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제목

Styrene 의 유화중합

목

이 실험을 통하여 유화중합의 원리와 특징, 계면활성제, 그리고 Micelle

적

임계농도(CMC)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본다.

준 비 물

1. 실험기구
30ml vial, pippette, filler, stand, clamp, mechanical stirrer motor, stirring rod,
beaker, chemical balance, aspirator, glass filter, spoon, filter flask, water-bath
2. 시약
Styrene, Sodium lauryl sulfate, Potassium persulfate, Sodium bisulfite,
Distilled water, Aluminium sulfate, Methanol

실험방법
1. 30ml vial 에 Sodium bisulfite 0.02g, Sodium lauryl sulfate 0.4g, 증류수 10ml
와 Styrene 5ml 을 넣는다.
2. 질소를 투입하여 bubbling 해준다.
3. 마그네틱바를 사용하여 60’C 에서 5 분 정도 교반시킨다.
4. Potassium persulfate 0.03g 를 넣어주고 60’C 에서 1 시간 동안 중합시킨다.
5. Aluminium sulfate 0.8g 과 증류수 15ml 를 섞어서 만든 용액을 사용하여
응고시킨다.
6. 응고된 고분자를 비커에 옮기고 methanol 과 증류수로 각각 2 번씩 수세하여
중합된 고분자를 정제한다.
7. Filter flask 와 aspirator 을 이용하여 중합된 고분자를 걸러준다.
8. 중합된 고분자를 마지막으로 methanol 수세한 뒤 진공오븐에서 건조한다.
9. 중합된 고분자의 무게를 측정하고 고분자의 수율을 계산한다.

이

론

1. 유화중합 이론
어떤 작은 입자 지름(약 1㎛이하)을 갖는 물질이 매체에 분산하고 있는 계를 에멀션(emulsion)이
라고 한다. 유화중합은 부가중합에 의하여 중합될 수 있는 고분자의 생산에 사용되는 중합 방법
이다.
유화 중합반응계는 monomer와 분산매(dispersion medium) 및 계면활성제(surface active
substance ; micelle generating substance ; soap) 와 분산매에 용해되는 개시제로 이루어 진다.

유화 중합은 분산매에 의하여 반응액의 유동성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므로 반응열의 제거가 용이
하고 높은 분자량을 가지는 고분자를 중합 속도가 높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산할 수 있다. Bulk,
용액 및 현탁 중합의 경우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개시제의 농도 혹은 중합
온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산량의 감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고무로서의 탄성을 가지
기 위하여는 분자간의 걸침(entanglement)이 많은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가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합성고무는 유화중합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유화중합에 의하여 생산되는 되는 중합체는 계면
활성제와 같은 저분자량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분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중합체의
용도가 높은 순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화 중합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유화 중
합은 현탁 중합과 용액 중합과 같이 분산매가 필요하므로 실제 중합이 일어나는 반응기의 유효
부피(effective reaction volume)가 bulk중합에 비하여 작은 단점이 있다.

•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표면장력, 계면장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유화중합장소로서 micelle을 형성하고,
생성된 고분자 및 단량체 방울 표면위에 흡착하여 안정화하게 한다. 그리고 입자수 및 입자 크기
의 분포조절을 할 수 있으며 계면활성제의 농도는 중합속도, 입자수 및 분자량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계면활성제란
기체-액체, 액체-액체, 액체-고체 간의 계면에 흡착 또는 배열을 하고, 그 계면 또는 표면의 성
질을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계면활성제의 흡착하는 성질은 그것이 가지는 구조적 특이성에 기인
하며, 희석용액으로 계면에너지에 변화를 준다. 수용액으로는 표면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용
된다.
(2) 계면활성제의 구조
① 친수기
극성을 갖고 물에 용해되는가 혹은 물에 친화성을 나타내는 기
-SO3-, =N+, -COO-, -OsO3-

