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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방사선에 의한 물질구조 및 반응제어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방사선을 이용한 유기고분자 재료 가공 기술은 기존의 물리·화학적 방법들과는 

달리 유해한 첨가제 등이 필요 없는 친환경적이고, 고체 상태나 저온에서도 화

학 반응 및 형태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생산성이 높고, 단시간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적으며, 방사선 조사량과 에너지를 손쉽게 조

절할 있기 때문에 공정의 재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방사선 기초연구 및 원천기

술 확보의 미비함으로 인해 일부 제한된 분야(타이어 경화, 내열전선 생산, 플

라스틱 의료용품 살균처리 등)를 제외하고는 산업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다양한 유기고분자 재료들의 방사선 조사

에 따른 물성변화 및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방사선가공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검증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의 신성장 동력원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방사선 산

업분야에 있어 초일류 국가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방사선에 의한 유기고분자 재료의 구조/물성 변화 및 메커니즘 규명 연구

    -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방사선의 산업적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 산업적으로 중요한 고분자(SBS, 그라프트 고분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방

사선 조사 조건(선원, 조사량, 조사환경 등)에 따른 물성변화(열분해온도, 유

리전이온도, 인장강도, 모폴로지 등)를 관찰하여 방사선 가교 및 그라프팅 메

커니즘을 규명연구를 수행하였음.

    - 또한, 불소계 상용 고분자 필름(ETFE, PVDF, PFA, FEP)을 다양한 조사 환

경(공기, 질소, 진공 상태)에서 감마선으로 조사하여 필름의 구조 및 열적 기

계적 물성 변화 등 방사선에 의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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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용 유기소재의 방사선 열화 메커니즘 규명 및 수명 예측 연구

    - 방사선 열화에 취약한 유기소재들의 방사선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원전용 케이블 전기절연소재로 사용되는 저밀도 폴리에틸

렌 (LDPE) 소재에 나노충진제로 탄소나노튜브를 도입하여 고분자나노복합소

재를 제조하였음. 제조된 고분자나노복합소재의 방사선 열화에 대한 저항성

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하에서 방사선열화시험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

른 물성변화를 활성화 에너지, 인장특성 및 산화안정성의 변화를 통해 분석

하였으며, 기 산출된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한 열가속화 시험을 통해 수명을 

예측하였음.

    - 또한 원전용 전선피복 소재로 많이 이용되는 방향족 고분자 소재의 방사선열

화에 따른 물성 변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열가속화시험을 통해 방사선 열

화된 방향족고분자 소재의 수평예측 연구를 수행하였음. 

   

Ⅳ. 연구개발결과

 ◦ 방사선에 의한 유기고분자 재료의 구조/물성 변화 및 메커니즘 규명 연구

    -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유기 고분자 재료의 화학 구조 및 

물성 변화를 첨단 분석기기를 통해 관찰하였고 방사선에 의한 구조 변환 메

커니즘을 규명하였음. 방사선 동시조사 그라프팅 방법으로 제조된 

ETFE-g-PS 필름은 스타이렌 단량체가 불소고분자의 무정형 영역에서만 선

택적으로 그라프트 되어 제조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방사전 전조사 그라

프팅 방법으로 제조된 ETFE-g-PVBC의 가교반응은 PVBC 그라프트 사슬

에 존재하는 C-Cl 결합이 고온에서 분해되어 야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다양한 조건하에서 방사선 조사에 따른 불소계 상용 고분자 필름

(PTFE, PFA, FEP, ETFE, PVDF 등)의 물성 변화 분석 결과, 불소계고분자

(PTFE, PFA, FEP 등)의 경우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사슬절단반응이 우

세하게 일어남으로 인해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화학적, 열적 및 기계적 특성 

변화가 크게 일어났지만, 부분 불소계고분자(ETFE, PVDF 등)는 상대적으로 

방사선에 의한 분해반응과 더불어 가교반응이 동시적으로 야기됨으로 인해 

물성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남이 확인되었음. 불소계 및 부분불소계 

고분자 모두 공기 중에서 조사되었을 때 보다 큰 물성변화가 야기됨을 또한 

확인하였음.   

  ◦ 원전용 유기소재의 방사선 열화 메커니즘 규명 및 수명 예측 연구

    - 높은 라디칼 제거 능력을 갖는 다중벽 탄소나노소재(MWCNT)를 저밀도 폴

리에틸렌 (LDPE)의 용융혼합을 통해 LDPE/MWCNT 나노복합소재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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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조하였음. 인장특성, 산화안정성 및 활성화 에너지 분석결과, 제조

된 LDPE/MWCNT 나노복합소재가 순수한 LDPE에 비해 방사선열화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열가속화시험에 의한 수명

예측결과, 제조된 LDPE/MWCNT 나노복합소재가 순수한 LDPE에 비해 보

다 긴 수명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또한, 원전용 절연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방향족 PEEK 소재의 방사선열화에 

따른 물성변화 및 메커니즘 분석을 위해 다양한 조건에 방사선열화시험을 수

행하였고, 방사선열화 된 PEEK의 특성변화 분석결과 토대로 방사선 조사에 

의해 PEEK 사슬에 생성되는 라디칼에 의해 다양한 화학적 반응들이 야기되

고 이로 인해 PEEK의 물성이 변화하는 방사선열화 추정 메커니즘을 제시하

였으며, 열가속화시험에 의한 수명예측결과, 생성 라디칼 생성 및 안정화가 

가능한 공액구조를 갖는 PEEK는 기존의 지방족 전선피복소재들에 비해 긴 

수명을 갖는 것으로 예측됨. 

Ⅴ. 연구개발활용계획     

   ○ 방사선의 산업적 적용 확대를 위한 첨단소재 개발 응용 연구  

    - 방사선 그라프팅에 따른 유기고분자소재의 구조 및 물성변화 메커니즘 규명 

결과들은 방사선 그라프트 기반 연료전지용 멤브레인, 중금속 흡착제, 이차전

지용 분리막 등의 다양한 첨단소재 개발연구에 활용할 계획임.  

    - 우수한 화학적, 열적,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는 불소고분자 물질(PTFE, 

FEP, PFA, ETFE, PVDF 등)이 다양한 조사 환경(공기, 질소, 진공 상태)에

서 방사선 조사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화학적 변화 및 물성 변화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결과들은 불소계 고분자 소재 기반 산업적 응용 연구에 활용할 계

획임. 

    - 방사선열화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을 갖는 고분자나노복합소재 제조 기술 및 

방향족고분자소재의 방사선열화에 따른 물성변화 메커니즘 규명 및 수명예측 

결과들은 차세대 원전용 고성능전선피복소재 개발에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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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 Control of material structure and reaction by radiation

Ⅱ. The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Radiation processing technology for the organic polymeric materials have a 

several advantages including eco-friendliness without necessity of harmful 

additives, capability of chemical reaction in solid and low temperature, high 

productivity, good controllability and reliability. 

 ◦ In spite of its several advantages, the radiation processing technology has 

been limitedly used in the industrial fields such as curing tire cord, 

crosslinking cable, sterilization etc due to the lack of its fundamental 

research and technology.    

 ◦ Thus, in this project the efficiency and usability of the radiation processing 

technology has been proved through investigating a radiation-induced 

physicochemical modification of conventional polymers and its mechanism 

irradiation, an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new driving-source 

for the advancement of national industry. and further establishing the 

top-clas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radiation industry.  

Ⅲ.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Research on investigating radiation-induced physiochemical change in 

the organic materials and its mechanism  

    - In order to magnify the industrial usability of the eco-friendly and 

efficient radiation processing technology, the important polymers of SBS, 

and graft polymer in the industry were selected. The radiation-induced  

change in the chemical,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elected 

polymers was investigated under the various conditions, and thereby 

examining the radiation-induced crosslinking and grafting mechanism. 

    - Moreover, radiation effect on the commercial fluoropolymers such as 

PTFE, PFA, FEP, ETFE, PVDF) under three different atmospheres such 

as  air, inert, and vacuum wa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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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 on investigating radiation-induced aging mechanism and 

lifetime of organic materials 

    - To improve the radiation resistance of the organic materials liable to 

radiation-induced aging, the polymer nanocomposites were fabricated 

through incorporating multi-walled carbon nanotube(MWCNT) into the 

low-density polyethylene(LDPE) widely used in the cable for the nuclear 

power plant. The prepared nanocomposites were irradiated by γ-ray 

under various conditions, and then investigated in terms of morphology, 

tensile property, activation energy, oxidation stability, thermal stability 

and lifetime. 

    - Moreover, to investigate the radiation-induce aging mechanism and 

evaluate the lifetime, the aromatic poly(ether-ether-ketone) (PEEK) 

widely used as a cable material was irradiated by γ-ray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resulting PEEK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morphology, 

tensile property, activation energy, oxidation stability, thermal stability, 

and lifetime.   

Ⅳ.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 Research on investigating radiation-induced physiochemical change in 

the organic materials and its mechanism  

    - The change i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organic polymer 

prepared by a radiation grafting was investigated using the advanced 

analytic instrument, and thereby establishing the mechanism for the 

radiation-induced structure transformation. It was found from the 

analytical results that the grafting mechanism for the ETFE-g-PS 

prepared by simultaneous radiation-grafting was the selective grafting of 

styrene on the amorphous regions of the ETFE. and that the crosslinking 

of ETFE-g-PVBC prepared by the preirradiation grafting occurred 

through high-temperature decomposition of C-Cl bonds present in the 

PVBC chains.   

    - Moreover,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physiochemcial properties 

of the irradiated fluoropolymers including PTFE, PFA, FEP, ETFE, PVDF, 

etc. under the various condition, in the case of perfluoropolymers such as 

PTFE, PFA, FEP etc. the radiation-induced chain scission predominantly 

occurred, and thus leading to the dramatical change in the chemical,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n the other hand, for the par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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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inated polymers such as ETFE, PVDF etc. the radiation-induced 

chain scission occurred simultaneously along with crosslinking, and 

therefore resulting in the relatively attenuated change in the properties. 

Furthermore, for all the fluoropolymers, the more significant change in the 

properties occurred when irradiated in the air.    

 

  ◦ Research on investigating radiation-induced aging mechanism and 

lifetime of organic materials 

    - The low-density polyethylene(LDPE)/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 nanocomposite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melt-blending 

LDPE with MWCNT with a good radical-scavenging ability. To improve 

the radiation resistance of the organic materials liable to radiation-induced 

aging, The analytic results of the tensile property, oxidative stability, and 

activation energy revealed that the LDPE/MWCNT nanocomposites 

exhibited a higher radiation resistance in comparison to the pure LDPE. 

Moreover, based on the lifetime prediction, the lifetime of the 

LDPE/MWCNT was much longer than that of the pure LDPE.

    - Moreover, to investigate the radiation-induce aging mechanism and 

evaluate the lifetime, the aromatic poly(ether-ether-ketone) (PEEK) 

widely used as a cable material was irradiated by γ-ray under various 

condition. It was found from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that the radiation-induced aging of the PEEK occurred through 

the oxidation, crosslinking, and chain scission caused by the generated 

free radicals in the PEEK chains during and after the irradiation.      

The results of the lifetime prediction revealed that the lifetime of the 

PEEK was much longer than that of the aliphatic polymers due to its 

aromatic resonance structure.  

   

 Ⅴ.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developed techniques

   ◦ The application research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materials to expand the industrial use of the radiation processing 

technology   

     - On the basis of the mechanism for the change i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organic materials by the radiation-grafting, the research to 

develop new advanced materials such as ion exchange membran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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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cell, heavy metal absorbents, separator for lithium battery will be 

carried out.         

     - The fundamental results related to the change in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the fluoropolymers after exposure to the radiation under the 

various atmospheres will be used in the fluoropolymer-based industrial 

application.  

     - The fabrication of radiation-resistant polymer nanocomposite and 

radiation-induced aging of PEEK will be applied to the fabrication of a 

high-performance cable materials for a next-generation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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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미래 유망 첨단 기술 분야 세계 선도 기술 창출을 위한 방사선 기초원천 기

술 확보와 방사선원별 물질의 구조·물성 변화 및 메커니즘 규명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자료 확보 필요.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방사선화학, 방사선물리학, 방사선영향평가 등 방

사선 분야 기초원천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첨단 기술 분야(IT, BT, 

NT, ST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이러한 기초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시급히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방사선 기술의 산업화 및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유기 고분자 물질의 방사선원에 따른 화학적 구조와 물성 변화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초연구 자

료를 바탕으로 방사선을 활용한 첨단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음.

� 방사선 기술 기반 응용연구를 통한 산업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초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함. 

� 국내 방사선 기술은 대부분 방사선 응용 연구를 통한 방사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으나, 산업적 활용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방사선 영향 평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 방사선 기초연구를 통

한 세계적 수준의 R&D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

� 첨단 산업의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R&D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물질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연구 수행 및 

방사선 영향 평가가 구축이 되어야함.

� 불소고분자 물질(PTFE, FEP, PFA, ETFE, PVDF 등)은 우수한 화학적, 열

적,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어 고부가가치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도

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비점착성, 저표면 장력, 저마찰성, 저마모성, 

발수성, 발유성 등의 특성도 뛰어나 코팅제, 오염방지제, 광학 소재, 기능성 

염료, 전자 소재 등의 분야에도 사용 범위가 급속히 넓어지고 있음. 

� 우수한 물성을 가진 불소고분자는 방사선 가교, 분해, 그라프팅 기술을 통해 

패불소고분자의 재활용, 고내열성 필름, 및 연료전지막 제조 등에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방사선에 의한 불소고분자 물질의 이온화 메커니즘 및 

물질 구조/물성 변화 평가를 위한 protocol 확립 및 이를 통한 체계적인 방사

선 영향 DB 구축 등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는 일부 선진국에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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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뿐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원전용 전선피복 소재로 활용되는 방향족 고분자(PEEK, PI, PPO 등)들에 대

한 방사선열화에 따른 물성평가 및 수명예측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들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에서는 지방족 고분자 소재에 대한 연구

들은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방향족 고분자 소재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

진바가 없음. 

제 2 절. 국내외 동향분석

1. 선진국 동향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연구소, 학교 등에서 전자소자 및 다양한 물

질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우주, 원자력, 

환경, 에너지, 전기전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

를 교재, 논문, 보고서 등으로 출간하고 있음. 

� 또한 최근 해외 선진국들은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방

사선으로 제어가 가능한 라디칼 중합, 그라프트 중합, 정밀 중합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에너지, 생명공학 분야 

등에 응용하고 있음. 

