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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툴 훌섣I 것l:

I. • 협

홉훌훌틀훌훌훌훌用 POlYPI‘。，pylene의 R톰훌

II. 훌홉릅빼 웰 ••훌훌

본 빠흙는 »ltt훌홉빼톨빼 放It훌훌에 의해 ..폴，되거나 빼理的 훌훌훌7~

혔 it되지 않는 훌훌用흘러프로펼변옳빼훌하는대 그 답的이 었다.

훌 a) 프로펼헨윤 훌明性이 버교걱 좋고 빼理的性.이 척합하여

一回用훌훌*훌등 여러가지 l톨훌훌빠의 #，￥풍 홉用되고 았다. 여 러한

훌라스펙 훌훌률흔 타 홉빼톨홉보다 故If.훌홉홉훌홉으로 훌홉훌훌하는 것 이

가장 책망하며， .홉훌I훌의 自 D ft， 7~ 가능하고 훌빠의 安숲性이

뼈上되므로 훌빼的이지도 하다. 그러나 홉存의 톰훌 흩려프로훨변은

敏Itt훌뼈합에 의빼 톨흩，되거나 빼理的훌훌훌각 쫓if:，되 7) 때문애， 현째

생산되는 톨훌훌흩를l 프로필랜훌옮0홉 대해셔는 放It，훌홉홉홉융 쩍용치

훗학고， ethylene oxide gas로 홉홈되고 있다. 이 홈홉를홉은 ethylene

。，xidlξ ga률의 훌性과 이 포 언 한 公훌훌훌生동이 閒톨훌7t 되 어

션잔곽에셔는 상당한 훌빼톨 받고 았다. 따라셔 훌훌훌品의 삐짧환

아니라 톨民짧톨I화上융 위해셔도 짧放톨t.性 훌훌用풀려프로펼밴의

빼훌이 긴요한 창택이다.

III. 흙홉F헬훌 벌 훌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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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훌Jf~는 흉 al 프로펼뻔 tt.，￥의 械射總照射애 의한 置훌훌的인 영향뽕

아니라 睡時훌ft，를 판합하여야 하는 實顧으로셔 그 鼎究期聞율

24:1VJ으로 계획하었다. 그 첫해가 되는 급년도에는 우션 鼎뺏趣行애

펼요한 體훌훌 및 훌훌置등융 홉했홈f 훌훌作하였고， 훌훌料의 훌훌뿔方홉과

뼈放M'훌性의 뺨톰훌方法등융 확 렵 하었다‘ 훌훌存악 團廣폴리 프로멸 뻔의

뼈放射續 特隆율 團훌하었고， 뼈튜 1JUJ뭘의 영향융 觸훌하기 위한

實뿔으로， 6種의 顧化防止홉 I 7種의 易lfJ빼 및 5種의 架橋빼륨 각각

獨立的으로 爾~U한 혐뼈에 대해셔 放射線에 의한 경훌폴 및

陽理的훌훌度의 뿔fr，풀 測훌하였다. 이 훌훌훌結果로 부터 각 縣加빼가

훌리프로훨벤의 m함放射總性向上에 어팽께 기여하는가륨 총흙하있다.

IV. 빠했훌훌果 맺 橋用애 대한 훌훌

흉 al 프로펼변휩片율 훌훌作하기 위해 홈將置合用廳出훌훌 빚

g혹片~If홈훌훌 흉훌하얘 훌훌作하었고， 이 륨 빼用한 홉혹片의 훨훌훌方홉봐

材빼의 짧理的훌훌度 맞 훌훌色廣의 빼윷홉융 확렵 하었다. 7種의 톨훌훌

폴리프로펼뺀융 實뿔한 結果， 촬色，이나 題度쫓 ft 때푼애 모두 放射續

澈廣用으로는 不題當하며， 그충 PP 1088 만은 훌훌色現훌이 거의

일어나지 않읍융 알있다.

輪훌훌훌리 프로펼 뻔애 嚴it，防止빼블 ~tru 하먼 耐故射織활은 I화上되 나

대부분의 경우 성한 훌훌色，現훌율 보었다. 6가지 홉ft防止빼中

아민秉觀인 T‘inuvin 770여 縣加현 폴리프로펼멘의 경훌色，現훌이 가장

적었고 훌훌度애 대한 耐放射續性도 높은 편이었다. 易l1J빼도 種윷홉애

따콘 차이 는 있으나 흉리 프로멸 벤의 m합故射훌훌性向上애 했果가

있는것으로 나타냥다. 몇가지 易l1J빼는 放射훌훌照射에 의해 멸은

잭껄융 떠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홉의 뿔ft，가 거의 없었다.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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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II훨빼中 훌tift훌얘 의빼 훌훌되.x) 않고 과장 홉故If.훌훌훌융 했훌的‘으로

촬:au시켜주는 갯흔 paraffin oil야었다. 훌톨홉빼는 5훌이

.톨를되었는I휘 모두7)- 를훌은 거의 없었￡나 뼈훌훌Itt훌뚫I화上에는

그다AI 했훌的01 AI 훗한찢 jE로 나학~다. 이 훌훌얘셔 가장 률은

갯으로 나타난 짧B:빼가 포함원 폴라프호훨현*f t욕도 훌tit.훌율

JlIf하고 60°C 때셔 4週11II M에흩後빼는 랑당한 쫓it가 얼 어 ~다.

따라셔 앞으쿨 이듭 薦加때의 훌1£病:b P:톨율 첼아내고 쪼 여러가지

統:bIT쩨톨 훌톨용하여 그 相훗했果률 if흙하는 Jr. OJ ;;애숙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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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MAR Y

I. Project Tit Ie

Development of Radiation Resistant Medical Polypropylene

I I. Objective 뻐d I빼ortan‘~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he development of‘

polypropylene resin for medical use which can be sterilized by

gamma radiation without degradation and coloration.

Polypropylene has been widely used as material for medical

supplies such as disposable syringes because of its high

transparency and mechanical properties. The radiation

sterilization is most suitable for the medical supplies made of

plastics~ and it is economical because the automa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may be possible and the reliability of the

sterility can be improved. But the medical supplies made of‘ the

commercial grade polypropylene have not been sterilized by

radiation because of the poor resistivity of the domestic

polypropylene to radiation. Thus these medical supplies are

sterilized by ethylene oxide gas in our country. This method is~

however~ restricted in advanced countries because of‘ the toxicity

of the gas and the ~κlllution. To export the medical supplie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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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o!ypropylen를 and to preserve thε health of the people, the

development of radiation-resistnat medical polypropylene is

e흩sential project.

III. Scop를 훌빼 co삐tents of the Project

Not only the e f'fect of' radiation on polypropylene but also

thξ 흩ging effect after irradiation should be studied. Thus , it

needs at least 2 years to carry out the project completely, and

it is the fir‘홉t year.

The in흩truments which would be used in the experiment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and the procedures to make test speci

men훌 and the methods of the measurements were e홉tablished. The

durabilities of some commercial prolypropylenes to radiation were

estimated. The changes of the color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propylene containing indivudal additives such as six

antioxidant흩， seven mobilizers and five CI‘。sslinking agent were

measured. The effect of each additives on radiation durability

of polypropylene was studied.

IV. HasuI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extruder for blending polypropylene samples and the

cutter for making test specimens were designed and produced. The

process of 훌웰nple pr‘。duction and the methods of mechanical and

coloration tests were established.

All grades of commercial polypropylene employed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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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were proved to be inadiquate to radiation steriliza

tion because of the coloration and/or the degradation of

mechanical strength. The color of one grade of the seven

samples , however , did not change.

The radiation dur‘abilities were improved by adding the

antioxidants to pure polypropylene , but most of the samples were

discolored severely by radiation. The polypropylene containing

Tinuvin 770 , among the six antioxidants , was the best sample in

considering the discoloration and the radiation durability of

its mechanical strength. The seven mobilizers were also proved

to be effective additives in increasing r‘adiation durability of

polypropylene. Though a few of then were discolored by

radiation , the samples containing paraffin oil , paraffin block

or calcium stearate were not discolored. Among the three

mobilizers paraffin oil was the only additive which increases

the radiation durability considerably. Five kinds of

crosslinking agents were employed in this experiment. Though

the discoloration is no problems to the samples containing the

crosslinking agent ,only a small increase in radiation durability

was observed.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polypropylene containing the

additives selected in this study decreased severely by aging

then for four weeks at 60 °C. Thus , it is thought that the

proper amounts of the additives should be determined and the

synergistic effects of‘ the additives should be studied in the

future experiments.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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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룡 1 훌훌톨 I혼 홈톨훌