; ion성

-OH, 폴리옥시에틸렌쇄(-CH2-CH2-O-) ; 비ion성
ion성 : H+, Na+, K+, NH4+, Ca2+, C2H4OH, Cl-, Br- 등의 반대 ion과 짝이 되어 비로소 이온성의 강
도가 변한다.
비이온성 : -OH기의 수 및 폴리옥시에틸렌쇄의 길이로 친수성의 강도가 변한다.
② 친유기
무극성으로 유기용매에 용해되든가 혹은 친화성을 나타내는 기
알킬기, 알킬아릴기와 나프탈렌 : 다환식 화합물(多環式 化合物)

폴리옥시프로필렌글리콜
친유기의 탄소수가 증가하면 친유성이 강해지지만, 이중결합이나 Benzene 핵의 존재에 의해서
도 친유성의 강도가 강해진다.

Fig 1. micelle 모식도

개시제
유화중합에 사용되는 개시제는 수용성이다. 그런데 수용성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극히
희박하다. 유용성이라도 관계는 없지만, 기름방울에서 수용성 분산매질을 지나서 계면활성제
Micelle에 중합 반응을 하기에는 너무나 친유성이기 때문에 그 확산속도가 저하한다는 것과 확산
하기 전에 기름방울 중에서 중합을 개시하여 현탁 중합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개시제는 수용성일
필요가 있다.
개시제는 개시반응에서의 라디칼의 생성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그 역할은 열분해 반응, 산화
환원반응, 광화학적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개시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는 단량체나 반응매질에 용해되어야 하고, 원하는 조건하에서 중합반응을 하기에 적절한
속도가 있어야 한다. (0.1M에서 10-6～10-7mol/L․s)
유화중합에 사용되는 개시제는 분해형 개시제와 redox 개시제로 나눌수 있다.

Potassium persulfate
K2S2O8 (MW : 270.33)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으로 물에 가용되며 저장중 서서히 분해되면서 산성염을 생성한다. 가장
많이 유화 중합용 개시제로서 반응 온도는 약 75～85℃정도이다.

단량체
중합체 (polymer)의 원료가 되는 저분자화합물로 중합체를 구성하는 반복단위를 가리키는 경우

도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량체는 대다수가 유기화합물이고 소수성이다. 특히 탄화수
소로만 되어있는 Styrene과 같은 단량체가 대표적인 지용성 단량체이다.

분산매질
유화중합에서는 수용성 분산매질을 사용하며 사용되는 용매와 같이 반응열을 제거하고 개시제와
다른 첨가제를 용해시킨다.

2. 유화중합의 반응 Mechanism
• Micelle 임계 농도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 CMC)
유화중합 반응계는 monomer, 분산매(물), 계면활성제 및 개시제가 대략 100 : 150 : 5 : 0.5의 비
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자량 조절제 혹은 반응 촉진제(activator) 등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계면활성제는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을 동시에 가지는 분자로 되어 있으며 물 속에 계면활
성제를 주입함에 따라 물 표면의 표면장력이 점차 감소하다가 계면활성제의 주입량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표면장력이 거의 일정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때의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Micelle 임계 농도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 CMC)라고 하며, 계면활성제가 더 주입되더라도
표면장력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CMC를 초과하는 계면활성제 분자가 물 속에서 micelle을 형
성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물 속에 주입된 계면활성제 분자는 물의 표면에 흡수된 분자,
물 속에 용해된 분자 및 micelle을 구성하는 분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계면활성제의 주입량이 많
을 때는 대부분의 계면활성제 분자는 micelle을 구성하고 있다.
유화제의 농도가 CMC를 초과하게 되면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 중에 녹아 있는
계면활성제 분자들이 회합하여 구상 또는 막대모양의 micelle(50～100Å)을 형성( colloid상태로의
변화)하며, 동반하는 현상으로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대부분의 계면활성제의
CMC는 0.001～0.1mol/L이고, 일반적인 유화중합은 CMC이상(수용액에 대해 0.1～3 %wt.)에서 행
해지며, 계면활성제는 micelle의 형성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micelle의 수 및 크기는
계면활성제 종류 및 양에 의존하며, 유화중합에서 계면활성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입자수가 증가
한다.