� 일본원자력연구원(JAEA-Takasaki)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유기고분자 소재의 

물성 변화 및 반응 제어 관련 연구를 오래전부터 수행하여 여러 응용 분야에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로는 상온에서 방사선에 의

해 분해가 일어나는 PTFE 불소고분자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구조 분석을 진

행하였고, 용융점 이상에서는 고분자 사슬 배열에 변화가 생겨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교 구조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음. 

� 스위스의 PSI 연구소와 일본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을 이

용하여 다양한 화학 구조의 단량체를 불소고분자 필름 내부와 외부에 균일하

게 그라프트 시키기 위해 방사선에 의한 단량체 및 고분자의 물질 구조 변화

와 반응 조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통해 방사

선 그라프트 기반 연료전지용 멤브레인 제조에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오크리지국립연구소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및 일본원자력

연구원에서는 방사선열화에 따른 원전용 다양한 유기부품소재들(케이블 재료, 

실링 재료, 페인트 등)의 물성변화, 방사선열화 메커니즘 규명 및 수명예측 등

의 다양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

로 신규 원전용 고성능 내방사선 유기부품 소재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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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동향  

� 방사선의 산업적 응용에 관한 연구들은 산업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방사선원별 물질의 구조·물성 변화 및 메커니즘 규명 등 기

초원천 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

지 않음.

� 나노, 의료/바이오, 에너지/환경, 재료 등의 다양한 분야들에서 방사선 이용 

연구들이 KAIST,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다수의 국공립 대

학교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방사선원별 물질의 구조·물성 변화 및 

메커니즘 규명 등 기초원천 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들은 거의 전무한 상

태임.

�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기계연구원 등 일부 국가연구기관들에서 원자력발

전소에서 사용되는 케이블 재료, 실링 재료 등의 유기 고분자 재료들에 대한 

건전성 평가 및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현재 산업적 

활용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방사선원별 물질의 구조·물성 변

화 및 메커니즘 규명 등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사업은 거의 진행된 바 없음.

<주요 기술의 선진수준과의 비교분석>

성과지표 해외현황
해외연구 

그룹과의 격차
연구원의 수월성/차별성

방 사 선 에 

의한 유기

소재 구조/

물성 변화 

메 커 니 즘 

규명 연구

- 일본원자력연구원(JAEA)는 방사

선에 의해 분해가 잘 일어나는 

PTFE 소재에 대한 구조/물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PTFE 필름에 가교 구조를 형성

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음. 

- 방사선 그라프트 기술은 유럽

(PSI), 일본(JAEA) 방사선 조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출연연구소

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음.

선진국 대

비 15% 수

준 

- 방사선 조사 환경, 불소

계고분자들의 화학/물리

적 구조에 따른 체계적

인 연구 수행.

- 그라프트 고분자의 구

조 분석 및 물성 연구를 

통한 그라프트 메커니즘 

규명.

원전용 유

기 소 재 의 

방사선 열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원전

에 사용되는 케이블재료, 실링재

료 등의 다양한 유기소재 부품들

선진국 대

비 15% 수

준 

- 방사선열화에 따른 유기

소재의 물성변화 및 수

명평가 에 대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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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관련기관/유사사업과의 비교>

기관명 임 무 상호 연계성 및 차별성 연구원의 수월성

경북대학교
전자선을 이용한 연

료전지막 제조

- 저준위 전자선을 이용하

여 연료전지막 제조 연구

를 수행하였지만 그라프

트 메카니즘 관련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음.

- 연구원은 고준위 

전자선을 비롯하여 

고준위/저준위 감

마선, 이온빔 조사

시설과 화학/고분

자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다양한 방사

선원별 연구가 가

능함.

한국기계연

구원

원전용 고무재료들

의 건전성 및 수명 

평가 

- 원전용 고무재료들의 방사

선 열화에 따른 물성 변화 

및 수명 평가만을 수행하

였음.

- 원전용 다양한 고

분자 소재들의 방

사선열화에 따른 

물성 변화 및 수명

평가에 대한 체계

적인 DB 구축.

- 또한, 유기소재들

의  방사선열화에 

대한 저항성 향상 

연구.   

화 메커니

즘 규명 및 

수명 예측 

연구

에 대한 방사선열화에 의한 물성 

변화 및 수명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중임.

- 또한, 원전용 장수명 신소재 확

보를 위한 우수한 내방사선 소재 

개발관련 연구를 매우 활발히 진

행 중임.   

인 DB 구축.

- 우수한 내방사선 소재 

개발을 위한 신규 고성

능 고분자나노복합소재 

제조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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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방사선에 의한 유기고분자 재료의 구조/물성 변

화 및 메커니즘 규명 연구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열가소성 고분자 화학 구조 및 물성 변화 분

석

 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SBS (poly(styrene-butadiene-styrene)) 블록공중합체 

가교 메카니즘 연구 및 구조/물성 변화 분석 

� SBS는 우수한 기계적 성질, 가공성, 낮은 온도에서의 유연성 및 전기적 특

성을 가지고 있어서 용액 실링제, 수분 코팅제, 전기 전선, 자동차 복합제, 

약 조제 장치 및 접착제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SBS 고분자는 방사선에 의해 가교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이중결합을 지

니고 있으며 가교 구조를 형성할 경우 SBS 고분자의 물성과 화학적 안정

성이 향상된다.

� 고분자 물질에 가교구조를 도입하기 위해서 방사선, UV, 화학 가교제 등을 

주로 사용한다. UV를 사용할 경우 개시제에 의해 고분자 물질의 오염이 발

생할 수 있고 낮은 자외선의 투과도로 인해 필름 내부까지 가교구조를 형

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가교제를 첨가한 후 가열하여 가교를 진행하

는 경우는 열처리로 인하여 고분자 물질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가교구조를 형성시킬 경우에는 방사선의 높은 에

너지로 인해 개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방사선의 높은 투과력으로 인해 

고분자 내부까지 가교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SBS는 스타이렌과 부타디엔 고분자의 블록공중합체이다. 부타디엔 고분자

의 유리전이온도는 -90 oC이며 스타이렌의 유리전이온도는 100 oC이기 때

문에 SBS는 상온에서 열역학적 불친화성으로 인하여 미세 상분리를 형성

하게 된다. 또한 SBS는 상온에서 스타이렌 블록이 물리적 가교구조를 형성

하고 있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분자의 열적 거동에 의해 물리적 가교구조를 

잃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적 가교는 물리적 가교와는 달리 비가

역적인 3차원 고분자구조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며 고온에서도 가

교구조를 유지시켜 기계적 물성, 열적 안정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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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블록공중합체의 가교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름 

형태로 제조된 SBS 블록공중합체에 다양한 조사선량으로 전자선 (6 

kGy/min 선량률)과 감마선 (10 kGy/h 선량률)을 각각 조사하였고, 용액상

태의 SBS 블록공중합체 또한 필름에 조사된 동일한 선량으로 감마선을 조

사하였다. 

� 방사선으로 조사된 SBS 블록공중합체는 ① 겔화율을 측정하여 가교도를 

구하였고 ② FT-IR (Brucker, Tensor-37)을 이용하여 부타디엔의 특성피

크를 관찰하였으며 ③ 조사선량에 따른 유리전이온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TA사의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Q1000)를 이용하여 

일정 온도 범위 (-150 oC ~ 350 oC)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방사선 조사 

환경에 따른 형태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④ X-선 소각 산란 (SAXS, 

PAL II, 4C beam line)과 ⑤ 주사전자현미경 (SEM, HORIBA Company, 

7200-H)을 이용하여 조사된 SBS 블록공중합체의 표면을 관찰하였고, ⑥

UTM (Instron, Model: 4400)을 이용하여 전자전과 감마선이 조사된 필름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1. (A) SBS 블록공중합체와 방사선이 조사된 SBS 블록공중합체의 IR 

스펙트럼 (B) 조사선량에 따른 이중결합의 전환율

� 그림 1(A)는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샘플과 300 kGy의 선량으로 전자선과 

감마선을 조사한 필름, 그리고 용액상태에서 감마선을 조사한 샘플의 이중

결합에 의한 IR 피크 변화를 보여준다.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SBS와 방

사선이 조사된 SBS의 IR 스펙트럼을 확인해 본 결과 부타디엔 이중결합인 

966, 910 cm-1에서 비교적 피크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

한 용액상태에서 조사된 샘플은 이중결합에 의한 피크의 크기가 작아 이중

결합이 거의 모두 소모가 된 것으로 여겨진 반면 필름상태에서 조사된 샘

플은 조사 후에도 이중결합이 전부 소모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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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아래 식을 이용하여 부타디엔 특성피크의 전환율을 구하였다. 

Abefore은 방사선을 조사하기 전 피크의 면적이고, Aafter은 방사선을 조사한 

후 피크의 면적이다.

전환율 = [(Abefore-Aafter)/Abefore] 

� 다양한 선량으로 조사된 샘플의 IR 스펙트럼은 선량이 증가할수록 910.8와 

966 cm-1에서 이중결합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IR 스펙

트럼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SPSS 사에서 개발한 peakfitⓇ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방사선이 조사된 샘플에서 나타나는 특성 피크의 넓이를 

구하였다. 특성피크의 면적 변화를 이용하여 조사선량에 따른 부타디엔 이

중결합의 전환율을 그림 1(B)에 나타내었다. 50 kGy까지는 각각의 샘플에

서 비슷한 전환율을 보이고 있으나 300 kGy에서는 감마선(용액) > 감마선

(필름) > 전자선(필름) 순서로 부타디엔 이중결합의 전환율은 차이를 보여 

높은 선량에서 용액상태의 SBS에 존재하는 이중결합의 반응이 더 빨리 진

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순수한 SBS 블록공중합체와 방사선이 조사된 SBS 블록공중합체

의 겔화율 및 폴리부타디엔의 유리전이온도

조사선량

(kGy)

겔화율 (%) 유리전이온도 (Tg,℃)

1)EB_F 2)GR_F 3)GR_S EB_F GR_F GR_S

  SBS 0 - 93.5

  50 32 68 83 -90.8 -90.8 -88.6

  100 73 87 87 -89.9 -90.0 -81.3

  200 83 91 91 -89.8 -89.7 -92.8

  300 93 94 94 -89.7 -88.8 -93.0

1) 필름, 전자선 조사 2) 필름, 감마선 조사 3) 용액, 감마선 조사

� 표 1은 전자선과 감마선을 이용하여 조사된 SBS 필름과 감마선으로 용액

상태에서 조사된 SBS 블록공중합체의 겔화율과 유리전이온도이다. 겔화율

은 가교구조가 도입된 고분자의 가교정도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널

리 사용이 되고 있고 아래 식을 이용하여 겔화율을 측정하였다. Wbefore은 

용매에 침지하기 전 샘플의 무게이고, Wafter은 용매에 침지한 후 건조된 샘

플의 무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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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화율(%) = (Wafter/Wbefore) x100

� 필름 형태의 SBS 블록공중합체에 전자선과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와 용액 

상태의 SBS 블록공중합체에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방사선의 조사량이 증

가할수록 모두 겔화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용액상태에

서 감마선이 조사된 경우, 50 kGy가 조사 되었을 때 SBS 블록공중합체의 

겔화율은 필름상태에서 전자선과 감마선이 조사된 경우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고분자의 열적 특성중 하나인 유리전이온도는 가교구조 형성에 의해 증가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타디엔 고분자의 유리전이온도는 

-100 oC 부근에서 나타나며 스타이렌 고분자의 유리전이온도는 100 oC에서 

나타나게 된다. 방사선으로 조사된 SBS 블록공중합체의 유리전이온도를 

DSC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필름 상태에서 전자선과 감마선으로 조사된 

경우, 부타디엔의 유리전이온도가 조사선량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용액상태에서 조사된 경우에는 100 kGy 까지는 유리전

이온도가 증가하다가 100 kGy 이상부터는 유리전이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부타디엔 이중결합의 IR 스펙트럼 결과와 겔화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방사

선으로 SBS 블록공중합체를 조사할 경우, 그림 2와 같이 부타디엔 고분자

의 이중결합에서 가교반응이 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용액상태에서 SBS를 조사한 경우, 부타디엔 고분자의 유리전이온도 

변화 결과를 고려하면 고분자 사슬에 형성된 라디칼이 가교반응뿐 아니라 

분해반응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 방사선에 의한 SBS 블록공중합체의 가교 구조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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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블록공중합체에 방사선 조사 시, 형태학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FE-SEM 및 SAXS를 측정하였다.

그림 3. SEM 이미지를 이용한 SBS 블록공중합체 표면 형태학 분석: (A) 

SBS, (B) 전자선 (300 kGy)이 조사된 SBS(필름), (C) 감마선 (300 kGy)이 

조사된 SBS (필름), (D) 감마선 (300 kGy)이 조사된 SBS (용액)

� 그림 3은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SBS 블록공중합체와 방사선으로 조사된 

SBS 블록공중합체 표면의 몰폴로지를 FE-SEM으로 10만배 확대하여 관찰

한 결과를 보여준다. SBS 블록공중합체는 그림 3(A)에서 보이듯이 필름상

태에서 물결무늬의 미세 상분리가 일어나는데 미세 상분리가 일어난 샘플

을 전자선(그림 3(B))과 감마선(그림 3(C))으로 조사하여도 필름상태에서 

형성된 미세 상분리 패턴의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D)의 경우 

용액상태에서 방사선으로 조사한 후 건조시켰기 때문에 SBS 사슬간의 가

교 구조 형성으로 미세 상분리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한 기포 모양

의 불규칙한 패턴이 형성되었음을 관찰하였다.

그림 4. X-선 소각 산란 패턴 (A) 전자선으로 조사된 SBS 필름, (B) 

감마선으로 조사된 SBS 필름, (C) 감마선으로 조사된 SBS 용액 

� 그림 4는 방사선이 조사된 SBS 블록공중합체의 X-선 소각 산란 결과이며, 

고분자의 결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인 0.01-0.06 Å-1에서 측정되었다. 

(A)는 필름 상태의 SBS 블록공중합체에 전자선을 조사한 샘플의 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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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필름상태에서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이고, (C)는 용액상태에서 감마선

을 조사한 결과이다.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SBS 필름의 결과를 보면 

0.020 Å-1에서 SAXS 피크의 최고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름상태에서 전

자선과 감마선이 조사된 경우에도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샘플과 동일한 

위치에서 명확한 상분리 현상으로 인한 선명한 SAXS 피크를 관찰할 수 있

었다. 

