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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IAS unit 로 개질된 PET의 열적 성질올 조사한 결과, SIAS unit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4는 중가, 꼬編은 감소하는 경향올 보였으며 결정화속도는 크게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정화속도의 감소는 극성과 크기가 큰 술폰산 나트륨기가 쇄의 유연성을 크게 감소시켜 결정표면 

으로 확산 이동한 고분자 쇄가 결정형태로 재배치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 

되며, 결정성장기구는 SIAS unit의 함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SIAS unit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3 

차원 공간으로의 결정 성장이 제한 받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thermal properties of poly (ethylene terephthalate) (PET) modified by 5- 

sulfoisophthalic acid sodium salt (SIAS) were studied.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was 

increased, and the melting temperature and the crystallization rate were decreased as the content of 

SIAS unit was increased. The decrerse of crystallization rate is thou흥ht to be due to the polar, 

bulky sulfonic aied sodium salt group which greatly retasrds the crystallization on to the growing 

crystal surface of the di任used polymer chain. The crystallization mechanism of copolyester is 

dependent on the content of SIAS unit and the three dimensional growth of crystal is hindered 

by 사le added SIAS unit.

조상융점이 높고 고결정성올 가져 기계적 특성
「 론 및화학적 안정성이우수하지만 그기능면에서

P시y(ethylene terephthalate)(PET)는 분자구 흡수성, 염색성, 제전성 둥이 불량하고 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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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늦어 성형 가공시 수축변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들을 보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比

이러한 PET의 개질에 관한 연구로 주쇄에 여 

러 종류의 디올을 도입하여 합성된 copolyester 

의 물성을 조사한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 

며 3,4, 특히 poly (ethylene glycol) 혹은 propane 

diol 을 제 3 의 단량체 로 사용한 경 우 첨 가된 디 

올이 copolyester 의 녹는점, 유리 전 이 온도 등 열 

적성질과 결정화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번 보고 

서에서 상세히 고찰하였다6

PET의 염색성이 좋지 않은 것은 결정성이 높 

고 그 구조가 산 및 염기와 반응성이 작은 에스 

테르 결합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PET의 염색성을 영향시키기 위해서는 PET 

의 결정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bulky 하거나유 

연한 구조를 갖거나, 산성염료나 염기성 염료에 

염색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관능기을 갖는 제 

3 의 성분을 사용하여 야 한다. 이 중 특히 다음 

과 같은 구조를 갖는 5-sulfoisophthalic acid 

sodium salt(SIAS)를 공중합시켜 염기성 염료에 

대한 염착성을 영향시키는 방법은 공업화된지 

오래된 방법이나,7

SO「Na+ 
/或 

HOOC COOH

아직까지 Si AS 로 개질된 copolyester 열적 성 

질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간단한 단신8을 제외 

하고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SIAS unit로 개질된 

copolyester 의 유리 전이온도, 녹는점, 결정화거 

동, 열안정성 등의 변화를 SIAS 의 함량에 따라 

조사하여 copolyester 의 사용에 필요한 기초 자 

료를 얻었다.

실 험

Gop이yester 의 합성 및 분석

Dimethyl terephthalate (DMT) 는 에 탄올에 재 

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5-sulfoisophthalic acid 

dimethyl ester sodium salt (SI ADMS) 는 동경 화 

성제 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에틸렌글리콜 

(EG)는 황산나트륨으로 수분을 제거한 후 진공 

증류하여 사용하였고, 촉매 및 용매는 1급 시 

약을 그대로사용하였다. 공중합 반응은 전번 

보고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으며5, 에스테르 

교환반응시에는 SIADMS 를 EG 와 에스테르 교 

환반응 시킨 후 DMT를 투입하여 반응성이 나 

쁜 SIADMS 가 충분히 에스테르 교환반응을 하 

도록 하였 다. 반응물중 diacid 인 DMT 와

SIADMS 의 조성은 T泌"1 에 나타내었다.

합성된 copolyester 의 점성도는 용매로서 페놀 

과 1,1, 2, 2-tetrachloroethane 의 6 ： 4 의 무게 비 

로 혼합한 용액을 사용하여 농도 0.4g/키 인 시 

료를 제조하여 30±0.5°C 조건에서 오스트발트 

점성도계를 사용하여 환원 점성도를 측정하였다.

