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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orporation of hydrogen peroxide(H2O2) and NaLS as an initiator and emulsifier, acrylic acid monomer was 

graft copolymerized with sodium alginate prepared from alginic acid, and then the grafted copolymer was confirmed through 
IR spectrometer. When the amounts of acrylic acid increased the grafting also showed increasing trend. While the contents of 
hydrogen peroxide was varied in the aqueous sodium alginate solution, the grafting efficiency decreased gradually as the 
amounts of initiator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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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실험실에서의 중합을 통하여 합성응집제가 소개된 

이후 많은 고분자 응집제가 개발되어 현재 상업화에 

이르고 있다. 응집이란 작은 입자가 뭉쳐서 보다 더 큰 

덩어리(floc라고 명명)로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주로 

현탁액에서 일어난다 (Hudson, 1957). 무기응집제는 

흔히 coagulant라고 불리기도 하는 데 가수분해성 알

루미늄 및 철의 염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탁콜로이드 

입자에 대하여 고분자 응집제를 단지소량 첨가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응집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고분자 

응집제는 무기계 응집제와 비교하여 많은 잇점을 가진

다. 고분자 응집제를 현탁콜로이드 입자에 적당량 첨

가할 경우, 입자 사이에 가교 흡착이 유효하게 작용

하여 floc을 형성하는 반면, 응집제를 과량으로 가할 

경우에는 가교화에 필요한 입자 표면의 흡착 활성점

이 감소하여 가교를 일으키기 어렵게 되어 입자간 상

호 반발에 의하여 분산 현상이 일어난다 (Berlin과 

Kislenko, 1995; Gloyna, 1970; Hiroshi 등, 1997). 한
편 고분자 응집제는 수용액에서의 해리상태에 따라 양

이온성, 음이온성, 비이온성 및 양쪽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종 폐수의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응집제

가 적용될 수 있다 (Brit. Pat., 1959; Hocking 등, 1999; 
Kim 등, 1987). 널리 유용한 응집제로 사용되는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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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미드 및 그 유도체는 용해과정 동안의 교반작

업에 의하여 분자 사슬의 절단 및 이에 기인한 점도의 

감소가 이어져 응집제로서의 성능저하가 야기된다 

(Tridib 등, 2000). 최근에는 천연다당류를 골격고분자

로 하고 이것에 대하여 단량체를 중합함으로써 그라프

트 공중합체를 얻은 후 이것을 응용하여 응집제로 하

는 그라프팅 기법이 알려져 있다 (Brij 등, 1993; Tie 
등, 1996). 천연다당류를 골격고분자로 이용한 이러한 

형태의 그라프트 공중합체는 가해진 전단력에 대하여 

상당한 저항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도 또한 

갖는다 (Karmakar, 1986). 이러한 형태의 그라프트 공

중합체는 다당류 골격에 그라프트된 유연한 폴리아크

릴아미드 사슬에 산업 유출물 또는 고체 현탁액에 있

는 오염물질 입자가 용이하게 접근함에 기인하여 폴리

아크릴아미드 단독인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우수한 

응집성능을 갖는다 (Bertini 등, 1991). 일반적으로 골

격고분자에 반응거점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UV에 

의한 저에너지 조사법, X선 또는 Υ선에 의한 고에너지 

조사법, 산화제 및 개시제에 의한 방법 등이 알려져 있

다 (Farrow 등, 1996; Tridib 등, 2001). 이와같이 활성

점을 형성시킨 후 다른 종류의 단량체를 중합하거나 

중합체를 결합시켜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얻는다. 실험

실에서 얻은 공중합체를 응집제로 응용하여 카올린 현

탁액에 대하여 응집효과를 검토한 연구가 보고되었으

며 이외에도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합성하여 응집제로

서 응용한 예로는 전분-아크릴아미드 공중합, 셀룰로

스-아크릴아미드 공중합 등이 알려져 있다 (Brian 등, 
1996; Jarnstrom 등, 1995).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SA)은 알긴산의 나