� 한편 용액상태에 100 및 30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한 SBS 블록공중합체의 

SAXS 피크 최고점은 각각 0.027, 0.028 Å-1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조사선량

이 증가하면서 피크의 강도가 줄어들고 피크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BS 블록공중합체의 가교에 의해서 일어난다

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확한 상분리 현상의 경우 피크의 크

기 및 피크의 폭의 경우 높은 강도 및 좁은 폭의 SAXS 피크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와 반대로 상분리 현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낮은 강

도 및 넓을 폭을 가지는 SAXS 피크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교와 분해가 

동시에 진행되어 스타이렌 블록과 부타디엔 블록의 명확한 상분리 현상이 

서서히 감소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2. SBS, 전자전(EB_F)과 감마선(GR_F)이 조사된 SBS의 기계적 

물성

Sample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Young’s

modulus

(MPa)

Elongation

at break 

(%)

SBS 3.8 2.7 54.4 716.1

EB_F(300 kGy)  7.9 2.7 56.8 339.0

GR_F(300 kGy) 8.5 2.6 66.8 409.1

� 표 2는 필름 형태로 제조된 SBS 블록공중합체에 방사선 가교가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UTM (instron, 4400)을 이용하여 기계적 성능을 관

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50 mm/min의 속도로 인장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

반적으로 고분자 물질은 물질에 인장응력을 가하게 되면 항복 응력점을  

지난 후, 무정형의 고분자 사슬의 배향이 일어난 후 충분한 연신이 된 이후

에 파단이 일어나게 된다. 

�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SBS, 전자선이 조사된 SBS 필름, 감마선이 조사

된 SBS 필름의 항복 응력은 각각 3.8, 7.9, 및 8.5 MPa으로 나타났으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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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은 716.1, 339.0, 및 409.1%의 값을 보이고 있다.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

은 SBS에 비해,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경우 항복응력이 증가하였고 반면 연

신율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선을 조사하였을 경우가 감

마선에 비해 좋은 성능의 기계적 물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제조된 고분자나노복합소재의 방사선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하에서 방사선열화시험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물성변화

를 활성화 에너지, 인장특성 및 산화안정성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기 산출된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한 열가속화 시험을 통해 수명을 예측하였

다.    

2.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에 의한 불소계고분자 재료의 화학 구조 및 

물성 변화 분석

 가. 방사선 동시조사 방법으로 제조된 ETFE-g-PS 필름의 물성, 형태학 변

화, 및 반응 메커니즘 규명에 대한 연구 

� 방사선을 이용한 그라프트 반응은 흡착제, 2차전지용 분리막, 연료전지막, 

고분자 센서 및 엑추에이터 등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스타이렌 단량체를 불소고분자에 그라프트시키는 방법은 연료전지막 제조

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 ETFE 필름은 부분불소계 고분자 필름으로 화학적, 열적 안정성이 뛰어나

고 방사선에 대한 기계적 물성에 대한 영향이 적어, 방사선으로 스타이렌과 

같은 단량체를 도입시키기 위한 골격 고분자 필름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아래 기술된 연구 결과는 동시조사 조건에서 스타이렌 고분자가 ETFE 필

름에 그라프트되는 반응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것이다

� ETFE-g-PS 필름의 동역학적/열적/기계적 성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TA사

의 DMA (Dynamic mechanical analysis) Q800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조건

은 Tensile 방법으로 1 Hz 주파수에서 -100 oC에서부터 300 oC까지 2 
oC/min의 승온 속도를 유지하면서 질소 분위기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 그림 5에서는 순수한 ETFE 필름의 저장 탄성률 곡선을 보면 측정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리상 상태에서 60 oC 부근에서 유리전이온도를 지난 후 

고무상 상태를 보이다가 220 oC에서 필름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ETFE-g-PS 필름의 저장 탄성률 곡선을 보면 순수한 ETFE 필름

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 120 oC 부근에서 탄성률 곡선이 급

격하게 감속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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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순수한 ETFE 필름과 스타이렌 고분자가 그라프트된 ETFE 필름의 

저장 탄성률(E')과 손실 탄젠트 곡선(tan δ) 

� 순수한 ETFE 필름의 손실 탄젠트 값을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탄젠트 피

크를 각각 60 oC 와 92 oC 부근에서 보여 주고 있으며, 낮은 온도에서 나타

나는 탄젠트 피크는 ETFE  필름의 결정-결정의 전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탄젠트 피크는 순수한 ETFE 필름의 유리

전이온도이다.    

� ETFE-g-PS 필름의 손실 탄젠트 값을 보면 3개의 서로 다른 탄젠트 피크

를 관찰할 수 있으며, 낮은 온도 및 중간 온도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순수한 

ETFE 필름에서 언급한 유리전이온도이며,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그라프트된 스타이렌 고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크이다. 

�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스타이렌 고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탄젠트 

피크의 넓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좀 더 자세히 관

찰하기 위하여 SPSS 사에서 개발한 peakf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TFE-g-PS 필름에서 나타나는 손실 탄젠트 피크의 넓이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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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타이렌 고분자의 그라프트율에 따른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S 필름의 (A) 유리전이온도 및 (B) 손실 탄젠트 피크 넓이

� 그림 6에서는 스타이렌 그라프트 고분자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ETFE에 

의해 나타나는 유리전이온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스타이렌 고분자에 

의해 나타나는 유리전이온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 아래의 Gibbs-Di Marzio' s 식을 이용하여 측정해본 결과 ETFE 결정성 영

역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리전이온도는 스타이렌 고분자과 블랜드한 결과와 

같은 거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ETFE 무정형 영역에서 나타나는 유리전이온

도는 블랜드 거동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Tg=M ETFETg,ETFE+M PSTg,PS

                         

� 이 결과를 통해 ETFE-g-PS 필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즉, 결정성 영역

과, 무정형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스타이렌 고분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은 ETFE 무정형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림 6(B)의 결과

를 보면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ETFE 결정성 영역에서 나타나는 손

실 탄젠트 피크의 넓이는 변화가 없지만 ETFE 무정형 영역에서 나타나는 

손실 탄젠트 피크의 넓이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상의 결과는 앞에서 알아본 유리전이온도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며 이를 통

해 스타이렌 단량체가 ETFE 무정형 영역에서만 반응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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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TFE-g-PS 필름의 열적성질(DSC)

 

� ETFE-g-PS 필름의 열적 성질 및 결정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TA 사의 

DSC (Dynamic mechanical analysis) Q100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조건은 

-50 oC에서부터 350 oC까지 10 oC/min의 승온 속도를 유지하면서 질소 분

위기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그림 7). 실험 결과, 하나의 흡열 피크를 관찰

할 수 있으며,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흡열 피크의 위치는 변하지 않

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순수한 ETFE 필름이 가지고 있는 결정

의 크기가 스타이렌 단량체가 ETFE 필름에 그라프트 반응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 스타이렌 고분자 그라프트율에 따른 순수한 ETFE 및 ETFE-g-PS 

필름의 (A) 흡열 피크의 열용량 및 (B) 결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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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A)에서는 스타이렌 고분자의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흡열 피

크의 열용량 값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ETFE-g-PS 필름의 결정화도가 서서히 감소한다고 설명할 수 있

는데 앞의 흡열 피크의 위치 변화하는 상반된 결과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

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정화도를 아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여

기서 100% ETFE 필름의 ΔH값은 Wlasby에 의해서 측정된 113.4 J/g을 사

용하였다. 

Xcrystallinity=ΔH sample /m × 1/ΔH100% ETFE × 100%   

  

� 스타이렌 고분자의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ETFE-g-PS 결정화도가 

선형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ETFE-g-PS 결정화도

는 순수한 ETFE 만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스타이렌 고분자의 무게에 대

한 값을 보정하여 ETFE-g-PS의 이론 결정화도를 아래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Xcrystallinity,theory=ΔH sample /(mtotal - mPS) × 1/ ΔH100% ETFE ×100% 

� 그림 8(B)의 결과를 보면 스타이렌 고분자의 무게에 대한 값을 보정한 후 

ETFE-g-PS의 결정화도를 보면 스타이렌 고분자의 그라프트율이 증가하더

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스타이렌 단량체는 단지 ETFE 무정형 영역에서 반응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 형태학 분석은 Almlo사의 PANalytical X'pert PRO MPD XRD(X-ray 

diffraction)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조건은 시료와 검출기의 거리를 

10 ㎝로 고정한 후 1o/min의 속도로 시료를 측정하였다. X-ray 발생장치는 

40 kV 및 30 mA에서 조건에서 사용하였다. 그림 9(A)는 순수한 ETFE 필

름 및 ETFE-g-PS 필름의 XRD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필름에서 

가지고 있는 XRD 결과를 여러 개의 피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자세히 관찰

하기 위하여 SPSS 사의 peakf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XRD 피크 

deconvolution한 결과를 그림 9(B)에 나타내었다.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S 필름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피크의 위치, 피크의 lattice 및 

Bragg 거리를 표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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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순수한 ETFE와 ETFE-g-PS 필름에 그라프트된 스타이렌 고분자 

함량에 따른 (A) XRD 결과와 (B) 피크 deconvolution한 결과 

   

표 3.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S 필름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피크의 위치, 피크의 lattice 및 Bragg 거리

Peak positon (2θ) hkl dBragg (Å)

17.0 220 5.23

19.0 112 4.65

21.1 022 4.19

� XRD의 결과를 통해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S 필름의 결정의 패

턴은 zigzag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의 DMA 및 

DSC 결과와 같이 스타이렌 고분자의 그라프트율이 증가하더라도 순수한 

ETFE 필름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타이렌 

고분자의 그라프트율에 따른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S 필름의 

결정 도메인들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항 가속기 연구소의 

SAXS(Small angle X-ray scat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와 

검출기의 거리는 4108 cm 였으며, X-ray의 파장은 약 0.675 Å이였다. 검출

기는 Mar CCD camera을 이용하였으며, 빔 노출 시간은 30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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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순수한 ETFE와 ETFE-g-PS 필름에 그라프트된 스타이렌 고분자 

함량에 따른 SAXS 결과 

    

표 4.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S 필름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SAXS 최대 피크의 위치 및 Bragg 거리 

sample qmax (Å-1) dBragg (Å)

ETFE film 0.029 224.3

ETFE-g-PS (29) 0.025 251.2

ETFE-g-PS (42) 0.023 273.0

ETFE-g-PS (66) 0.022 285.5

� 그림 10은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S 필름의 SAXS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q값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필름의 SAXS 기울기 값이 -1에서 

-4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결정도메인은 rod-like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SAXS 피크의 위치를 보면 스타이렌 고분자의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q값이 낮은 값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과 결정 도메인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 위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방사선 동시조사 방법으로 ETFE-g-PS 필름을 제

조할 때 스타이렌 단량체는 ETFE 무정형 영역에서만 그라프트 반응이 일

어나고 ETFE 결정성 영역에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1은 방사선 동시조사 방법으로 스타이렌 단량체를 순

수한 ETFE 필름에 그라프트시켜 ETFE-g-PS 필름을 제조할 때 나타나는 

형태학 변화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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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방사선 동시조사 방법으로 스타이렌 단량체를 순수한 ETFE 

필름에 그라프트시킬 경우 반응 메카니즘의 도식화

3. 방사선 조사 환경에 따른 불소계고분자 소재의 화학 구조 및 물성 

변화 연구

 가. 방사선 조사 환경에 따른 불소계고분자 화학구조 및 열적/물성 변화 

� 고분자 재료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고분자 사슬간 결합이 이루어져 분자량

이 증가되는 가교반응이 일어나거나 사슬이 절단되어 분자량이 감소하게 

되는 분해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분자의 화학 구조와 방사

선 조사 환경에 따라 가교와 분해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된다.

� 불소고분자는 분자 중에 불소를 함유한 합성 고분자를 말하며, 화학적 성분

에 따라 주사슬이 탄소와 불소로만 이루어진 불소고분자 (PTFE, FEP, 

PFA)와 주사슬이 탄소와 불소 이외에 수소 등의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부

분불소고분자 (PVDF, ETFE)로 나뉠 수 있다(표 5). 불소고분자는 물리·화

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료들과의 혼합 및 합

성이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방사선을 이용하게 되면 방사선에 

의한 고분자 사슬의 가교와 절단반응이 고분자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불소고분자 가공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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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불소계고분자의 화학 구조

Name Abbreviation Structure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CF2CF2)

Poly(tetrafluoroethylene-co-hexafluoropropylene) FEP (CF2CF2)m-(CF2CF(CF3))n

Poly(tetrafluoroethylene-co-perfluoropropyl vinyl ether) PFA (CF2CF2)m-(CF2CF(OC3F7))n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CF2CH2)n

Poly(ethylene-alt-tetrafluoroethylene) ETFE (CF2CF2)m-(CH2CH2)n

 

� 불소계고분자의 방사선 조사 환경, 즉, 공기, 질소 그리고 진공 상태의 다양

한 조사 환경에 따른 방사선 영향을 관찰하고자 다양한 구조의 불소계 고

분자 필름 (PTFE, FEP, PFA, PVDF 및 ETFE)은 감마선을 이용하여 상온

에서 20~160 kGy의 선량 (10 kGy/h 선량률)으로 조사하였다.

� 다양한 조사 환경에서 조사된 불소계고분자는 FT-IR (Bruker, Tensor-37)

을 이용하여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에 의해 고분자 사슬이 산화되어 형

성된 피크를 관찰하였으며, 조사환경에 따른 결정화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DSC (TA, Q100)을 이용하여 일정 온도 범위 (30~350 oC)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UTM (Instron, Model 4400)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된 

필름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을 측정하였다.

� 그림 12(a), (b), (c)는 불소고분자 PTFE, FEP 및 PFA필름의 FT-IR 

spectra를 나타낸다. 방사선 조사 후 필름에서 관찰된 1882 cm-1은 acid 

fluoride 그룹(-COF)의 carbonyl stretching (C=O)피크로써, 산소가 존재하

는 공기 분위기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라디칼들이 산소와 반응하

여 형성 되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피크는 질소와 진공 분위기에서 

조사된 필름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관찰 되었는데, 이는 방사선 조

사 후 물성 평가를 위해 공기 중에 노출 되면서 불소 고분자 결정 영역에 

남아 있던 라디칼이 공기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형성 되어진 것으로 보여진

다.

� 1859~1774 cm-1은 carboxylic acid group (-COOH)의 carbonyl stretching 

(C=O) 피크로써,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COF 그룹들이 공기 중의 수

분에 의해 가수분해 되면서 생성 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3500~3000 cm-1부

근에서 관찰되는 피크는 carboxylic acid group의 -OH 피크를 나타낸다. 결

과적으로, 산소가 존재하는 공기 분위기에서 방사선 조사되었을 때 고분자 

사슬에 형성된 라디칼과 산소가 반응하여 급속히 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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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다양한 방사선 조사환경(공기, 질소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조사된 

(a) PTFE; (b) FEP; (c) PFA의 FT-IR 스펙트럼

� 그림 13은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필름과 다양한 환경에서 방사선 조사 후 

변화되는 부분불소고분자 (PVDF, ETFE)의 IR 피크 변화를 보여준다. 

