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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성분계 random copolyesters*1! poly(butylene succinate-co-butylene terephthalate) (PBS/PBT) 

를 합성하고 'H NMR spectroecopy# 이용하여 전 조성범위에 걸쳐 sequence distribution을 조사하였다. 

PBS/PBT 공중합물의 융점 (Tm)은 공중합물내 dimethyl terephthalate(DMT)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 

차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고 ST3(DMT 65.8 m이%)에서 최 저융점(emetic point) 거동을 보였다. 이러한 

공중합물의 융점거동은 공중합물의 몰분율(Xa) 보다는 triad fraction으로 계산된 sequence propagation pro- 

bability(P)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succinate unit(또는 terephthalate unit)의 함량이 많은 

공중합물들은 terephthalate unit(또는 succinate unit)를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단지 PBS(또는 PBT)만의 

결정을 형성하였다.

ABSTRACT. The binary random copolyesters of poly(butylene succinate-co-b나tylene terephthalate) 
(PBS/PBT) were synthesized and their sequence distributions were investigated over the entire range 
for PBS/PBT copolyester compositions by lH NMR spectroscopy. The melting point (Tm) of these copolye

sters were depressed gradually with the increase of dimethyl terphthalate (DMT) mol% in composition 
and appeared an eutetic behaviour which appears a minimum at ST3 (DMT 65.8 mol%). The melting 
behaviour of PBS/PBT copolyester was not directly depended on molar fraction (Xa) but on only the 
sequence propagation probability (P) which occurs in triad fraction. It also can be seen that when the 
succinate units (or terephthalate units) were abundant enough, PBS/PBT Copolymers formed only PBS 
(or PBT) crystal with complete rejection of the terephthalate units (or succinate units).

서 론

많은 연구자들은 공중합물의 형태를 연구함에 있 

어서 이들의 조성이 다성분계 공중합물인지 단순한 

고분자물질의 블랜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미 

세구조(sequence distribution) 분석을 통해서 측정 

되어진 degree of randomness를 해석함으로써 밝 

히고자 시도된 바 있다.】〜5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Yamadera 등°은 poly 

(ethylene terephthalate) (PET)와 지방족폴리에스 

테 르인 p아y(ethylene sebacate) (PES), poly(ethy- 

lene Zrans-hexahydro terephthalate) (PEH) 등을 

공중합시켜 얻어진 공중합물을 NMR로 결정된

트리아드(triads)의 몰분율로 미세구조의 조사를 행 

하여 보고한 바 있다. 또한 Kobayashi 등'은 st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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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methacrylate-«-butyl acrylate ter-poly

mer) 공중합물의 연구에서 'H NMR을 해석하여 

average diad concentration# 결정하여 여러가지 

기본특성이 미세구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 

하였다. Lenz 등辭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 

co-succinate) 공중합물의 연구에서 열처리 후, 두 

공중합물의 결정화도가 증가되는 것은 坎疏s-esteri- 

fication에 의해 sequence length가 길어지기 때문 

이라고 보고한 바 있었다. 또한 Briber 등“은 PBT 

/poly(tetramethylene ether glycol) 공중합물의 형 

태학 및 결정화거동을 연구하여 일정조성의 PBT 

(또는 반대성분) 성분이 첨가시에도 unit cell의 변 

화가 없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미세구조에 

의한 결과를 열적특성과 결정화거동을 관련시킨 결 

과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BS/PBT 공 

중합물의 함량별 미세구조를 열적거동과 결정화거 

동등과 관련지어 공중합물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실 험

A| 약. 출발물질은 dimethyl terephthalate 

(DMT, 삼성 석유화학), 1,4-butane diol(BD, Aldrich), 

그리고 succinic acid(SA, Shinyo)를 사용하였고, 또 

한 반응촉매로는 zinc acetate dihydrate, titanium 

isopropoxide(TIP), 그리고 antimony trioxide(Sb2O3) 

는 모두 Aldrich사제로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BHBT올리고머 합성. Pyrex®로 제작된 에스테 

르반응장치"를 이용하여 DMT(LOmol)를 반응전에 

투입하여 200에서 DMT가 완전히 녹으면 BD(2.3 
mol)을 투입하였는데 동시에 아연촉매(1.5X10-3 

mol/mol DMT)를 첨가하였다. 이후 상압하 210 °C로 

반응물을 교반하면서 유출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응을 진행시켰으며 반응환류탑의 온도가 

50°C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반응을 완료하였다. 

얻어진 생성물의 분해방지를 위하여 질소기류하에서 

12시간 냉각시킨 후 6is(4-hydroxybutyl terephtha- 

late)(BHBT) 올리고머를 얻었다.