트륨 염(salt)으로서 수용성 음이온 고분자이며 천연

고분자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한편 아크릴산 단량체

를 알긴산나트륨에 대한 그라프트 중합반응으로부터 

합성된 그라프트 공중합체는 응집제로서의 성능을 발

휘한다. 본 실험에서는 알긴산나트륨-아크릴산 그라

프트 공중합반응에 있어서 그래프팅 및 그래프팅 효

율에 미치는 유화제의 량, 알긴산나트륨의 량, 단량체

의 량, 개시제의 량 및 반응온도 등의 영향을 검토하였

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및 기기

0.5% 탄산나트륨 수용액에 화학용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 SA, 일본 Junsei 社製)을 용해시키

는 데 이 때 용해되지 않는 부분을 취하여 메탄올에 침

전시킨 후 에테르로써 3회 세척한 다음 이어서 탄산나

트륨 수용액으로 용해시켰다. 다음에 메탄올을 가하

여 침전시킨 후 이것을 물에 용해시키고 이어서 메탄

올로 다시 침전시키는 조작을 4회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아세톤-에테르 혼합용매를 침전물에 가하여 세

척하고 건조시킨 후 중합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산성아황산 포화수용액으로 아크릴산(acrylic acid : 
AA, 일본 Hayashi제 1급품)을 3회 세척하고나서 5%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2회 세척한 후 20% 염화나

트륨용액으로 각각 세척하여 탈수시켰다. 이어서 황 

분말을 넣어 감압증류를 실시하였으며 단량체는 실험

하기 직전에 다시 재증류하여 중합에 임하였다. 라우

릴황산나트륨(sodium lauryl sulfate, NaLS)은 일본 

Hayashi제 화학용 시약급으로 하여 메탄올로써 재결

정을 거쳐 에틸에테르를 가한 후 추출하여 사용하였

다. 일본 Junsei사의 1급품의 과산화수소는 정제과정

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이밖의 

아세톤, 메탄올 및 기타 시약은 정제단계를 거치지 않

고 상업용 특급 및 1급품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험에 임

하였다. 중합물은 필름 형태로 제조하고 이어서 시료를 

KBr 펠리트로 처리한 다음 적외선 분광기(Perkin- 
Elmer 1330 type)를 사용하여 적외선 분광측정을 행

하였다.

2.2. 알긴산소다의 분자량 측정

정제한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SA)에 대하

여 2%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용매로 하여 분자량을 측

정하였다. 즉 Ostwald 점도계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

정한 후 Staudinger의 점도식에 의하여 분자량을 구하

였다 (Xiao et al., 1995). 이러한 방법에 따라 얻은 정

제한 SA의 평균분자량의 값은 1.2×104였다.

ηsp / C = Km․P
(여기서 P : 중합도, C : 농도,  Km = 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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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화 그래프트공중합

적정량의 알긴산나트륨을 정제하여 분리형 1,000 
ml 용량의 condenser가 부착된 4 neck flask에 투입한

다. 이어서 600 ml의 증류수를 가하여 6 시간 교반을 

계속하여 균일하게 분산시킨 후 24시간 동안 방치시

켜 완전히 팽윤시킨다. 다음에 적정량의 유화제를 투

입하여 질소 가스를 천천히 공급하면서 교반․용해시

키고 적정량의 아크릴산을 투입하여 균일하게 분산시

킨 후 가열시킨다. 적정 온도에 이르면 적정량의 과산

화수소를 가하여 일정시간 동안 계속 교반하면서 중

합시킨 후 최종생성물에 다량의 메탄올을 가하여 중

합혼합물을 침전․여과한다. 이어서 침전물을 메탄올

로써 3회 세척하였으며 여과된 액은 염산을 가하여 미

반응 알긴산나트륨으로 여겨지는 것을 침전시켜 알긴

산을 회수하였다. 200 rpm의 교반속도로 하고 전체 

중합과정에 걸쳐서 질소가스를 계속 공급하였으며 그

래프팅의 확인은 적외선 분광 측정을 통하여 수행하

였다.