1851~1727 cm-1은 carbonyl 그룹 (C=O)피크로써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라

디칼이 공기 중의 산소분자와 반응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3500~3000 

cm-1부근에서 -OH 그룹 피크를 함께 관찰 하였으며, 질소와 진공 분위기에

서 조사된 필름에서는 산소와 관련된 화학적 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다.

그림 13. 다양한 방사선 조사환경(공기, 질소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조사된 

(a) PVDF; (b) ETFE의 FT-IR의 스펙트럼

� 그림 13은 방사선 조사 환경에 따른 불소고분자 필름의 시차주사열량분석

(DSC)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방사선 조사 환경에 의한 불소고분자의 

결정성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DSC 측정을 통해 용융온도 및 용융열

(∆H f)을 측정함으로써 시료들 간의 결정화도(XC)를 측정하였다. 결정화도

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 21 -

결정화도(XC) = (∆H f / ∆H f
o) × 100

� 그림 14(a), (b), (c)는 각각 불소고분자인 PTFE, FEP 및 PFA필름의 DSC 

분석 결과로써,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각 필름의 용융열이 증가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며, 특히, 공기 분위기에서 크게 증가하였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무정

형 영역에 존재하던 고분자 사슬이 방사선에 의해 절단된 후 재배열 과정

을 통해 일부 절단된 사슬이 결정 구조를 형성하면서 결정화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산소가 존재하는 공기 분위기에서 방사선 조사를 통해 불소고분

자 사슬이 더 많이 절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사선 조사 전후의 불소 고

분자 필름에 대한 결정화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 그림 14(d)와 (e)는 부분불소고분자인 PVDF와 ETFE필름의 DSC 분석 결

과를 보여준다. 부분불소고분자 필름의 경우, 불소고분자와는 달리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용융점과 용융열이 감소하여 결정화도가 감소하는 것을 관

찰하였다. 이는 주사슬이 CH2와 CF2의 분자로 이루어진 PVDF와 ETFE는 

방사선 조사 후에 CH2에서의 수소와 CF2에서의 불소가 이탈하게 되는 탈

불산(-HF)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형성된 라디칼들이 서로 가교반응을 이

루거나 이중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부분불소고분자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사슬의 가교 반응과 절단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며, 형성된 가교 

구조는 절단된 고분자 사슬의 재배열을 방해하여 결정화도가 증가되지 않

고 오히려 결정성 영역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결정화도가 감소되는 것을 

관찰되었다. 

� 그림 15(a)와 (b)는 PTFE와 ETFE 필름의 S-S curve로써 방사선 조사된 

후의 필름의 기계적 물성이 모두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공

기 분위기에서 조사된 필름은 질소 분위기와 진공 상태에서 조사된 필름보

다 기계적 물성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공기 분위기에

서 조사된 PTFE 필름은 160 kGy의 조사 선량으로 조사 후 쉽게 부서져 

기계적 물성을 측정할 수 없었으며, 부분 불소고분자인 ETFE필름은 상대

적으로 기계적 물성 감소의 폭이 적었고, 방사선에 의한 사슬 절단이 불소

고분자에 비해 적게 일어났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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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다양한 방사선 조사환경(공기, 질소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조사된 불

소계고분자 필름의 용융열, 용융점 및 결정화도

∆ H fusion [J/g]
Melting 

temp. [℃]

Crystallinity 

(XC) [%]

PTFE

unirradiated 22.73 329.48 26.6

Air

20 kGy 57.04 328.97 66.79

70 kGy 59.62 328.48 69.81

160 kGy 68 328.55 79.6

N2 160 kGy 60.75 330.73 71.1

Vacuum 160 kGy 59.97 330.27 70.2

FEP

unirradiated 13.31 270.11 15.14

Air

20 kGy 16.46 271.18 18.72

70 kGy 18.36 271.97 20.88

160 kGy 19.14 272.59 21.77

N2 160 kGy 17.27 271.01 19.64

Vacuum 160 kGy 18.28 271.13 20.79

PFA

unirradiated 25.65 306.16 31.28

Air

20 kGy 26.58 306.84 32.4

70 kGy 34.72 307.01 42.34

160 kGy 42.36 307.63 51.65

N2 160 kGy 35.17 307.13 42.89

Vacuum 160 kGy 35.04 307.15 42.73

PVDF

unirradiated 43.69 168.95 41.76

Air

20 kGy 41.39 168.87 39.56

70 kGy 39.12 168.74 37.39

160 kGy 38.52 166.22 36.82

N2 160 kGy 40.19 167.61 38.42

Vacuum 160 kGy 39.38 167.53 37.64

ETFE

unirradiated 39.44 256.63 34.77

Air

20 kGy 35.51 256.2 31.3

70 kGy 33.61 255.94 29.68

160 kGy 32.45 255.77 28.61

N2 160 kGy 34.36 254.97 30.29

Vacuum 160 kGy 38.61 255.01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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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다양한 방사선 조사환경(공기, 질소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조사된 

(a) PTFE; (b) FEP; (c) PFA; (d) PVDF; (e) ETFE의 열적성질 (DSC)

그림 15. 다양한 방사선 조사환경(공기, 질소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조사된 

(a) PTFE; (b) ETFE의 기계적 물성

  

       

4. 방사선으로 제조된 그라프트 필름의 열적 특성 및 고온 가교 메커

니즘 규명

 가. 방사선 조사 방법으로 제조된 ETFE-g-PVBC 필름의 열적 성질 변화 및 

분해반응 메커니즘 규명에 대한 연구 

� 염화비닐벤질(VBC) 단량체는 라디칼 중합 방법으로 고분자 형성이 가능한 

비닐그룹과 다른 작용기로 변환이 쉬운 염화메틸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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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물질을 제조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VBC 단량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ETFE-g-PVBC 필름의 열적 성질 및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

한 ETFE-g-PS 필름과 비교하여 ETFE-g-PVBC 필름의 열분해반응 메커

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 그림 16은 ETFE-g-PVBC 와 ETFE-g-PS 필름을 각각 방사선 전조사 방

법 및 방사선 동시 조사 방법으로 제조한 것이다. ETFE-g-PVBC를 방사

선 전조사 방법으로 제조한 이유는 동시 조사 방법으로 제조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다. 

그림 16. 방사선을 이용해 제조된 ETFE-g-PVBC 필름 및 ETFE-g-PS 

필름

  

  

� ETFE 필름의 그라프트 반응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Brucker 사

의 Tensor-37 FT-IR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T-IR 실험 조건은 분

해능을 2 cm-1로 조정한 후 32회 동안 시료를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 그림 17은 순수한 ETFE 필름, ETFE-g-PS 필름 및 ETFE-g-PVBC 필름

의 FT-IR 측정 결과이다. 

� 순수한 ETFE 필름의 결과를 보면 910에서부터 1390 cm-1 까지 강한 C-F 

스트레칭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2980 cm-1 및 

2878 cm-1에서 -C-H 스트레칭 에 의해 나타나는 피크를 관찰할 수 있다.   

� ETFE-g-PS 필름을 보면  1450∼1600 cm-1의 아로마틱 C=C 진동뿐만 아

니라 3010∼3100 cm-1의 =C-H 스트레칭 등 벤젠 그룹으로 인한 새로운 IR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타이렌 단량체를 이용해 ETFE 필



- 25 -

름에 그라프트 반응을 실시한 경우ETFE-g-PS 필름이 매우 잘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TFE-g-PVBC 필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강하나 -C-H 스트레칭 피크 및 

-C-Cl 스트레칭 피크가 2800∼2900 cm-1 및 820 cm-1에서 각각 새롭게 나

타고 있으며, 이를 확인함으로써 PVBC가 ETFE 필름에 성공적으로 그라프

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 순수한 ETFE 필름, ETFE-g-PS 필름 및 ETFE-g-PVBC 필름의 

FT-IR 스펙트라

 

표 7. 그라프트 조건에 따른 ETFE-g-PVBC 필름 및 ETFE-g-PS 

필름의 그라프트율

ETFE-g-PVBC ETFE-g-PS

Degree of 

grafting (%)

Reaction time

(h)

Degree of 

grafting (%)

Irradiation dose 

(2kGy/h)

10 2 28 8

24 4 43 15

41 8 61 32

60 21 71 48

93 24 8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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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프트 필름의 그라프트율은 순수한 필름의 무게에서 그라프트 반응후 

필름의 무게변화에 따라 측정이 가능하며, 그라프트 반응 조건인 온도, 반

응시간, 방사선 조사 시간, 단량체의 농도 및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표 7은 ETFE-g-PVBC 및 ETFE-g-PS 필름의 그라프트반응 조건에 따른 

그라프트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 ETFE-g-PVBC 및 ETFE-g-PS 필름의 열적성질 및 결정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TA 사의 DSC (Dynamic mechanical analysis) Q 100을 사용하였으

며, 실험 조건은 -50 oC에서부터 350 oC 까지 10oC/min의 승온 속도를 유

지하면서 질소 분위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 그림 18은 (A) ETFE-g-PVBC 필름 및 (B) ETFE-g-PS 필름의 DSC 측

정 결과이다. 

� ETFE-g-PVBC 필름은 약 75~90 oC에서 유리전이온도가 관찰되고 있으며 

약 248~253 oC 부근에서 흡열 피크를 관찰할 수 있다.  

� PVBC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리전이온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라프트율이 60% 이상에서 유리전이온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ETFE-g-PVBC 필름에 존재하고 있는 자유 

부피가 증가하게 되어 사슬의 유연성 또한 증가하여 유리전이온도가 감소

하게 된다. 

� 또한 PVBC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ETFE-g-PVBC의 흡열 피크의 

크기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ETFE-g-PVBC 

사슬의 결정화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18. 그라프트율에 따른 (A) ETFE-g-PVBC 필름 및 (B) ETFE-g-PS 

필름의 DSC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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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E-g-PS 필름의 DSC 결과를 확인하면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43% 미만의 그라프트율에서 보이지 않던 유리전이온도가 그라프트율이 

43% 이상에서는 100~113 oC 부근에서 서서히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ETFE-g-PS 필름에서 하나의 흡열 피크를 약 220~263 oC 부

근에서 관찰할 수 있다.  

� 100~113 oC 부근에서 관찰되는 ETFE-g-PS의 유리전이온도는 폴리 스타이

렌에 의해서 관찰되는 것이다.  

� 또한 폴리스타이렌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ETFE-g-PS의 흡열 피크

의 크기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ETFE-g-PS 

사슬의 결정화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19. 온도를 달리하여 1 Hz에서 측정한 (A) ETFE-g-PVBC 필름 및 

(B) ETFE-g-PS 필름의 저장 탄성율(E ' ) 및 손실 탄젠트 곡선(tan)

� ETFE-g-PVBC 필름 및 ETFE-g-PS 필름의 동역학적 열적 기계적 성질

을 측정하기 위하여 TA 사의 DMA (Dynamic mechanical analysis) Q 800

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조건은 Tensile 방법으로 1Hz 주파수에서 -100 oC에

서부터 300oC 까지 2oC/min의 승온 속도를 유지하면서 질소 분위에서 실험

을 실시하였다. 

� 그림 19(A) 는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VBC 필름의 저장 탄성률 

및 손실 탄젠트 곡선을 나타낸 결과이다. 

�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VBC 필름의 저장 탄성률 곡선을 보면 

두 개의 plateau영역과 하나의 전이온도가 관찰된다. 낮은 온도에서 관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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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lateau 영역은 유리상 영역이며, 높은 온도에서 관찰되는 plateau 영역

은 고무상 영역이다. 한편 하나의 전이온도는 ETFE 필름 및 

ETFE-g-PVBC 필름의 유리전이온도를 나타낸다. 

� ETFE-g-PVBC 필름의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무상 영역의 

plateau가 낮은 값으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ETFE-g-PVBC 필름의 

결정화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그림 19(B)는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S 필름의 저장 탄성률 및 

손실 탄젠트 곡선을 나타낸 결과이다. 

� ETFE-g-PS 필름의 저장 탄성률 곡선을 보면 ETFE-g-PVBC의 저장 탄

성률 곡선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50 oC 이상에서는 ETFE-g-PS 필름과 ETFE-g-PVBC 필름이 서로 상반

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Blazso 등의 실험에 의하면 ETFE-g-PVBC 필름의 경우 PVBC 사슬에 존

재하고 있는 C-Cl 그룹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 순수한 ETFE 필름의 손실 탄젠트 값을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탄젠트 피

크를 각각 60 oC 와 95 oC 부근에서 보여 주고 있으며, 낮은 온도에서 나타

나는 탄젠트 피크는 ETFE  필름의 결정-결정의 전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탄젠트 피크는 순수한 ETFE 필름의 유리

전이온도이다.     

� ETFE-g-PVBC 필름의 결과를 보면 PVBC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 탄젠트 피크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

리전이온도는 점점 증가하다가 60% 이상에서 부터는 감소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앞의 DSC 결과에서 설명한 것같이 PVBC 사

슬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부피가 증가하게 되어 사슬의 유연성이 증

가하여 유리전이온도도 감소하게 된다.

� ETFE-g-PS 필름의 손실 탄성률 곡선을 보면 PS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 탄젠트 피크 크기가 증가 할뿐만 아니라 유리전이온도도 증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의 DSC 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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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그라프트율에 따른 (A) ETFE-g-PVBC 필름 및 (B) ETFE-g-PS 

필름의 TGA 곡선

� ETFE-g-PVBC 필름 및 ETFE-g-PS 필름의 열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실험을 TA사의 SDT Q 600을 사용하

여 실시하였으며, 실험 조건은 50 oC에서부터 600 oC 까지 10oC/min의 승온 

속도를 유지하면서 질소 분위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 그림 20(A) 는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VBC 필름의 TGA 곡선

을 나타낸 결과이다. 

� 순수한 ETFE 필름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ETFE 필름의 분해가 1

단계로 나타나며 ETFE 필름의 주사슬의 분해온도는 약 480∼530 ℃에서 

나타난다.  

� ETFE-g-PVBC 필름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슬의 분해가 3단

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PVBC 그라프트 사슬

의 분해에 의해서 약 320~410 oC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가교 구

조를 가지는 PVBC 그라프트 사슬의 분해로 인해 약 420~480 oC에서 나타

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ETFE 필름의 주사슬의 분해 때문에 약 480~560 

℃에서 나타나고 있다.  