합성된 copolyestei•중 SIAS unit 의 함량은 

Fishei■ 사의 황분석기 (Model-475) 를 사용하여 

copolyester 중 황의 함량을 분석 하여 확인하였으 

며 이 상의 점성도 및 SIAS unit의 함량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PET modified by SIAS unit

Diacid Feed
Polymer 

Composition
Reduced 

Viscosity 

nsp/c 

(dl/g)
pie DMT 

(ml % )

SIADMS

(m이%)

DMT 

Unit 

(mol % )

SIAS 

Unit 

(m이%)

P-1 100.0 0.0 100.0 0.0 0.630

P-2 99.0 1.0 98.8 1.2 0.690

P-3 97.0 3.0 96.9 3.1 0. 510

P-4 95.0 5.0 94.8 5.2 0.450

P-5 92.0 8.0 91.9 8.1 0- 400

열적 성질

Copolyester의 열적성질은 Perkin Elmer사의 

DSC-4 를 사용하여 시 료 0. 5士0.11呢 을 알루미 

늄 팬에 넣고 질소 기류하에서 측정하였다.

각 시 료는 녹는점 (孔)보다 20°C 높은 온도에 

서 5분간 용융시킨 후 액체질소 속에서 급냉시 

켜 비 결정 성 시 료를 만든 후 10°C/min 속도로 

승온시키면서 유리 전이온도 (TQ, 저온결정화온 

도(T“), 녹는점 (T”), 녹음열 (4H)을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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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 강온 결정 화온도(O는 각 시 료의 Tm 보 

다 20°C 높은 온도에서 5 분간 녹인 후 10°C/min 

속도로 강온시키면서 구하였다. 이때 兀는 승 

온시 열용량 변화의 중간지점을, T” 는 승온시 

발열피크의 최소점을, 7,은 승온시 흡열피크의 

최대점을, 그리고 T*는 강온시 발열피크의 최 

소점으로 하였으며, 4H 는 T” 피크의 면적으로 

부터 구하였다.河

한편 등온 결정화는 각 시료의 T* 보다 20°C 

높은 온도에서 5 분간 용융시킨 후 결정화온도 

까지 급냉시킨 후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발생 

하는 결정화열을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결정화 

정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9 이때 공시간까지의 

결정화분율 X* 는 등온결정화 중 발생하는 열 량 

(dH/dt) 으로 부터 다음 식 (1) 과 같이 나타낼수 

있으며 결정 가능한 부분중 *이 결정화 하는데 

필요한 시간 々은 瓦가 書이 되는 시간으로 하 

였다 7

X,=J：(dH/dt)dt /J；(dH/dt)dt (1) 

식(1)에 서 분자는 z 시 간까지 결정 화하면서 발생 

한 전체 열량이고, 분모는 무한대 시 간까지 결 

정화 하면서 발생한 전체 열 량이 다.

Copolyester 의 내 열 성 은 Perkin Elmer 사의 

thermogravimeter (TGS-2) 를 사용하여 3.00 ± 

0. Olmg 의 시 료를 질 소 기 류하에 서 50°C 로 부 

터 20°C/min 속도로 승온시 키 면서 중량의 감소 

를 측정하여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孔와 T*

SIAS unit 의 함량 변화에 따른 copolyester 의 

열적성질, 즉 % T”, T”등의 변화를 Table 2 

에 나타내었는데, SIAS unit의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Tg 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 고 하는데 

이는 극성 과 크기 가 큰 숱폰산나트륨기의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주쇄의 유연성이 감소한 결과 

로 생각된다. 이러한 주쇄의 유연성의 감소에 

의 한 孔 의 증가는 EG 대 신 1,2-propane diol이 

나6, 방향족 디 올을 사용한 경 우에서도河 관찰된

Table 2. Thermal properties oj copolyesters

Sample

Transition Temperature(°C)

T, Tee Tme

P-1 81 146 210 258

P-2 82 156 183 255

P-3 83 166 174 251

P-4 84 184 163 247

P-5 85 一 — —

일반적 현상이다.

Fig. 1. Relation of melting point with copolyester 

composition.

