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제목

GPC(gel permeation chromatography)에 의한 고분자의 상대분자량 측정

목

GPC의 기초원리를 이해하고 사용법을 습득하여 미지시료의

적

상대분자량 및 다분산지수(polydispersity index)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 비 물

① GPC 장비(pump, injector, column, detector, data system)
② GPC vial 2개
③ syringe filter(0.45µm) 1개
④ micro syringe (20~100µl)
⑤ 미지의 시료
⑥ 시료를 녹일 수 있는 용매
⑦ 1ml syringe 1개

실험방법

A. 시료준비
① 미지의 시료를 GPC vial에 용매와 함께넣고 녹인다. (농도 : 0.1~0.5% w/v)
② 시료가 다 녹았다고 판단되면 Syring filter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B. 기기작동
① GPC 장비(pump, injector, column, detector, data system)의 전원을
켜고 장비 내부의 온도 및 용매의 유속을 설정한다.
② 장비의 설정을 모두 끝낸 후 용매의 유속을 1ml/min으로 맞추고
약 30~1시간 정도 용매를 흘려서 장비를 안정화 시킨다.
③ 장비의 안정화를 끝낸 후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세척된 micro syringe
를 이용하여 주입구에 20~100µl 정도를 주입하고 밸브를 돌린다.
④ 사용이 끝난 micro syringe는 3번이상 세척한 후 보관한다.
⑤ 시료의 분석이 끝나면 준비된 기준시료의 검량곡선을 적용하여 미지시료의
상대적 분자량 및 다분산 지수를 확인한다.

이

론

1. 분자량의 정의
고분자는 사슬의 길이 (분자의 크기, 중합도)가 다른 혼합물로 되어 있어서 다분산
(polydisperse)하다고 한다. 따라서 분자량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분자량분포를 갖게 되고,
저분자처럼 분자량이 얼마라고 정확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분자량을 평균적인 값으로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평균 분자량, 중량평균 분자량 등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
는 것이다. 분자량은 구성 분자의 분자질량(mi)과 몰수(Ni)의 항으로 정의되며, 수평균분자량
(Mn),중량평균분자량 (Mw),부피평균분자량 (Mz)을 다음 식으로 정의하며,

Mw/Mn을 분산도

(PD: polydispersity)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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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자량분포곡선
위의 세가지 평균분자량 (분자길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자량은 Mn < Mw < Mz 순으로
된다. Monodisperse한 저분자에서는 Mn = Mw = Mz 가 되고, Mw/Mn(polydispersity)가 크면
클수록 고분자의 분자량분포가 넓다는 뜻이다.
고분자의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는 고분자 물질의 기계적 성질, 열적 성질에 큰 영향을 미
치게 되고 가공성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자량 분석은 고분자에서 가장 기본
적이고 중요한 기술이다.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점도법, 말단기 분석법, 광산란법 등 여
러가지가 있으나, 많은 논문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GPC(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GPC를 통한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측정은 기기가 일
단 set-up이 되어있으면 앞의 다른 방법에 비하여 비교적 신속하고, 재현성있고, 신뢰성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GPC에 의하여 측정된 수평균,
중량평균 분자량은 그 고분자의 실제의 절대분자량이 아니고, 이미 분자량을 알고 있는 기
준고분자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자량이다는, 상대적인 분자량을 산출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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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ation)시켜 컬럼안에서 고분자가 분자크기에 따라 분리될 수 있도록 고안된 분리법
이다. 쉽게 말하면, 분자량이 큰 물질이 먼저 유출되고, 작은 분자량물질이 느리게 나오도록
하여, 고분자가 컬럼내부에서 얼마나 머무는가 하는 시간 (retention time)을 측정하여 고분
자의 분자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분자의 크기별로 분리한다고 해서 SEC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라고도 부른다.