� 그림 20(B) 는 순수한 ETFE 필름 및 ETFE-g-PS필름의 TGA 곡선을 나

타낸 결과이다. 

� ETFE-g-PS 필름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슬의 분해가 2단계

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PS 그라프트 사슬의 분

해에 의해서 약 380~450 oC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두 번째는 ETFE 필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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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슬의 분해온도를 약 480∼530 oC에서 보여주고 있다.

� ETFE-g-PVBC 필름의 경우에는 PVBC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ETFE 주사슬의 분해 온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erivation 사슬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ETFE-g-PS 필름의 경우에는 PS 그라프트율이 증가하더라도 ETFE 주사

슬의 분해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DAM결과의 저장 탄성률 곡선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 ETFE-g-PVBC 필름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C-Cl 그룹이 가교반응

을 일으켜 보다 높은 열 안정성을 가지지만, ETFE-g-PS 필름의 경우에는 

C-Cl 그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순수한 

ETFE 필름과 비슷한 열 안정성을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 아래의 Kissinger 식은 사슬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슬의 활성화 에너지는 사슬의 분해온도와 매

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슬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좀 더 낮은 온도

에서 사슬의 분해가 일어나게 된다. 

 ln 

  


  ln 




� β는 승온 속도, Tm은 사슬의 분해온도, Ea는 활성화 에너지, R은 기체 상

수이며, A는 exponetial 상수이다. 

� ETFE-g-PVBC 필름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고자 TGA 실험 조건에서 승

온 속도를 1 oC/min, 3 oC/min, 10 oC/min, 20 oC/min, 30 oC/min으로 달리

하여 각각의 그라프트율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였다. 

� 그림 21은 승온 속도를 달리하여 ETFE-g-PVBC 필름을 측정한 TGA 결

과이다.

� 승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슬의 분해 온도가 증가하고 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승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ETFE-g-PVBC 

필름에 충분한 열이 전달되기 전에 측정하는 실험 장치의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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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승온 속도를 달리하여 측정한 ETFE-g-PVBC 94% 필름의 TGA 

결과

� 승온 속도에 따라 나타나는 ETFE-g-PVBC 필름의 분해온도를 그림 22에

서 각각 구하여 Kissinger 식에 대입하여 그림 22(A)를 구할 수 있으며, 이

렇게 만들어진 그래프의 기울기 값을 이용하여 각각 사슬의 활성화 에너지

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22(A)에서 그라프트율이 94%인 각각의 ETFE-g-PVBC 필름의 분해

온도에 따라 나타나는 사슬의 기울기 값은 각각 22.97×103,  33.94×103 및  

30.133×103으로 나타났으며, Kissinger 식에 대입해 측정한 활성화 에너지 

값은 각각 190.97, 282.18 및 250.53 kJ/mol의 값을 가지고 있다. 

� 그림 22(B)는 그라프트율에 따른 사슬의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 결과이다.

� PVBC 주사슬의 활성화 에너지가 ETFE 주사슬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약 

1.5배 좀 더 낮은 활성화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ETFE 주사슬이 PVBC 주사슬 보다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 

알 수 있었다. 

� ETFE-g-PVBC 필름에 PVBC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

가 증가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PVBC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ETFE-g-PVBC 필름은 보다 높은 열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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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 승온 속도에 따른 ETFE-g-PVBC 94% 필름의 분해 온도 및  

(B) Kissinger 식을 이용해 측정한 ETFE-g-PVBC 필름의 E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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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전용 유기소재의 방사선 열화 메커니즘 규명 

및 수명 예측 연구

1 원전용 지방족 고분자 소재의 내방사선열화 특성 향상 연구

 가. 고분자나노복합소재 제조, 방사선열화시험 및 수명평가 

�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와 연장 운전을 위해 방사선 열화에 취약한 

유기소재들의 방사선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원

전용 케이블 전기절연소재로 사용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소재에 

나노충진제로 탄소나노튜브를 도입하여 고분자나노복합소재를 제조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된 고분자나노복합소재의 방사선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하에서 방사선열화시험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물성변화를 활성화 에너지, 인장특성 및 산화안정성의 변화를 통

해 분석하였으며, 기 산출된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한 열가속화 시험을 통해 

수명을 예측하였다. 

� 원전용 절연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유기소재들 중에 하나인 저밀도 폴리에

틸렌 (LDPE) 소재의 방사선열화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성

비에서 아래와 같이 용융혼합을 통해 나노충진제인 탄소나노튜브

(MWCNT)를 LDPE에 도입하여 LDPE/MWCNT 나노복합소재를 제조하였

다. 표 8에 나타낸바와 같이, 다양한 조성에서 LDPE와 MWCNT를 가열혼

합기에 넣고 190 oC에서 60 rpm으로 10분간 혼합한 후, 제조된 혼합물들을 

핫프레스를 이용하여 160 oC 온도에서 25 MPa의 압력으로 10분간 압축하

여 1.0 mm 두께의 시편들을 제작하였다. 

 표 8. LDPE/MWCNT 나노복합소재 제조를 위한 혼합조성

혼합조성

시료

LDPE MWCNT 

(wt.%) (wt.%)

LDPE1 100 0

LDPE/MWCNT2-0.5 96.7 3.3

LDPE/MWCNT-1.0 93.3 6.7

LDPE/MWCNT-2.0 86.7 13.3

LDPE/MWCNT-3.0 8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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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low-density polyethylene, 상품명: LUTENE, 등

급: FB0800).

 2MWCNT: 15 wt.%의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

가 분산된 고밀도 폴리에틸렌 마스터 배치 (상품명: PLASTICYL™, 등급: 

HDPE1501)

� 제조된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방사선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조사시설의 Co-60 γ-ray 선원을 이

용하여 실온 및 대기 중에서 다양한 선량조건들에서(50, 100, 200, 300, 400, 

500 kGy) 조사를 하였다. 

� 방사선 열화된 LDPE/MWCNT 나노복합체는 ①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

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EOL 

JSM-7500F, Japan)) ②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Instron Model-4210, USA)), ③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Q1000, TA Instrument, USA)), ④ 화학발광분석기

(chemiluminescence spectrometer (CL, CLA-FSI, Tohoku Electronic 

Industria Co., Ltd., Japan)와 ⑤ 열중량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Model 2950, TA Instrument, USA))들을 이용하여 형태학

(morphology), 인장특성(tensile properties), 산화안정성(oxidative stability),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를 측정하였다. 

� 활성화 에너지는 TGA를 통해 얻어진 열분해온도를 아래의 키싱거 방정식

(Kissinger equation)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ln 

  


 ln 




β: 승온속도 (K/min),

Tm: 분해온도 (K), 

Ed: 열분해 활성화 에너지 (kJ/mol) 

R: 이상기체상수 (8.314 J/molK)
A: 지수변환인자

� 수명예측을 위해서 산출된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하여 등가가속열화시간을 

다음과 같은 아레니우스 식을 통해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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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k1 : 등가 가속열화시간 (hr)

k2 : 등가수명 (hr)

Kb : 볼츠만 상수 (eV/K)

Ea : 활성화 에너지 (kJ/mol)

T1 : 가속열화온도 (K)
T2 : 실제사용온도 (K)

      여기서, 사용온도 (T2) 35 oC에서 등가수명 (k2) 을 40과 60년으로 설정

하였을 때, 가속열화온도 (T1) 65 oC에서의 등가 가속열화시간 (k1)은 각각 

60시간과 90시간으로 산출되었다.

� 산출된 등가가속열화시간 동안 기어타입오븐에서 가속열화 실험을 진행한 

후, 만능시험기를 통해 얻어진 열화된 시료의 연신율을 표준화하여 가상열

화시간(0, 40, 60년)에 따라 도식화하였다. 이로부터 연신율의 시간에 대한 

대수식적인(Logarithmic) 함수를 도출하였고, 도출 된 대수적인 함수를 통

해 일반적으로 케이블 유기재료의 수명 기준인 상대적 연신율의 50% 감소

에 해당하는 시간을 수명으로 결정하였다.

 나. 방사선열화된 고분자나노복합소재의 물성분석결과 

그림 23. 순수한 LDPE (a), 500 kGy의 조사량에서 조사된 LDPE (b), 

LDPE/MWCNT-3.0 (c) 및  500 kGy의 조사량에서 조사된 

LDPE/MWCNT-3.0 (d)의 파단면에 대한 FE-SEM 사진: 각 그림의 

삽화들은 점선으로 된 부분들을 확대한 사진

� LDPE 매트릭스 내에 MWCNT의 분산성 및 방사선열화에 따른 고분자나노

복합소재의 모폴로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순수한 LDPE, 500 kGy에서 조

사된 LDPE, 조사되지 않은 LDPE/MWCNT-3.0, 및  500 kGy에서 조사된 

LDPE/MWCNT-3.0의 파단면을 FE-SEM을 통해 관찰하였고, 그 결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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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에 나타내었다. 그림 23의 (a)와 (b)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순수한 

LDPE의 방사선 전·후의 모폴로지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3의 (c)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MWCNT들이 LDPE의 매트릭스 내에 매우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23의 (d)에서 볼 수 있듯

이, 방사선 조사된 LDPE/MWCNT-3.0 나노복합소재도 방사선 조사되지 않

는 것과 거의 흡사한 모폴로지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나노충진제인 MWCNT가 3 wt.%의 높은 함

량에서도 매우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고, 순수한 LDPE 및 고분자나노복합소

재는 방사선열화에 따른 모폴로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4. 다양한 방사선열화조건 (Dose)에 따른 순수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a) 및 연신율 

(Elongation-at-break) 변화 (b)

� 방사선열화조건에 따른 순수한 LDPE와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 변화를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그림 24(a)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순수한 LDPE의 인장강도는 100 kGy의 조사량까지는 22.1 MPa 

까지 증가함을 보이다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12.4 MPa까지 감소하였다. 

방사선열화 전의 LDPE/MWCNT 소재들의 인장강도는 MWCNT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순수한 LDPE에 비해 다소 떨어짐을 보였다. 

이는 MWCNT를 함유하고 있는 마스터배치에 존재하는 HDPE 고분자의 

분자량이 LDPE 보다 낮아 MWCNT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더라도 상대적으

로 인장강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열화조건에 따른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인장강도는 순수한 LDPE의 경우와 동일

한 경향성을 나타내었지만, 인장강도의 변화정도는 순수한 LDPE의 경우에 

비해 매우 작고 변화정도의 크기는 MWCNT의 함량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림 2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LDPE의 연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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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한 것 대비 최대 77%까지 크게 감소함을 

보였다. 이에 반해, LDPE/MWCNT 나노복합소재들은 순수한 LDPE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신율을 나타내었지만, 방사선열화에 의한 연신율의 

감소정도는 인장강도에서와 동일하게 순수한 LDPE에 비해 매우 낮고 감소

정도의 크기는 MWCNT의 함량에 반비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나노복합소재에 존재하는 MWCNT가 LDPE 매트릭스의 인장특성 변화를 

야기하는 방사선열화에 의해 유도되는 다양한 화학반응(가교, 절단 및 산

화)들의 근원인 LDPE 매트릭스에 생성되는 라디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방사선열화에 따른 순수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산화

분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차주사열량계(DSC)를 이용한 산소 분위기하에

서의 산화유도온도 및 화학발광분석기를 이용한 방사선열화에 의해 생성되

는 산소를 함유한 관능기들의 형성정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들을 각각 그

림 25와 26에 나타내었다. 그림 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LDPE 고분

자의 산화유도온도는 100 kGy의 조사량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조사량

이 보다 증가함에 따라 199 oC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순수한 LDPE에 방사

선열화에 의해 산화분해반응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방사선열

화 전의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산화유도온도는 MWCNT의 산화

방지제 역할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순수한 LDPE 보다 높았으며 MWCNT

의 함량에 따라 215 oC 까지 증가함을 보였다. 방사선열화된 

LDPE/MWCNT 나노복합소재는 순수한 LDPE의 경우에 비해 보다 작은 

산화유도온도의 변화를 보였고 변화정도는 MWCNT의 함량이 반비례하였

다. 또한, 그림 26의 방사선열화에 의해 생성되는 산소함유 관능기들의 형

성정도를 나타내는 화학발광분석 결과에서도 방사선열화된 LDPE/MWCNT 

나노복합소재들은 순수한 LDPE에 비해 산소함유 관능기들의 형성을 의미

하는 화학발광세기(Intensity)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았으며, 세기의 크기는 

MWCNT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

서 인장특성 분석결과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MWCNT가 LDPE 매트릭스 

내에 방사선열화에 의해 생성되는 라디칼들과 반응함으로써 라디칼산화반

응이 억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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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다양한 방사선열화조건 (Dose)에 따른 순수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산화유도온도 (Oxidation induction 

temperature (OIT)) 변화

  

   

그림 26. 다양한 방사선열화조건 (Dose)에 따른 순수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화학발광(Chemiluminescence (CL)) 세기 

변화

  

� 방사선열화에 따른 순수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활성

화 에너지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열중량분석기(TGA)를 통해 측정된 열

분해온도를 이용하여 키싱거 방정식(Kissinger equation)에 따라 활성화 에

너지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들을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그림 2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LDPE의 활성화 에너지는 100 kGy의 조사량까지는 

240.4 kJ/mol까지 증가함을 보이다 조사량이 보다 증가함에 따라 235.5 

kJ/mol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방사선열화 전의 LDPE/MWCNT 나노

복합소재의 활성화 에너지는 동일한 조건의 순수한 LDPE 보다 높았으며 

MWCNT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MWCNT가 열분

해에 의해 생성되는 라디칼과 반응하여 라디칼에 의해 야기되는 LDPE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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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스의 열분해를 억제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방사선열화 된 

LDPE/MWCNT 나노복합소재는 순수한 LDPE의 경우에서와 동일한 경향

성을 나타내었지만, 활성화 에너지의 감소정도는 순수한 LDPE에 비해 작았

고 감소정도의 크기는 MWCNT의 함량이 반비례하였다. 따라서 제조된 

LDPE/MWCNT 나노복합소재가 순수한 LDPE에 비해 방사선열화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27. 다양한 방사선열화조건 (Dose)에 따른 순수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 변화

 다. 방사선열화된 고분자나노복합소재의 수명예측결과  

� 수명 예측을 위해서 500 kGy의 조사량에서 방사선열화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들에 대해 열가속화시험을 진행한 후, 만능시

