bisphenol A type epoxy

acrylate는 광개시제의 존재하에 저온에서 빠르고 뛰어난 광경화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Bisphenol A type epoxy arcyrlate의 전자선에 의한 경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전자선에 의해 경화된 경화물의 FTIR, Raman을 이용한 분광학

적 정량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화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1. 분광학적, 열적, 물리적 분석을 위한 시료의 준비

연구에 사용한 Epoxy acrylate는 상온에서 액상이긴 하지만 점도가 매우 높아 다루기가 어

렵기 때문에 Methyl Ethyl Ketone (MEK)를 사용하여 적당한 점도의 액체로 만들어 작업성

을 향상시켰다. Epoxy 연구를 토대로 Epoxy acrylate와 MEK를 8 : 2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다루기 쉬운 점도로 낮춰서 사용하였다. FTIR spectroscopy, Raman spectroscopy등의 분광

학적 분석과 DSC를 이용한 열 분석, 용매 추출법을 이용한 물리적 경화도 분석을 위한 샘플

은 필름상의 ACF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epoxy 열경화 시료의 준비 방법을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를 갖는 Epoxy acrylate film을 만들 수 있는 PTFE (Polytetrafluoroehylene) 재

질의 mold를 사용하였다. 샘플의 제조 순서는 Epoxy acrylate : MEK 의 비율을 8 : 2의 중

량비로 혼합하여 점도를 낮춘 후, 이 solution에 필요 시 UV 경화용 Photo initiator (PI,

Irgacure 184)를 첨가하여 섞은 후, 그중 2.2 g을 PTFE mold에 붓고 90 ℃ 열풍 오븐에서

5시간동안 건조시켜 MEK를 제거한 뒤 트위저를 사용하여 film을 mold에서 탈착시

키고 이형지 위에 옮겨 전자선 경화용 시료를 제조하였다. E-beam에 의한 경화속

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UV 경화용 Photo initiator를 첨가하였고, 첨가량은 0 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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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phr, 1.0 phr, 2.0 phr, 3.0 phr 로서 개시제의 첨가양에 따른 경화속도의 가속화

를기대하였다 (E-beam 이 조사된 시료의 모습은 그림 19 참조).

그림 19. E-beam 이 조사된 Epoxy acrylate 시요의 모습.

2. Epoxy acrylate의 경화거동 분석

E-beam을 조사한 Film형태 Epoxy acrylate 경화 샘플의 분광학적 경화 거동 분석은 FTIR

spectroscopy (Fourier Transform Infra Red)과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정성 분석

하고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ter)를

이용한 Tg 분석을 통한 경화 거동 분석, 용매추출법을 이용한 물리적 경화도 분석을 수행하

였다.

3. FTIR을 이용한 분광학적 정량 분석

FTIR (Nicolet 680) 에 ATR (Attenuated Total Reflectance) mode를 장착하여 No. of scan

128, Resolution 4cm-1 으로 4000cm-1에서 400cm-1 까지 측정하였다. E-beam에 의한 경화 반

응이 진행됨에 따라, Epoxy acrylate 양 말단의 C=C unsaturated bond의 양은 oligomer간의

가교에 의해 감소하는 반면 Epoxy acrylate의 화학구조상 중심에 위치한 phenyl group의 양

은 가교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에 기초하여 Irgacure 184의 첨가량과 조사량 조건에 따른

정성적인 분석과 더불어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20은 Photo initiator도 첨가하지 않고, E-beam도 조사하지 않은 Epoxy acrylate의 대

표적인 흡수 스펙트럼이다. 흡수 피크중 wavenumber를 표시한 피크는 Epoxy acrylate의 정

성적, 정량적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characteristic peak로서 표 7에서 상응하는

vibration mode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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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for dependent variable Possible for Internal Standard

Wavenumber Explanation Wavenumber Explanation

809 cm-1
Out of plane bending of

C-H on RCH=CH2
829 cm-1

Corresponds to C-H

deformation of

Bisphenol A984 cm-1
Stretching vibration of

the C=C-C=O

1408 cm-1
Corresponds to C=C

deformation of acrylate

group 1724 cm-1
C=O stretching

vibration of the

acrylate monomer
1635 cm-1

Stretching vibration of

the CH=CH2

Characteristic Peaks of Epoxy acrylate :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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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순수한 Epoxy acrylate의 흡수스펙트럼.

표 7. Explanation of Characteristic peaks of Epoxy acrylate

표 7에서 나타나듯이 여섯 가지의 peak들은 epoxy acrylate의 정량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FTIR spectrum 내에 E-beam 조사량에 따른 경화반응에 의해 감소하는 C=C unsaturated

bond와 관련된 dependent variable peak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E-beam 조사량에 관

계없이 경화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흡광량이 변하지 않는 두가지의 peak는 정량 분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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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Standard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예로, 그림 21은 Internal Standard peak인 829cm-1 peak과 1724cm-1 peak을 나타내었다.

1724cm-1 peak의 경우 주변에 다른 특성 peak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dependent variable

peak과 멀리 떨어져 있어 baseline correction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량 분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그림 22와 같이 carbonyl 화합물에 α, β-이중결합이 도입되면 conjugation

effect에 의해 2개의 입체 배열 이성질체 (s-cis와 s-trans)가 가능하여 종종 C=O 흡수 peak

2개가 근접하게 위치하여 관찰된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 있어 C=O 흡수는 이중선으로 갈라

지지 않고 폭이 더 넓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1724cm-1 peak의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이 일정치 않고 peak의 shape이 넓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829cm-1 peak의 경우 dependent variable peak인 809cm-1 peak과 겹쳐있는 단점이 있

지만, dependent variable peak과 가깝고, FWHM의 크기가 일정하므로 정량 분석을 위한 기

준으로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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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poxy acrylate의 internal standard peak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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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Conjugation effect에 의한 입체 배열 이성질체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Epoxy acrylate의 경화 반응의 진행을 나타내는 정성적인 분석과

characteristic peak들의 특성을 토대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E-beam조사에 의해

발생한 자유 radical에 의해 Epoxy acrylate의 양 말단의 C=C unsaturated bond가 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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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됨에 따라 그림 19에서 보인바와 같이 E-beam 조사가 완료된 시료들은 조사량 조건에

따라 809cm-1 특성 peak이 합리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반해 경화 반응

에 참여하지 않는 phenyl ring의 829cm-1 특성 peak의 경우 조사량이 증가하여도

absorbance가 감소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809cm-1 특성 peak을

E-beam 조사에 의한 dependent variable로, 829cm-1 특성 peak을 Internal Standard로 정하

여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Epoxy acrylate 양 말단의 C=C unsaturated bond의 감

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경화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림 23은 Internal Standard peak 인 829cm-1의 absorbance를 0.25로 맞추고, E-beam 조사

량 증가에 따른 809cm-1의 absorbance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 조건의

baseline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No. of scan과 resolution을 고정하

여 측정 조건을 균일하게 하여도 일어나는 현상으로 시료 측정 전에 baseline으로 공기중에

서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시의 공기 중의 미세 물질양의 변화에 따른 noise peak,

혹은 주변의 다른 적외선 활성적인 absorbance가 매우 낮아 noise와 구분 할 수 없는 관능기

peak과 그의 tail 들이 겹쳐져서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제어가 불가능한 noise들은 peak의

위치와 반응에 따른 absorbance의 변화만을 관찰하는 정성 분석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량 분석을 수행 할 때는 큰 오차로 작용하게 되므로 baseline을 빼는 과정이 필요

하다. 왜냐하면 경화 반응의 정량 분석을 위해서는 characteristic peak의 높이나 넓이를 측정

해야 하는데, 매번 다른 기준선에 의한 높이나 넓이의 측정은 정량 분석의 신뢰도를 저하시

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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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beam조사량 증가에 따른 C=C unsaturated bond peak absorbance 감소.

그림 24는 Raw data를 정량분석에 사용되는 Internal standard peak과 dependent variable

peak 이 겹쳐 있는 부분과 양 끝의 tail을 제외하고는 모두 baseline을 잡아서 0으로 수렴시

킨 결과이다. 모든 조건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characteristic peak의 정량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어할 수 없는 noise에 의한 효과를 모두 제거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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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을 빼서 peak의 높이를 측정하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량 분석 방법의 신뢰도를 향

상시켰다.

Baseline을 빼는 과정을 통해 모든 조건의 characteristic peak은 같은 기준선을 갖게 되었

다. 이 과정만으로도 809cm-1 peak과 829cm-1 peak의 겹쳐진 부분을 Cauchy-Lorentzian

distribution funtion을 이용하여 분리하여 높이나 넓이를 측정 할 수도 있지만, 흡수 분광법

의 absorbance의 크기를 설명하는 Beer-Lambert 법칙에 의하면 측정 시 시료의 양의 차이

나 ATR crystal에 시료가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아 생기는 흡광거리의 변화에 의한

absorbance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경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Internal Standard 829cm-1

peak을 모든 조건에 대해서 0.25로 고정함으로써 upper baseline을 형성하여 정량 분석을 위

한 기준을 한 가지 더 추가함으로써 정량 분석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PE 210  Subtracted Bas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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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Raw data와 Baseline이 subtracting된 data.