한편 SIAS unit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co

polyester 의 T« 은 감소됨 을 Table 2 에 서 볼 수 

있는데, 공중합체에서 제3 의 단량체의 

의 한 녹는점 내 림 현 상은 Flory 의 다음식 

로 묘사할 수 있다

첨가에

(2) 으

(2)

여기서 班!“는 반복 단위 당 녹음열, Tm 과 TS 

는 공중합체와 단일중합체의 녹는점이고 X는 

고분자중 결정화할 수 있는 부분의 분율이다. 

Fig. 1에 *을 InX 에 대해 도시였는데 좋은 

직선성을 가待을 볼 수 있으며, 그 기울기로 부 

터를 구하며 그 값이 2, 500cal/mol 로 poly 

(ethylene glycol) 을 제 3 의 단량체로 하여 얻어 

진 2, lOOcal/mol% 2,800cal12, 1,2—propane di시 

을 제 3 의 단량체로 하여 얻어진 2, 500cal/mol6 

등과 비숫한 값이다. 또 SIAS unit 의 함량이 큰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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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에서는 녹는점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SIAS unit 의 결 정 방해 효과가 커 SIAS unit 의 

함량이 6몰% 이 상인 경우는 결정성 분이 없는 

비결정성 고분자임을 보여준다.

비등은 결정화

용융 후 액체질소에 급냉시켜 비결정성 상태 

루 만든 copolyester 를 10°C/min 로 승온시 킬 

때 결정화가 일어나는 저온결정화온도(T“)의 변 

화를 T沥"2 에 나타내 었는데 , T“ 는 SIAS 

unit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결정화 등역학 이론으 

로 부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결정의 성 장 속도 G 는 고분자 결정화에 관한 

동역 학 이 론으로 부터 다음 식 (3) 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W흐 _ 4*
G=Goexp R^exp RTt (3)

여기서 4F*는 고분자 쇄가 성장하고 있는 결정 

표면으로 확산 이동하는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 

지이고,，妒는 임계크기의 결정핵이 형성되는 

데 소요되는 활성화에너지이고, 7；는 결정화온 

도이다. 또 R은 기체 상수, Go 는 고분자쇄의 확 

산 이동과 기핵 형성 이외에 고분자 구조가 결 

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항으로 보통 온 

도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한다幻 이중 4F* 는 

WLF time temperature superposition principle 로 

부터 다음 식 ⑷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4F* =
C2+ Tc—Tg

(4)

" 는 다음 식(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15

，缽* =
4 b0 on oe Tm 

』瓦(以一匸)
(5)

여기서 0•" 과 b，는 각각 쇄와 평행, 수직 방향을 

결정 표면의 단위 면적당 자유에너지이고, 但는 

두 fold plane 사이의 거 리 이며, 는 결정성 

분의 단위 부피당 녹음열 이 다. 또, G, C2 는 고 

분자의 종류에 의존하는, 실험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로 대개 4,120cal/mol, 5L6K 정도의 크기 

를 갖는다.13

식 (3), (4), (5)로 부터 L부근에서 결정화

SIAS mol%

Fig. 2. Effect of SIAS unit on the Tcc—Tg values of 

copolyesters.

하는 경 우는 T"T° 가 크므로, 즉 과냉각 정 도 

가 크므로 "는 결정화 속도에 그다지 큰 인 

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二一4가 작으므로 

4F*가 결정화속도에 큰 인자가 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Table 2에서 SIAS unit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T“ 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식 (4) 

에 서 兀가 증가한 경 우，F* 가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T“가 증가하여야 함이 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부근에서 승온하면서 결정화 시키는 경우 

결정화 속도에 미치는 /F* 의 영향을 최소로하 

고 고분자 쇄의 구조변화에 따른 영향만을 보기 

위 하여 孔 一 孔값을 Fig. 2에 도시 하였는데 그 

값이 SIAS unit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상 

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극성 과 크기 

가 큰 술폰산나트륨기의 함량이 증가한 경우 쇄 

의 유연성이 크게 감소하여 결정표면으로 확산 

이동한 고분자쇄가 결정형태로의 재배열이 어려 

워져 G。가 크게 감소한 결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제3의 단량체의 함량의 증가에 따른 Tcc-Tg 

값의 증가 현상은 1, 2-propane diol% diethylene 

glycol16 을 제 3 의 단량체 로 사용한 경 우에 서 도 

보고되 었다.