험기를 통해 측정된 열화된 시료들의 연신율을 표준화하여 시간에 따라 도

식화하였고, 그림 2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순수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표준화된 (Normalized) 연수율은 

가상열화시간에 따라 대수적인 (Logarithmic) 감소를 나타내고, 감소정도는 

MWCNT 함량에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28으로부터 산출된 식을 

통해 순수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수명(Lifetime)을 

간접적으로 예측한 결과를 그림 29에 나타내었다. 그림 2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LDPE/MWCNT 나노복합소재는 동일한 조건에서 방사선열화된 순수

한 LDPE에 비해 보다 긴 수명을 보였고, 예측된 수명들은 MWCNT 함량

에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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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가상열적노화시간에 따른 순수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표준화된 연신율 (Normalized elongation-at-break) 변화

  

 

그림 29. MWCNT 함량에 따른 순수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예측된 수명 (Life time)

  

 라. 결론

� 원전용 절연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유기소재들 중에 하나인 저밀도 폴리에

틸렌 (LDPE) 소재의 방사선열화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성

비에서 아래와 같이 용융혼합을 통해 나노충진제인 탄소나노튜브

(MWCNT)를 LDPE에 도입하여 LDPE/MWCNT 나노복합소재를 성공적으

로 제조하였고, 다양한 조건하에서 방사선열화시험을 통해 제조된 고분자나

노복합소재의 방사선 열화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을 확인하였다:

� FE-SEM 분석결과,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나노충진제인 MWCNT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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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의 높은 함량에서도 매우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고, 순수한 LDPE 및 

고분자나노복합소재는 방사선열화에 따른 모폴로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장특성, 산화안정성 및 활성화 에너지 분석결과, 제조된 LDPE/MWCNT 

나노복합소재가 순수한 LDPE에 비해 방사선열화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열가속화시험에 의한 수명예측결과, 제조된 LDPE/MWCNT 나노복합소재

가 순수한 LDPE에 비해 보다 긴 수명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이러한 방사선열화에 대한 저항성 향상은 라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MWCNT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방사선 열화에 따른 원전용 방향족 고분자 소재의 물성 변화 메커

니즘 규명 및 수명예측 연구

 가.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원전용 방향족 고분자(PEEK) 소재의 방사선열화시

험 및 수명평가 

� 원자력발전소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용 전선피복 소재로 많

이 이용되는 방향족 고분자 소재의 방사선열화에 따른 물성 변화 메커니즘

을 규명하고, 열가속화시험을 통해 방사선 열화된 방향족고분자 소재의 수

평예측 연구를 수행하였다. 

� 방향족 고분자 소재의 방사선열화에 따른 물성 변화 메커니즘 규명 및 수

명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 μm 두께의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

톤)(poly(etheretherketone (PEEK), 제조사: VICTREX, 상품명: Aptiv) 필름

을 시험시료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PEEK 필름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조사시설의 60Co γ-ray 선원을 이용하여 실온 및 대기 중에서 다양한 선량

조건들에서(300, 500, 700 및 900 kGy) 조사를 하였다. 

� 방사선 열화된 PEEK 필름의 인장특성(tensile properties), 산화안정성

(oxidative stability), 색도(color), 젖음성(wettability), 화학구조 및 조성

(chemical structure and composition) 및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

를 ①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Instron Model-4210, 

USA)),  ②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Q1000, 

TA Instrument, USA)), ③ 화학발광분석기(chemiluminescence 

spectrometer (CL, CLA-FSI, Tohoku Electronic Industria Co., Ltd., 

Japan), ④ 색차계(color difference meter, CM-3600A, Konica Minoita, 

Japan), ⑤ 광전자분광분석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e (X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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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b 2000, Thermoelectron Coporation, England), ⑥ 접촉각 측정기

(contact angle analyzer, Phoenix 300, Surface Electro Optics Co. Ltd., 

Korea), 및 ⑦ 열중량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Model 

2950, TA Instrument, USA)) 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활성화 에너지는 TGA를 통해 얻어진 열분해온도를 아래의 키싱거 방정식

(Kissinger equation)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ln 

  


 ln 




β: 승온속도 (K/min),

Tm: 분해온도 (K), 

Ed: 열분해 활성화 에너지 (kJ/mol) 

R: 이상기체상수 (8.314 J/molK)
A: 지수변환인자

� 수명예측을 위해서 산출된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하여 900 kGy의 조사량에

서 방사선열화 된 PEEK 필름의 등가가속열화시간을 다음과 같은 아레니우

스 식을 통해서 산출하였다.

ln
    

 ∙ 

 

 
k1 : 등가 가속열화시간 (hr)

k2 : 등가수명 (hr)

Kb : 볼츠만 상수 (eV/K)

Ea : 활성화 에너지 (kJ/mol)

T1 : 가속열화온도 (K)
T2 : 실제사용온도 (K)

      여기서, 사용온도 (T2) 35 oC에서 등가수명 (k2) 을 20, 40 및 60년으로 

설정하였을 때,  70, 80 및 90 oC의 가속열화온도 (T1)에서의 산출된 등가가

속열화시간 (k1)은 표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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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사용온도 35 oC에서 등가수명을 20, 40 및 60년으로 설정하였을 때,  

70, 80 및 90 oC의 가속열화온도에서의 산출된 등가가속열화시간 

가속열화온도 

(oC)

등가가속열화시간 

(hr)

20년 40년 60년

70 71.13 142.27 213.40

80 10.15 20.30 30.46

90 1.61 3.23 4.84

� 산출된 등가가속열화시간 동안 기어타입오븐에서 가속열화 실험을 진행한 

후, 만능시험기를 통해 얻어진 열화된 시료의 연신율을 표준화하여 가상열

화시간(0, 20, 40, 60년)에 따라 도식화하였다. 이로부터 연신율의 시간에 대

한 일차함수를 도출하였고, 도출 된 수식을 통해 일반적으로 케이블 유기재

료의 수명 기준인 상대적 연신율의 50% 감소에 해당하는 시간을 수명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예측된 수명을 아레니우스 도식화하여 수명예측을 위한 

선형검정곡선을 도출하였다.   

 

 나. 방사선열화 된 PEEK의 물성분석결과 

� 방사선열화조건에 따른 방향족 고분자인 PEEK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에 변

화를 그림 30에 나타내었다. 그림 30(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사선열화 전 

PEEK(0 kGy)는 140 MPa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었고, 방사선열화 된 PEEK

의 인장강도는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열화 전 대비 최대 

10%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그림 30(b)에 나타낸 바와 같이, PEEK의 연신

율은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순수한 것 대비 최대 6%의 감소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장특성의 변화는 방사선열화에 의해 유도되

는 라디칼 메커니즘을 따르는 화학반응(가교, 절단 및 산화)에 기인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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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다양한 방사선열화조건 (Dose)에 따른 PEEK의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a) 및 연신율 (Elongation-at-break) 변화 (b)

그림 31. 다양한 방사선열화조건 (Dose)에 따른 PEEK의 산화유도온도 

(Oxidation induction temperature (OIT)) 변화

  

   

� 방사선열화에 따른 PEEK의 산화분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차주사열량계

(DSC)를 이용한 산소 분위기하에서의 산화유도온도, 화학발광분석기를 이

용한 방사선열화에 의해 생성되는 산소를 함유한 관능기들의 형성정도, 색

도계를 이용한 방사선열화에 따른 색도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들을 

각각 그림 31, 32 및 33 에 나타내었다. 그림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사

선열화 전 PEEK(0 kGy)의 산화유도온도는 441 oC 이었고, 방사선 조사량

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열화 전 것 대비 최대 4 oC 감소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32의 방사선열화에 의해 생성되는 산소함유 관능기들의 형성정도를 

나타내는 화학발광분석 결과에서도 PEEK는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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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산소함유 관능기들의 형성을 의미하는 화학발광세기(Intensity)가 증가

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33의 방사선열화에 의해 야기되는 색차 분석

결과에서도 PEEK의 색차는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커졌으며 삽화

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PEEK 필름의 색깔이 

점점 짙은 갈색으로 변화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인장특성 

변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EEK가 방사선에 야기되는 가교, 분해 및 산

화반응들에 의해 화학구조에 변화가 야기되어 열적 및 광학적 특성에 변화

가 야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2. 다양한 방사선열화조건 (Dose)에 따른 PEEK의 

화학발광(Chemiluminescence (CL)) 세기 변화

  

� 방사선열화에 따른 PEEK의 젖음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적 접촉각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방사선열화 전 PEEK(0 

kGy)의 접촉각은 81 o로 나타났고, 방사선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방사선열화에 의해 PEEK의 표면이 산화되어 보

다 친수성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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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다양한 방사선열화조건 (Dose)에 따른 PEEK의 색차(Color 

difference) 변화(삽화는 다양한 조건하에 조사된 시편들의 광학사진.) 

그림 34. 다양한 방사선열화조건 (Dose)에 따른 PEEK의 

접촉각(Contact angle) 변화 

� 방사선열화에 따른 PEEK의 화학구조 및 조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광

전자분광분석(XPS)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5 및 36에 나타내었다. 

그림 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사선열화 전 PEEK의 C1s 스펙트럼에서는 

PEEK의 화학구조를 나타내는 특성피크들이 각각 287(C=O), 286.5(C-O) 및 

285 eV (C-C)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조사량에 방사선열화 된 

PEEK 경우들에서도 새로운 피크의 형성 없이 세기 만이 다른 동일한 피크

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그림 36의 [O]/[C] 원소비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사선열화 된 PEEK는 방사선열화 전(0 kGy)에 비해 방사선 조사

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방사선열화에 의해 P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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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화반응이 야기되어 산소를 함유한 관능기의 함량이 증가되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방사선열화 된 PEEK의 물 접촉각 분석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5. 다양한 조건 (Dose)에 방사선열화 된 PEEK의 C1s XPS 스펙트럼

그림 36.  XPS 분석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조건에서 방사선열화 된 

PEEK의 [O]/[C] 원소비 변화 

� 앞서 언급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방사선열화에 따른 PEEK의 물성 

변화 메커니즘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7에 제시하였다. 그림 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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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바와 같이, PEEK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고체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를 갖는 방사선에 의해 PEEK 주쇄의 벤젠고리에서 탈수소화반응 또는 주

쇄의 에테르 및 케톤 결합이 깨지면서 다양한 PEEK 사슬 라디칼들이 형성

된다. 형성된 PEEK 사슬 라디칼들은 PEEK 필름 내에서 인접한 사슬 간에 

짝지움 반응, 불균등 정지반응 및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와 반응하는 산

화반응을 야기한다. 이러한 다양한 화학반응들로 인하여 PEEK의 화학구조

가 변화하게 되면서 필름의 벌크적 특성(인장강도 및 연신율, 산화안정성, 

색차 및 젖음성)들이 변화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7. 방사선열화에 따른 PEEK 물성변화에 대한 추정 메커니즘

� 방사선열화에 따른 PEEK의 활성화 에너지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열중

량분석기(TGA)를 통해 측정된 열분해온도를 이용하여 키싱거 방정식

(Kissinger equation)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8에 나타내었다. 그림 3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사선열화 전 PEE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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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의 활성화 에너지는 200 kJ/mol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다양

한 조건에서 방사선열화 된 PEEK 경우 활성화 에너지는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방사선열화 전 것 대비 최대 2.5%까지 감소함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PEEK가 방사선열화에 의해 야기되는 화학반응들에 의해 열분

해에 대해 대한 저항성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38. 다양한 방사선열화조건 (Dose)에 따른 PEEK의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 변화

 다. 방사선열화 된 PEEK의 수명예측결과 

그림 39. 가상열노화시간에 따른 순수한 LDPE 및  LDPE/MWCNT 

나노복합소재의 표준화된 연신율 (Normalized elongation-at-break)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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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수명예측을 위한 PEEK 수명의 아레니우스 도식 

  

 

� 수명 예측을 위해서 900 kGy의 조사량에서 방사선열화 된 PEEK에 대해 

열가속화시험을 진행한 후, 만능시험기를 통해 측정된 방사선열화 된 시료

들의 연신율을 표준화하여 시간에 따라 도식화하였다. 그림 39에 나타낸 바

와 같이, 50, 70 및 80 oC의 가속열화온도들에서 가속열화시간에 따른 

PEEK의 표준화된 (Normalized) 연신율 변화에 대한 일차함수들을 도출하

여 수명기준인 상대적 연신율의 50%에 도달하는 시간을 예측한 결과 각각 

208, 136 및 114 년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림 40의 다양한 가속열

화온도들에서 예측된 수명의 아레니우스 도식을 통해 수명예측 검정곡선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검정곡선을 통해 사용온도를 50 oC로 가정하고 900 

kGy의 방사선 조사량에서 방사선열화 되었을 때 PEEK의 수명은 393년 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라) 결론  

� 원전용 절연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방향족 PEEK 소재의 방사선열화에 따른 

물성변화 및 메커니즘 분석을 위해 다양한 조건에 방사선열화시험을 수행

하였고, 방사선열화 된 PEEK의 특성변화 분석을 통해 방사선열화 추정 메

커니즘을 제시하였으며, 열가속시험을 통해 방사선열화 된 PEEK의 수명을 

예측하였다. 

� 방사선열화에 따른 PEEK의 물성변화(인장특성, 산화안전성, 젖음성 및 화

학구조 및 조성)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사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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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PEEK의 물성 변화 메커니즘을 추정하였다.  

� 열가속화시험에 의한 수명예측결과, 900 kGy의 조사량에 방사선열화 된 

PEEK도 50 oC의 사용온도를 가정하였을 때 393 년의 매우 긴 수명을 가지

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따라서 장수명 원전용 전선피복소재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고선량 전자선 조사에 의한 유기고분자의 구조 및 무성변화 연구

 가. 전자선 조사를 위한 유기고분자 전구체 물질 선정 

 (1) 전구체 유기고분자: 폴리스티렌

� 본 연구팀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기 고분자 물질에 전자빔

을 조사하는 실험을 하였고, 그 중 유기고분자인 폴리스티렌에 전자빔을 조

사하면 유기고분자인 폴리스티렌이 탄소고리들이 클러스터를 이루는 

poly-aromatic hydrocarbon (PAH)로 분자 구조가 바뀌는 현상을 발견하였

다. 더 나아가, 전자빔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PAH를 구성하는 탄소고리 

클러스터의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전자

빔 조사를 이용하여 유기고분자를 나노미터 크기의 탄소물질로 바꿀 수 있

고, 그의 크기를 전자빔 조사량으로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 전자빔 조사에 의한 PS의 분자 구조 변화

�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팀은 전구체 유기고분자로 폴리스티렌을 선

정하고 전자선 조사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자선이 조사되지 않은 폴리스티렌

은 유리전이온도가 약 100 도 정도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구형의 콜로이드 입자가 그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열분해 되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팀은 전자빔을 폴리스티렌에 조사하면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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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내부의 C-H 결합을 끊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원자들을 기체 형태로 

제거하고 그 결과 탄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물질로 바꿀 수 있다는 사

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때 폴리스티렌에 조사하는 전자빔의 조사량을 증

가시킬수록 고분자는 당초의 분자구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점점 탄소들이 

불규칙적으로 결합된 비정질 탄소 (amorphous carbon)로 바뀌게 된다. 비

정질 탄소는 고분자보다 열적 안정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유리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가 있다. 