2.3.1. 미반응 알긴산나트륨, 단일중합체 및 그래프트 

중합체의 분리

중합을 행한 결과 획득된 침전물은 미반응 알긴산

나트륨, 단일중합체, 그래프트 중합체 및 유화제의 혼

합물로 판단되며 여기에 메탄올을 과량 가하여 침전

시킨 후 60% 메탄올 수용액으로 5회 세척하였다. 용
매로는 메탄올을 사용하여 속실렛 추출조작으로 라우

릴황산나트륨을 완전히 추출․제거한 후 잔존하는 혼

합물에 30% 요오드화나트륨(60～70℃ 유지)을 포함

하는 20% 메탄올 용액으로 미반응 알긴산나트륨만을 

추출한 후 과량의 메탄올을 추출액에 가하여 알긴산

나트륨을 회수하였다. 알긴산나트륨이 더 이상 석출

되지 않을 때까지 추출조작을 반복․수행하였으며 적

외선 분광기에 의한 측정 결과 추출된 알긴산나트륨

에는 단일중합체 및 그래프트 중합체가 혼입되어 있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잔유물은 단일중합체와 그래

프트 중합체로 구성되어있으며 이것을 72～96시간 

동안 아세톤용매로 속실렛 추출을 행하여 단일중합체

만을 제거한 후 농축시켰다. 이어서 메탄올을 투입하

여 침전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잔유물을 그래

프트중합체로 간주하였다.

2.3.2. 가수분해

알긴산 부분에 대한 가수분해조작은 30% 염화암

모늄 수용액을 사용하여 약 90℃에서 48시간에 걸쳐

서 분리된 그래프트 중합체의 가열․환류 조작에 의

하여 수행하였다. 이어서 용해되지 않는 부분은 원심

분리 과정을 거쳐 메탄올로써 3회 세척 후 0℃, 10 
mmHg에서 감압․건조를 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것을 그래프트된 아크릴산중합체

(g-polyacrylic acid, g-PAA)의 무게로 하였으며 감소

한 무게는 그래프트 중합체 중의 그래프트된 알긴산

나트륨(g-SA)의 것으로 간주하였다.

2.3.3. 유화제에 대한 아크릴산의 그래프팅

그래프트 중합에 쓰이는 유화제는 분자량 및 사슬 

길이가 oligomer에 상당하므로 다음의 예비실험을 통

하여 유화제에 대한 단량체의 그래프팅이 일어날 가

능성을 확인하고저 한다. 즉 아크릴산 30 ml, 개시제

로는 과산화수소를 과량의 유화제에 투입한 후 중합

반응시키고나서 여기에 과량의 메탄올을 가하여 침전

시키고 다시 메탄올로써 5회 세척하였다. 이어서 메탄

올 용매에 의한 속실렛 추출로써 유화제를 축출한 후 

잔유물은 벤젠 용매로 속실렛 추출하여 단일 아크릴

산 중합체(homo-PAA)를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잔

유물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에 의하여 그

래프팅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중합반응에서는 단지 

단일 아크릴산중합체가 생성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간

접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적외선분광측정에 의하여 메탄올 용매로 속

실렛 추출과정을 통하여 얻은 잔유물을 확인한 결과 

아크릴산 중합체(PAA)의 피이크와 일치하므로 아크

릴산과 유화제 사이에 그래프팅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그래프트 중합반응에 있어서는 

알긴산나트륨에 대한 아크릴산의 그래프팅만이 행해

진 것을 알 수 있었다.