또한 그림 25에서 보이듯이, Baseline을 빼고 Internal standard 의 크기를 고정함으로써

E-beam에 의한 경화 반응에 의해 Epoxy acrylate 말단의 C=C unsaturated bond 양의 감소

를 정성적으로도 확실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9cm-1 peak과 829cm-1 peak이 겹쳐

있어 상호간의 absorbance에 더해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beam 조사에 의한 C=C

unsaturated bond 의 감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겹쳐진 두 peak을 분리할 필요

가 있다. 겹쳐진 두 peak을 분리하기 위해 Origin 8 pro 의 Cauchy-Lorentzian distribution

을 이용한 multiple fitting 기능을 이용하여, Baseline을 빼고 Internal Standard를 고정 시킨

특성 peak을 분리하였다. 참고로, Cauchy-Lorentzian distribution function은 Spectroscopy에

서 균일한 분포를 갖는 spectral peak shape의 형성을 설명하는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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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210 0phr PI Fix 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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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Internal standard를 고정한 PE 210 0phr Photo Initiator FTIR graph.

아래 그림 26을 보면 seperation 된 특성 peak 들이 서로 겹쳐져 있어서 상호간의

absorbance에 더해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E-beam 에 의한 경화 반응을 정

량 분석화 하기 위해서 peak seperation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Seperated by Cauchy - Lorentzia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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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Cauchy-Lorentzian Distribution function에 의해 분리된 characteristic peaks.

그림 27은 모든 조건에 대하여 특성 peak을 seperation 하여 도시한 그림이다. 실선은

peak seperation을 하지 않은 Baseline을 빼고 Internal Standard가 고정된 data를 나타내고,

같은 색의 점선은 Cauchy-Lorentzian Distribution function에 의해 분리된 peak들을 나타낸

다. 분리된 809cm-1 특성 peak 부분을 살펴보면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absorbance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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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아 경화 반응이 포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에 대해서는 Raman spectroscopy에 대한 정량 분석을 제시한 후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FTIR Fitting Lorentz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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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FTIR spectrum separated by Cauchy-Lorentzian Distribution.

809 cm-1 peak 만을 추출하여 그림 28에 나타내었다. 추출한 809 cm-1 peak을 토대로

E-beam 에 조사되어 경화 반응이 일어난 각 시료들의 absorbance의 높이를 E-beam을 조사

하지 않은 0 kGy의 absorbance 높이로 나누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은 Epoxy acrylate

양 말단의 C=C unsaturated bond의 양을 계산하였고, 경화 반응이 완전히 다 끝난 경우를

100% 라고 생각하고 남은 C=C unsaturated를 빼서 경화도를 산출하였다. 그림 29에 C=C

unsaturated bond양의 상대적인 Residual quantity와 이를 근거로 산출된 경화도를 도시하였

다. 그림 29를 살펴보면 E-beam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화도가 증가하지만, 경화 반응이

80 % 정도로 포화되는 경향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150 kGy의 적은 조사량에도 반

응 포화에 가까운 정도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로서 저온속경화형

ACF matrix로서 Epoxy acrylate의 E-beam 경화 system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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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ng 809cm-1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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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809cm-1 특성 peak 만을 추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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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FTIR Residual Quantity & Degree of Cure 결과.

4.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한 분광학적 정량 분석

Raman spectroscopy의 경우 633 nm 파장의 He-Ne laser를 광원으로 하여 laser power

100%, exposure time 10s로 Raman shift 1000 cm-1에서 3200 cm-1 까지 측정하였다. FTIR

분석에 사용했던 동일한 Film 상의 Epoxy acrylate 시료를 사용하여 Raman spectroscopy로

분석하였다 (그림 30 왼쪽). 633nm 파장의 He-Ne laser 광원의 Raman spectroscopy로

E-beam으로 조사된 Epoxy acrylate 시료의 Stoke scattering 영역을 측정하여 1608 cm-1의

경화 반응에 참여 하지 않는 in plane deformation of phenyl ring peak을 Internal Standard

로 정하고, 1637 cm-1의 E-beam에 의해 가교 되어 감소하는 C=C stretching pea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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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정한 후 FTIR을 사용한 분광 분석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경화도 산출

을 수행하였다.

Full range Raman spectrum of PE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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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Full Raman spectrum & Partial Raman spectrum of Epoxy acrylate 결과.

그림 30의 오른쪽 그림의 Partial Raman Spectrum을 살펴보면 1,608 cm-1의 Internal

Standard peak과 1,635 cm-1의 dependent variable peak이 겹쳐 있고, Raman spectroscopy

역시 FTIR과 같은 이유로 noise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Baseline을 빼고 Internal Standard를

고정하고 Cauchy-Lorentzian distribution을 이용한 peak seperation 과정을 수행하였다. 하지

만 Raman의 경우 FTIR과 달리 어떤 화학구조에 의한 특성 peak인지 알려지지 않은 1,580

cm-1이 1,608 cm-1 Internal Standard peak과 겹쳐 있는데, 이 peak은 1,608 cm-1 peak에 비

해 intensity가 매우 낮고, Cauchy-Lorentzian distribution을 이용한 multiple fitting 결과 역

시 separation peak들이 왜곡되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을 볼 때 이 peak은 무시할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31에서 보다시피, 분리된 1,580 cm-1 peak은 음(-)의 intensity를 갖는 현상이 발생하였

고, 이로 인해 분리된 1,608 cm-1 peak과 1,635 cm-1 peak의 shape은 좋지만 intensity가 증가

되어 peak이 왜곡되어 peak sum이 Baseline이 빼어진 Raw data 와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

하므로 E-beam에 의한 경화 반응의 정량분석에는 1,580cm-1 peak을 포함한 triple fitting은

맞지 않다 (그림 32 왼쪽). 따라서 그림 32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580cm-1

peak을 무시한 채 FTIR과 같이 dependent variable 1,635cm-1 peak과 Internal Standard

1,608 cm-1 peak만으로 double fitting 하여 겹쳐진 peak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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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 fitting : Characteristic peak of R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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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Raman Triple fitting by Cauchy - Lorentzian distribution

PE 210 0kGy Raman Fix 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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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210 0kGy Raman Fitting Lorentz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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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Raman Fix Internal Standard & Fitting Cauchy - Lorentzian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한 정량 분석 역시 FTIR의 결과와 같이 E-beam 조사량이 증가

함에 따라 경화 반응이 진행되어 Epoxy acrylate 양 말단의 C=C unsaturated bond의 특성

peak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다 가시적으로 E-beam 조사량에 따른

dependent variable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635cm-1 peak을 추출하여 그림 33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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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ng R=CH2

Raman shift (cm-1)
1600 1620 1640 1660 1680

In
te

ns
ity

0

10000

20000

30000

40000
0kGy
25kGy
50kGy
75kGy
100kGy
150kGy
200kGy
250kGy
300kGy
400kGy
500kGy
600kGy
700kGy

그림 33. 1635cm-1 peak 만을 추출하여 전자빔조사량에 따른 Raman 분석 결과.

이를 바탕으로, E-beam으로 조사시켜 경화된 각 시료들의 absorbance를 E-beam에 노출되

지 않은 0 kGy absorbance로 나눠 residual quantity를 구하고, 이를 토대로 경화도를 산출

하여 결과를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FTIR 결과와 유사하게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한

정량 분석의결과, Epoxy acrylate에 E-beam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화도가 증가하는 경

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700 kGy까지 조사시킬 경우 경화도가 약 92 %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TIR 결과보다는 약간 높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Lorezian distribution에 의한 분광학적 분석이 정량 분석으로 응용되기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상기의 개발한 두가지 분석 방법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E-beam에 의

한 Epoxy acrylate의 상온 속경화 특성으로 볼 때 Epoxy acrylate가 ACF용 matrix 수지로

서 매우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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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Raman Residual quantity & Degree of Cure 결과.

5. FTIR과 Raman spectroscopy의 비교 정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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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과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한 분광학적 정량 분석의 결과 Epoxy acrylate는 Epoxy

에 비해 E-beam을 이용한 저온 속경화에 매우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유

사한 Internal Standard characteristic peak과 dependent variable characteristic peak을 사용

하여 분석한 FTIR과 Raman spectroscopy의 경화도 차이가 발생하는 의문점이 대두되었다.

그 문제는 Raman spectroscopy분석 결과에서는 C=C unsaturated bond characteristic peak

이 E-beam에 의해 거의 사라지는데, FTIR의 분석 결과 700 kGy까지 E-beam을 조사시켜도

809 cm-1 peak이 20 % 정도로 남아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Epoxy acrylate를 이용한 다

른 광경화 연구 사례를 찾아본 결과 역시 809 cm-1 peak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면

경화도가 약 80% 정도로 포화되는 현상을 동일하게 발견 할 수 있었다. 이 현상에 주목하여

FTIR의 809 cm-1 peak의 근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었고, Epoxy acrylate의 기원인

Epoxy를 FTIR로 분석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Epoxy는 상품명 YD-128의 액상으로서

Epoxy acrylate와 비교할 때 말단의 화학구조만이 epoxide와 acrylate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그림 35는 Epoxy인 YD-128과 Epoxy acrylate인 PE 210 0 kGy, 700 kGy FTIR data를

Baseline을 잡고, Internal Standard를 고정시킨 그래프이다. 그림 36에서 보다시피 809 cm-1

위치에서 YD-128의 absorbance가 PE 210의 absorbance 보다 약간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Epoxy acrylate의 남은 809 cm-1 peak의 absorbance 양이 Epoxy acrylate

의 합성 과정 중 미반응된 Epoxy에서 도래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량 분석 방법을 이용

하여 YD-128의 809 cm-1 peak의 absorbance를 추출하여 FTIR을 이용한 경화도를 재 산출

하였다.