 (2) 3차원 다층 폴리스티렌 콜로이드 나노구체 제조

� 이전 연구들에서 본 연구팀은 기존의 전자빔 조사와 간단한 열처리를 통해

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면서 일정한 배열을 유지한 2차원 콜로이드 

나노구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때 최초 육방밀집구

조를 배열된 폴리스티렌입자의 크기를 통해 각 입자간의 간격, 전자선 조사

량을 통해서 원하는 모양과 크기의 탄소나노입자 어레이를 일정한 배열을 

유지한 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전자빔의 조사량을 조절하면 폴리스티렌 

구형입자 내부의 탄소화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탄화되지 않은 고분자 

물질들은 열분해로 제거할 수 있고 그 결과 구형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2차원 구조는 부피 대비 표면적이 3차원 구조에 비해 

훨씬 적고 제조 공정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 이에 본 연구팀은 자기 조립된 육방밀집 3차원 다층 폴리스티렌 콜로이드 나

노구체를 전구체로 사용하였다. 3차원 다층 구조는 2차원 콜로이드 층이 가진 

규칙적인 폴리스티렌 입자들의 배열상태는 유지하면서도 보다 간단한 공정을 

통해 대규모의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공정과는 달리 고에너지 전자빔은 

물질을 투과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표면이나 하층부터가 아닌 3차원 전체 

층에 대한 균일한 물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폴리스티렌 다층은 전자

빔 조사를 통해 육방밀집의 3차원 구조를 유지시킨 체 열적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림 42. 3차원 다층 폴리스티렌 나노구체의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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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차원 다층 폴리스티렌 콜로이드 나노구체의 제조과정 

� 실험을 위한 폴리스티렌 입자는 수용액에 분산된 형태로 판매되는 것을 구

매해서 사용하였으며 (100 nm, 2.5 %, Alfa Aesar) 실리콘 기판 위에 0.3 

ml가 drop-cast 된 후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을 통해 다층의 폴리스티렌 콜

로이드 층으로 성장되었다. 이때 균일한 콜로이드 층으로서 성장을 위해 실

리콘 기판은 drop-cast 이전에 산소 플라즈마 친수성 처리 (30 W, 2.5 분) 

과정을 거쳤다.. 

 나. 전자선 조사 전후의 유기 고분자 구조 변화 및 응용분야에 따른 특성 평

가 

 (1) 전자빔 조사 및 가열과정

� 본 연구팀은 앞에서 제조된 3차원 다층 폴리스티렌 콜로이드 나노구체에 

전자빔 조사 및 가열을 통해 고분자를 탄소화시키면서도 3차원 다층 콜리

이드 구조는 유지, 혹은 응용목적에 맞도록 개선시킬 수 있었다. 전자빔 조

사는 2 × 10-5 Torr 이하의 고진공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 시의 에너지와 

전류밀도는 각각 50 keV와 10 μA cm-2 이었다. 이때 전자빔 조사 시에 발

생하는 열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샘플 스테이지는 외부 온도조절

장치와 연결, 항상 0 도로 유지되었다. 전자빔 조사 후의 가열 공정은 공기 

중에서 서로 다른 시간과 온도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 가열 후 샘플은 파우더 그라인더를 통해서 파우더 형태로 분쇄되어 각종 

특성 및 물성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43. 3차원 다층 폴리스티렌 나노구체의 제작 모식도

 (2) 전자빔 조사 전후의 유기 고분자의 구조 변화 측정 방법

� 전자빔 조사 전후에 따른 폴리스티렌 고분자 층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다양한 물리-화학적 측정방법을 시도하였다. 먼저 물질의 

표면 구조를 알기 위해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4800, Hitachi) 과 atomic force microscope (AFM, XE-70, 

Park Systems)을 이용하였다. 이때 위 공정을 통해 제조된 콜로이드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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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크기는 FESEM 이미지 상 50 개의 입자들의 크기 평균을 통해 얻

을 수 있었고 입자 층의 표면 거칠기는 AFM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물질의 표면적은 질소 (N2) 흡수-방출기 (ASAP2420, Micromeritics) 와 

Branauer-Emmett-Teller (BET) 측정법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각 측정 

이전에 샘플은 고온 저압 조건에서의 가열을 통해 표면 내의 수분 등 다른 

불순물을 최소화 시켰다. 

 (3)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다층 유기 고분자의 구조 변화

� 앞에서의 전구체 연구를 통해 본 연구팀은 전자빔 조사 및 가열 조건에 따

라 폴리스티렌 입자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입자간의 간격이 조절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열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빔 조사가 가열 이전에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4에서는 같은 가열조건과 서로 다른 

전자빔 조사량에 따라 제조된 나노구조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조사량이 상

대적으로 불충분한 7.5 × 1017와1.5×1018 cm-2인 경우에는 구형이었던 입자

의 모양이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림 44(A)와 (B)에 충분

하지 않은 전자빔 조사조건에서 가열된 입자를 통해 확인 할 수 잇었다. 반

면에 전자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3 × 1018 cm-2 의 경우에는 애초에 갖

고 있던 구형의 모습을 가열 후에도 유지함을 알 수 있었고 (그림 44C) 이

때의 평균 입자 크기는 86.3에서 89.7 nm (표준편차 4.5 -> 5.5 nm) 로 균

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BET 표면적 

측정 결과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4D).

그림 44. (A ~ C) FESEM 이미지. (A) 7.5 × 1017, (B) 1.5 × 1018, (C)3×1018 

cm-2로 전자빔 조사된 후 360 도에서 60 분간 가열공정을 거쳤다. (D) 

전자빔 조사량에 따른 평균 입자 크기와 BET 표면적 값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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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자빔 조사 후 가열온도에 따른 다층 유기 고분자의 구조 변화

� 다음으로 전자빔 조사량을 3 × 1018 cm-2 으로 통일 시킨 후 가열 온도를 

바꾸며 입자의 모양과 배열상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45). 가장 높은 

온도인 450 도로 가열한 샘플의 경우에도 각 폴리스티렌 콜로이드 입자들

은 각각의 원형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림 45) 360 도로 가열한 

샘플의 비해서 평균 크기가 95.8 nm에서 73.1 nm로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BET 표면적 측정결과 또한 온도를 360, 400, 450으로 증가시

킴에 따라서 72.1 에서 305.0, 392.8 m2g-1로의 표면적 증가를 보여주었다 

(그림 45D).

그림 45. (A ~ C) FESEM 이미지. 모두 3×1018 cm-2로 전자빔 조사된 후 

(A) 360, (B) 400, (C) 450 도에서 15 분간 가열되었다. (D) 가열 온도 에 

따른 평균 입자 크기와 BET 표면적 값의 변화 추이

 (5) 전자빔 조사 및 가열 조건에 따른 표면 거칠기 변화 

� 전자빔 조사량과 가열 온도 및 시간에 따른 표면이미지와 표면 거칠기의 

값을 AFM을 통해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림 46). 먼저 전자빔 조사를 거치지 

않은 폴리스티렌 층은 부드러운 표면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림 46A, RMS: 

0.56 nm), 전자빔 조사 후에는 조사량에 따라 점점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6B, C; RMS: 1.14, 1.54 nm). 이러한 표면 거칠기는 특히 

가열 공정 이후에 더욱 증가하였는데, 가열시간이 긴 360 도 60 분의 샘플

이 가열시간이 짧은 360 도 30 분의 샘플보다 더욱 높은 표면 거칠기의 

RMS 값 (2.51, 2.20 nm)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더욱 높은 온도인 

450 도에서 단시간인 15 분 동안 가열된 샘플은 앞에 샘플들보다 거의 2 

배에 가까운 4.45의 높은 표면 거칠기의 RMS 값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들

을 토대로 전자빔 조사와 가열에 의해 표면 거칠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

고 가열 온도와 시간과도 상관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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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A) 전자빔이 조사되지 않은 다층 폴리스티렌. (B) 7.5 × 1017 cm-2, 

(C) 3 × 1018 cm-2 로 조사 (D~F) 3×10 18cm-2 로 조사 후 (D) 360 도 15 

분, (E) 360 도 60 분, 그리고 (F) 450 도 15 분 가열된 샘플.

 (6) 라만분광법을 통한 유기 고분자의 물성변화 측정

� 나노 구조 탄소 흡착제 의 분자 구조는 라만 분광법 (LabRAM HR 

UV/Vis/NIR, HORIBA Jobin Yvon)으로 평가 했다. 먼저 전자빔 조사의 전

후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갖고 있던 깨끗한 폴리스티렌의 분자 진동 모드는 

사라지고 탄소 분자의 진동모드를 나타내는 D 와 G 피크를 포함한 여러 

넓은 피크와 양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 배경 스펙트럼이 나타났다(그림 

47A). 우리는 이전 연구를 토대로 폴리스티렌에 전자빔을 조사하면 높은 수

소함량을 갖고 있는 비정질 탄소 (a-C:H)가 형성되며 본 실험결과의 G 피

크의 위치인 1635 cm-1 가 a-C:H의 올레핀 C=C 결합에 해당함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47. 각 샘플의 실험조건 별로 비교한 라만 스펙트럼. (A) 전자빔 조사 

전과 조사 후 (B) 서로 다른 전자빔 조사량과 360 도에서 60 분간 동일하게 

가열 (C) 3 × 1018 cm-2 의 동일한 전자빔 조사 후 서로 다른 온도로 15분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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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자빔 조사량을 7.5 × 1017 에서 3×1018 cm-2 로 증가시킴에 따라 D 

피크와 G 피크의 세기 비율을 나타내는 ID/ IG  값이 0.2317 에서 0.1964 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탄소가 비정질화되는 것을 나타낸

다. 이를 토대로 흑연 클러스터의 크기 (La) 변화를 계산하면 6.5 에서 6.0 

Å으로 감소 (비정질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89.4 에서 66.8 μm 

로의 S 매개 변수 (G 피크 강도따른 배경 기울기의 상대 비교값) 감소는 

전자빔 조사에 따른 수소함량의 감소를 나타내며 이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합이 약한 C-H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 이후 60 분간 360 도에서 가열 과정을 거친 후에는 (그림 47B), G 피크의 

위치가 1635 에서 1598 cm-1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탄소구

조가 올레핀 C=C 결합에서 주로 방향족 결합으로 변경한 것을 나타낸다. 

� 또한  ID/ IG 와 이를 통해 계산한 La 값 변화를 토대로 흑연 클러스터의 크

기가 가열에 의해 성장 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0.6 에서 10.5 Å로 증가), 

기존의 360도보다 높은 400 및 450 도로 증가시킴에 따라 ID/ IG 및 La 값이 

각각 0.6 과 10.4  Å, 0.72 와 11.5 Å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흑연 

클러스터의 연속적인 크기 증가를 나타낸다. 또한 H 의 함량이 점차 그러

므로 샘플이 후 가열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48.77 에서 29.35 퍼센트까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의 흑연 클러스터의 크기 증가와 더불

어 a-C:H가 아닌 단일 탄소, 그 중에서도 흑연에 가까운 물질로 물성변화

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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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각 조사 조건에 따른 라만 스펙트럼의 각종 값들. 여기서 S 매개 변

수는 배경선의 기울기를 G피크의 기울기로 나눈 값이며 H 총량 (%)은 

21.7+16.6log [S 매개 변수값] 으로 주어진다. 

실험 조건
D peak 

(cm
-1

)

G peak 

(cm
-1

)

I
D
/I

G
 (L

a 

(Å)
*

S 파라미터 

값

(μm) 

H 

비율 

(%) 

pristine - - - - - 

7.5 × 10
17 

cm
-2 

1331 1637 
0.2317 

(6.5) 
189.3 59.5 

3× 10
18 

cm
-2 

1333 1635 
0.1964 

(6.0) 
66.8 52.0 

7.5 × 10
17
 cm

-2
 

+ 360℃ 60 min 
1374 1598 

0.5972 

(10.4) 
29.1 46.0 

1.5 × 10
18
 cm

-2
 

+ 360℃ 60 min 
1376 1597 

0.6070 

(10.5) 
21.60 43.85 

3 × 10
18
 cm

-2
 

+ 360℃ 60 min 
1389 1598 

0.6063 

(10.5) 
15.9 41.64 

3 × 10
18
 cm

-2
 

+360℃ 15 min 
1371 1598 

0.6003 

(10.4) 
42.7 48.77 

3 × 10
18
 cm

-2
 

+ 400℃ 15 min 
1383 1596 

0.6191 

(10.6) 
6.9 35.62 

3 × 10
18
 cm

-2
 

+ 450℃ 15 min 
1376 1598 

0.7270 

(11.5) 
2.89 29.35 

 다. 전자선 조사를 이용한 나노 유기고분자 제조 

 (1) 제조된 나노 유기고분자의 기공 크기 분포 조사

� 나노모양을 가진 탄소 흡착제의 기공의 크기 분포는 그림 48에 나와있다. 

준비된 샘플에서, 기공의 크기는 지름 100-1000 Å의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마이크로 기공은 빈공간과 자가조립된 나노기공의 비밀집 구조와, 

육각 구조, 육각 비밀질 구조 사이의 작은 틈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Fig. 

3-3-2) 360도에서 60분 동안 가열하는 동안, 조사량이 7.5 × 1017 cm-2인 전

자가 조사된 자가조립 폴리스티렌 나노 유기 구조에서, 100 Å 이하의 지름

을 가진 기공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선 조사량이 7.5 × 1017에서 

1.5×1018 cm-2에서는, 40 - 80 Å의 메조기공과 100 - 200 Å의 마이크로 기

공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그림 48(A)에 나타난 17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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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의 마이크로-매크로 기공은 전자흐름이 3 × 1018 cm-2일 때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3 × 1018 cm-2 의 같은 전자선 조사량에서, 360 ℃에서 15

분 동안 가열된 자가조립된 나노구체에서는 100 Å이하의 지름을 가진 기공

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7-20 Å의 마이크로 기공과 100-200 Å의 매

크로 기공은 온도를 360도에서 400도로 올렸을 때 발견되었다. 더불어서, 

17-50 Å의 마이크로-매조 기공은 450도에서 가열할 때 증가하는 것이 발견

되었다 (그림 48(B)) 이러한 매조, 마이크로 기공은 전자가 조사되고 미리 

가열된 폴리스티렌의 거친 표면으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

다.