2.3.4. 그래프트 중합체의 확인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정제된 알긴산나트륨, 가수분

해 과정에 의하여 그래프트 중합체를 분리시켜 얻은 

그래프트된 아크릴산 중합체(SA-g-PAA) 및 단일 아

크릴산 중합체(homo-PAA), 유화제에 대한 아크릴산

의 그래프팅으로 얻은 생성물을 요오드화나트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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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분리시킨 혼합물, 그리고 그래프트 공중합

체를 적외선 분광기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를 Fig. 1부
터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알긴산나트륨의 카르보닐기에 해당하는 투과 피이크

는 1,600 cm-1에 나타나는 한편 아크릴산 중합체의 카

르보닐기에 해당하는 투과 피이크는 1,730 cm-1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합반응의 결과 얻어진 그래프트 

공중합체에서 알긴산나트륨의 카르보닐기 피이크와 

아크릴산중합체의 카르보닐기 피이크를 동시에 가지

므로 그래프트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Infrared spectrum of sodium alginate.

Fig. 2. Infrared spectrum of polyacrylic acid.

Fig. 3. Infrared spectrum of sodium alginate-g-acrylic acid.

2.4. 용어

실험에 있어서 언급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그래프팅(%) = (g-PAA 무게/최초의 AA무게) 
× 100

그래프팅 효율(%) = [ g-PAA 무게/(g-PAA 무게 + 
homo-PAA 무게)]×100

여기서 

SA: 알긴산나트륨, AA: 아크릴산, g-SA: 그래프트

된 알긴산나트륨,            
g-PAA: 그래프트된 아크릴산 중합체, homo-PAA: 

단일아크릴산 중합체

3. 결과 및 고찰

주어진 중합반응온도에서 과산화수소의 산화․분

해가 용이하게 진행하여 과산화물 또는 라디칼이 생

성되고 결과적으로 유화제의 투입없이도 알긴산나트

륨에 대한 메타크릴산메틸의 그래프트중합이 일어난

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Kurenkov 등, 1984).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프팅 및 그래프팅 효율 등의 

값이 낮으므로 라우릴황산나트륨을 유화제로 사용하

여 그래프트 중합의 활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값을 높이고자 하였다. 알긴산나트륨에 대한 아크릴

산의 그래프트중합시 유화제로서 라우릴황산나트륨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화제의 첨가에 의하여 친수

성 부분이 바깥 쪽으로 향하고 소수성 부분은 안 쪽으

로 향한 미셀이 수용액 내에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반응 알긴산나트륨은 미셀 바깥 쪽에 흡착․

고정되는 반면에 미셀 안 쪽에는 많은 량의 아크릴산

의 흡착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이외에 알긴산나트륨 층

에도 아크릴산의 흡착이 일어나고 수용액 층에도 아

크릴산이 소량이나마 분배․분산될 것이다. 그러나 

아크릴산을 과량 가하면 수용액의 상층부에 아크릴산

이 층을 이루어 함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중합을 행하는 경우에는 알긴

산나트륨을 단독으로 사용한 그래프트 중합과는 상이

한 거동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는 적정량의 증류수에 각각 상이한 량

의 유화제, 알긴산나트륨, 아크릴산 및 과산화수소를 

투입한 후 일련의 과정에 따라 그래프트 중합을 수행

하여 그래프팅 및 그래프팅 효율에 미치는 여러 인자

들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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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래프팅 및 그래프팅효율에 미치는 유화제 량의 

영향

유화제의 농도에 따라 그래프트 공중합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증류수 600 ml, 알긴산나트

륨 15 g, 아크릴산 54 ml, 과산화수소를 2.0 ml로 고정

시키고 유화제의 량은 각각 상이하게 0, 0.3, 0.6, 1.2, 
3.0, 6.0 및 9.0 g 로 하여 6시간 동안 중합을 행하였다. 
중합반응의 결과 얻은 최종생성물에 대하여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얻은 그래프팅 및 그래프팅 효율을 구

하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Effect of the amount of emulsifier on grafting(▼) 
and grafting efficiency(▽). 