• 중합장소
물에 거의 녹지 않는 monomer 즉 styrene 또는 butadiene과 같은 monomer를 물 중에 부가
하면, 매우 소량의 monomer가 물 중에 용해되어 수상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monomer의 용해도는 작은 편이다.
< styrene, butadiene, vinyl chloride, methyl metacrylate, vinyl acetate의 경우 각각 0.07, 0.8, 7,
16, 25 g/L (25℃) >
또한 부가된 monomer 중 일부는 micelle 내에 친유성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 monomer에 의해
가용화된 micelle(Monomer Solubilized Micelle)을 형성한다.

부가된 monomer 중 약 95%이상은 monomer 방울로 존재하며, 이러한 monomer 방울은 주위
에 있는 계면활성제 분자들의 표면흡착으로 안정화된다. monomer 방울의 직경은 교반 속도에 따
라 변하지만 일반적으로 1～10㎛크기의 직경을 가지며, monomer로 가용화된 micelle(Monomer
Solubilized Micelle)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농도면에서 monomer 방울
및 micelle의 경우 각각 1mL당 1010～1011개와 1017～1018개이며, 이와 같은 입자크기 및 농도
의 차이는 micelle들이 monomer 방울들에 대해 약 100배 이상의 큰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암시해 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유화중합의 경우 주로 micelle 내부에서
일어남을 설명하여 준다.
물 중에 녹아있는 개시제는 적당한 방법에 의해 분해되어 자유라디칼들을 생성하며, monomer
를 공격하여 유화중합을 개시한다.
중합이 일어나는 장소(Polymerization Site)는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과 달리,
monomer 방울이 아니라, 대부분 micelle 내부이다. micelle은 기름과 같은 monomer와 수용성 자
유라디칼들의 만남의 장소(중합장소)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즉, micelle은 수상에 비해 고농도의
monomer를 보유하고 있으며, monomer 방울에 비해 표면적이 크기 때문이다. 중합이 진행됨에
따라 활성화 된 micelle들은 monomer 방울로부터 monomer를 monomer 방울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물을 통해 공급받는다.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n emulsion polymerization
이렇게 중합반응이 계속되어 단량체가 고분자로 변함에 따라서 미셀의 크기가 커지고 미셀 내
부의 단량체의 농도가 낮아진다. 그때 생기는 농도차에 의해서 수용성 분산매질에 녹아있는 소량
의 단량체는 미셀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오고, 수용성 분산매질의 단량체 농도는 줄어든다. 같은
원리로 수용성 분산매질에 농도차가 생기면 단량체 방울에서 단량체가 수용성 분산매질로 확산된
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단량체가 공급되게 된다. 중합계 내부에 단량체가 다 소모되면

더 이상 중합은 진행되지 않으며, 고분자라디칼들은 균등화 반응 또는 불균등화 반응을 일으켜
정지반응이 일어난다.