그림 48. 나노 구조의 탄소 흡착제 기공 크기 분포. (A) 360℃ 에서 60분 

동안 가열하고 전자 조사된 기공 크기 (B) 15분 동안 다른 온도로 가열된 3 

× 1018cm-2의 전자 흐름을 가진 기공 크기

 
그림 49. 자가조립된 탄소 나노구체의 다양한 기공의 모양

 

 라. 전자선 조사된 나노 유기고분자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제거 이용연구 

 (1) 흡착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제거 메커니즘 분석

� 전자선 조사를 통해 제조된 나노 유기고분자를 이용, 흡착제로서 환경 오염 

물질을 제조하였다. 전자선이 조사되지 않은 폴리스탈렌 나노구체는 메틸오

렌지를 흡착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전자빔 조사 및 열처리 이후에는, 폴리

스탈렌 나노구체가 비정질 탄화수소 나노구체로 바뀐다. 또한, 전자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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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을 증가할수록, 사슬형 탄소 이중결합이 고리형 탄

소 이중결합의 sp2 배열로 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전자빔 조사량,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질 탄화수소 나노구체에 메틸오렌지의 

흡착과 흡착량을 조절할 수 있다. 메틸오렌지는 – N=N–  구조와 함께 결합

된 2개의 고리형 링을 가진다. 이 링들은 비정질 탄화수소의 그래파틱 

(graphitic) 부분과 함께 고리형 π– 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고리형 

π– π 상호작용의 주목할 만한 점은 CH– π 상호작용에 비해 훨씬 더 강하

며 링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전자빔 조사 이후에, 폴리

스탈렌의 주된 결합인 C-H는 비정질 탄화수소의 사슬형 탄소 이중결합으

로 변환되고, 더 나아가 열처리 이후에는 비정질 탄화수소의 고리형 탄소 

이중결합으로 전환된다. 비정질 탄화수소의 그래파틱 (graphitic) 부분의 크

기는 전자빔 조사량,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비정질 탄화수소와 메틸오렌지 사이의 고리형 π– π 상호작용 또한 증가한

다. 이러한 결합 상호작용 및 BET 표면적의 증가는 제조된 나노구조 탄소 

흡착체의 흡착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림 50)

그림 50. 흡착 이론의 모식도. 메틸오렌지와 탄소 흡착제 사이의 방향족 

π– π 결합 상호작용

 (2) 전자선 조사된 나노 구조체의 흡착 능력 평가

그림 51. 흡착 시간에 따른 메틸오렌지의 흡착량 (A) 360도 60분 가열, 서로 

다른 전자빔 조사량 (B)  3 × 1018cm-2로 조사 후 서로 다른 온도에서 

15분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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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구조카본의 흡착 능력은 수용액 상태의 메틸오렌지 흡착량으로 평가된

다. 그림에선 같은 시간과 온도+ 다른 전자조사량으로 예열된 폴리스티렌 

나노 구조체와 (그림 51A)와 같은 전자조사량 3 × 1018cm-2 및 다른 시간과 

온도로 가열된 폴리스티렌 나노 구조체 (그림 51B) 의 흡착반응속도 곡선

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메틸오렌지는 흡착 시간 30분 안에 샘플에 흡착되었

고 흡착량은 흡착시간의 증가와 함께 조금씩 증가하였다. 그림 52은 흡착 

시간에 따른 용액 내 메틸오렌지 양의 변화를 보여준다. 

샘플의 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40%까지의 메틸오렌지가 30분 이내

의 빠른 시간에 없어졌다. 그리고 9시간이 지났을 때는 최대 54%가 없어졌

다. 만약 흡착제의 양을 더 많이 두고 실험했다면 메틸오렌지가 더 쉽고 효

과적으로 제거 될 것이라고 예상 가능하다.

그림 52. 시간에 따른 메틸오렌지 상대량의 감소값 비교 (A) 360도 60분 

가열, 서로 다른 전자빔 조사량 (B)  3 × 1018cm-2로 조사 후 서로 다른 

온도에서 15분간 가열

 (3) 흡착 능력 평가를 위한 모델 분석

� 흡착제 반응 구조 연구를 위하여, pseudo-first-order 과 

pseudo-second-order 모델이  흡착곡선을 그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pseudo-first-order model은 다음과 같다.

dqt/dt = k1(qe − qt),                                    (1)

ln(qe − qt) = ln qe− k1t,                                 (2)

� qt (mg g-1) 는 흡착시간 t 에서의 흡착량이다. 그리고 k1 은 

pseudo-first-order rate constant (min-1)이다. 만약 흡착이 모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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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간에 따른 곡선 ln(qe − qt) 는 선형적 관계를 보여야 한다. 상수 qe와 

k1 은 각각 곡선의 기울기와 절편값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pseudo-second-order model 은 다음과 같다.

dqt/ dt = k2(qe − qt)
2,                                    (3)

t /qt= 1/(k2qe
2) + t/qe,                                     (4)

� k2 는 pseudo-second-order rate constant (g mg-1min-1)이다. 만약 흡착이 

model을 따른다면 곡선 시간에 따른 t/qt 값은 선형적 관계를 보여야 한다. 

상수 qe와k2은 각각 곡선의 기울기와 절편값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각각 

모델에 대한 흡착 곡선의 결과는 그림 53에 보였고 표 11 에 정리되어있다. 

모든 샘플의 메틸오렌지흡착은 pseudo-second-order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53. 탄소나노구체에 흡착된 메틸오렌지 양에 따른 Pseudo-second-order 

흡착곡선 (A) 360도 60분 가열, 서로 다른 전자빔 조사량 (B) 3 × 1018cm-2로 

조사 후 서로 다른 온도에서 15분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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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서로 다른 전자선 조사 및 가열 조건에 따른 흡착 곡선 계수들의 비교

Pseudo-first-order 모델 Pseudo-second-order 모델

k
1
 (min

-1
) R

2
k

2
 (g mg

-1
 min

-1
) R

2

7.5 × 10
17
 cm

-2
 + 

360℃ 60 min
0.0057 0.5779 0.0446 0.9979

1.5 × 10
18
 cm

-2
 + 

360℃ 60 min
0.0070 0.8953 0.0058 0.9975

3 × 10
18
 cm

-2
 + 

360℃ 60 min
0.0081 0.7735 0.0288 0.9990

3 × 10
18
 cm

-2
 + 

360℃ 15 min
0.0065 0.5417 0.0382 0.9992

3 × 10
18
 cm

-2
 + 

400℃ 15 min
0.0078 0.9260 0.0107 0.9993

3 × 10
18
 cm

-2
 + 

450℃ 15 min
0.0078 0.8420 0.0055 0.9984

3 × 10
18 

cm
-2

 + 

500℃ 10 min 
0.0070 0.9514 0.0033 0.9977 

 (4) 나노구조의 탄소 흡착제의 표면적과 흡착 능력의 상관관계 분석

� 나노구조 탄소 흡착체의 흡착능력과 BET 표면적의 관계는 그림 55에 보여

진다. 흡착능력은 전자빔 조사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해 제조된 모든 샘플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전자빔 조사 및 열처리 방법으로 제작된 나노구조 탄소 

흡착제의 넓은 표면적은 선구체 나노구조 고분자에 의해 비롯된다. 전자빔 

조사는 상온에서 선구체 고분자를 탄소화시키고 이러한 탄소화된 나노구조

는 열처리 과정 동안 탄소화의 심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넓은 

표면적의 선구체 고분자가 전자빔 조사에 의한 고성능 흡착제의 제조에 중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자빔 조사 방법은 기존의 활성탄소 제조

의 활성화 과정과 비교하여 넓은 표면적을 만드는데 어떠한 화학물질 및 

환경물질도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빔 조사방법은 기존의 활성탄

소 제조 방법에 비해 고성능 탄소 흡착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환경 친화

적이며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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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표면적에 따른 흡착량의 상관관계 모식도

그림 55. 표면적에 따른 탄소나노구조의 메틸오렌지 흡착량 비교 (A) 360도 

60분 가열, 서로 다른 전자빔 조사량 (B)  3 × 1018cm-2로 조사 후 서로 

다른 온도에서 15분간 가열

 (5) 흡착 모델링을 통한 전자선 조사된 나노구조 탄소 흡착제의 흡착 능력 분

석

� 그림 56은 전자빔에 조사되고 예열된 폴리스티렌 나노구체의 메틸오렌지에 

대한 흡착 등온선을 보여준다, 모든 샘플들은 랭뮤어 등온선 모델을 따르며  

(R2 > 0.9767). 랭뮤어 등온 계수, kL,로부터 흡착에 대한 깁스 자유 에너지  

(∆Gads) 가 계산된다. 이에 따라 모든 샘플에서 나노탄소구조체는 음의 깁

스 자유 에너지를 가짐, 즉 자발적 흡착 반응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12). 따라서 우리는 메틸오렌지가 전자선을 이용해 제조된 탄소나노구체

에 흡착되며, 이는 랭뮤어 등온선 모델을 따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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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탄소나노구체에서의 메틸오렌지 흡창량에 따른 랭뮤어 흡창 등온선 

(A) 360도 60분 가열, 서로 다른 전자빔 조사량 (B)  3 × 1018cm-2로 조사 

후 서로 다른 온도에서 15분간 가열

표 12. 흡착 반응 모델에 따라 계산된 탄소나노구체의 흡착 상수들

Pseudo-first-order model Pseudo-second-order model

k
1
 (min

-1
) R

2
k

2
 (g mg

-1
 min

-1
) R

2

7.5 × 10
17
 cm

-2
 + 

360℃ 60 min
0.0057 0.5779 0.0446 0.9979

1.5 × 10
18
 cm

-2
 + 

360℃ 60 min
0.0070 0.8953 0.0058 0.9975

3 × 10
18
 cm

-2
 + 

360℃ 60 min
0.0081 0.7735 0.0288 0.9990

3 × 10
18
 cm

-2
 + 

360℃ 15 min
0.0065 0.5417 0.0382 0.9992

3 × 10
18
 cm

-2
 + 

400℃ 15 min
0.0078 0.9260 0.0107 0.9993

3 × 10
18
 cm

-2
 + 

450℃ 15 min
0.0078 0.8420 0.0055 0.9984

3 × 10
18
 cm

-2
 + 

500℃ 10 min 
0.0070 0.9514 0.0033 0.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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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목표 달성도  

제 1 절 2013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핵심성과)
목표 실적

달성도

(%)

1) 방사선에 

의한 유기고

분자 재료의 

구조/물성 변

화 및 메커니

즘 규명 연구

� 방사선 조사에 의

한 열가소성 고분

자 화학 구조 및 

물성 변화 분석

� 방사선 그라프트 

반응에 의한 불소

계고분자 재료의 

화학 구조 및 물

성 변화 분석

� 방사선 조사에 의한 SBS 블록

공중합체 가교 메커니즘 연구 

및 구조/물성 변화 분석 완료 

� 방사선 동시조사법으로 제조된 

ETFE-g-PS 필름의 물성, 형

태학 변화 및 반응 메커니즘 

규명

� 3차원 다층 스타이렌 고분자 

콜로이드 나노구조체 제조 및 

방사선 영향 평가 완료 

100

2) 원전용 유

기소재의 방

사선 열화 메

커니즘 규명 

및 수명 예측 

연구

� 원전용 지방족 고

분자 소재의 방사

선열화 저항성 향

상 연구

� 우수한 방사선열화에 대한 저

항성을 갖는 고분자 나노복합

소재 [LDPE/MWCNT] 제조 

및 수명평가 완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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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2014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핵심성과)
목표 실적

달성도

(%)

1) 방사선에 

의한 유기고

분자 재료의 

구조/물성 변

화 및 메커니

즘 규명 연구

� 방사선 조사 환경

에 따른 불소계고

분자 소재의 화학 

구조 및 물성 변

화 연구

� 방사선으로 제조

된 그라프트 필름

의 열적 특성 및 

고온 가교 메커니

즘 규명

� 다양한 조사 환경(공기, 질소, 

진공 상태)에 따른 불소계 고

분자 필름(ETFE, PVDF, PFA, 

FEP)의 화학 구조 및 물성(열

적, 기계적 물성) 변화 DB자료 

확보

�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으로 제

조된 ETFE-g-PVBC 필름의 

열적 특성 및 가교 메커니즘 

규명

� 전자선으로 제조된 나노유기고

분자의 환경오염 물질 제거 메

커니즘 분석 및 관련 이론 검

증 (위탁과제)

100

2) 원전용 유

기소재의 방

사선 열화 메

커니즘 규명 

및 수명 예측 

연구

� 방사선 열화된 유

기소재의 물성 변

화 분석 및 메커

니즘 규명 연구

� 방사선 열화된 유

기소재의 수명 예

측 연구 

� 방사선 열화에 따른 원전용 전

선 피복소재인 방향족 PEEK 

소재의 물성변화(인장특성, 산

화안전성, 젖음성 및 화학구조/

조성) 분석 및 메커니즘 규명 

완료

� 열 가 속 노 화 시 험 ( T h er m a l 

accelerated aging test)시험을 

통해 방사선 열화된 PEEK 소

재의 수명예측결과 확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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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의 산업적 적용 확대를 위한 첨단소재 개발 응용 연구  

    - 방사선 그라프팅에 따른 유기고분자소재의 구조 및 물성변화 메커니즘 규

명 결과들은 방사선 그라프트 기반 연료전지용 멤브레인, 중금속 흡착제, 

이차전지용 분리막 등의 다양한 첨단소재 개발연구에 활용할 계획임.  

    - 우수한 화학적, 열적,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는 불소고분자 물질(PTFE, 

FEP, PFA, ETFE, PVDF 등)이 다양한 조사 환경(공기, 질소, 진공 상태)

에서 방사선 조사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화학적 변화 및 물성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들은 불소계 고분자 소재 기반 산업적 응용 연구에 활

용할 계획임. 

    - 방사선열화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을 갖는 고분자나노복합소재 제조 기술 

및 방향족고분자소재의 방사선열화에 따른 물성변화 메커니즘 규명 및 수

명예측 결과들은 차세대 원전용 고성능전선피복소재 개발에 활용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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