일반적으로 홈리프로펼뻔 (PP) 은 훌훌홉홉의 結合$홉홉훌에 따라

머 리 -3!. 러 활용빼 인 isotactic PP. 머 리 -머 리 重융빼 인 syndiotatic PP

와 排껴이 일 껑치 않은 atactic PP로 구분팬다. 이 들충 isotactic

PP 가 康훌鳳子의 排列이 일정하얘 가장 높은 結옮性융 보이며，

따라셔 버쿄잭 좋은 했理的뺨賣융 가지고 있다. 보홈 使用되는

폴리프로펼뻗은 거의 대부분이 isotactic PP이다. 이것의 뿔훌는

훌홉옮度애 따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0.905g/때3 정도이며，

嚴짧은 약 165 °col 고， 훌훌옮度는 50-60%쟁도이다.1 폴리프로펼맨에는

빼훌훌한 프로펼 벤 훌合‘뼈外혜 末빼톰훌(terminal group)로 생 각되 는

做훌의 벼 널리 면훌와 수맥 ppm 정도의 륨훌훌훌훌化陽， 륙 카르보날훌，

히드륙.J. 1 훌. '&"1 드로혜록시훌훌둥이 폰째하며 뼈媒는 약 100 ppm쩡도

남아없는 것으포 알려져 있다.2

이 폴리프로펼벤은 結옮性여 높기 때문에 引張훨훨度， 硬度，

團훌轉度등 陽理的훨훨廣나 톰흩훨的特性이 좋율쁜 아니 라 it훌的￡로도

만정하다. 따라셔 흉려 프로펼 멘은 훌훌維， 로프， 각종 홉훌훌， 3E 장필륨

등의 材빼로 使用되는등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륙 '&"1 ft，훌的

安全性이 커셔 훌性이 없으며， 적당 '&"1 훌 g뭘하고 mtI性이 좋 at

一回用注射홈훌， 注射훌t ， 眼훌법등 여러가지 톨훌훌훌훌훌品의 훌훌造어! 많 °1

像用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이도 흘러프로펼벤은 放射續에 111 교적

- 4 -



약한 풀톨옳 ,.t ;;tl 고 있다. 훌훌的폼톨의 뿔it는 載Itt훌蘭It흩훌훌에도

창당한 tlfu각 있￡나 故Ita훌뼈흙흙 뿜存빼l1li*에 더 4셈 학"

웰어난다. .톰月여상 톨뼈빼 짧깨흩하는 경우는 一回의 훌훌If.톨

聊빼i훌를(약 2.5 Mrad) 에 의빼셔도 같심한 it톨씌 쫓it::，가 옐어난다‘3

이 려한 폴리프로뭘뺀ft.￥의 훌ttl.흩에 때한 톨훌性때훈에 .F찌에셔는

아직도 -回用注It홈등 많촌 .의 톨훌훌홉에 故빼빼홉훌훌홉융 척용-'t)

훗하고 있는 실정이다.4 헌쩨 이률 훌훌옮온 모우 ethylene oxide gas

홉홉홉으호 a홉빼톨되고 었는대， ethylene oxide가 훌훌性율 핫는등 매우

휴훌한 ••여므호 훌홉의 훌숲훌，~훌툴훌生등의 심각한 합톰 빼푼에

션잔각국애셔는 그 ft，엠여 껍착 빼少되고 훌빼도 성햄지는 추쩨이다.5

살쩨 톨훌注흙훌톨 톰入헤 갈려는 외국의 무매자률이 放.，a톨홉훌훌훌

요무하는 경향이 접차 홉加되고 있는대 여러한 경우 삐出에 용하지

훗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폭， 일본등 밸몇 나라애셔는 耐故Mt훌性융

갖는 훌훌用홈려프로핍현itM가 빼훌되어 판매되고 없으나 이톨

• .A.-하여 훌훌훌品율 훌훌훌학는 정우 가격경챙핵야 헌저히 떨어 ~I 7'
때푼에 삐짧이 불가능하다.

옮홉.에셔 빼훌펀 l힘훌lit ..性폴리프로뭘맨의 II월훌技빼은 각

훌훌훌훌t가 그 훌훨技삐t율 판매하껴 보다논 이 7J 술때 의해 훌뿔펀

톨品율 판매하려고 하7' 때훈애 기슐자째의 훌λ은 얘우 어렵다. 또

훌훌를技.0) 훌入변다 학더라도 흩 al 프로뭘현훌훌혐의 *훌性애 따라

훌훌品의 性l톨야 당라자는 것이 불통이므로 훌훌技홉 척용의 성곰여부도

확실-'tl 않다. 따라셔 톨IF힘에셔 이 #f￥톨 빼훌하는 것이 가장 바랍작

한갯￡로 생각되며 홈훌훌훌홉의 삐出휩大와 홉흩빼빼， 톰民~.훌向上율

위해셔도 깐요합 것으로 생각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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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표로멸벤은 放射續照射時 覆橋反H훌융 주로 일으키는 폴려애힐뻔

과 였·解反廣율 주로 일으키는 폴리이소부렬벤의 tf:r fl휩홉훌훌톨륭 7t ;tl 고

있으므로 放射績照射時 樂輪와 分解가 동시 에 버 숫한 정도로

밀 어 난다 .6 그러나 isotactic PP의 경우 G(S) (100 eV의 放射總에너지

吸If){애 의 해 일 어 나는 分解反廣의 갯 수)가 G(X) (l00 eV의 放射훌훌

애너지吸뼈에 의해 일어나논 聚橋反鷹의 갯수) 보다 조읍 콘 값올

보얘 훌~*.￥의 톰R 훌훌와 照射{홈#때 따라 차이가 있으냐 G(S)/G(X) 가 대략

1. 1-1. 5 정 도 인 것 으로 알려져 았다 .2 ， 7

폴리프로펼뻔은 放射續照射中애셔 뿔만아니라 照射後에도

殘存라디칼에 의한 反廣이 상당기간동안 지속뀐다. 이 기간폼얀애도

일부 架橋反慮이 열어나지만 이보다는 뚫fu性껴·解反農 (mddative

degradation reaction)이 주로 밀어나 빼理的性寶율 더욱 쫓化시켜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8

이 와갑은 照射中 및 照射接의 뺑性의 뿔 fu와 훌色，現훌율 했少시켜 7)

위해 여러가;t] 縣1IIJ~빼와 照射흙#애 대한 鼎뺏가 여러사합률애 의해

진행되었다 .9 ， 10 폴리프로멸변이 放射훌톨때 의해 쫓 fu되는 갱도는

放함훌훌照射編量뽑 아니라 照射훌圍혔 축 륨훌聚의 有훌훌애 의해셔도

상당한 영향율 받는다.ll 또 른 홈~*￥애 비해 륨훌聚가 樓홉흩되기 쉬운

紹宋狀이나 짧維狀의 폴리프로펼벤이 더많이 쫓化되는 것으로 압려져

있다.ll 照射나 保홉中애 置度가 높융수복 쫓化가 많이 진행펀다.

그러나 放射線照射後 150 °0갱도로 加熱하번 라다 칼듭이 거의

뼈織되 어 오허 려 親性의 똥 fu풀 $훌少시 컬 수 있다 .12

흉러프로훨뻔의 放射훌훌애 의한 쫓 fu룰 했少λl 키기 위한 縣加빼는

嚴ft，防止뼈， 相棄겉뼈 및 易훌b빼로 대 별현다. 률훌~防II:빼로는 랴디 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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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i톰흙11:.톨언 빼놓秉훌훌이나 아민흙훌훌씌 훌it l1.rJl:빼 7~ t톨用되며，

.ftl휠If:.홉의 생 능율 혜훌 ~IP·l 껴 주는 輯쫓빼로논 di-alkyl phosphate,

DLTDP , DSTDP틈이 흩用훤 다， 13 ， 14 훌빼빼(mobilizer) 는 라다 왈의

易D農흩 向上.A]켜 라t:] 함終.tl:.反홉윷 뿜進하기 위빼 廠加확는

￥fl.툴로 ~1 교척 低셨·子를의 JJt it*훌가 主流톨 이 룬다， 15 ， 18

it.외 훌 tt률 $훌少 λl ’l 기 위한 이와감은 어려가:itl 方홉률충

150°C쪼 加흙하는 方t혹은 홉훌으로 인혜 훌뻐홉 II 의 훌形이 생 71 므로

찍용이 불가능하고， 톰훌훌의 셰lfi흩툴 풀이는 方홉도 훌훌造흩.가

버싹질환 아니랴 훌훌가 없는 경우， 放If.of 악한 빼生빼의

훌~~훌홉도 빼깅V되므로 훌온 갖f홉야 되지 풋한다 .l2

본 聊究 oll 셔는 설쩨 훌훌훌用훌라프초멸 뻔材햄의 剛故Ifa톨性

f화上方홉흐로 적용훨 수 있는 홉ft防止빼 및 易 III 빼얘 판한갯과

쨌빼흩辰뻐훌올 협加.AI 켜 주는 훌훌홈톰빼때 때한 톨톨윷 주로 하었다. 각

R홉:3U J뭘률흩 각각 일정량쩍 풀려프로훨변애 훌훌홈하고 故mt톨照혔 빼 後

및 一 1훌뼈118M빨後의 빼理ag뚫. 및 .혼，現훌의 빠ft률 빼활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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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2 훌훌 그훌; 홈#훌

혈훌 l 훌ti 휠￥f 홈윤 P:J 훌훈 당4 것:I t去

1. 빠뺏F영훌

가. 톨훌훌려프로펼랜합M의 톰힘훌~It.톨뻗~ .함

團內에셔 生慶되고 있는 훌훌存의 흉i!1 프로펼헌#f￥듭의

耐故射훌훌將性융 훌훌훌하7) 위해 여러가지 用홉別로 生廣되고 있는

각총의 훌리프로펼뻔#M률충 대표적인 ?가지 #t-￥룹 구입하얘 야률의

뼈放혔훌훌將性융 홉훌훌하었다.

나. 훌出짧 및 홈혹片$흩If훌훌의 훌훌톰f 빌 훨作

폴리프로펼 면 에 가해 진 소 량의 略1m，뭘툴 f횡一하계 훌훌율하고 이 륭

훌出하여 3Jl훌狀의 #f￥톰 얻융 수 있는 훌出짧륨 麗It훌훌作 하았다.

이 후板狀의 *tM로 부터 정확한 헛수의 훌훌片융 얻율 수 있도록

새로운 홈片짧홉뚫륨 고얀하여 體홈f훌作 하였다.