•

중합반응 속도

유화중합의 단계
회분식(Batch)유화중합은 입자수 및 분리된 monomer 방울의 존재유무에 따라 3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진다.
(1) 입자의 생성시기(제Ⅰ단계)
중합시간과 더불어 입자수와 중합속도가 증가한다. 입자가 커짐에 따라, 고분자 입자들은 수용
액상에 녹아 있는 유화제의 흡착으로 안정화한다.
수상의 계면활성제 농도가 CMC 이하로 떨어졌을 때부터는 비활성 micelle들이 불안정해지고
계면활성제분자들이 수용상에 녹아 나와 성장하고 계면활성제 분자들은 고분자 입자 표면에 흡착
하여 안정화한다.
제Ⅰ단계 말기에는 모든 미활성 micelle이 사라지고 계면활성제 분자들이 monomer로 팽윤된
고분자 입자표면 위에 흡착된다. 이 시점이 제Ⅰ단계가 끝나는 점이고, 입자생성 및 성장이 동시
에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가지 단계 중 제Ⅰ단계가 일반적으로 가장 짧다. 제Ⅰ단계는 보
통 2～15% 전환율 범위에서 수행된다.
(2). 반응의 시기(제Ⅱ단계)
제Ⅱ단계에서는 고정된 수의 입자들이 주위의 monomer 방울들로부터 monomer를 일정하게
공급받으면서 monomer에 의해 포화상태로 유지되며 중합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입자
내에 monomer 농도는 높은 편이다.
고분자 입자들은 수상으로부터 계속적인 자유라디칼의 공급과 monomer 방울로부터의
monomer 공급으로, monomer 방울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중합을 계속한다.
자유라디칼이 한 개씩 고분자 입자에 포획될 경우, monomer로 팽윤된 고분자 입자 내에서의
자유라디칼 중합은 10～100초간에 걸쳐 일어나고(2번째 자유라디칼이 들어 올 때까지의 시간), 2
번째 자유라디칼이 입자에 의해 포획되자마자 활성라디칼들의 즉각적인 결합에 의한 정지반응과
더불어 또 다른 10～100초간에 비활성 고분자 입자로서 지내게 된다. 이어서 3번째 자유라디칼을
포획하면 중합이 재개된다. 이와 같이 고분자 입자의 활성 및 비활성이 어떠한 시간을 두고 반복
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유화중합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제Ⅱ단계에서의 고분자 입자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monomer의
입자 크기는 감소한다. 궁극적으로 제Ⅱ단계는 monomer 방울이 모두 사라지는 시점에서 끝이 난
다

(3) 제Ⅲ단계
이 구간에서는 고분자 입자 내에 존재하는 monomer 농도 및 중합속도는 지나면서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0이 된다. 이 구간에서는 Gel 및 Trommsdorff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으로 유화중합에 의해 제조되는 라텍스는 중합속도가 빠르고, 전환율이 거의 100%이다. 입자크기
는 대략 0.1～0.3㎛정도이다. 이 크기는 반응초기의 micelle(50～100Å) 및 monomer 방울(1～10
㎛)들의 중간 크기를 나타낸다.

Fig 3. Representation of 3 stages of an emulsion polymerization

유화중합의 특징
유화중합이라는 것은 고분자 물질의 Emulsion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최종생성물은 일반적으로
Latex라 부르며 고분자 물질을 물과 다른 조성물로부터 사전분리하지 않고 Emulsion으로 직접 사
용하기도 한다. 유화중합을 위한 주요 조성물로서는 단량체, 유화제, 분산제, 그리고 수용성 개시
제이다. 분산매는 일반적으로 액상이며, 여기에 여러 조성물이 유화제에 의해 유화된 상태로 분산
되어 있다.
Emulsion형의 폴리머는 취급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공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장점
① 반응온도의 조절이 용이하다.
② 중합속도와 분자량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다.
③ 중합도가 큰 것 또는 다른 중합에서 얻기 힘든 공중합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물을 매체로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 및 독성이 적고, 분산매의 값이 싸
며, Latex의 점도가 극히 낮아 생성물의 교반이나 이송이 쉬운 점등 여러 가지 장점을 들 수 있다.

단점
① 유화제 등 불순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중합체의 물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폐수 중의 유화
제가 공해의 요인이 된다.
② Emulsion의 경우 매체가 유기물인 경우에 비해 물의 증발속도가 늦고, 무기물과의 혼합시
금속이온과의 화학반응으로 인한 Latex의 안정성이 불량으로 혼합의 한계가 있다.
③ 유화중합에 있어서는 단량체의 상대반응성비 이외에 수상과 유상에서의 단량체의 분배계수
가 문제가 되어 수상에서의 Homopolymer의 생성억제가 힘들다.
④ 고분자의 입체구조 등 정교한 고분자들의 분자설계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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