Epoxy와 Epoxy arylate의  809cm-1 peak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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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Epoxy와 Epoxy acrylate의 809cm-1 peak 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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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Quantity & Degree of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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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YD-128, epoxy acrylate의 809cm-1 특성 peak(좌)과 YD-128을 이용하여 재 산출한

Residual quantity와 경화도(우).

즉, YD-128에서 유래한 809cm-1 peak의 absorbance를 빼어 경화도를 산출하면 경화도가 약

89%에 이르러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한 정량 분석 결과와 유사해 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FTIR & Raman Residual quantity , Degree of Cur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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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FTIR과 Raman의 Residual quantity, Degree of Cure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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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매추출법을 이용한 물리적 경화도 분석

Film 형태의 Epoxy acrylate 시료가 E-beam에 의해 경화될 때 3차원 망상 구조를 형성하

는데, 대부분의 oligomer들의 경우 crosslink를 형성하며 경화 반응에 참여한다. 하지만 일부

경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oligomer들은 형성된 망상 구조 내의 공간에 trap되는 현상이 발

생한다. 이러한 미 반응 Epoxy acrylate를 Solvent 환류 장치인 Soxhlet을 이용하여 추출해

내었다. 약 200mg의 film 형태의 Epoxy acrylate 시료를 샘플 홀더 (Sample holder) 역할을

하는 glass filter에 넣고, 24시간동안 MEK (Methyl Ethyl Ketone) 를 90℃로 가열하여 환류

시킨 시료를 Al dish에 놓고 시료 표면에 엉겨 있을 수도 있는 미 반응된 oligomer를 제거하

기 위해 MEK로 한번 더 세척한 후, 90℃ 열풍 오븐에서 24시간동안 건조 시킨 후의 질량을

재서 추출 후의 시료의 질량과 추출 전의 시료의 질량 비율을 계산하여 물리적 경화도를 측

정하였다.

7. Epoxy acrylate의 E-beam 경화 가속 실험

광개시제 (photoinitiator, PI)를 첨가하지 않은 상기의 실험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Epoxy

acrylate를 MEK와 8 : 2 비율로 섞고, 열풍오븐에서 MEK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조건에 따

라 PI를 첨가한 후 30분씩 sonication 시켜 PI가 Epoxy acrylate내에 고루 분산되도록 하였

다. PI첨가 조건은 0.5phr, 1.0phr, 2.0phr, 3.0phr로서 phr (parts per hundred resin)라 함은

100g의 수지에 첨가되는 용질의 양을 말한다. 우리가 사용한 Photo intiator인 Irgacure 184는

acrylate type의 resin의 광경화에 적합한 제품으로 경화 반응 중 산소의 영향이 적고, 개시

제 첨가에 의해 발생하는 황변 현상 (Yellowing Effect) 이 적으며 빠른 경화 속도가 장점이

다. Irgacure 184는 흰색의 powder type으로 Molecular weight 204.3 g/mol, Specific gravity

1.17이며 200nm에서 400nm의 UV를 흡수하여 다음과 같은 mechanism에 의해 free radical

을 형성하여 radical polymerization을 개시한다 (그림 38과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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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그림 38. Irgacure 184 화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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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UV Radiation
+

Monomer
Polymer

그림 39. Free radical formation 메커니즘 화학식.

위의 mechanism처럼 Irgacure 184는 UV에 의해 radical을 형성하므로 UV보다 에너지가

큰 E-beam에 의해서도 radical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고, 생성된 free radical에 의한

경화 속도 가속화를 기대하였다. 경화 반응 가속화에 적절한 첨가량을 찾기 위해 0.5 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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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hr, 2.0 phr, 3.0 phr 의 조건으로 Epoxy acrylate E-beam 경화 system을 설계하였다.

8. FTIR을 이용한 분광학적 정량 분석

Photo initiator를 첨가하지 않은 0 phr Epoxy acrylate E-beam system과 같은 방법으로

FTIR을 이용한 분광학적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일하게 E-beam 조사에 의한 dependent

variable characteritic peak인 809cm-1 의 감소량을 분석하여 반응 속도를 비교하였다 (그림

40 참조). 0 phr system의 분석 결과, 저조사량에 의해서도 경화 반응이 거의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때, 반응 속도의 가속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조사량 시료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809cm-1 peak을 추출하여 E-beam 조사량에 따른 반응 정도를 각 Photo initiator 조건

별로 살펴 본 후,Photo intiator 첨가량에 따른 반응 속도를 분석하여 결과를 그림 41과 표 8

에 나타내었다. Photo initiator가 첨가된 Epoxy acrylate E-beam 경화 system의 FTIR 정량

분석 결과 Photo intiator가 없는 system의 경우처럼 저조사량에서 경화 반응이 상당히 진행

되었으며, 700kGy 고조사량에서의 경화도 역시 약 80% 정도로서 거의 유사한 경향성을 나

타낸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Photo initiator 양의 증가에 따른 최종 경화도는 별

차이가 없지만 저조사량에서의 경화도는 Photo initiator의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UV용 Photo initiator에 의한 경화속도 향상이 확인 되었다.

9.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한 분광학적 정량 분석

FTIR 분석과 같은 시료를 사용하여 Raman Spectroscopy에 의한 분광학적 정량 분석을 이

용하여 경화속도를 고찰하였다. E-beam 조사에 따른 dependent variable peak인 1,635 cm-1

의 Raman shift 감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42 참조). 결과적으로 photo initiator가

첨가된 Epoxy acrylate E-beam 경화 system을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

한 결과, FTIR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Photo initiator가 없는 경우와 유사한 경화 거동

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photo initiator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경화속도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고, Raman 분석의 경우 Photo initiator양에 따라 최종 경화도 역시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Photo initiator가 첨가된 Epoxy acrylate E-beam 경화 system을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하

여 정량 분석한 결과는 2.0phr을 제외하고는 Photo initiator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경화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100kGy 이상의 고조사량에서는 경화 반응이 거의 포화됨을

확인하였고, 10kGy 3.0phr Photo initiator의 FTIR 분석의 경우 경화도가 71%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실제 ACF에 본 경화 system을 응용할 경우 10초 내의 속경화도 가능하리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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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phr PI FTIR : 809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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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phr PI FTIR : 809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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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Photo intiator 조건에 따른 809cm-1 peak의 정량 분석 (좌), Residual quantity &

Degree of Cure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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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age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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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양

조사량 
0.5phr 1.0phr 2.0phr 3.0phr

5kGy 52.36% 58.78% 50.51% 64.16%

10kGy 57.76% 68.53% 60.34% 71.6%

15kGy 59.52% 68.39% 60.34% 69.02%

20kGy 66.2% 71.91% 57.64% 73.34%

그림 41과 표 8. Photo initiator양에 따른 저조사량의 경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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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Photo initiator 조건에 따른 1635cm-1 peak의 정량 분석 (좌), Residual quantity &

Degree of Cure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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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SC를 이용한 열분석

Photo initiator를 첨가하지 않은 열분석과 마찬가지로 시료를 powder 형태로 만들어 40μl

Al crucible과의 thermal contact이 용이하게 한 후, 약 7 mg씩 정량을 넣어 30 ℃부터 200

℃ 까지 10 ℃/min의 승온 속도로 산소에 의한 시료의 산화를 막기 위해 99.999% 질소 분위

기 하에서 측정하였다. 시료들의 E-beam 조사에 의한 발생한 열과 상온 보관 등에 의해 발

생한 thermal history를 제거하기 위해 30 ℃부터 200 ℃까지 10 ℃/min의 승온 속도로 한

번 측정한 후, 공랭식으로 30℃까지 냉각하여 같은 조건으로 두 번째 측정한 data로 Tg 변

화를 분석함으로써 E-beam 조사량 증가에 따른 경화 거동을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4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hoto initiator별 조사량에 따른 Tg 분석 결과 초기 조건에 비하여 조사

량이 증가할수록 Tg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조사량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경화도의 증가는 파악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광학적 분석과 같이 경화도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엔 용이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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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phr Photo initiator : Tg Variation by E-beam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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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Photo initiator 첨가량 별 E-beam 조사에 의한 Tg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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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매 추출에 의한 물리적 경화도 분석

모든 조건의 시료를 Soxhlet Extractor를 이용하여 추출 후의 무게를 추출 전의 무게로 나

눠 경화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4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분석 결과 모든 조건의 시료들이

88% 이상의 경화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조사량과 Photo initiator의 첨가량의 변화에 대한 경

향성도 찾아 볼 수 없어 Soxhlet을 이용한 경화도 분석은 Epoxy acrylate가 E-beam 조사에

의해 경화 반응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전할 뿐, 정량적인 분석이나 Photo initiator에 의한 경

화 반응 속도 향상을 도출해 낼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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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조사량에 따른 Photo initiator phr별 경화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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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화 시편의 물리/기계적 특성 평가

1. Tensile Strength 분석

전자선에 의해 경화된 epoxy acrylate의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기위해 Film형 Epoxy

acrylate 시료의 제조 방법과 동일하게 Epoxy acrylate : MEK 의 비율을 8 : 2로 하여 혼합

한 후, 90℃의 열풍오븐에서 5시간동안 건조하여 MEK를 제거 한 후, 조건 (0.5phr, 1.0phr,

2.0phr, 3.0phr) 에 맞게 Photo initiator를 첨가하여 인장 강도 시편 제작을 위한 기본 시료를

제조하였다. Plastic material 의 tensile strength 측정에 사용되는 ASTM D638 규격을 사용

하여 인장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한된 E-beam 조사 table에 시료를 조사시키기 위해 인장

시편용 몰드(mold)를 제작하였다. 음각의 E-beam 조사용 몰드를 제작하기 위해, 그림 66과

같이 먼저 1차 양각 몰드를 설계하여 제작 한 후, 2차로 Si Rubber를 재료로 하여 음각의

E-beam 조사용 몰드를 제작하였다 (그림 45 참조).