다. 훌훌때의 *홈加애 따븐 흩i!l 프로펼 현의 뼈훌tit，톨훌 훌it

훌리프로펼벤의 耐放射훌훌性융 I화上시키기 위한 安定聊로셔

顧fr，防止빼 6種， 易톨b빼 7種 맞 쩔휘홉빼 5種융 선 택하었다. 이 툴융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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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각 옐정향쩍 흘러프로멸헨에 l홈加하여 at .， a훌 JIlt .. 後 맞

앨 캡 7) 깐 짧롤흙 sl훌훨훌훌 (tensile strength)t 빼훌(elongation) 빛

훌훌훌(degree of yellowne흩s)t j톰혼，흩(degree of re따less) t 明흩

(degree of lightness)총윷 빼뿔하있다. 0) 률 훌훌홉훌률 토대로 하여

7t 창 했果的이고 훗솔한 輪꼈OJ톨의 훌훨톨 밟헥 내고자 하었다.

!. 톨톰方홉

가••훌훌el 프로훨현*'"혐의 a톰1.it:톨t..t훌 훌함

F감廣tf;t인 폴t!J 프로훨핸tit-￥는 그 용도 ot 따라 一했펼륨用，

홉훌明훨륨用， -般I흩維用， 二삐뼈흩뼈펼톨用， 射t삼成形用， 延뼈用，

홉候훌훌維用 틈으로 분류뀐다. 각 用훌別로 l個씩의 ~M톨 취하여

00-60 깝마션으로 홉홈훌훌훌훌인 2.5 Mrad률 照혔하었다. 照It빼의

합料와 IN射원 Iit*￥의 .色，훌(yellow index)는 Yellow Index

Atomiatic Color and Color Difference Meter로 빼定학 었 다 • 또 Melt

Index는 250 00로 홈홉현 폴 e) 프로필현애 1.6kg의 훌力융 가해 직경

0.5mm , 길이 3mm인 毛細훌융 통하에 分*톨 流出되는 톨융 빼뿔하었다.

나. 률出홉 맞 IItkM.홈의 I훌 f늄

(1) 훌出홈

a혹料의 題흠융 위한 I톨出홈톰는 l톨理를0) 많지 않으므로 小쩔으포

훌tF하었다. screw직경은 가장 작은 듀걱인 30mm로 하없고， 홉읍융

홈더 완전하째 하기위핵 screw의 길이는- 가능한 한도내에셔 가장

Q“



집계하여 길이대 적정의 比 (L/D) 가 257t 되도혹 하었다. Die head는

쭈板形휩쐐룹 뽑율 수 있도록 폭 50mm~ 두꺼II lmm 인 것융 훌훌作하여

부작하었다. 壓出홈훌 전쩨롭 加熱훌훌城， 團f를置澈 및 훌出置힐훌등 31홉의

톨훌城으로 나누어 각각이 鋼立的으로 置度짧示때타애 의해 置度觀뭘 및

조절 이 되 도록 하였다. screw는 2HP motor 애 의 해 주동되 는펴l

screw回빼빼홈는 뿔뿔짧에 의해 2授므로 뿔뿔이 가능하도록 하었다.

훌出짧의 계략적인 쿠쪼는 그링 l과 캉다.

홉出펀 폴리 프로멸 변은 적 당한 훌度로 당겨7.1 떤셔 빼짧되 어 야

하는떼 이 륨 위해 훌取짧툴 體It 훨作하었다. 홈出홈훌의 die head륨

빠쳐 나온 橋屬펠 홉혹料는 한쌍의 옳톰roller에 의 해 적 당한 뿔度로

당껴지 계 되며~ roller내부로 冷훨水가 효로쩨 되 어 있어 이 roller툴

지나는 동안 冷빼되어 일정한 우째의 SJl賣융 形成하게 뀐다. ~훌훌n훤

Iit*￥는 훌取홉R로 移送되 어 卷取훌훌애 감기 계 현 다. ~훌取홈륭의 채 략적 인

題흩f는 그렵2와 갑다.

(2) 휩片뿔톰훌훌

IfI~톨形홉itt，￥로 부터 일정한 모양의 빼암융 잘라내71 위해셔

펀치훨뼈If홈훌륨 使用합 수도 있으나， 본 훌훌훌애셔 樓用변

폴리프로펼변은 그 두째가 어느 정도 두꺼울때 부스러지기 쉬운

性賣아 있어 이 方홉의 적용이 어렵다. 따라셔 載片율 짝아내는

方홉융 使用해야 하는떼 新廣石융 뿔用하는 경우는 마촬옐 때푼 ofl

橋없현 뼈뼈가 鼎훌훌石훌面에 부착되어 그 성능이 급걱히 細少되는

관째로 쩍당한 도구가 되지 봇한다. 여려가지 용구룹 휩뼈해 본 훌훌果

木工用具로 使用되는 回빼遭慶가 20 , 000-30 , 000 rpm 언 router가 엽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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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프로뭘켠훌 짝아내며 합여전 훌面도 만혹합 정 3표.y.. ul 끈함흩 알

수 있었다.

01 router 톨 그렬3 때셔 보는 바와 감이 table밀 때 上方 I화흐로

부착하.2 router bit가 t훌ble위 로 -J-져나오도륙 하었￡며 router

bit가 빠쳐나온 부맹 주~1 OJ .形의 훗lfJ홉R률 딴률었다.

Stainless steel로 그립4 와 잦은 홈片holeder률 훌作하었다. 01

holder 는 나사얘 의빼 R훌片율 고쩡시 킬 수 있는 한행의 grip파 환하는

훌片모양의 mould 한쌓흐로 이루어쳐 있다. 푸 grip은 l個의 ~片

mould호 고정되어진다. 이 고껑mould위애 일쟁한 폭흐로 잘려전

꾀Z훌홉tf￥률 어려秋 포，.낳고 그위에 나머지 mould률 얹은 後

고쩡냐사로 조여 탄탄혀 고쟁시 친다. 이 행;애 없料7r 고쩡펀 holder률

상 7) table위로 "l-져가 router가 홉l1J변 상택애셔 table의

뻐했횟出홈R와 holder의 圖定mould가 셔로 정혹하도륙 학번셔 셔셔 3)

융작야 가먼 일쩡한 모앙의 휩片율 얻율 수 있다.

다. 훌훌빼의 Mill에 따몬 훌l!1 프로펼 켠의 .，훌tlf'훌풀 .1t

(1) 훌리프로펼벤 *If.￥

훌훌빼의 廠加영향융 룰톨훌하기 위한 톨聊때 사용펀 폴라프로펼랜은

D.狂훌훌品으로 륨1ft，防止빼풍 월쩨와 W홈加빼가 전핵 각해지지 않윤

純繹한 빼末狀의 #M(PP 4017)률 健用하었다. 일 반작으로 市廠되는

폴리프로펼변은 빼農性융 놓아 "I 위해 용도애 따라 다양한 훌定빼가

짧加되어 있어 야률 본 .빼에 f훌用하는 경우 각 1&加톰의 *홈性융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뼈末狀의 훌훌l 프로펼뻔은 230 QC애셔의 melt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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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가 8정도이고 식품용거의 활造등에 使用되는 #*￥이다. 또

230 °C에셔의 melt index가 10정도인 훨륨用폴리프로펼 벤 (PP 1088)융

훌뼈하었는떼， 이 材料는 시충에 市願되는 pellet形으로 수년전애

一回用住혔홈훌의 *f f~로 使用휠 잭 이 있므나 그후 放射繼에 의 한

聊理的훌훌度의 혔1t，가 육심한 것으로 밝혀져 使用이 풍단되 었던

#*￥이다. 이 材빼는 色，相파 훌훌훌 비교대장으로셔 재쩍되었다.

(2) 安훌빼

(가) 홉化防止빼

수많은 嚴ft，防止빼中 폴리프로훨변의 뼈放射續性 向上에 했果7r

좋융갯j즈로 기대되는 6種類의 훌~防11:빼률 선빽하여 實톨훌하었다.

健用펜 륨훌1t防止빼듭은 떼놓흙離의 醒fu防止빼인 Irganox 1076

(Ciba-Geigy) , Irganox 1010(Ciba-Geigy) 맞 Irganox PS-802

(Ciba-Geigy)과 아민흙統의 顧化防止빼인 Sanoi LS 622( 三共) 맞

Tinuvin 770(Ciba권eigy)과 르 바 아홈흙統 인 Tinuvin 326 (Ciba-Geigy)

풍이 다. 嚴1t防止빼는 쪼두 0.3%씩 縮加되 었다.

(나) 易聊빼

易lfJ빼로는 모두 7種類륭 實뿔하였다. 일 반적으로 홈分子뺑賣의

縣加빼로 使用되 는 calcium stearate(和光觸훌I훌， a 本) 맞 dioctyl

phthalate(기 시 다化훌， 日 本)와 鷹化水覆인 paraffin oil(Merck) 및

paraffin block(癡圖點 56-58 °C , Merck) 과 polyethylene glycol

1000(뼈光載藥， 日 本) oliver oil(~純훌工業， 日 本)， silicon oil

(홈越化뿔， EI 本)등이 使用되 었다. 易훨빼는 모두 3%썩 이 縣加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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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훌柳빼

.휴..는 모두 g훌.톨 ••하였다· f1i J텀훌(흰lnctional group) 가

2톨 안 polye앉lylene glycol 200 diacrylate (Polyscienoe Inc.) ,

Tetraethylene glycol dimethacry1ate (Polyscience Inc.) , Diallyl

phthalate (Merck) 몇 Divinyl benzene (Merck)과 f붙用훌가 3게 인

Trimethy101 propane triacrylate (Po1yscience Inc.)등이 뿔用

되 었다. 훌빼빼는 포투 0.3~씩이 廠加되 었다.