또 Table 2 에 Tm 이 상에 서 충분히 용융시 킨 

copolyester 를 강온시 킬 때 결정 화가 일어 나는 

강온 결정화온도(T*)의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Vol. 31, No. 6,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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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S unit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감소함 

을 볼 수 있다. 이는 식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孔부근에서 결정화하는 경우는 瓦户가 결정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T“一 값이 작아지 

면 " 가 커 지 므로 해 단 codolyester 의 T” 이 감 

소하는 경우 충분한 결정화 속도를 갖기 위해서 

는 T* 가 감소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乙부근에서 결정화하는 경우 결정화속도에 

미치는 /妒■의 영향을 최소로 하고 고분자 쇄의 

구조변화에 의한 Go 의 변화 및』F* 의 변화에 

따른 영 향을 보기 위 해 4一 7丄 값을 F£g. 3 에 

도시하였는데 그 값이 SIAS unit 의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 

당 copolyester 의 가 중가하여 4F* 가 증가 

한 효과와 극성 과 크기가 큰 술폰산나트륨기에 

의해 쇄의 유연성이 감소하여 결정표면으로 확 

산 이동한 고분자쇄가 결정형태로 배열하기가 

어려워 G()가 크게 감소한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이러한 Tm-Tg값의 제 3의 

단량체 의 첨 가에 의 한 증가현상은 1,2-propane 

diol-i- 제 3의 단량체로 사용한 경우에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상의 Tcc, T“ 변화 양상은 S/ASunit 의 함 

량이 증가함에 따라 &값은 크게 감소하고 

JF*，妒■ 는 중가하여 copolyester 의 결정화가 

크게 지연됨을 보여 준다. 이러한 SIAS unit 의 

함량에 따른 copolyester 의 결정 지연효과는 

Fig. 4 에 도시한 /H 값에 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SIAS mol%
Fig. 3. Effect of SIAS unit on the T.— 흐* values of 

copolyesters.

녹음열을 결정가능한 부분의 무게로 나눈 값이 

SIAS unit의 함량에 따라 크게 감소하여 6몰% 

이상에서는 결정의 녹음 현상을 관찰할 수 없음 

을 볼 수 있다.

등온 결정화

일정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등온 결정화시킨 

경우 결정 가능한 부분중 書이 결정화하는데 필

Fig. 4. Effect of SIAS unit on the heat of fusion per 

weight of crystallizable fraction of copolyesters.

Fig. 5. Crystallization half time versus crystallization 

temperature in isothermal crystallization of copolyes

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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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rystallization half time versus degree of 

supercooling in isothermal crystallization of copolyes

ters.

값에 대해 도시하였는데, 이 경우 SIAS unit 

의 함량 변화에 따른 电 의 변화가 Fig- 5 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SIAS units] 함량에 따른 상의 증가는 %*의 

증가에 의 한 효과보다 Go 의 감소에 의한 효과가 

큼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번 보고서”에서의 

poly (ethylene glycol) (PEG) 을 제 3 의 단 량체 

로 사용한 경 우는 H 을 二 에 대해 도시 한 경 우 

보다 7k—7； 에 대해 도시 한 경 우 PEG unit 의 

함 량에 따른 H 의 차이 가 크게 감소함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PEG unit 의 함량에 따른 

Go 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음에 기 인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SIAS unit 를 갖는 copo- 

lyester 를 T” 부근에 서 등온 결 정 화시 킨 경 우 

SIAS unit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화속도 

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결정표면으로 확산 이동 

한 고분자가 결정형태로 재배치 하기가 어려워 

진 효과, 즉 Go 가 크게 감소한 효과가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요한 시간, H 의 변화를 Fig. 5 에 나타내었는 

데 7； 와 SIAS unit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슈 

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 중 

가함에 따라 H 이 증가하는 현상은 T” 부근에서 

결정화할 경우，妒■의 변화가 전체 결정화속도 

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식(5)에서 二가 증가하는 

경 우 7，一 가 감소하여 4妒1 가 증가하므로 기 

핵형성이 어려워 결정화가 크게 지연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SIAS unit 의 함량증가에 

따른 H 의 증가는 앞 비등온 결정화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의 감소, /F* 와 4。*의 증가효과 

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중 

7, 부근에서 결정화하는 경우 고분자 쇄의 확산 

이 동에 필 요한 충분한 활성 화에 너지를 가지 므로, 

즉 식 ⑷에 서 r-Tg 값이 크므로 4F* 가 그다 

지 큰 인자가 되지 못하므로 결정화 속도의 감 

소는 &의 감소와 4。*의 증가가 주요 원인임 

을 알 수 있다.