인장시편 양각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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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인장 시편 제작용 몰드의 설계도.

초기에는 몰드의 강도를 고려하여 Steel을 재료로 하여 1차 양각 몰드를 제작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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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 양각 몰드의 경우 별도의 이형액이 다량 필요하며 2차 몰드의 경화시간이 약 8시간

으로 제작 시간이 긴 단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크릴 재질의 1차 양

각 몰드를 제작하였다 (그림 46 참조). 아크릴 재질의 1차 양각 몰드는 충격에 약하여 취급

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이형액이 필요 없고 실리콘 경화시간이 약 4시간으로 상대

적으로 제작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그림 47과 같이 Dow Corning 사의 mold making용 Si rubber (Silastic 3481) 과 Curing

agent (Silastic 81NW)를 20 : 1의 중량비로 혼합한 후, 제작한 1차 양각 몰드에 붓고 상온에

서 경화시켜 E-beam 조사용 2차 음각 몰드를 제작하였다.

그림 46. 1차 양각 몰드

그림 47. E-beam 조사용 Si mold 제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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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장용 시편의 전자선 조사

그림 47에서 제작한 실리콘 E-beam 조사용 2차 음각 몰드에 Epoxy acrylate 시료를 부어

넣고, PP (Polypropylene) tray에 넣고 다시 PE (Polyethylene) bag에 넣어 질소 충전하여

E-beam을 조사하였다. 즉 인장용 시료는 실리콘 몰드에 넣어진 채로 전자선을 조사하였다.

조사 후, 시편을 몰드에서 제거하여 물성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48은 전자선 조사 후 몰드

에서 제거된 인장시편을 나타냈다.

그림 48. E-beam에 의해 경화된 Epoxy acrylate 인장 강도 측정용 시편

3. 인장 강도의 측정

UTM (Universal Test Machine)을 이용하여 제조된 인장 시편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고,

그림 49와 같이 인장강도 측정용 전용 Jig에 시편을 걸고 50mm/min의 인장율로 분석하였다.

그림 49. 인장 시편 측정 용 Jig. 측정 전 (좌), 측정 후 (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Tensile strength at Maximum Load (MPa)을 측정하여 Epoxy acrylate

E-beam 경화 시편의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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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Strength : 3.0phr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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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Strength : 2.0phr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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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Strength : 0.5phr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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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Tensile Strength at Break

그림 50에는 각 시료의 인장강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장 강도의 분석 결과 초기 조사

량에서 인장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150kGy 이하의 초기 조사량을 지난 후에는 조사량이

증가에 따른 인장강도의 증가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150kGy 이하의 저조사량에서 이미

경화 반응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FTIR과 Raman을 이용한 분광학적 정량분

석의 결과와 부합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Photo initiator를 사용한 경우는 경화속도가 증가하

여 100kGy 정도의 조사량에서 이미 인장강도가 거의 포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경화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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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포화 인장 강도 수준이 (42Mpa ± 3)을 나타내어 Epoxy

acrylate만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약간 적은 값을 가지고 있어 PI의 사용으로 인해 인장

강도가 약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Epoxy acrylate의 E-beam 경화 system은 기

존의 열경화 Epoxy에 비하여 유사한 기계적 성질을 유지하면서 상온에서 속경화가 가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PI를 사용함으로서 경화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접착 강도 측정을 위한 시료의 제조

Film형 Epoxy acrylate 시료의 제조 방법과 동일하게 Epoxy acrylate : MEK 의 비율을 8 :

2로 하여 혼합한 후, 90 ℃의 열풍오븐에서 5시간동안 건조하여 MEK를 제거 한 후, 조건

(0.5 phr, 1.0 phr, 2.0 phr, 3.0 phr) 에 맞게 Photo initiator를 첨가하여 Peel test를 위한 기

본 시료를 제조하였다. 기본 시료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며 코팅하기 위해 15 mm x 100

mm x 0.03 mm의 PI (Poly imide) film을 90 ℃ 열풍 오븐에서 30분 동안 가열시킨 철판 위

에 고정을 시켰다. 철판 위에 PI (Poly imide) film을 고정시킨 후 접착 시의 defect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Ethanol을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약 500 mg의 기본 시료를

붓고, meyer bar (Bar coater)으로 천천히 일정한 힘을 가하여 PI (Poly imide) film에 60μm

두께로 고르게 코팅이 되도록 하였다. 기본 시료가 코팅된 두 개의 PI (Poly imide) film을

Jig로 고정시킬 끝 부분의 1cm를 제외하고 잘 포개어 롤러로 밀어 기포를 제거하였다. (그림

51 참조) 제조된 Peel 시료를 PP (Poly propylene) tray에 배열하고, 5 ~ 700 kGy 까지

E-beam을 조사하였다. 이때 그림 5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자빔 조사는 PI film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므로 PI film에 의한 전자빔의 감쇄가 경화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1. Peel test 시료의 제조 방법

5. Peel test

그림 53과 같이 Jig에 시료의 Epoxy acrylate가 없는 부분을 잡고, UTM (Universal Test

Machine)을 이용하여 180 o로 50 mm/min의 인장율로 인장하여 접착 강도를 측정하였다. 시

료의 접착 부분 중 5 cm만 떼어 Max strength를 측정하여 접착 강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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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E-beam 조사 모식도 그림 53. Peel test

그림 54는 측정한 접착강도를 보이고 있다. 접착 강도의 분석 결과 현재까지는 300 kGy 이

하의 조사량에서는 거의 접착 강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이 완료된 시료의 파단면

을 분석한 결과 300 kGy 이하의 조사량에서는 끈적이지는 않지만, Epoxy acrylate의 경화

반응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 있는 상태로 판단되었다. 실제 손으로 뜯어 본 결과 300 kGy

이하의 조사량 시료들은 접착력이 없이 쉽게 박리되었다. 이는 PI (Poly imide) film에 의한

차폐 효과로 E-beam 조사량이 감소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극

복하고, Epoxy acrylate E-beam 경화 system의 접착 강도 분석을 위해 현재 구체적인 실험

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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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각 Photo initiator phr별 Pee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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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화에 필요한 타당성 연구

1. KDU-651TP7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선정하고 합성된 Epoxy 계열의 resin이 ACF의 matrix로서 응용되기

위해서는 전자선이 기판을 통과하여 resin을 경화시켜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에폭시 시료 앞에 적정 두께의 금속물질로 전자빔을 가리고 경화도를 측정

하였다. 즉, 실용화에 앞서 본 에폭시를 전자빔장비에 직접 응용할 경우 ACF에 적

절한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in-situ 형태로 압력을 가하면서 동시에 전자빔을 조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ACF bonding전용 장비를 제작하여 사용 했으며,

시료와 전자빔 사이에 적정 두께의 알루미늄판으로 에폭시에 가압을 하면서 동시에

전자빔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 응용시 ACF의 기판의 두께를 고려하여 1

mm, 2 mm, 3 mm 두께의 Aluminium sheet를 이용하여, 전자선 경화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전자빔을 조사하여 에폭시를 경화시킨 후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경화도를 유리전이온도측정과, gel-fraction 측정 (그림 55), 그리고 Raman 스

펙트럼 분석 (그림 56)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던 바, 최대 3 mm 까지

의 알루미늄판은 20 kGy의 전자빔을 시료에 조사하였을 경우 경화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55. 3 mm 두께의 알루미늄판으로 시료를 전자빔으로부터 막은 경우 (3 mm)

와 가림막이 없는 경우 (0 mm) DSC를 이용한 유리전이온도 측정 결과 (왼쪽)와

gel-fraction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오른쪽) 20 kGy 전자빔 조사후 경화도 분

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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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3 mm 두께의 알루미늄판으로 시료를 전자빔으로부터 막은 경우 (왼쪽)

와 가림막이 없는 경우 (오른쪽) 20 kGy 전자빔을 조사한 시료의 Raman 분석법

을 이용한 경화도 분석 결과.