(3) 합料의 훌훌홉를

각 • :bU.톨률 저율포 정확하;액 닿아 톨t~防止톰I와 훌#홈빼논 0.3%,
易훨빼는 3%가 되도륙 300g의 흩려프로멸헨#，￥ (PP 4017)가 률어있는

PE흥지 에 낳고 충분히 흔툴어셔 홉合하였다. 홉울뀐 홉t빼률 l톨出홈톰애

낼 어 .lb하였다. 이 때 훌出훌의 롤홉는 훌훌홉훌훌이 180 OCt

홉合훌홉야 190 °C , 훌出훌훌이 185°C가 되 도륙 하었는E훌 훌 III빼차

縮빼펀 lit，￥는 홉빼結홉가 상당'31 낮아져 흩홈톨 약간씩 낮;에 쪼정활

필요가 았었다. screw의 回.훌훌는 훌훌훌의 ~톨훌훌훌로 하있다.

11m윈 훌 ~I 프로펼변은 빼훨roller빼 의해 빼빼시쳤으며， 폼.AI 에

r‘。ller샤이의 간격융 조절하여 웰정두깨 (1-1. 5D1D1)의 lfI훨iiMlitf￥률

훌홉훌하였다. 한 를했의 lit"￥훌훌훨가 품나번， 약 300g의 훌리프로휩현

#~￥률 2회 룡봐.AI 켜 .t암훌내부톨 찢 어 낸 다융， 다른 IIt f￥툴

住入하여 다른 網mJJ빼의 홉入율 출이 도륙 하었다. 훌훨훌현 ~훌形

홉t料률 킬이 14Omm, 혹 l닮빼로 잘라 10i俠쟁도률 홉料holder 에 찌우고

훌作변 홉t片~If홈흩로 일정한 모앙씩 를I 훌轉度휩片율 만률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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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放射織照射

홉혹혐의 放射線照射에는 톨훌휠훌훌훌&홉의 放射훌훌$훌훌훌에 使用되 고 있는

大單삶放射線照射施홈햇융 使用하였다. t훗用뀐 放It，훌훌은 Co-60

캅마緣‘顧으로 그 체기는 약 15萬Ci 었으며， 홈빼에 쨌뻐팬 放射繼훌은

2.5 Mrad가 되 도혹 하았다. 照射쫓댐업藏는 공 71 충 엠*置애셔 일 반

홈癡홈훌끓의 R렘射方홉과 동얼하쩨 R흙射하었다.

(5) ~r 짧鐘度 및 뼈慶의 椰定

폴리 프로펼 변載片의 를 r ~훌훌훨度 및 뼈度툴 빼옮하기 蘭때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Secasi , 프 캉스) 혜 넣 어 置度

23+2 °C 빚 相훌￥#랬度 50+5%에셔 48시 간 이 상 保聲한 後 갑은

홈훌慶of!셔 測똘하었다 .17

를 I 훌훌훌훌度 및 빼度의 椰定에는 Instron(Model 1130)융 뺏用하었고

500kg load cell윷 뺏用하 었요며 cross head speed는 10em/min로

하였다· 51 ~홉뼈慶툴 椰定하기 빼에 각 홉片의 두쩨률 椰定하얘

기륙하었는더l 두께 測定때는 micrometer‘훌 使用하여 짧片의 를I 顆빼&

(잘쭉한 부분)中 4-5 ;;t.1정융 椰定하여 最小備흉 기 룩하있다. 한

lit혐의 를f5훌鐘홈 및 뼈廣룹 測定하는떼 5깨의 數片융 使用하었」프 vi 야

5째의 빼定簡中 훌훌大備와 훌훌4、 n훌훌 버리고 나머지 3깨 빼솔 f홉의

lJZ f형옳 그 홉혹*￥의 란 I 훌훌훌훌훌 및 뼈g룰로 하었다.

각 훌it*￥논 홉$片 5채쩍융 한 묶융으로 하여 3묶융융 만듭고 그충

하나는 放射續융 照射.AI 커져 않고 빼定하었고， 또 하나는 2.5 Mrad !!.J

Co-60 캅마선융 照射시켜 홈훌度 23 + 2 °c , 相짧薰度 50+5%에셔 14 日聞

B훌훌한 後 測뚫하었고， 나머지 하나는 위와갑이 照射왼 것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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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C에셔 2Sa 뼈 뿔에흩한 횡Jt I훌훌하었다.

(6) 혼，훌化의 빼훌

여러 훌훌빼의 .t3n나 훌tlf'훌照It액 의빼 훌 oft획쓴 흩I~엽의 째 71 와

*훌훌율 #훌훌학는 대 는 Color/Color Difference Meter(Model

ND-I001PP. Nippon Denshoku Kogyo Co.. LTD) 률 햄用하였 다 . 홉~Jt

l秋로 빼훌했훌 때와 2候률 겹쳐 빼솔했율 때 빼뿔홈에 상당한 차이가

발건되었다. 그려나 3板 이상얼 때는 거의 일쩡한 강율 보었다.

따랴셔 본 톨톨얘셔는 3秋 이상의 홉片율 겹져셔 빼뿔하었다. 빼f훌환

항 4훔윤 명예훌 (Degree of lightness). 컬눔色，훌 (Degree of redness) 및

훌훌훌(Degreee of yellowness)등 이 었다.

돼



홉룡 2 홈" 휠If 홉흔 훌홉 홉혼 및 뭘좋 홉훌

1. 톨훌흩리프로훨밴의 훌홈放Itl훌性

圍內에셔 市願되고 있는 며러種類의 홈리프로펼면中에셔 대표적인

7가지 툴 취하여 2.5 Mrad의 放射續융 照It시 한 홉 測헐한 훌色，협Ie

(yellow index) 및 爾廳揚혔(melt index)흉 표 l 때 보었다. 우션

훌色，짧Ie툴 잘펴보번 홉월흩明펼륨用*f*￥인 PP 1088 융 쩨외한 모든

폴리프로펼멘材 M플이 훌훌끓의 뻐賣에 르게 영향융 미힐정도로

훌色，되는 現훌융 불 수 있었다. 륙헤 二輪延뼈멸륨用，If出없形用，

廷뼈用인 PP 5014L , PP 4017 맞 PP 5014등이 큰 훌폴휩數륨 로었다.

혼，相은 훌色， 황강色" 황홉폴등으로 모푸 훌色，흙統이 었다.

훌色，現훌이 가장 적께 월어나는 PP 1088은 0.8 에셔 14정도로

훌色，楊廠가 휩加하기는 했으나 이 정도는 肉眼으로 불 때 훌훌끓의

&옵賣애 영향율 미 힐 정도는 아니 었다. 그러나 이 재료는 2.5 Mrad의

放m ，훌照If애 의해 현래 1 1. 0 이던 樓룹빼f륨없 7]- 椰定이 不可顧빨 갱도로

햄1m되 어 다른 材뼈듭보다 分解反H훌이 심하계 열어나고 있융율 압 수

있었다. 이와갑이 륙심한 分解反R훌이 밀어나는 것은 이 PP 1088 애

가해진 및~~윷빼의 量이 다른 grade 애 비해 헌저히 걱기 때문이거나，

放If續애 의해 훌훌色，團은 형성치 않으나 했果가 낮은 훌定빼가

騎加되었기 때푼인 젓흐로 볼 수 있율것이다. 어떤 이유든 깐에 이

ttf￥는 본 鼎뾰에셔의 훌홍훌훌*f f￥로 활용훨 수 있율것으로 생각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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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C!)프로멸헌자째의 훌훌훌 빼푼에 알반격흐효. 훌훌톰차 전핵

홉빼되 A) 않용 훌리프호훨뺀 base p야빼，er는 륙수한 정우톨 제외하고는

市順되지 않고 있다. 市톨되는 훌 a) 프로훨현*1M는 표 lot셔 보는바와

캉 0) 대부불야 했톨fi훌에 의혜 심하게 를폴，핀다. 그충에셔도 pp

1088훌 훌훌야 가장 쩍은 제효이 있다.

각 it.톨률의 홉홈빼.(melt index)톨 살펴보번 PP 50l4L 맺 PP

5014가 가장 쩍흔 를化톨 오였다. 반면 이 두 grade!l it (!，빼.는

가장 흔 훌it톨 보였다. 앞셔 언급현 PP 1088온 이와 반대의 껑우，

륙， 홉톰빼훌힐 뿔ff:，는 .大이냐 훌훌짧홈의 훌ff:，는 .tl、이다.

나머져 grade는 앙쭉다 충간쩡도의 강율 쏘이고 있랴. 이와갑이

alt. 에 의한 훌혼，빼흙의 월fmr가 it.反H훌야 웰어난 정도률 나타내는

홉홉揚훌와 대학적으로 웹!t.lt빼 한다는 훌훌훌홉果는 다융 두가지

현인에셔 연유펀 것요로 생각윈다. 첫쩨는 훌훌빼縣加.의 다소에셔

11) 훗펀 것츠로 불 수 았다. 일받적으로 훌려프로멸밴이 故쩨tt를에

의해 .혼，융 밀요 ~I 는 것온 훌C! I 프로펼켠 자째의 빼it;때폰야 아니라

가해전 검찰훌빼가 放射했에 의헤 l훌훌，률융 헝생하기 때푼인 갯으로

알려져 었다， 10 따라셔 廠如를이 많은것은 훌훌빼흙의 앨化는 르고

톨t ff:， t훌껴."反홉를의 홉度인 훌홉擔훌는 월f iu 뭘 갯이다. fE 縮加.이

쩍온것이 야와 반대가 뭘것이다. 투번챔 이유는 훌定빼의 훌훌에

따폰 *훌훌으로 활 수도 있융것이다* 가령 했果的인 훌롯빼가

alti흩에 외헥 엽게 .色，되는 경향이 있다떤 톨빼 I훌훌와 갑은 現훌이

셜명되어 질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훌훌存 훌끓에 가헤 AI 는 짧加 ..의

훌했 및 .은 각 훌훨狂의 71 밀사항이므포 위의 두가지 현인충

어땐것이 타당한지는 확인활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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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폴리프로멸뻔훌훌화빼의 짧故톨f.훌 혐性

본 훌훌$에서 훌훌材M로 使用현 PP 4017 Base Powder 빛 市願되는

一般#，￥中 홉色이 가장 척거} 얼어나는 PP 1088 에 태한 란I~훌훌훌度，

뼈慶 및 色*협의 뿔-(t륨 .fE 2 에 쿄 였다. 두 *f f￥는 2.5 Mrad의

放If續융 照 tt한 홉 23°C애셔 2週lVl il뺨훨 때 착지 는 란r~훌훌훌度가

오히려 增加하였으나， 照射接 60°C에셔 4週聞 뽑뺨함에 따라

ijr~훌趣度가 급걱히 빼少되 었다. 륙히 PP 4017 Base Powder로 훌훨훨

휩뼈는 輔度롭 쩔 수 없융 갱도로 륙심한 쫓1(，카 진뺑되 었융융 알 수

있었다. 한편 PP 1088은 4週뼈의 傑뺨後애도 약간의 훌훌度는 유~I 하고

있었다.