        
그래프팅의 관점에서는 투입한 유화제량이 3.0 g까

지는 증가를 보이다가 이보다 더 많은 량의 유화제를 

가한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첨가한 

유화제량이 3.0 g 이하의 경우에는 미셀의 바깥 쪽에 

알긴산나트륨의 층이 두껍게 형성된 결과 대부분의 

아크릴산 그래프트 중합이 행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최외각 알긴산나트륨 층으로 아크릴산의 확산이 촉진

되어 g-PAA 량이 증가한 데 기인하여 그래프팅값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유화제량이 3.0 g 이상에

서 그래프팅이 감소하는 이유는 유화제가 계속 증가

한 결과 상대적으로 알긴산나트륨의 층이 엷게 형성

되어 단일중합에 이용되는 아크릴산의 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아크릴산이 원활하게 확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크릴산 중합체에서 이동성 라디

칼의 확산이 부진하여 단일중합이 감소한 데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프팅 효율에 있어서 유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53% 정도이지만 유화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래프팅 효

율은 단일중합체의 생성량에 크게 관여하며 적은 량

의 유화제를 가하면 알긴산나트륨 층이 두껍게 형성

되는 데 이 경우에는 미셀 내부로 이동성 라디칼이 잘 

확산하지 못하여 단일중합체의 생성이 억제됨으로써 

그래프팅 효율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그래

프팅 효율은 유화제량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3.2. 그래프팅 및 그래프팅효율에 미치는 알긴산나트륨 량의 

영향

알긴산나트륨의 량에 따라 그래프트 공중합에 미

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증류수 600 ml, 아크릴

산 54 ml, 과산화수소 2.0 ml, 유화제의 량은 3.0 g 으
로 하고 알긴산나트륨의 량을 각각 3.75, 7.5, 11.25, 
15.0 및 18.75 g으로 변화시켜 65℃의 온도에서 6시간 

동안 중합을 행하였다. 중합반응의 결과 얻은 최종생

성물에 대하여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래프팅 및 그

래프팅 효율을 구하고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Effect of the amount of sodium alginate on grafting
(▼) and grafting efficiency(▽). 

그래프팅의 관점에서는 알긴산나트륨의 량이 증가

함에 따라 15.0 g까지는 그래프팅이 증가하다가 그 이

상의 양에서는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알긴

산나트륨 투입량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크릴산의 

확산이 저해됨으로써 그래프트된 아크릴산중합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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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률이 저하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프팅효율은 알긴산나트륨의 량이 증가함에 따

라 점차로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러한 경향은 단

일중합체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래프트된 아크릴

산중합체는 계속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3.3. 그래프팅 및 그래프팅효율에 미치는 아크릴산 량의 

영향

아크릴산의 량에 따라 그래프트 공중합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증류수 600 ml, SA 15 g, 과
산화수소 2.0 ml, 유화제 3.0 g으로 하고 아크릴산은 

각각 18, 36, 54, 72 및 90 ml로 달리하여 65℃의 온도

에서 6시간 동안 중합을 행하였다. 중합반응의 결과 

얻은 최종생성물에 대하여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

래프팅 및 그래프팅 효율을 구하고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 Effect of the amount of acrylic acid on grafting(▼) 
and grafting efficiency(▽). 

소수성 단량체를 사용하여 수용액에서 그래프트중

합을 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확산속도에 의하여 

중합이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프팅은 

아크릴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커지는 

데 이와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많은 량의 아크릴산

이 공급되는 경우 알긴산나트륨과 단량체의 콤플렉스 

형성이 증가하여 그래프트 중합체의 생성률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프팅효율의 관점에서 아크릴산 투입량이 54 

ml에서 최소값을 보이는 데 이와같은 거동을 나타내

는 이유는 54 ml 까지는 수용액에서 단일중합체의 생

성이 활발하게 진행하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수

용액에 대한 아크릴산의 용해가 한계에 이르러 단일

중합체의 생성은 부진해지는 반면에 알긴산나트륨과

의 콤프렉스를 형성하는 것은 증가한 결과 그래프트

된 아크릴산중합체의 생성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그래프팅 및 그래프팅효율에 미치는 개시제 량의 