3. GPC의 구성

그림 2. GPC system
4. GPC 컬럼의 구조
GPC 컬럼 (그림 3)은 약 250~300 mm 길이, 내경 4.5~7.5 mm 의 금속관으로 되어 있
고, 컬럼 내부에는, 분산중합으로 특수제조된 아주 작은 고분자 입자들 (3~20 mm의 bead)
로 충진되어 있다. 이 입자는 대부분 폴리스티렌 (polystyrene)이며, 전개용매에 용해되지
않도록 divinylbenzene(DVB)으로 화학적 가교 (crosslinking)가 되어 있다. 따라서 컬럼내
의 고분자 입자는 전개용매에 팽윤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중합시 가교도를 조절함
에 의해서 입자표면에는 스폰지표면처럼 미세한 pore (50~106Å의 pore size)을 갖도록 제
조되어, 이 입자표면의 pore들 사이로 고분자들이 빠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포
어 크기에 따라서 고분자가 크기별로 분리되는 것이다.

그림 3. GPC 컬럼내부의 polystyrene 비드의 현미경 사진과 입자표면의 모식도

5. GPC의 분리원리
일단 그림 5과 같이 어떤 GPC 컬럼에 THF 용매가 계속 이동하고 있고, THF 용매에 녹
인 희석된 고분자용액을 주입시켜 어떤 GPC 컬럼을 통과시킨다고 가정하자. 컬럼내부는 수
많은 마이크로입자들로 충진되어 있고, 각 입자표면에는 100 Å의 포어사이즈 (pore size)
로 되어있다. 용해된 고분자는 전개용매와 함께 입자들의 좁은 공간사이를 통상적인 열운동
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동하여 밖으로 유출될 것이다. 만일 고분자의 크기, 랜덤코일의 반경
이 100 Å보다 크면, 입자내부로 쉽게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자의 외부로만 이동하다가
용매의 유속에 의해서 컬럼밖으로 유출될 것이다. 한편, 작은 크기의 고분자, 랜덤코일의 반
경이 100 Å보다 작은 고분자는 입자내부로 침투되어 그 곳에서 머물수 있는 시간
(retention time)이 길어지고, 결국 용매의 유속에 의하여 언젠가는 컬럼밖으로 유출된다.
즉, 분자량이 큰 물질은 컬럼밖으로 유출되는 시간이 빠르고, 분자량이 작은 물질은 컬럼밖
으로 유출되는 시간이 느리게 한 원리로 고분자를 크기별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림 5. GPC 컬럼 내에서 고분자가 분리되는 과정 (A) 시료주입, (B) 크기별로 분리,
(C) 큰 분자량 물질의 유출, (D) 작은 분자량 물질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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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0 Å, 분자량대도 200~10,000,000 의 여러가지 고분자의 분자량대에 맞추어 컬
럼을 선택할수 있다.
6. GPC 용매
용매는 주로 tetrahydrofuran (THF)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chloroform, toluene,
DMF, DMAc, NMP, HFIP, m-cresol, trichlorobenzene, water 등을 사용한다. 용매는
HPLC grade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험실에서 별도의 여과장치와 여과막 (0.2~0.45 mm)을
사용하여 한번 더 여과 후 사용한다. DMF, DMAc, NMP, m-cresol 과 같은 극성용매는
충진입자와의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0.05 M의 LiCl를 섞어 사용한다.

7. 검출기
고분자가 컬럼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한 것인데, UV (자외선) 흡광 검출기,
굴절율검출기, ELSD (Evaporation Light Scattering Detector)가 유명하다. GPC에서는 굴절율
검출기가 어떠한 고분자 시료도 불문하고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방향족 고분
자에서는 자외선 검출기도 시용한다.

Sample cell 라인에서 순수용매(고분자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가 유출되는 경우는 두 라인
의 굴절율차가 zero 가 되고, 고분자용액이 유출되는 경우는 굴절율차가 증가하는데,
그 굴절율 차이를 시간의 함수로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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