뼈慶의 훌-(t륭 살펴 보 먼 2.5 Mrad의 放射*훌照射에 약 해 PP 1088은

현래 빼度의 2.4簡 總少하었고 I PP 4017은 3.2빼로 더 많이 홉少

되 었다. 60°C에셔 4週聞 傑훌 後에도 PP 1088 은， 2.0% 정도의

뼈훌가 남아있는 반번 PP 4017 은 뼈度가 거의 없었다.

放射緣照射 및 4週聞의 保뺨애 ·의한 체흩色，現훌융 알꽤보번 PP 4017

Base Powder의 경 우 明度(degree of lightness , L) , 옮혼，度 (degree of

redness I a) I 훌色，度 (degree of yellowness , b) 가 모두 조읍씩 훨加

되는 경함율 보었으나 肉眼으로는 거의 구별합 수 없융 쩡도의

훌化이었다. PP 1088 도 위와 비슷한 現훌이었으나 훌色度가 조급 터

큰 갑융 보었다. 그러나 이 #빼는 이로 부터 훌훌造팬 훌훌옮의 쩔질애

영향융 좁 갱도는 아니 었다. PP 1088의 δL ， δa 및 δb 값률은

放射織이 照If되지 않은 PP 4017 鄭片율 기준으로 하여 야 때대한

뿔化備불 나타댄 값이다.

예상쨌던 바와강이 安定뼈가 전혀 縣 1Ju되지 않은 輪훌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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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 프폴훨 뻗은 훌~tt ，훌懶It 맞 照1f t훌 홈에흩에 빠라 그 輪理的훌훌度 ='r

급격 ~I 低下휩율 발 수 있었고 PP 1088은 여애 al 해 바교척 좋은

뼈故쩨f'훌性윷 보이기는 했으나 훌期뼈 9홈훌 훌때는 급적한 훌훌훌低下 ='t

열어나 야 합*￥ 5훌 훌훨훌펀 l훌훌훌훌옮흔 放M'훌훌빼홈 01 不훌홈할 것으로

에혹되 었다.

3. 톨*'1흥止빼의 *홈 jp;했훌

가. 引훌훌훌흩

본 .빼 t삐셔 훌훌;f.;ff·￥로 째 택편 PP 4017 Base powder애

홉化防止빼툴 각각 0.3%씩 縣加한 8훌顆의 Iit*￥로 부터 얼은 5f 훌훌훌껴훌

훌힐結果는 표3 에 보 인 바와 캅다. 2.5 Mrad의 放M'훌융 照射하고

2週日 後애 빼훌현 降tt짧때셔의 홍fs훌짧훌는 횟定빼률 전혀 W홈 hll 3t .:tl

많은 PP 4017 Base powder액셔와 마한가지로 미새하체 혜톨加하는

경향율 보여 放Mi톨율 懶M하지 않은것애 II) 해 4-6%캠도 높은

5f~훌훌훌度톨 보였다. 그러나 60°C애셔 4週뼈 짧빨홉애는 R흙:au.뭘의

홈혔of) 따라 상방한 차이률 보었다. Irganox 1076융 縣加한 휩빼가

가장 훌1t가 척어 60 °C애셔 f물애흩하 71 빼과 거의 폼일한 훌훌흩률

보였고 다읍이 Tinuvin 770.으로 故Ifi톨융 照If~r='l 빼의 훌훌폐톨와

al 슷한 짧율 보 었다 • Tinuvin 326 , Sanol LS 622 및 Irganox 1010율

隔加한 훨뺀애셔는 상당한 훨훌훌쫓ft，가 옐어나 25-30"정도의 5f ~훌훌훌홈

홉少률 보 였다 • 가 장 혔{t ='t 생 한 젓 은 Irganox PS-802를 *홈 lIn한

홉t料로 캄I 훌훌훌훌7t 70%' 빼少하였다. 이상애셔 降~홉&01 셔의 引를훌뭘훌훌

훌ft，툴 잘펴본 *홉果， 때놓켜%統 또는 아빈흙統등 륨훌 fu 防.tl:홉의 꿇統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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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차이 정은 발전할 수 없었다.

鷹톰點에셔의 를 I 靈鐘度는 그 뼈定備가 상당히 붐쥬척하여 定훌的인

有훌性은 르;to) 않으나 定性的인 훌훌훌은 가능활 것으로 보얀다. 2.5

Mrad의 故射續照射에 의해 훌훌톨F點때셔의 5r~훌鐘度는 대부분 20-70%

정도의 협찌n툴 보었는떼 Irganox 1076융 縣加한 훌-t*￥만은 빼ft，가 거의

없었다. 또 敵斷짧애셔의 를I ~훌훌훌度는 대부분이 降~點과 엘 :).1

하였으나 Irganox 1076 및 Tinuvin 770만은 일 ~1 하지 않고 降快짧의

5r~훌훌훌度보다 약간 낮은 갑율 보였다. 이상봐 갑은 51蘭題度

훌톨$結果률 홈합해 불 때 6가Al 홉ft，防止빼中 Irganox 1076이 가장

우수한 耐放射훌훌性융 보 았고 다융이 Tinuvin 770 , Tinuvin 326 , Sanol

18 622등의 순이 었다.

나.빼 훌

률훌化防止빼의 種類혜 따라 放射훌훌照射接 23°C에셔 2週聞 및

60 °0에셔의 4週뼈 %훌혐훌애 의해 뿔ft，되는 降 tt點애셔의 뼈度륭

빼솔하여 표4혜 정리하었다. 敵톰點애셔의 뼈度도 빼솔은 하었으나

椰定빼가 매우 불규착하계 나타나 수지로 나타내는떼는 어려움이

있었다. 대신 월性的요로 살펴보면 홈片이 늄어 남에 따콘 5r~훌훌훌度의

뿔ft:，와 훌훌斷되 는 위 ~I 애 따라 그 멈 5 에 보 인 바와 갑은 3種顆의

훌tress-strain curve 形麗로 대 별 합 수 있 었다. I~.는 515훌훌￡片의

잘룩한 부분 륙 5r 훌훌홈R Bi가 완전히 늄어난 다융 廣톰되는 形훌이고，

II形홉는 引짧빼位의 일부가 늄어나다가 敵홉되는 경우이다. 이 두

形훌는 모푸 降快點융 가지 는떼 어 降 tt點까지는 全 캉 r ~홉홈Kfii가

동시애 고르게 늄어닮으나 降 tit짧 이후에는 neck가 형성되어 혐定홈Sf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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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놓어나 7) .....) 꽉빠여 이 갯 0) 쩨촉 확산확 어 7~는 짧훌이 었다.

IIIfl훌훌는 홉~훌확 훌훌l톰홉에 빠호 폰책하지 않으며 I 몇

II흉홉에셔와 갚아 neck도 형성되지 않는다. 이 캠우는 톰~홉화

톰tl톰훌홉이 겁쳐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훌갯아다. 따라셔 III擔훌률

보야는 흙빼가 가장 딱딱하고 I形훌톨 보여는 lit.￥차 차장 훌훌性 0)

혼 #.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톨훌는 2.5 Mr‘ad의 훌~It.톨照If'에 의헤 보두 배숫하게 .少되는

캠향융 보여 현래의 촬 of 111 해 1-2.5훌 정도 낮흔 빼흩톨 보었다.

그러나 MIf.훌뼈If홉 60 °C에셔 4회톨뼈 f통에흩펀 ~*￥의 뼈홉는 隔mr펀

.-ftm止빼의 훌.에 따라 장당한 차 0) 톨 보여쭈고 있다. Irg8110x

1076율 械빼한 룹빼는 60 °C에셔 4週뼈 없훌하기 빼외 것과 거의 갚은

뼈훌톨 보었고 Tinuvin 770율 輪빼한 훌~M는 4주 풍얀에 약 3를l

캠도의 홉少빼 그진 받번 다폰 4까지 홉'It防11:빼톨 짧;an한 홉料률은

육심한 빼홉의 빼찢뀔훌훌 보었다. 따라셔 륭I 훌훌훌흩 .룰에셔 얻은

훌훌果와 마찬가지포 Irg8110x 1076 맞 Tinuvin 770이 가장 ..훗的 언

톨t -ft0 止톰l 업흩 짐 작할 수 있었다. 이 갯은 표4에 보인 stress-strain

curve의 形홉톨 보아셔도 알 수 없다. 훌홉~JIll t훌훌한 홉의 것율 보먼

위의 푸 III:빼에셔는 IIfl훌톨가 포합되어 있어， 이 #.￥가 톨뼈뼈

몫톨後에포 훌훌풀이 남아 았융율 알 수 있다. 반먼 나머지 4훌훨는

모투 III形1홉로 딱딱한 性톨율 αl 게 되었읍율 알 수 았다.

