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험 제 목 ]
DSC & TGA를 이용한 섬유고분자의 열적 성질 분석

[ 실 험 목 적 ]
본 실험에서는 DSC를 사용하여 섬유고분자의 유리전이온도, 용융온도를 결정하는 것과 결정화 성질
을 조사하는 방법 및 원리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TGA를 사용하여 섬유고분자의 열분해 온도 및 조
성분석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 실 험 방 법 ]
1) DSC
① sample camber에 질소 gas를 불어넣어준다.
② 시료는 무게가 10mg 정도로 하여 aluminum cup에 aluminum lid를 덮어 crimper를 사용하여
준비한다.
③ 측정하기 위해 준비된 시료를 DSC에 넣고 승온속도를 10℃/min 으로 하여 용융온도 이상까지
승온한다.

2) TGA
① sample camber에 질소 gas를 불어넣어준다.
② 시료는 무게가 10mg 정도로 하여 aluminum cup에 넣는다. aluminum lid는 덮지 않는다.
③ 준비된 시료를 TGA에 넣고 10℃/min의 속도로 500℃ 정도까지 승온한다.

[ 실 험 이 론 ]
1) DSC

DSC는 시료를 승온, 냉각, 등온 변화시켰을 때 시료가 흡수/방출한 에너지(열)을 측정하는 기기이
다. DSC의 원리는 온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시료로부터/시료로 흐르는 열의 양(dQ/dt)을 측정하는 방법
이다. Heating Rate는 보통 0.25℃/min 이상 80℃/min 이하를 사용한다. 만일 시료의 상태가 바뀌어
(예를 들면 Melting) 미리 정해진 온도상승률로 가열하기 위해 시료에 가해지는 열량이 바뀌면 DSC
는 시간에 따른 가해진 열량, 즉 dq/dt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다. 따라서 가열도중 유리전이 온도를
지나치게 되면, 섬유고분자의 경우, 유리전이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의 열량(Heat Capacity, Cp)이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의 열량보다 크기 때문에, dq/dt의 값이 갑자기 바뀌게 된다(DSC의 응용 및 결
과분석 그림참조). 결정성 고분자를 가열하여 고분자의 용융온도(Melting Temperature)를 지나치게
되면, dq/dt는 최고치를 보이는 peak를 나타내며 이때 총 용융열(Total Heat of Melting)은








이다. 일반적으로 섬유고분자는 Semicrystalline Polymer이므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하
면 Melting이 일어나기 전에 결정화가 먼저 일어난다. 결정화는 발열과정이기 때문에 peak의 방향이
Melting과는 반대방향이다.

DSC의 특성은 실험자료를 얻는 속도가 빠르고 또한 얻는 자료는 재현성이 뛰어나다. 시료의 사용
량이 DTA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한번 한 실험이지만 온도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온도에서 실
험한 결과와 같이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정화한 결과를 위해서는 등온변화에 의한 정인 실험이
가장 이상적이나 승온 또는 냉각을 동적으로 하면서 얻은 결과도 버금가는 신뢰도와 정확도를 갖는
다.). 얻은 결과는 실험적인 값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결과의 비교대상이 된다.
다음 그림은 DSC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a) Heat Flux DSC

(b) Power compensating DSC

※ Thermal events

2) TGA

Thermal events

결과

고체 → 고체

상전이

고체 → 액체

융해

고체 → 기체

승화

고체 → 고체 + 기체

열분해

고체 → 기체

방사성 분해

Glass → rubber

유리전이

고체 + 기체 → 고체

산화

고체 + 기체 → 기체

연소

고체 + 고체 → 고체

addition

열분석 중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고분자를 포함한 유기물질 및 무기물질의 무게변화를 측정하여 분
석하는 방법이 열무게 측정분석이다. 열무게 측정분석에 의한 온도-무게 변화량의 곡선으로부터 시료
의 열에 의한 변화상태를 보면서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온도-무게 변화량의 곡선
은 다양한 조건에서의 사용한 물질의 구성비와 함께 시료의 열안정성과 난연성 등의 성질을 나타내
고, 승온 중에 생긴 중간체의 열적성질도 나타내주며 가열이 끝났을 때 남은 화합물의 양도 알 수 있
게 해준다. 아래 그림은 온도-무게 변화량 곡선을 보여준다. 이 반응은 분해 시작 온도와 끝나는 온
도, 두 가지 온도로 구성되어진다.

※ 일반적인 TGA 곡선
TGA의 특성은 감도가 높은 저울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장치에 비하여 정량적인 성질을 연구
하는데 적합하다. 무게는 길이 및 시간과 아울러 기본적인 현상의 하나이므로 측정대상이 아주 넓다.
TGA는 시료를 연속적으로 가열하여 상태변화를 계속 관찰하므로 이와 같은 동적 열분석은 짧은 시
간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점이 흡광법이나 X선 분광법과 같은 분석법과는 크게 다른 특성이다.
TGA의 응용은 무기물. 유기물 및 고분자 물질의 열분해, 고체상태 반응 (solid-state reaction), 액체
의 증발 및 고체의 승화, 물질의 열분해 (pyrolysis), 시료속의 수분 또는 휘발성 성분의 측정, 증발
또는 승화의 속도, 탈수와 흡수의 연구, 특수한 반응속도 연구 등이 있다.

- TGA에서 Mass change의 변화율 calculation
○ A single-stage mass decomposition
① 시작점 A는 질량 선의 시작과 최대 TG 곡선변화율 기울기와의 교차점이다.
② 최종점 B는 최종 질량감소 step 최소 변화율과 기울기와의 교차점이
③ mid-point C는 TG 곡선과 A, B 점의 중간점을 통과한 수평 측에 평행한 선과의 교점이다.
질량

ma

와

m b 그리고 온도 T a , T b 와 T c
M L =[ m sm-sm b ] * 100

는 각각 A, B, C에 대응한 값들이다.

○ Multi-stage decomposition
열평형상태가 연속적인 분해 단계 사이에서 일정한 질량 구간이 기록되지 않을 때 두 최소 기
울기가 떨어진다.

M L1 =[ m Sm- Sm B1 ] * 100
M L2 =[ m A2m-Sm B2 ] * 100

[ 실 험 결 과 ]

1) DSC의 응용 및 결과분석 그림

[ 참 고 문 헌 ]
1. 마석일 외 3명 『고분자과학』(형설출판사) p.417
2. Jacqueline I. Kroschwitz. 『Polymers : Polymer Characterization and Analysis』 (John Wiley
& Sons) p.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