2. Bisphenol A type epoxy acrylate의 경우

시료의 제조 방법은 점도가 높은 BPA-EA는 용매나 반응성 희석제를 사용하지 않

고 70 ℃로 30분 동안 가열하여 점도를 낮춘 후 ASTM D638 규격에 맞게 제작된

실리콘 몰드에 붓고, GEA는 점도가 낮아 별도의 점도 저하 과정 없이 실리콘 몰드

에 붓고, 그 위에 1, 2, 3 mm 두께의 Aluminium sheet를 각각 약 1 cm 간격을 두

고 고정한 후, 조사량 조건에 따라 PP tray에 배열한 후 PE 지퍼백에 넣어 질소 충

전하여 조사하였다 Aluminium sheet에 의한 전자선의 감쇄 효과가 발생할 것을 고

려하여, 경화 반응이 완료되는 조사량 조건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여 초기 조사

량을 줄이고, 경화 반응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100 kGy에서 200 kGy 사이의

조사량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자세한 조사량은 10, 50, 100, 125, 175, 200, 250,

300 kGy 이다. 실험에 의해 제작된 시료의 대표 사진을 그림 57에 나타내었다.



- 58 -

BPA-EA Aliphatic epoxy 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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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Al sheet를 올린 후 전자선 조사한 (a) BPA-EA의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변화 (b) GEA의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변화.

그림 57(a)는 BPA-EA의 전자선 경화 시료를 (b)는 aliphatic epoxy acrylate의 전

자선 경화 시료를 나타내는데, 경화 반응 초기에는 aliphatic epoxy acrylate의 황변

이 더 적지만, 200 kGy 이상의 조건에서부터는 황변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aliphatic epoxy acrylate는 BPA-EA에 비해 chain의 길이가 짧고 분자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조사량임에도 불구하고 경화 반응이 더 많이 진행되어 생기는 현

상으로서 과경화에 의한 것으로 유추된다. 전자선에 의해 경화된 시료를 이전과 같

이 FTIR과 Raman을 이용한 분광학적 정성⦁정량 분석을 수행하였고, DSC를 이용

하여 정성적인 경화도 분석을, UTM을 이용하여 시료의 기계적인 성질을 도출함으

로써 Aluminuim sheet 아래에서의 resin 들의 경화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분

석 조건은 이전의 fumed silica를 분산시킨 BPA-EA, aliphatice epoxy acrylate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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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TIR과 Raman을 이용한 분광학적 정성⦁정량 분석

이전의 FTIR과 Raman을 이용한 분광학적 분석 system과 동일하게 FTIR은

BPA-EA의 경우 Internal standard로서 경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Bisphenol A의

특성을 나타내는 829 cm-1을 이용하였고, dependent variable로서 acrylate group의

특성을 나타내는 809 cm-1을 이용하여, 전자선 조사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809

cm-1의 흡광도의 감소를 정성⦁정량 분석하였고, GEA의 경우는 carbonyl group의

흡광도를 고정한 후, acrylate group의 특성을 나타내는 흡광도의 감소를 정성적으

로 분석하였다. Raman의 경우 역시 FTIR과 유사한 방법으로 BPA-EA는 Internal

standard로서 1608 cm-1을 기준으로 dependent variable인 1635 cm-1의 Intensity 감

소를 분석하여 정성⦁정량 분석하였고, GEA는 carbonyl group을 Internal standard

로 고정하여 acrylate group의 Intensity 감소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58은

두께가 각각 1, 2, 3 mm인 Al sheet를 올린 후 전자선을 조사하여 경화시킨

BPA-EA의 FTIR을 이용한 정량분석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a), (c), (e)는 각각 두

께에 따른 baseline수정과 Internal standard를 고정한 graph이다. Al sheet의 두께

에 관계없이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acrylate group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선 조사 초기의 10 kGy에서의 acrylate group의 흡광도가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의 acrylate group의 흡광도를 기준으로 급격이 낮아

지는 것으로 볼 때, 전자선에 의한 경화 반응이 저조사량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0 kGy 이후에서는 흡광도의 감소가 포화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radical polymerization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전자선에 의해 BPA-EA

양 말단의 acrylate group이 한꺼번에 radical화 되어 급격히 경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만, 경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고분자가 형성됨에 따라 활성 radical의 확산을 저

해하게 되어, 경화 반응의 포화가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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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FTIR : Al sheet 두께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BPA-EA의 흡광도 변화.

그림 59는 그림 58로부터 도출한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경화도의 변화를 나타낸

다. FTIR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의 결과 Al sheet의 두께와 관계없이 전자선 조사량

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경화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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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FTIR로 도출한 Al sheet의 두께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BPA-EA의

Degree of Cure 결과.

그림 60은 Al sheet를 올린 후 전자선 조사한 BPA-EA의 Raman을 이용한 정량

분석 과정을 나타낸다. 125 kGy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fumed silica를 분산시킨

BPA-EA와 마찬가지로 acrylate group을 나타내는 1,634 cm-1의 Intensity가 모두

감소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었고, 역시 경화 반응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는 사실을 나타낸다. Raman을 이용한 정량 분석 역시 초기 10 kGy 조사량에서 반

응이 급격히 시작된 후 전자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화도가 증가하다가 125

kGy 이상에서는 경화도가 포화되며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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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Raman : Al sheet 두께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BPA-EA의 Intensity

변화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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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Raman으로 도출한 Al sheet의 두께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BPA-EA의

Degree of Cure 분석 결과.

그림 61은 Raman을 이용하여 도출한 Al sheet의 두께를 다르게 한 BPA-EA의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경화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 결과 FTIR과 유사하게 100

kGy 이상의 조사량에서 경화 반응의 포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 FTIR : Al sheet의 두께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aliphatic epoxy acrylate

측정 결과.

그림 62는 Al sheet의 두께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aliphatic epoxy acrylate의

FTIR graph이다. carbonyl group을 Internal standard로 고정한 후, acrylate group

의 흡광도의 감소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경화도를 유추하였다. aliphatic epoxy

acyrlate는 Al sheet의 두께와 관계없이 10 kGy의 저조사량에서도 경화 반응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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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두 포화되어 acrylate group을 나타내는 characteristic peak들의 흡광도가 거

의 0에 가깝게 측정되어 정량분석이 어려웠다.

그림 63. Raman : Al sheet의 두께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aliphatic epoxy

acrylate 측정 결과.

그림 63은 Al sheet의 두께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aliphatic epoxy acrylate의

Raman graph이다. Raman 분석 결과 역시 FTIR과 유사하게 10 kGy의 저조사량에

서도 acrylate group의 Intensity가 모두 감소하여 정량적인 분석은 어려웠고,

carbonyl group의 Intensity를 동일하게 고정하여 acrylate group의 Intensity 감소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FTIR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10 kGy의 저조사량에서

도 모든 acrylate group을 나타내는 characteristic peak의 Intensity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aliphatic epoxy acrylate의 분자량이 BPA-EA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전

자선에 의한 활성되는 라디칼의 농도가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가교 반

응이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2 UTM을 이용한 인장강도 분석

전자선에 의해 경화시킨 BPA-EA와 aliphatic epoxy acrylate 인장강도 측정용 시

료를 인장율 50 mm/min의 인장율로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64는 Al sheet의

두께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BPA-EA와 aliphatic epoxy acrylate의 인장강도를

나타낸 graph이다. BPA-EA와 aliphatic epoxy acrylate 모두 약간의 fluctuation이

있긴 하지만 Al sheet의 두께와 관계없이 비슷한 인장강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전의 분광학적 분석과 같은 결과로서 분광학적 정량․정성

분석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BPA-EA의 경우 경화 반응이 포화되는 100 kGy 이

상에서 전체적으로 Al sheet 두께에 관계없이 62 ± 3 MPa의 인장 강도를 나타내

며, aliphatic epoxy acrylate는 조사량에 관계없이 저조사량에서도 경화 반응이 포

화되어, 3 mm 두께의 Al sheet는 약간 낮은 약 61 ± 2 MPa의 인장강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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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과 2 mm의 Al sheet 두께에서는 약 64 ± 1.5의 인장강도를 나타내며, 전체적

으로 aliphatic epoxy acrylate도 BPA-EA에 준하는 뛰어난 인장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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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Al sheet의 두께와 전자선 조사량에 따른 BPA-EA와 aliphatic epoxy

acrylate의 인장 강도 측정 결과.

마. 에폭시 수지내부 분산 및 표면 처리연구

1. 초음파를 이용한 실리카 나노입자의 표면처리 및 분산

에폭시수지에 입자가 분산되기 위해서는 에폭시 수지와 상용성 갖도록 화학적인

표면처리를 하여 분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기 입자의 사용량이 증가

할수록 상호 작용이 더욱 커지므로 표면처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무기 입

자가 분산이 잘 되어야 ACF에의 응용성이 증대할 것이다. 전도성 볼의 분산이 잘

되어야 ACF에의 응용성이 증대할 것이므로 분산을 위한 표면처리가 매우 중요하

다. 용매가 일부 포함된 epoxy acrylate수지 용액 (일반적으로 고점도의 용액을 바

니쉬라 말함)에 전도성 입자가 분산되기 위해서는 용매와 epoxy acrylate수지에 동

시에 상용성을 갖도록 화학적인 표면처리를 하여 분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더욱이 코팅 후 용매를 증발시켜야하므로 이때 입자 주위 환경에 변화가 생겨

입자의 분산성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여야한다. 전도성 볼의 경우

매우 고농도로 사용되므로 입자와 바니쉬간의 상용성뿐 아니라 입자간의 상호 작용

도 고려해야하므로 표면처리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된다.