영향

투입한 개시제의 량에 따라 그래프트 공중합에 미

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증류수 600 ml, 알긴산

나트륨 15.0 g, 아크릴산 54 ml, 유화제의 량 3.0 g 으
로 고정시키고 과산화수소의 량은 각각 상이하게 0.5, 
1.0, 2.0, 3.0 및 4.0 ml 씩 가하여 65℃의 반응온도에

서 6시간 동안 중합을 행하였다. 중합반응의 결과 얻

은 최종생성물에 대하여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래

프팅 및 그래프팅 효율을 구하고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 Effect of the amount of initiator on grafting(▼) and   
grafting efficiency(▽). 

그래프팅은 과산화수소의 량이 2.0 ml에서 최대값

을 나타내는 데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개시제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력이 증대하여 2.0 ml까
지는  그래프팅이 증가하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많

은 량의 개시제에 의하여 알긴산나트륨이 심하게 산

화․분해되어 그래프트된 알긴산나트륨 생성량이 감

소할 뿐만아니라 이외에도 라디칼이 너무 많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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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그래프트된 아크릴산중합체의 분자량이 감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프팅효율의 경우는 과산화수소의 량이 증가할

수록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개시제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일중합체의 생성률이 그

래프트된 아크릴산중합체의 생성률보다우세한 데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5. 그래프팅 및 그래프팅효율에 미치는 반응온도의 영향

반응온도가 그래프트 공중합에 미치는 효과를 검

토하기 위하여 증류수 600 ml, 알긴산나트륨 15.0 g, 
아크릴산 54 ml, 과산화수소 2.0 ml, 유화제 3.0 g으로 

하고 반응온도를 각각 50, 60, 65, 70 및 75℃에서 6시
간 동안 중합을 행하였다. 중합반응의 결과 얻은 최종

생성물에 대하여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래프팅 및 그

래프팅 효율을 구하고 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on grafting(▼) and 
grafting efficiency(▽). 

고온일수록 알긴산나트륨의 배향성이 저하하고 개

시제의 분해속도는 빨라지며 따라서 라디칼의 생성속

도가 증대하고, 라디칼의 이동성이 향상된다. 또한 라

디칼이 micelle 내부로 용이하게 확산․이동하며 고

온에 의하여 중합반응이 증대함으로써 단일중합체의 

생성량이 증대한다. 
그래프팅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개시제의 분해

속도가 상승하여 65℃의 반응온도까지는 커지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중합도 저하가 일어나 그래프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알긴산나트륨의 유동

성이 향상되어 아크릴산과의 콤프렉스 형성이 감소한 

데도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프팅 효율은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데 이와같은 현상은 온도 상승에 따

라 그래프트된 아크릴산중합체보다는 단일중합체가 

우선하여 생성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알긴산나트륨의 수용액에 대하여 개시제로는 과산

화수소를 사용하고 유화제로는 음이온 형태의 계면활

성제인 라우릴황산나트륨(NaLS)을 사용하여 단량체

로는 아크릴산을 투입한 후 에멀젼 그래프트중합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유화제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그래프팅은 증가하

다가 유화제량이 3 g일 때 최대값을 보인 후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래프팅효율은 전반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알긴산 나트륨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그래프팅은 

증가하다가 알긴산 나트륨량 15 g의 경우 최대값

을 보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래프팅

효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아크릴산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그래프팅

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래프팅효율은 서

서히 감소하다가 최소값을 보인 후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 개시제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그래프팅은 증가하

다가 개시제량 2 g에서 최대값을 보인 후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래프팅효율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 반응온도를 올림에 따라 그래프팅은 증가하다가 

65℃에서 최대값을 보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그래프팅효율은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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