PBS/PBT 공중합물 합성. 질소기류하 160에 

서 20분간 BHBT를 완전히 녹여 SA와 BD의 혼합 

비율(SA : BD=1 ： 1.2)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조성 

별 PBS/PBT cooligoester를 얻었다. 이때 사용된 

촉매는 TIP(L5X10「3mol/mol SA)이었으며, 2101 

까지 일정온도로 숭온시 키 면서 직 접 에스테르화반응 

을 진행시켰다. 유출수가 나오지 않는 50@ 이하로 

반응환류탑의 온도가 낮아지면 반응을 종료시켜 

PBS/PBT cooligoesters를 얻었다. 얻어진 PBS/PBT 

cooligoester 150 g을 취하여 안티몬촉매(400 ppm/g 

oligomer)를 사용하였으며, 반웅온도 250笔에서 진 

공하 4시간 동안 중축합반응a시켜 PBS/PBT 공중 

합물을 얻었다.

분 석. 'H NMR(Bruker AMX-300, 300 MHz) 

을 사용하여 시료를 CDCq에 용해시켜 PBS/PBT 

공중합물의 조성 및 미세구조분석을 하였다. 또한 

시차주사열량계 (DSC, SSC/500 Daini Seikosha Co., 

Dupont 2100)를 이용하여 승온속도 10t：/min으로 

공중합물의 융점을 측정하였다. X-ray diffractome- 

ter(Rigaku-Denki; Ni-filtered 45 kV, 40 mA Cu Ka 

radiation)# 이용하여 공중합물의 조성에 따른 결 

정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PBS/PBT 공중합물의 조성분석. PBS/PBT 공 

중합물내에 결합된 terephthalate unit와 succinate 

unit의 조성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homopolymer인 

PBS와 PBT, 그리고 PBS/PBT 공중합물의 'H NMR 

스펙트럼을 F沮 1 에 나타냈다. 얻어진 결과에서, bu-

Fig. 1. 300 MHz 'H NMR spectra of PBS/PBT copol
ymers in CD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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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eed composition and NMR composition 
of PBS/PBT copolymers

Polymer

Feed composition Actual composition 
by *H NMR

Succinate Tere
phthalate

Succinate 
(mol%)

Tere
phthalate 
(mol%)

PBS 100 0 100 0
STI 90 10 89.2 10.8
ST2 80 20 76.2 23.8
ST3 60 40 59.0 41.0
ST4 50 50 48.0 52.0
ST5 40 60 34.2 65.8
ST6 20 80 16.1 83.9
ST7 10 90 7.9 92.1
PBT 0 100 0 100

tylene unit chain의 양성자 피크知 c2; 2.791 ppm, 

b、b2\ 4.216~ 4.667 ppm), terephthalate unit의 벤 

젠환의 양성자피크(d; 8.147ppm), 그리고 succinate 

unit에 의한 양성자피크"; 1.840〜2.065卩1泗)를 확 

인하였다. 이때 공중합물내 terephthalate unit가 증 

가할수록 succinate unit의 피크(cz)는 감소하고 벤 

젠환의 피크0)는 증가함을 알았다. 따라서 이들 공 

중합물의 조성은 식 (1)과 (2)를 이용하여 양성자 

피크와 d로부터 피크면적을 계 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Table 1로써, 투입조성과 "H NMR에 의해 분 

석된 실제조성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Is
PBS(mol%) =-------------X100 (1)

Ip+Is

PBT(mol%) = —-—X100 (2)
Is+Ip

Is는 succinate unit의 양성자 피크 1개의 면적(=血/ 

4)이고, Ip는 terephthalate unit의 양성자 피크 1개의 

면적 (=囱/4)이다.

PBS/PBT 공중합물의 미세구조분석. FZg.2는 

ST3의 NMR 스펙트럼 결과로써, butylene unit

사lain의 양성자피크가 각기 3개와 4개로 갈라짐(sp- 

lifting)을 보여준다. 양쪽에 succinate unit가 결합한 

경우＜1, 1'), 한쪽에 succinate unit가 다른 한쪽에는 

terephthalate unit가 결합한 경우(3, 3', 4), 그리고 

양쪽에 terephthalate unit가 결합한 경우＜2, 2')를

4 ,
OCH2CH2CH2CH2OC CHzCHa

I写」

CH2CH2 C OCH2CH2CH2CH2OC CHzCH? 
L_"

CH2CH2COCH2CH2CH2CH2O
1乌_」

OCH2CH2CH2CH2O
I 项I

Fig. 2. The scheme of triads of PBS/PBT copolymers.