ACF에 사용하는 입자는 표면이 전도체로 이루어진 입자이나 먼저 모델 반응으로

가장 반응성이 좋은 실리카 입자 (입자의 크기는 200-300 μm)를 사용하여 다양한

화학물질로 표면처리를 하여 전도성 볼의 분산에 가장 적합한 화학관능기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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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s Functionality

N-[3-(Trimethoxysilyl)propyl]-ethylenediamine Diamine

(3-Aminopropyl)-trimethoxy silane Amine

Phenyl trimethoxy silane Phenyl

N-[3-(Trimethoxysilyl)propyl] aniline Aniline

3-Glycidoxy propyl dimethhoxy methyl silane Epoxide

고자 하였다. 사용한 표면처리용 물질의 이름은 표 9에 정리하였다. 전도성 볼의 표

면은 주로 nickel이나 gold로 되어있으므로 반응성은 좀 떨어지지만 동일한 물질을

표면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표 9. 표면처리에 사용한 화학물질 종류.

초음파에 의해 발생된 고주파 압력은, 그림 6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액체 내에서

매우 작은 영역에 압력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이로 인해 액체 내에 존재하는 고체

물질의 표면에서 기체가 발생하며, 발생한 기포(주로 고체 입자의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에 잡힌 기포)는 초음파에 의한 압력파의 영향을 받아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그 크기가 서서히 커지며 결국에는 터지고 그 부분이 진공화가 된다. 이 때 발생한

에너지가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이 된다. 이를, 공동 효과

(Cavitation Effec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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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음파의 진행과 압력파 그리고 기포 크기의 변화에 따른 공동 효과 (Cavitation effe

ct) 모식도.

이런 공동 효과로 인하여 발생된 에너지의 단위 공간당 밀도는 상당히 높아서, 기

존 고온반응기에서 하는 실란 처리에 비하여 반응시 공동효과에 의한 에너지 공급

이 추가되어, 표면에서의 실란의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실란의 반응 속도 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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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실리카 표면을 고르게 화학

처리하였으며 반응성이나 분산면에서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실란 표면처리 방법은 그림 6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실리카 원료를 톨루엔이 든

병에 넣은 후 잘 섞고 85도의 온도에서 초음파를 가해주면서 30분간 분산시킨다.

[3-(2,3-Epoxypropoxy) propyltrimethoxysilane]를 투입하고 1일 이상 같은 조건으

로 유지시키면 표면 처리가 끝난다. 실리카/톨루엔 용액에 에탄올을 부어 침전을 형

성한 후 여과하여 표면처리된 입자를 모은다. 얻은 파우더를 10wt%에 해당하도록

MEK에 녹아 있는 에폭시 용액에 섞은 후 녹인다. 그림 6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에폭시 용액에 녹은 실리카입자 용액의 색깔이 엷은 푸른색을 띠고 있어 분산이 매

우 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실리카의 코팅성

ACF resin 중에 골고루 분산된 무기입자의 분산성을 검증하는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박막 코팅이다. 수 마이크로미터 박막을 코팅한 후 표면을 관찰함으로서 분

산도를 검증한다. 실리카가 분산된 에폭시 용액을 100 μm 두께의 PET film에 떨어

뜨린 후 meyer 바를 이용하여 코팅한다. 이때 생성된 박막의 두께는 약 10 μm 이

다. 그림 68은 코팅 후 PET 필름을 보이고 있으며, 우측의 그림은 코팅 전후 필름

의 광투과도를 보여주고 있다. 광투과도로 볼 때 코팅 시 aggreg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6. 실리카입자의 표면처리 방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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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에폭시 용액에 실리카의 분산 결과.

그림 68. 에폭시 코팅된 PET film과 코팅 전후의 광 투과도.

바. 전자선 조사에 의한 고분자 미립자 표면 개질 연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전도성 볼의 고분자 코아의 물성 (탄성) 개질과 표면

개질을 시도하기 위해 전자선 조사를 시도하였다. 시도한 고분자 미립자는 전기전자 재료에

많이 쓰이는 고내열성을 갖는 polyimide (PI) 재료 분말과 내화학성과 강성이 뛰어난 불소계

고분자중 perfluoroalkoxy copolymer (PFA) 분말 그리고 비교 군으로 탄성은 우수하지는 않

지만 내화학성이 뛰어난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분말을 사용하였다. 각 분말은 PP

(Polypropylene) tray에 넣고 다시 PE (Polyethylene) bag에 넣어 질소 충전한 경우와 질소

로 충전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E-beam을 조사하였다. 질소를 충전할 경우 전자빔만으로

입자 표면에 작용하여 표면이 경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질소를 충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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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자빔에 의한 효과와 더불어 전자선이 산소와 반응하여 발생한 자외선등에 의한 입자표

면의 화학적 개질을 기대하고 있다. 전자선 조사량은 일단 700 kGy로 고정하였다. 일단, 전

자선이 조사된 각 분말의 화학적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Raman spectroscopy와 FTIR

spectroscopy를 분석하였고 현재는 DSC를 이용한 열적 성질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차후

에는 기계적 물성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69는 위에서부터 PI 분말, PFA 분말,

PTFE분말의 전자선 조사 전후의 Raman과 FTIR spectrum이다. ATR 방식의 FTIR 측정

방법은 전체 분말의 화학적 조성에 민감하므로 전자선 조사에 의한 영향이 화학적 조성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Raman 분석의 경우는 반사되는 광을 측정하

므로 상대적으로 입자 표면의 화학적 조성에 민감하여 전자선 조사에 의해 화학적 성분비가

일부 변화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PTFE의 경우 상당히 반응성이 없으므로 두 분석 방법에

모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TFE 4개의 불소를 alkyl group로 치환한 PFA의 경

우 Raman 분석으로 볼 때 성분의 변화가 약간 감지되고 있다. PI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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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PI, PFA, PTFE 분말의 전자선 조사 전후의 Raman과 FTIR spectrum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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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자빔 경화에 따른 물리적,전기적 특성 및 신뢰성평가

1. 단순접합 저항특성 평가

KDU-651TP75 Epoxy resin에 5:1의 비율로 전도성 입자(conductive ball)를 섞어

분산 시킨 후 제작한 Bonding pressure 장치를 이용하여 FR-4 rigid board (PCB)

사이의 회로 간 접합을 통하여 물리적/전기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조사선량 : 80

kGy). 이를위해 전자빔 in-situ 조사용 압력장치를 자체 설계 제작하였으며 (그림

70 참조)와 이를 활용하여 전자빔을 조사하는 모습을 그림 71에 나타내었다.

그림 70 전자빔 조사용 ACF 압력 장치.

그림 71. 정읍 방사선연구소 전자선가속기 시설내에 압력장치를 설치한 모습.

ACF용 시료를 제작하기 위하여 KDU-6561TP75 에폭시에 전도볼을 섞어 분산 시

킨 후 50 μm 이내의 박막으로 제작한 후, 다양한 피치간격 (1000, 500, 100㎛)을 가진

회로에 도포한 후 20, 40kGy 전자빔선량을 조사하여 경화시켰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직접 설계한 1000, 500, 그리고 100㎛ 회로를 그림 72에, 경화 후 측정한 시료의 전

도볼 분포를 나타낸 SEM 결과를 그림 73에, 그리고 회로접합 부분에 분포한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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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SEM 측정 결과를 그림 74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전도볼과 엑폭시

의 비율 그리고 피치간격에 따른 회로의 접합저항을 측정하였다.

그림 72. 본 연구에 사용된 1000, 500, 100㎛ 피치의 회로기판 모습.

그림 73. 40kGy의 전자빔 경화후 측정한 시료의 전도볼 분포를 나타낸 SEM결과.

그림 74. 회로접합부분에 분포한 ACF단면 SEM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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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으로 경화된 회로의 피치 간 에폭시의 절연저항은 기가 (10-9)Ω 의 단위로

서 절연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100㎛ 이내의 fine pitch 의

경우에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 2단자 접촉저항의 측정 결과 100㎛ 피치를 가진

회로의 경우 평균 0.2Ω 으로 가장 낮은 저항값이 측정되었으며 최소치는 0.06Ω 의

결과를 얻었다 (표 10 참조). 하지만 측정된 저항값의 경우 수십 Ω 에 이르기까지

분산 값이 크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에 의존 되지만 주로 ACF 접착시

가해지는 압력에 따라 저항치가 변화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최소 저항값을 줄이기

위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자빔 조사 후 시료의 열적 변화율은 0.0005% (<5

x 10-8 m/oC) 이내로 매우 작아 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단순접합 형식으로는 경화 후 저항값이 수십 밀리 오옴 단위이기에 최소 저항

값을 줄이기 위해 KDU-651TP7 Epoxy를 10 size의 전도성 입자(conductive

particle) 와 10:1의 볼륨비율로 섞어서 제작할 샘플에 도포 후 80 kGy 전자빔 선량

으로 조사하였다. 샘플의 전기적, 열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완전 경화가 이루어

진 후에 4-point probe 방법으로 샘플의 저항을 측정하였다. 4-point probe를 이용

한 ACF 저항측정 설계도는 그림 75와 같다.