Fig. 6에는 4。*값이 거의 같은 동일한 과냉 

각 상태에서의 copolyester의 결정화속도를 비교 

해 보기 위 하여 각 copolyester 의 均 값을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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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d n Values of Cop시yesters

Sample Tf(°C) 玲(sec) 知(seL) n

229 218 2.10X10-6 2. 36

227 168 2. 21X10-6 2. 47

P-1 225 140 2.71X10-6 2. 52

223 113 3. 50X1(广 6 2.58

221 90 4.39X10M 2.66

217 249 2. 52X10"6 2. 27

215 198 3. 81X10-6 2. 29

P-2 213 168 5.28X10-6 2. 30

211 144 7. 91X10~6 2. 29

209 128 9.40X10-6 2. 31

205 360 2. 49X10-6 2-13

203 304 4. 00X10-6 2.11

P-3 201 246 5.60X10-6 2.13

199 208 7. 59X10"6 2.14

197 184 10.39X10-6 2.13

187 596 5.09X10-6 1. 85

185 496 7. 61X IO" 1.84

P-4 183 417 9. 85X10-6 1.85

181 355 14. 07X10-6 1.84

179 315 15. 63X10-6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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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관찰한 SIAS unit 의 함량 및 T,의 변 

화에 따른 T 의 변화를 Avrami equation〔식 (6)〕 

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竝

log[-ln(l-Xt)]=log kn+n log t (6) 

여기서 ”는 Avrami index, 如은 전체속도상수 

(overall kinetic rate constant), X,는 f 시간까 

지의 결정화분율이다.

Copolyester 를 등온 결정화시켜 log[—In (1 — 

X#)]값을 log £ 값에 대해 도시한 결과 좋은 직 

선성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기울기와 식 (7)로 부 

터 n, kn 값을 구하여 Table 3 에 나타내 었는데 

동일 에서 SIAS unit 의 함량이 중가함에 따 

라 % 如z 값 모두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如=ln 2/«4" (7)

F也• 7 에 如 값을 孔一二 에 대해 도시하였는 

데 이로부터 동일 과냉각 상태에서 SIAS unit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kn 값이 감소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殆g. 6의 결과와 함께 SIAS 

unit 가 copolyester 의 결 정 화속도를 크게 감소시

30 40 50 60 70
T. - & (%)

Fig. 7. &, values versus degree of supercooling in 

isothermal crystallization of copolyesters.

킴을 보여준다.

한편 Fig. 8에는 ”값을 T”一二에 대해 도 

시하였는데 이 경우도 BIAS unit 의 함량이 중 

가함에 따라 «가 감소함을 볼 수 있으며，•”값 

이 결정성장의 차원과 관련이 있는 상수이므로 

SIAS unit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3 차원 공간으 

로의 결정 성장이 크게 제한됨을 보여준다. 또 

SIAS unit가 없는 PET의 경우는 과냉각 정도 

가 중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 

향을 보이고 있으나, SIAS unit 가 포함된 co- 

polyester 의 경우는 "값이 과냉각정도에 따라

Fig. 8. n values versus degree of supercooling in 

isothermal crystallization of copolyesters.

Fig. 9. Thermal degradation of copolye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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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결정성장 기구가 Te 

보다는 SIAS unit 의 함량에 크게 좌우됨 을 보여 

준다.

내열성

Copolyester 시 료를 질소 기 류하에서 20°C/min 

속도로 승온시키면서 시료의 증량감소를 관찰하 

여 F也. 9에 도시하였는데, SIAS unit 의 함량 

이 0몰%, 3 몰%, 8몰%로 증가함에 따라 해 

당 copolyester 중량의 2% 감소가 일 어 나는 온도 

가 281, 375, 366°C 로 감소, 즉 열분해 가 SIAS 

unit에 의해 증가됨을 보여주며 이러한 고분자 

의 금속염에 의한 열분해 촉진현상은 일반적으 

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금속이온의 라디칼 생성 

속도의 촉진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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