다. 를흩，훌

훌훌#，￥로 1!用펀 PP 4017율 기푼으로 한 맺훌의 ftfu( O' L) ,

흙혼，훌의 빠-ft(δa) 및 .. 혼，度의 훌ft(δb)률 3E5 에 보였다. 明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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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fu률 살펴모먼 放射續照射 및 4週聞의 傑뺨애 의해 그다지 큰

뿔 fu롭 보이지 않있다. j눔현，度는 약간 옳色쪽으로 변하는 경향이

았으나 그다:-tl 븐 뺑化는 보이지 않았다. 반먼 훌훌色，慶는 爾加훤

顧 fu防止뼈의 種類에 따라 양당한 차이 를 보 였다. 2.5 Mrad의

放射線照射에 의해 가장 훌훌色율 척꺼l αl 는것이 Sanal LS 622를 爾~tI한

홉혹料 01 었고 다읍이 Irganox PS-802 , Tinuvin 770 , Irganox 1010 순

이 었고 Irganox 1076 맞 Tinuvin 326은 상 당히 질 윤 훌훌 훌융 떠 었 다 •

버교적 放射線照射에 의한 農色，이 적었턴 鄭햄품풍 Ir‘ ganox 1010 및

Irganox PS-802는 60°C에셔 4週뼈 保뺨합애 따라 상당히 질은 훌훌色，융

띠 께 되 었으나 Sanol 1S 622 및 Tinuvin 770·은 버 쿄 적 色，의 뿔 fu가

적었다.

이상의 賣顧結果만율 불 때는 때놀系觀의 嚴ft，防止빼는 훌훌色，이 심한

편이며 아민 흙統의 顧1t助l上빼가 III 교척 훌혼，이 털 앨어나는 것으로

나타~다.

라. 홉'ft，防止빠애 대한 뺨톰

嚴'ft，防止빼가 爾加뻗 lit料의 갱J~훌짧度 및 뼈度의 實톨$結果률

安定빼가 전해 縮加되지 않은 홉it.￥와 비교해 볼 때 홉-(t，防止뼈의

種類에 따라 차이는 있모l.t 상당히 뼈放射線性이 협加되 었융율 알 수

있었다. 반먼 훌훌현，度는 륨훌ft，防止빼가 縣加훨에 따라 오히려 악화뭘융

얄 수 있었다.

引짧觀度 맺 4빼度의 實훌$結果는 Irganox 107601 가장 耐放射總性

협깨n 에 했果的인 것으로 나타녔으나 심하게 훌훌되는 경향올 보었고

훌色，度륭 椰定한 實顧結果는 Sanal 1S 6227~ 가장 훌色율 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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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ξ카는 갯으로 냐학~~나 。I .는 를I 훌훌훌農 맞 훌훌훌훌힐에셔 가장

낮윤 蘭故활훌톨뚫율 보였다. 반면 Tinuvin 770운 링I!훌훌훌훌와 빼홉

.빼쁜 아니라 훌훌度.M혜셔도 납l 교척 훌윤 *홈性율 보여 본

.톨훌 O쩨셔 째빡펀 6훌의 률t~뼈II:빼中 폴리프로필뻔의 械jn빼로 가장

적합한 갖호로 생각뀐다.

4. 홉.，빼의 _ill했훌

가. 옐I훌훌훌

풀려프로펼뻔얘 ?훌훨의 易 III빼톨 각각 3.0%씩 械加한 휩혐로 부터

빼定흰 를I 훌훌훌慶 톨빼홉홈훌률 표6에 쟁리하었다. 2.5 Mrad21 故M'훌율

뼈射하고 23°C액셔 2추웰이 정과한 後 빼定원 降~點 얘셔의

를I 훌훌훌훌는 앞의 훌훌률얘셔와 D~ 찬가지로 약간썩 뭘tbu i하는 경항융

보었다. 반번 故射빼陳혔훌 60°C혜셔 4週聞 (¥톨펀 IitK는

放If'훌照If 되지 않은 짧빼 011 바빼 를I 훌훌훌홈가 상당히 많이 減少되 어

Oliver oil t Paraffin oil 및 Silicon oil퉁이 械加펀 것 은 약 30%

정 도 , Calcium stearate , Polyethylene glycol 1000 , Paraffin block

및 Dioctyl phthalate가 1&加휠 것 은 약 60% 가량 $훌깃}되 었다.

뭘훌 l톰짧때셔의 캉I 훌훌훌度는 열정한 경향여 없이 상당히 불규착하채

나타월는댁， 이것은 Instron 애셔 홈片이 늘어날 때 잘룩한 부분이 다

늄어난 다융얘도 훌홉되자 않고 얘숙핵셔 lit片의 혈윤 부분까~)도

늄어나는 경우가 있어 300 kg/띠 2 이상의 引훌훌훌홉톨 보여주고 있다.

따라셔 0) 훌훌톰뭘 OJ 셔 의 륭r~톨훌훌훌훌훌훌홉果는 월.的 인 의 미 는 없으나，

易lfJ빼률이 가해접때 따라 늘어냐는 性훌 축 훨E뚫여 훨껴R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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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性的인 의미는 있는것으로 뽑훌뀐다. 照M後 60°C애셔 4週뼈

保훌뀐 鄭뼈들온 모두 陣~點과 훌훌斷點이 분리되지 않었다.

나.빼 홈

폴리 프로펼 변애 3.0%의 易l1J훌뭘륭 縣加함애 따라 Dioctyl phthalate t

Calcium stearate , Polyethylene glycol 1000 및 Siclicon oil등 이

輪加펜 훌t*￥는 현래의 輪聯폴리프로필맨의 뼈度(15.2%)와 l:l1 숫하거나

약간 낮은 값율 보 인 받먼 Paraffin oil , Oliver oil 및 Paraffin

block이 縣加팬 홉뼈는 현래의 傳度애 l:ll 해 약 3.5團 정도 휩加하여

延性이 I화上되었용융 장작합 수 있었다.

2.5 Mrad의 放射線율 懶혔한 I(뼈의 뼈훌훌 照射빼의 것화 버 요해

보 번 , Paraffin oil , Polyethylene glycol 1000 , Oliver oil , Silicon

。il 맞 Calc~\빼 stearate등이 짧加·펜 휩빼는 현래의 뼈度에 비해

0.5-1. 3빼 정도가 빼4되었다. 어갖은 輪훌훌폴리프로펼뻔의 빼흩

빼~훌훌인 3.2圖에 비 해 월동히 적은 값이 며 Dioctyl phthalate 맞

Paraffin blockol 械如펜 홈훌뼈애셔는 오히려 협加되는 現훌율 보었다.

이 러한 實없結果는 이 훌훌빼에셔 使用뀐 7가지의 훌훌b빼가 오두

放M'톨이 照射되는 동얀애 멸어나는 흉리프로펼맨의 分解反훌율

柳圖하는대 상당히 했果的이라는 것융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뀐다.

그려나 이 易l1J빼는 放It훌훌照Mt훌 ~빨期fU1동만의 分牌反R훌융

훨P뼈하는 떼는 그다지 했果的이지 웃한것으로 나타납다. 이 것흔

放It훌훌照射홉 60°C애셔 4회톰fUJ~뺨한 홉 #빼定뀐 뼈H톨률 살펴봅으로셔

알 수 있다. 이때의 뼈度는 홉훌훌폴리표로필벤의 것 보다는 높아셔

Oliver oil , Paraffin oil 및 Silicon oil융 縣加한 것 은 3.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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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도!I t훨훌률 보있으나， 톨it防11:빼률 홉협회R한 것에 11) 하번 훨싼 낮은

뼈度 °1 었다. 터무나 나머지 -4홈훨와 겸우는 빼홉까 격의 업는

상라이 었다.

다. 를훌훌

뻐홈*훌훌 e1 프로펼핸$f'￥의 것율 71 훈으로 하여 빼훌원 a훌빼가 3.0%

隔加현 홉햄의 明慶뿔ft" 흙혼，흩.ft， 맞 .~홉훌뱉it톨 표g에 보었다.

흙色，度의 .1t는 모푸가 매우 작은강으로 肉眼으로는 전혀 구멸되지

않율 쩡도의 훌ft'， 이 었다. if 폴，度의 뿔ft'，는 옳폴홈의 톨~ff:，얘 배 해

바교적 많이 훌加되 었요나 Paraffin oil , Paraffin block , Calcium

stearate등촌 純홉흩eJ 프로펼밴파 거의 肉훌훌 o 포 주별합 수 없율 정도

이 었￡며 훌tit，훌薦It 및 훌期뼈의 짧훌애 의 해셔도 폴의 .1t7~ 거의

앨 어나;t.J 않많다. 반번 Dioctyl phthalate 밸 Oliver oil 이 짧加펀

것윤 영 은 폴，빼율 훌l 었 EL며 polyethylene glycol 1000 및 Silicon

oilol 縮加펀 것은 버교적 질은 色，相율 보었고， 또 이률은 放Itt훌照It

및 훌期~에흩에 따라셔도 폴，이 짚어지는 정향율 보였다.

랴· aD홈에 대한 I￥.