그림 75. 4-point probe를 이용한 ACF 저항측정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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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 : 1 비율 10 : 1 비율

1000 500 100 1000 500 100

1 39.66 15.95 6.08 24.54 0 0.20

2 47.18 0 26.75 0 0.38 0.19

3 0.90 116.94 31.93 22.18 0 0.20

4 5.08 0 23.75 21.12 61.20 0.43

5 13.89 0 1.68 0 65.57 0.27

6 17.50 39.92 1.92 31.81 88.02 0.29

7 109.69 72.62 2.40 6.02 0 0.31

8 46.10 0 3.71 18.70 6.50 0.15

9 6.89 96.19 17.51 29.58 6.71 0.13

10 26.18 11.19 8.09 0 18.37 0.12

11 0.80 29.64 6.07 0 64.16 0.11

12 2.81 147.94 2.18 16.17 0 0.09

13 5.12 17.55 1.76 8.24 2.74 0.12

14 54.14 43.70 2.45 29.60 32.83 0.10

15 5.50 20.15 5.92 20.02 6.68 0.19

16 7.30 24.65 6.95 16.81 2.15 0.18

17 0.82 25.57 0 4.15 0 1.60

18 0.61 11.13 1.64 30.58 22.03 0.07

19 0.10 2.47 7.12 0.34 17.38 0.06

20 0.09 4.18 0.24 0.06 3.37 0.06

평균값 19.52 33.99 7.91 14.00 19.90 0.24

불량률 0% 20% 5% 20% 25% 0%

표 10. 피치간격에 따른 회로의 접합저항 측정 결과. 단위 (오옴).

2. 시료 제작

4-point probe 방법으로 샘플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챔버 내에 Ar 혹은 기타

반응성 가스를 주입한 다음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타겟에서 sputter-out 된 원자 및

분자가 기판에 도달되어 박막이 형성되는 스퍼터링 장비를 구성 하였다, PCB 위에

회로를 증착하기 위한 스퍼터와, 스퍼터의 수율을 측정하기 위해 미리 Si 웨이퍼위

에 Cu와 Ti을 번갈아가며 증착한 결과를 각각 그림 76과 77에 나타내었다. 증착에

사용된 스퍼터링 조건은 표 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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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본 연구에 사용한 sputter 장비 모습.

그림 77. PCB 기판위의 증착된 Cu, Ti 모습.

RF Power Copper (Cu) Titanium, (Ti)

50 W 20nm/min 10nm/min

100 W 60nm/min 16nm/min

150 W 100nm/min 30nm/min

200 W 150nm/min 48nm/min

표 11. 수율측정을 위해 제작한 target의 sputtering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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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제작하기 전 장비의 sputtering rate를 참고하여, PCB 기판 위에 200nm 두

께의 Ti를 증착하고, 증착된 Ti 위에 800nm 두께의 Cu를 증착. 그리고 전기저항이

낮으며 많은 금속의 표면처리로 이용되는 Au를 50㎛ 두께로 코팅하였다. 이 후

PCB 기판에 Au bump를 제작하였다. Die 표면의 bump들은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기판과의 전기적 연결, 칩에서 기판으로 열 전달을 제공함으로써 열 방출,

칩과 칩 사이 또는 칩과 기판 사이에 공간을 제공하여 전기적 쇼트를 방지, 물리적

으로 chip을 지탱할 수 있는 역할 등을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자체 제작한 ACF용

시료를 그림 76에 나타내었다.

그림 78. 본 연구에 사용한 샘플의 회로기판 모습.

3. ACF bonding 실험을 통한 접합/전기적 특성 평가

기존의 2단자 접촉저항 측정은 내부에서 저항으로 전류를 흘려주고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인 일반적인 멀티미터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Two-point probe 방법은 두 개의 probe 가 manipulate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쉬운 반면에 측정된 결과의 해석이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저항측

정의 오차가 발생하는 2가지 원인이 존재, 첫째는 리드선이 갖는 저항 값이고, 둘째

는 프로브 팁 부분의 접촉저항 값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our point

probe method 으로 샘플의 저항을 측정하였다 (그림 79 참조). 4-point probe 방법

으로 저항 값 측정 결과 평균 20.7mΩ의 저항 값을 얻었으며, 전체 분산도 값은

0.7mΩ 으로써 목표치에 준하는 결과값을 얻어냈다. 결과는 그림 80과 표 12에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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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4-point-pobe 측정 장치와 측정 모습(keithley-probe station).

그림 80. 4-point-pobe method 로 측정한 시료의 저항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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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 Voltage (mV)
Resistance

(Ω)
Current (I) Voltage (mV)

Resistance

(Ω)

0 0

Slope(R)=0.207

mΩ

0.0272 0.75

Slope(R)=0.207

mΩ

0.0018 0.05 0.0291 0.8

0.0036 0.1 0.0309 0.85

0.0054 0.15 0.0328 0.9

0.0072 0.2 0.0345 0.95

0.0091 0.25 0.0365 1

0.0109 0.3 0.0382 1.05

0.0127 0.35 0.0400 1.10

0.0145 0.4 0.0418 1.15

0.0163 0.45 0.0437 1.2

0.0181 0.5 0.0454 1.25

0.0200 0.55 0.0473 1.30

0.0219 0.6 0.0490 1.35

0.0237 0.65 0.0511 1.40

0.0254 0.7 0.0529 1.45

표 12. 측정한 시료의 저항값 분석 결과.

4. 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 의 신뢰성 테스트.

ACF interconnection 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온고습 및 열 사이클 신뢰성의

두 가지 시험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실험은 (주) 씨티에스 코리아 회사에 시료를

의뢰하여 고온 고습시험은 온도 85℃, 상대습도 80% 상태에서 1000시간 동안 측정

하였다. 열 사이클 시험은 -40 ℃ ~ 150℃ 사이의 범위를 왕복하는 것을 1cycle 로

하였으며, 총 10 cycles 100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테스트 전, 후의 저항 측정 결과

를 그림 81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신뢰성 테스트전 약 20 mΩ 단위의 저항값이

320~600 mΩ 까지 증가하였던 바, 온도 특히 150도의 경우 저온에서 경화된 에폭시

수지가 녹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되며 신뢰성 시험은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고온고습 내구성 실험을 분석한 결과를 표 13에 정리하였

다. 일반적으로 paste 형태의 접착제에 의한 접속에서 접촉저항이 증가하는 이유는

접착층에 있는 도전입자 표면의 산화, 필름과 도전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열팽창 계

수의 차이에서 오는 열적변화 (응력), 수분흡수에 의한 폴리머의 팽창, 그리고 폴리

머 메트릭스의 고온에서의 분해 등을 들 수 있다. 본 시료의 경우 열팽창계수차이

에서 발생하는 열적 변화(응력)에 의한 conduction gap의 형성과 수분증가에 의한

폴리머 접착층의 팽창, 지나치게 큰 본딩 압력에 의해서 인가되는 탄성응력이 가장

주된 요소가 아니었나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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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Reliability test 후 저항 변화 측정 결과.

Test 조건
sample

No.

Bonding 

presure 

(kgf/)

Contact resistance (Ω)

before after

-40℃ ~ 150 

1000hrs 

85℃-85%RH 

10cycles

#9
5 20.7 mΩ 500.6 mΩ

6 23.0 mΩ 320.8 mΩ

#10
5 28.1 mΩ 609.7 mΩ

6 65.2 mΩ 392.3 mΩ

표 17. Reliability test 후 저항 변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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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E-beam 경

화 형

Epoxy 레

진 대상 선

정 및 방사

선 이용 경

화연구

○ 가교제, 조사선량에 따른 특성분석

○ 다양한 조건하에 여러종류의 에폭시 고분자들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전자빔 조사에 따른 에폭시의

경화 특성(화학적, 열적, 기계적 특성 및

생분해성) 조사 완료

○ YD-011, YD-128, KDU-6561TP75 3종의

에폭시 필름 제조

- Solution casting 방법: 필름 두께 50 ㎛

- 전자빔 조사량(전자빔 조사 조건: 2 MeV,

1 mA): 1 ~ 550 kGy

○ 전자빔 조사에 의한 에폭시의 화학 구조 및

물성 변화 분석

- DSC 분석을 통한 열적 특성 및 가교 형

성

○ YD-011과 KDU-6561TP75의 경우 전자빔

조사에 의한 가교 구조 형성으로 열적,

기계적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 가교율: YD 계열 34%, KBD계열 80% 이

상

○ KDU-6561TP75에폭시의 경우 상온에서도

적은량의 전자빔을 조사하여도 경화되는

것을 DSC 와 속슬레(soxhlet)을 이용하여

확인.

○ 전자빔에의한 가교시 화학구조 변화를

FT-IR을 이용하여 분석.