본 톨톰애 홉用펀 모든 易Ib빼는 2.5 Mrad의 故It.룰뼈射按 23 °0

에셔 2홉IUIM흩훨 빼 '-1x,는 放It，훌얘 의 한 짧理的훌훌廣의 ~~률

빼뼈하는혜 했果가 있융율 알있다. 흩리프로훨뻔에 훌륭l1J빼툴

柳bU하는 갖은 훌lit'훌애 의해 생성현 라디찰의 易Ib度 (mobility) 톨

높여 라디합찌라의 했止反R훌 (tel‘mination reaction)융 협大시켜

라다칼의 홈存룹廣률 빼少시키기 위함이다.•훌훌的으로 웰存라디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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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톨度는 椰롯되지 않았으나 위와갑은 훌훌$훌훌果로 uJ 루어 불 때，

훌l1I빼가 械加되지 않은 흉 eJ 프로펼뻔에 11J 해 라디칼빠度가 상당흩l

홈少되 었융융 잡 작합 수 있다. 그러 나 60°C에셔 長期聞 保활하번

輪理的性寶어 급걱 ~J 옷{t되는 캡으로 ul 푸어 보아 아작도 상당한

부분의 라디 칼이 짧存하고 있는껏요로 생각현다. 이률 홉it*￥ t함에는

랴다칼連훌훌反廣柳빼짧인 嚴ft;防止빼가 輪 flu되지 않앓으 3프로 小률의

樓存라다칼이 존째해도 이것애 의한 생훌훌훌的인 홉 ft 性分훌훌!x i훌이

일어나 長期짧뺨後때는 훌훌iofl 셔와 갑이 심한 쫓~가 얼어날 수

있율것요로 생각왼다.

를I 薦鏡度 및 뼈E훌 3흩훌훌의 結果는 Oliver oil , Paraffin oil 및

Silicon oil 이 흘러 프로멸 변의 願放M'훌性 I화上애 보다 했果的인

것 ￡로 나타앓고 훌色t度의 훌훌훌훌훌果는 Paraffin oil , Paraffin block

맞 Calcium stearate가 가장 좋은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셔 ?種의

易動빼中앤l 셔는 paraffin oil 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현다.

5. 홈빼톨빼의 R홈 mJ했果

가. 引훌훌톨훌훌

홉 el 프로펼 랜 off 5種類의 뿔橋홈빼률 각각 0.3%씩 爾加훤 鄭料로 부터

빼定왼 sr ~훌題度 實뼈結果룹 표9애 보었다. 2.5 Mrad의 放射續융

照射하고 23°C에셔 2週聞 경과뀐 後 椰뿔현 링I 훌훌훨훨度는 앞의

實훌$듭애셔와 마찬가지로 照爾節애 비해 휩加하는 경향융 보였는떼

훌훌{t防止짧와 옳動홉 縣加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갑율 3E 였다.

이것은 歸加뻔 혔橋빼가 放射훌훌애 의해 품려프로펼뻔씌·子듭 샤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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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갇의 훌홈톰톨 일￡궐기 때푼￡풍 생각핸다. 60 °C에셔 4週118

f훌훌훌씌 를I~톨훌훌훌는 훌it防Jl:빼나 훌 II빼률 훌훌加한 정우에 tI]헤 아추

낮은 갑윷 보 0) 고 있다. 이것은 훌••7t 라디활의 흩홉률

$훌 !p oA] 커거나 라디합훌훌反$훌율 빼빼시키는 액합율 훗하 7' 때문언

것흐로 보인다.

나. 뼈 훌

훌홉톨률 짧加한 홉t.￥률의 빼흩률 표 IOc때 보있다. 했홈톨톨톨 7t

隔jll 휩 애 따랴 훌tit. 율 Mit하 71 빼애도 strain-stress curve의

形훌가 상당히 번하였다. 혹 降~앓융 ~J 나 흩뼈하는 도충얘 홈片이

IUf되는 II쨌훌가 뭘加하었다. 이것은 휠料톨 훌出훌훌애셔 처리하는

봐정에 옐부의 훌柳훌7r 뤘 t삐 의헤 反B톨하여 훌뼈를률 얼으켰71

때훈￡L 풍 생각원다. 5가지의 뽕빼빼듭충 poly(ethylene glycol 200

diacr‘ylate) , Tetra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Diallyl

phthalate 맞 Divinyl benzene등파 갑이 2채의 作用훌률 가전

했홈빼가 mthD'판 at，￥논 2.5 Mr‘ad의 故射*흩照 Mofl 의 해 빼흩 7r

故It，훌蘭It빼의 것 0훌 버 해 약 l 톨I 정 도가 빼少되 었교 t 3 객의 作用경흩률

가진 Trimethylol propane triacrylate는 약 3훌 갱도로 더 많이

빼少되 었다. 放M'톨照11ft 60 °C애셔 4週뼈 保훌한 휩料는 빼性이

섭 3) 쫓~되 어 전혀 흩性율 보이지 않았다.

다.훌色훌

*톨홈Jl7r 71.홈 !D ‘흰 at，￥듭의 放It a훌照射 빼 校 및 長뼈뼈 ~에흩按의

폴，의 .~률 표 llof 갱 cl 하았다. 이 표애 나타난 結果와 마찬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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肉眼으로 판촬했율 때도 뿔橋홉의 縣加나 放射훌훌照射나， 훌期聞의

保생훌등혜 의해 거의 훌色，이 밀 어나지 않았다. 다만 divinyl

benzene이 練加왼 훌$빼는 長期뼈 保뺨緣 영 운 뽑폴‘융 띠 었다.

랴. 혔홉빼애 대한 뽑 fir

뿔휘홉빼가 폴리프로펼벤에 爾加되는 경우에 훌色，現鎭은 閒훌훌가 되지

않었으나 陽理的轉慶의 쫓ft롤 柳制하는 71 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봐다. 그러나 이 뿔橋聊풍이 顧11:，防止빼등 安뚫빼와 폼Al 에

縣加훨 때는 耐放射續性 I화上혜 어떠한 영향융 미 힐수도 있융 것으로

생각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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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를 3 를흩 훌홈 륨홈훌 맞 휠훌 훌훌 훌I 흔I를

l뼈 it.，.훌性훌훌用폴리 프호훨 헨材料률 빼훌하7) 위 한 빼.훌훌톨 맞

홉홉를률 훌.f양하고， 몇가;itl 짧加빼애 때한 훌훌훌힐융 실시하었다.

휩빼의 홉4학 및 톨t片의 훌훌월훌of] 펼요한 .出홈 및 톨k片*흩톨f 홈톰률

훌Rlt하여 l훌tF학었ξ며， 훌t片의 l훌훌훌方홉 및 빼理的훌훌度빼뿔홉，

.폴， n톨빼定홉듬 放쩨t.훌 II射의 영향융 흩".하는 方홉융 확법학었다.

흩훌存의 .11훌훌리 프포펼 벤 7훌때 대한 .톨￡ iξ 톰H 放쩨f'훌 4훌풀율

홉홉댄학어 모푸가 그대로는 故It，톨홉홉用 훌훌훌뻐의 JIl t￥로 健用뭘 수

없융율 압앓고 그충때셔 앓」르로 빼훌하려고 하는 뼈훌~M.性

흩려프로필련의 경훌훌#*￥로 健用可홉한 l훌의 폴리프로펼 밴융 찾야

냈다.

폴리프로필 변의 뼈載쩨fa훌짧向上율 위한 柳mJ:빼로는 흩t ft:.防.II:.빠，

훌톨b빼 및 훌I를빼둥이 각각 ￥톨 ft l¥.J으로 .뭘되 었는혜 홉훌 fι防1l:빼와

훌ltJ빼논 뼈故툴t.톨性 I화上애 했果가 있었ξ나 훌뼈톨빼의 경우는 투컸한

했훌톨 보이지 않양다. 톰Ifι￠휠.1I:'톨의 경우 放Mi훌爾훨혜 의해

빼理的藏훌의 혔ft， 7t 척채 일어나는 것은 훌훌現훌 01 섬했고，

.폴現훌여 적째 일어나는 젖은 빼理的훌훌의 쫓化가 상한 경우각

않~~ l..t , Tinuvin 770운 k톰훌률 lI1 교척 잘 반혹시켜주어 6훌의

11ft，防止빼충 가장 적합한 것￡로 나타~다. 홉Ib빼는 모우 7가;;t.)가

톨빼되었는때 이듭은 대부분 故射훌훌照射때 대한 安뚫性 I화上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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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果7r 였￡나， 長期聞 保聲하는떼는 그다지 했果的이;tl 훗댔다. 또

일부는 故射緣에 의해 훌훌되기는 쨌으나 훌훌fI:.防止聊의 경우에 배하먼

낮은 훌色，度률 보었다. 7까지 易Itt뼈中 가장 뼈放射廠性 I화上애

했果的이고 훌훌훌이 일어나지 않는 *ff.￥는 Paraffin oil 이었다.

했橋빼는 5種훨가 實뿔되었는대 모두 훌폴，애는 거의 間훌훌가 없으나

햄理的훌훌度의 쫓ft，률 柳制하는 가능이 육히 미미하여 단톡 縮加로는

뼈放射훌훌性 뭘大애 별 도움이 되지 않융융 알았다.

본 實훌$에셔는 모든 훌~*￥가 한훌훌홉의 縣휠PJ뭘반 훌立的 o 로 웰정량

加해진 것이지 때푼애 實빼of]셔 가장 훌은 縣1m J뭘로 판갱현 경우애도

그 뼈放射훌훌性은 반족할만한 것이 되지 훗댔다. 앞으로의 實뿔에셔는

여러 種짧의 縣加빼륨 훌훌움하며 相훌했果플 實훨하고 또 그 觸홈Jt훌

맞 縣 IIp量의 뿔~때 따른 耐放射線性율 檢對하여 가장 했果的이고

觸.的인 훌方융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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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nsile Strength, Elongation and Coloration of PP 4017
Base Powder and PP 1088.

2.5 Mrad + 2.5 Mrad +
Resin Property Unirrad. 2wk.at 23°C 4wk.at 60°C

--------- ---------------- -------- ----------- ---------‘---
PP 4017 Tensile strength (kg/cm 2 )

(Base at Peak 344 355
powder) at Break 247 355

Elongation (%)
at Peak 15.2 10.3 ",, 0

Type I III III

Color
L 30.4 36.9 38.4
a -1. 1 -2.1 -1. 5
b -4.1 -3.1 -2.7

PP 1088 Tensile strength (kg/cm 2 )

at Pe와c 358
at Break 271

374
378

249
249

Elongation (%)
at Pe와f

Type

Color difference
δL

δa

δb

13.4
I

7.5
-0.2

2.1

10.2
11 ,111

8.5
-0.9

2.1

3.0
III

8.6
-0.9

2.8

L : Degree of Lightness (Light + 100 .-. 0 Dark)
a : Degree of Redness (Red + 100 .... 0 -80 Green)
b : Degree of Yellowness (Yellow + 70 0 .... -80 Blue)
δL， δa， b' b : Difference of Each Property to PP 4017 Bas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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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nsile Strength of Polypropylene Containing
0.3% Antioxidant

Tensile strength (kg/cm 2 )

2.5 Mrad + 2.5 Mrad +
Antioxidant P/B Unirrad. 2wk.at 23°C 4wk.at 60°C
------------- -------- ------------ ------------

Irganox 1076 Pe와f 346 362 363
Break 223 224 312

Irganox 1010 Pe와f 352 367 208
Break 223 334 208

Irganox PS-802 Peak 352 368 107
Break 218 365 107

Sanol 18 622 Pe따f 339 355 242
Break 261 322 242

Tinuvin 770 Pe하f 353 375 343
Break 263 326 337

T’inuvin 326 Peak 355 367 266
Break 225 359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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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ongations of‘ Polypropylene containing 0.3%
Antioxidant.

Elongation (*) at Peak

2.5 Mrad + 2.5 Mrad +
Antioxid없lt Unirrad. 2wk.at 23°C 4wk.at 60°C
------------ -‘’----- --------------- -‘---------

Ir‘ganox 1076 15.8 14.1 13.9
II II II

Irg없lOX 1010 14.3 13.5 1. 8
II II III

Irganox PS-802 15.0 10.9 t'V o
II 11 ,111 III

Sanol LS 622 16.0 14.6 2.6
I II III

Tinuvin 770 15.4 13.9 9.5
I II 11 ,111

Tinuvin 326 14.4 11. 4 2.9
I ,ll 11 ,111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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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loration of Polypropylene Containing 0.3%
Antioxidant.

Color 2.5 Mrad + 2.5 Mrad +
Antioxidant Different Unirrad. 2wk.at 23°C 4wk.at 60 °0

---------‘ --------- -------- ------------ ------------

Irg하lOX 1076 ttL 5.6 4.3 2.8
tta -0 .2 -0.1 0.6
δb 2.0 6.1 8.6

Irganox 1010 δL 6.4 7.0 7.2
δa -0.9 -0.9 一2.1

δb 1. 3 3.9 5.9

Irganox PS-802 δL 7.2 7.2 8.1
δa -0.2 -0 .9 -0.9
δb 1. 1 2.0 6.3

Sanol LS 622 δL 6.8 7.4 8.3
δa -0.2 -1. 5 -0.3
ttb 1. 0 1. 4 1. 5

Tinuvin 770 δL 6.8 8.5 7.2
δa -0 .9 -0.9 -0 .2
ttb 1. 5 2.1 3.3

Tinuvin 326 δL 6.4 5.5 7.5
δa -0.2 -2.2 -0.9
ttb 2.2 5.9 6.9

- 37 -



Table 6. Tensile Strength of‘ Polypropylene Containing 3.0%
Mobilizer

Tensile strength (kgl대1 :1 )

2.5 Mrad + 2.5 Mrad +
Mobilizer PIB Unirrad. 2wk.at 23°C 4wk.at 60°C

--------------- -------- ------------ -------------

Paraffin oil Pe와f 297 318 198
Break 341 208 198

Paraffin block Peak 322 343 125
Bre따〈 224 217 125

Polyethylene Pe하f 338 363 134
glycol 1000 Break 239 327 134

Calcium Pe하f 339 359 149
stearate Break 301 356 149

Dioctyl Pe하f 360 362 118
phthalate Break 265 290 118

Oliver oil Pe와f 307 337 235
Break 362 215 235

Silicon oil Pe하f 353 362 234
Break 472 349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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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longation of PolypI‘。pylene Containing 3.0%
Mobilizer.

Blongation (%) at Peak

2.5 MI‘ad + 2.5 Mrad +
Mobilizer Unirrad. 2wk.at 23°C 4wk.at 60°C

----------------- -------- ------------ “----------
Paraffin oil 20.8 19.8 3.9

I I III

Paraffin block 19.9 20.1 0.8
I II III

Polyethylene 13.3 12.7
glycol 1000 I III III

Calcium 14.8 12.8 1. 0
stearate I IItIII III

Dioctyl 15.0 16.6 1. 0
phthalate I II III

Oliver oil 20.7 18.9 4.2
I I ,ll III

Silicon oil 12.5 11. 0 3.5
I 11 ,111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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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loration of Polyethylene Containing 3.0%
Mobilizer.

Color‘ 2.5 Mrad + 2 ‘ 5 Mrad +
Mobilizer Difference Unirrad. 2wk.at 23°C 4wk.at 60°C

---------_ .....-- -----‘.‘ -------- ------------ -------------
Paraffin oil a‘ L 3.2 4.9 4.9

δa -0.8 一1. 5 -0.8
δb 1. 3 1. 3 1. 8

Paraffin block δL 7.2 8 ‘ 5 7.0
δa -0.9 -0.9 -0.9
δb 2.0 1. 7 1. 3

Polyethylene δL 1. 1 5.8 6.6
glycol 1000 δa 0.0 -0.8 . -0.9

δb 4.8 2.8 4.7

Calcium δL 7.2 7.5 8.6
stearate δa -0.2 -0.9 -0.3

δb 1. 1 0.8 1. 1

Dioctyl δL 6.6 5.8 7.9
phthalate t) a -0.2 -0.8 -1. 5

δb 1. 6 1. 8 2.6

Oliver oil δL 5.8 5.8 7.0
t) a -1. 5 -0.8 -1. 5
δb 1. 8 1. 8 2.6

Silicon oil δL 4.9 6.0 7.7
δa -0.4 -0.2 -0.3
t) b 3.2 3.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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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ensile Strength of Polypropylene Containing 0.3%
Or‘0훌slinking Agent.

Tensile 훌trength (kg/em l )

2.5 Mrad + 2.5 Mrad +
Cr。훌slinking agent PIB Unirrad. 2wk.at 23 °C 4wk.at 60 °C
--------------------- ---- --------

Poly(ethylene glycol Peak 322 339 33
200 diacrylate) Bre하t 235 222 33

Tetraethylene glycol Pe하f 336 365 37
dimethacrylate Break 20’7 322 37

Diallyl phthalate Peak 334 373
Break 217 360

Divinyl benzene Pe빠f 328 337 40
Break 226 338 40

Trimethylol propane Pe와f 358 387
triacrylate Break 213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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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longation of Polypropylene Containing 0.3%
Crosslinking Agent.

Elongation (%) at Peak

2.5 Mrad + 2.5 Mrad +
Crosslinking agent Unirrad. 2wk.at 23 °C 4wk.at 60 °C
-------------------- -------- ------‘----- ----““------
Poly(ethylene glycol 15 ‘ 9 14.4 o

200 diacrylate) I , ll 11 ,111 III

Tetraethylene glycol 16 ‘ 9 15.4 0
dimethacrylate I ,ll II III

Diallyl phthalate 15.4 13.9 0
I ,ll 11 ,111 III

Divinyl benzene 16.0 14.6 0
I ,ll 11 ,111 III

Trimethylol propane 13.0 9.1 0
triacry1ate I ,ll 11 ,111 III

- 42 -



Table 11. Coloration of Polypropylene Containing 0.3~ Cro흩slinking

Agent.

Color 2.5 Mrad + 2.5 Mrad +
Crosslinking agent Difference Unirrad. 2wk.at 23 °C 4wk.at 60 °C
~------------------- ---------- -------- ------------ -------------
Poly(ethylene glycol 6" L 7.2 8.8 8.1

200 diacrylste) δ's -0.2 -0.3 -0 .9
δb 0.7 1. 4 1. 2

Tetraethylene glycol δL 5.5 6.2 8.8
dimethacrylate 6" a -1. 5 -2.2 -0.9

δb 2.2 1. 5 1. 0

Diallyl phthalate 6" L 5.5 6.0 6.6
6" a -0.8 -1. 5 -0.2
b' b 0.8 1. 2 0.3

Divinyl benzene 6" L 6.2 7.4 8.1
(}'a -0.2 -0.9 -0.9
δb 1. 1 1. 4 1. 2

Trimethylo1 prop없Ie δL 6.6 3.9 6.2
triacrylate δa 一0.9 -1. 5 -2.2

δb 0.7 -0.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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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inding machine and cooling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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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tter for polypropylene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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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lder for cutting the tensile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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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放射績톨훌훌훌用폴리프로필렌의 開發

I 9 8 8 年 1 J3 19 日 印 빼|

198 8年 I 月 21 日 훌 行

훌行A • 弼 얻훌

훌훌行•• 홉에너지뻐究所

大田市 中훌 홈홉협 150

印 聊 훌 友 룰t

l 챙탁풍초 배격하여 만추정의 야룩하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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