30 100

전자빔에 경

화될 수 있는

비스페놀계열

KDU 에폭시

선정

방 사 선 을

이용한 고

분자 미립

자 표면 개

질 연구

○ Core 고분자 표면 개질 후 전도성 입자

특성 분석

○ 다양한 크기의 나노-마이크로 스케일의

파티클 합성 기술 연구 수행

- Polystyrene 마이크로 입자의 표면 개질

기술 연구

- charged 고분자 표면 삽입 및 방사선에

의한 고분자 표면 grafting 기술 연구

○ 마이크로 입자의 표면에 방사선을 이용한

표면개질 및 전도성 나노볼 개질 기술 연구

수행

- 방사선에 의하여 grafting 된 고분자 표

면에 Au및 Ag의 나노입자의 유도흡착 실

시.

20 100

방사선에의한

고분자 접합

기술 연구

에폭시수지

내부

전도성

○ 에폭시수지 내부 전도성 미립자 분산도

연구

○ ACF에 사용하는 입자는 표면이 전도체로

20 100

실리카 입자

를 이용한 에

폭시 수지내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1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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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립자

분산 기술

개발

이루어진 입자이나 먼저 모델 반응으로

가장 반응성이 좋은 실리카 입자를

사용하여 에폭시 수지내에 분산을 시도.

○ 분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표면을 실란으로

화학처리 하였으며 (Silanation), 표면처리

시 반응의 좀 더 정교한 제어와 분산성을

높이기 위해 음향화학적(Sonochemistry)

방법을 실시.

○ 합성된 도전입자의 표면의 개질을 통한

전도도의 측정과 에폭시 레진내부의

분산성의 연관을 위한 연구를 수행.

에 분산 연구

A C F

bonding 실

험을 통한

열적 전기

적 특성 연

구

○ ACF bonding 소자의 전기적 특성 분석

○ 피치간격이 50㎛일 경우 피치간 저항이

1.5kΩ으로써 절연체 구실 수행

○ 도전볼을 포함하였을 경우 접촉저항 측정

10 100

E-beam 조

사용 ACF

실 험 장 치

설계

○ ACF bonding 장비 설계도 완성

○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자빔을 조사할 수

있는 in-situ 가압계 설계 완성

10 100
차년도 연구

장비 설계

총계 100 100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에폭시수지

의 경화 특

성 분석

○ 1차년 (2009년도) 연구를 기반으로 Epoxy

말단의 Epoxide ring을 vinyl group으로 치환한

Epoxy acrylate를 선정

- 150 kGy의 적은 조사량에서 거의 경화됨

을 확인 (박막 속경화 조건 만족).

○ 상온에서 20sec 이내 경화 에폭시 필름

기술 개발

○ FTIR과 Raman을 이용한 분광학적

정성분석과 정량 분석 방법의 확보 및

경화도 측정

○ DSC를 이용한 열적 거동 분석과

용매추출법을 이용한 경화도 측정

○ KDU-6561TP75 에폭시의 경우 상온에서도

20 kGy 이하의 전자빔이 3 mm 이하

두께의 알루미늄을 투과하여도 경화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

○ Photo initiator를 첨가하여 경화속도의

가속화 달성 (첨가량 : 0 - 3.0phr).

○ Raman과 FTIR을 이용한 정량적인 경화도

20 100

DSC, FTIR

등을 이용한

에폭시 경화

미케니즘 규

명

2. 2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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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확보

방 사 선 을

이용한 고

분자 미립

자 표면 개

질을 통한

전도성 박

막 흡착 기

술

○ 전도성 미립자의 균일 특성 연구

○ 다양한 크기의 나노-마이크로 스케일의

파티클 합성 기술 연구 (Polystyrene

마이크로 입자의 표면 개질 기술 연구)

○ 전기전자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재인 PI,

PFA, PTFE의 전자빔 조사효과 연구 수행

20 100

○ SCI 논문

3편 출간,

3편 투고

○ 학회발표

5건

○ 특허 출원

1건

에폭시수지

내부 전도

성 미립자

분산 기술

개발

○ 에폭시 수지 내부 전도성 미립자 분산 연구

수행

○ 음파의 진행과 압력파 그리고 기포 크기의

변화에 따른 공동 효과 (Cavitation effect)를

이용한 실리카 분산처리 확립

○ 전도성 나노볼 혼합비울에 따른 ACF

전도도 측정

○ 전도볼과 에폭시의 볼륨대비 최소 비율

조건 확립

20 100

공동 효과를

이용한 실리카

분산처리 확립

A C F

bonding 실

험을 통한

전기적 /물

리적 특성

연구

○ 플립 칩 접속 접촉저항 20mΩ 이하

○다양한 피치간격을 대상으로 (1000, 500, 100㎛)

접합저항, 피치간 저항 그리고 열적변화율

측정 결과 접촉저항 60mΩ, 절연저항 109Ω

이상 만족.

20 100

전 자빔으로

경화된 ACF

접합저항 측

정

E-beam 조

사용 ACF

실 험 장 치

제작

○ ACF 가압-bonding 장비 제작 완성 및 특성

분석 완료

○ 3 mm Al 가림막으로 ACF시료로부터

전자빔을 차단하여도 동일한 경화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산업화의 가능성 타진.

20 100
대량생산 가

능성 타진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이방성 전도 필

름 접합 특성

평가

○ sputter장비를 이용하여 접합 피치 50㎛

ACF 기판 제작 완료

○ BPA-EA의 경우 100 kGy 에서 62 ± 3

MPa의 우수한 인장 강도를 확인

○ UTM을 이용하여 180로 50mm/min의
인장율로 인장하여 접착 강도를 측정

30 100
산업화 가

능성타진

이방성 전도 필

름 전기적 특성

평가

○ 저 저항용 기판 회고 자체 제작 후 ACF에

응용

○ 4-point probe을 이용하여 플립칩 접촉

저항 20.7 ±0.7 mΩ 취득

(실제로 국내 상용화 제품 (LG FLATRON

L1720B PLUS) 의 경우 130 mΩ) 보다 우수.

20 100

측정한 저

항치는 상

용화제품보

다 우수 함

3. 3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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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성 전도 필

름 신뢰성 평가

○ 고온 고습 실험수행: 온도 85도, 상대습도

80 % 1000 시간 노출

○ 열 싸이클 실험: 영하 40 ~ 150 빔위를

10회 100시간 (총 1000hr) 노출 후 저항

측정

20 100

신뢰성평가

후 약간의

저항 증가

는 실용화

에 지장 없

는 정도임

논문 학회발표
○ SCI 논문 3편 출간 + 2편 출간 중

○ 국내외 학술발표 8 건
30 100

총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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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l 현재까지 국내/외 방사선을 이용한 이방성 도전 필름의 연구개발의 경우는 전무

하였기에 이방성전도필름의 저온 속경화 방식에 활용 할 수 있음.

l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열경화 공정과 비교하여, 획기적인 공정 단순화를 실

현 할 수 있으며, 열에 의한 치수 변형 등의 불량 발생률을 최소화 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음.

l 속경화 및 우수한 접착력,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는 ACF의 개발로 Display

panel 채택에 있어서, 기존 glass panel에서 plastic panel 사용을 통한 flexible

display의 제품화를 앞당길 수 있는 동시에, 제품화된 flexible display의 양산성

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l 무연 제품화 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자 산업의 추세에 맞추어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로서, 매출 증대와 관련 기술자 및 종업원 고용을 창출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l 즉, 본기술은 Flat panel display에 채용되는 제품에는 모두 활용 할 수 있기 때

문에 LCD, PDP, OLED, 휴대 단말기용 Display 등 다양한 display 분야에서 수

요를 창출하는데 활용.

l 원자력 기술(RT)과 정보/전자 소재를 연계하여 기술성 및 경제성의 우수 측면을

홍보함으로써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하는데 활용.

l 본 연구는 방사선을 이용한 에폭시수지의 경화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상온에서

10초 이내의 빠른 경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열경화 방법의 단점으로 지적

된, 고온에 의한 기판의 변형, 긴 경화 시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단점을 개

선함으로써 기존 열경화 방법에 사용된 용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

기술에 활용.

l 국내 주요 전자부품 소재 관련 기업에 방사선 융합 이방성 도전 필름 기술의 민

간 이전 추구.

l 원자력 기술(RT)과 정보/전자 소재를 연계하여 기술성 및 경제성의 우수성을 통

하여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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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Petteri Palm, Jarmo Maattanenm Aulis Tuominenm and Eero Ristolainen,

“Reliability of 80 um pitch flip chip attachment on flex”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vol 41, 633 (2001).

- Y.C. Chan and D.Y. Luk, “Effects of bonding parameters on the reliability

performance of an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interconnects for

flip-chip-on-flex packages assembly II . Different bonding pressure”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vol 42, 1195 (2002).

- J.H. Zhang, Y.C. Chan, M.O. Alam, and S. Fu, “Contact resistance and

adhesion performance of ACF interconnections to aluminum metalization”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vol 43, 1303 (2003).

- Delmo A. Nishitsuji, Gerson Marinucci, Maria C. Evora, Leonardo G. de

Andrade e Silva, “Study of electron beam curing process using epoxy resin

system”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B 265, 135

(2007).

- M.A. Uddin and H.P. Chan, “Contact resistance of anisotropic conductive

adhesive film based flip-chip on glass packages” Rev. Adv. Mater. Sci. 27,

15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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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구시설·장비현황

NTIS 장비

고유번호
장비명 제작국가 장비 설명

해당 사항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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