관찰하였다. 따라서 3과 3', 4 피크들은 heteroge

neous linkage^] 양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butylene 

아tain의 양성자피크가 서로 다르게 chemical shift 

됨을 보여 주었다. 즉, 1.779-2.068 ppmo]]^ 나타나 

는 3개의 양성자피크는 butylene unit 의 내부에 위 

치한 2개의 methylene unit의 양성자피크에 의한 

triads, 즉 S-G-S, S-B-T(「B-S와 겹침), T-B-T로 

볼 수 있었다. 또한 4.222~4.544ppm에서 나타나는 

4개의 피크들은 butylene unit의 바깥쪽에 위치한 

methylene unit의 양성자피크에 의한 triads, 즉 S- 

G-S, S-B-T, T-B-S, T-B-T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분리된 피크들은 

butylene unit를 중심으로 S-G-S, S-B-T(또는 T- 

B-S), T-B-T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S-B-T와 T-B- 

S에 의한 피크강도가 동일하다고 보면 이들의 분율 

은 Fsrt=F「B-s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가지 형태인 S-B-S, S-B-T,

1996, Vol. 40.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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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triads의 상대적인 비율을 측정하면 PBS/ 

PBT 공중합물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많은 연 

구자들은 보고한 바 있다.

XST4

F讶. 3은 PBS/PBT 공중합물의 전조성범위에 걸친 

butylene 산】ain의 양성자 피크경향을 나타낸 것으 

로써, terephthalate unit가 증가할수록 S~B-S(r) 

피크의 강도는 감소하며 T-B-T(2,) 피크강도는 증 

가했으며, 또한 S-G-T 피크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이용하여 triads의 적분강도비車&恥, Fs B t. Ft 

b t)와 식 (3), ⑷을 이용하여 triads에서 기인된 suc- 

cinate와 terephthalate unit 의 몰분율(F$, Ft)을 구 

하여 Table 2에 나타냈다.

Fs = Fs-bt/2 + Fs_b $ (3)

Ft=Fs bt/2 + Ft b t ⑷

얻어진 triads에 의해 계산된 몰분율(R 및 巩)은 Ta

ble 1에 나타낸 몰분율(Xa)와 매우 잘 일치함을 보 

여주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Yamadera 등&은 NMR분석을 

통하여 공중합물들간의 관련성으로 피크들이 갈라 

지는 결과를 발견하고 이들을 해석하는데 degree of 

randomness(B)5를 도입시킨 바 있었다. 따라서 저 

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본 연구결과에 도입하게 되 

었다. 즉, PBS/PBT 공중합물사슬의 한끝에서 다른 

한끝까지 의 구성단위를 알면 succinate unit(또는 te

rephthalate unit, T) 다음에 terephthalate unit(또는 

succinate unit, S)를 발견할 확률(P$t, Pw)은 식 ⑸ 

에 의해서 구할 수 있었다.

3 2 1 3 2 I
Fig. 3. The splitting of methylene groups of 'H NMR 
spectrum for PBS/PBT copolymers.

p 一 Fsbt
Rl 2Fs P-f5

2Ft
(5)

또한 S unit와 T unit의 수평균 sequence length

Table 2. Fraction of triads and molar fraction of PBS/PBT copolymers

Polymer DMT unit (mol%)
Fraction of triads centered on glycol Molar fraction of ester unit

Fsbs Fsbt Ftbt Fs Ft

PBS 0 1.000 0.000 0.000 1.000 0.000

STI 10.8 0.761 0.226 0.013 0.874 0.126

ST2 23.8 0.561 0.383 0.056 0.753 0.248

ST3 41.0 0.368 0486 0.146 0.611 0389

ST4 52.0 0.227 0.510 0.263 0.482 0.518

ST5 65.8 0.122 0.475 0.403 0.360 0.640

ST6 83.9 0.034 0.312 0.654 0.190 0.810

ST7 92.1 0.011 0.158 0.831 0.090 0.910

PBT 100 0.000 0.000 1.000 0.000 1.000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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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bability, block length, and degree of randomness of PBS/PBT copolymers

Probability of finding of unit Block length Degree of randomness
Polymer DMT unit (mol%) ---------------------------------------------------------------------------------------------------------------

Pst Pts Lns Ln? B

6
 
B
 
2
 
1
 
1
 
4
 
5
 

2
^

 
2
 
2
 
3
 
1
6
 
_

9
 
_ 

L
 
1
 
L
 
L
 
L
 
1
 
a

PBS 0 0.000 — — —
STI 10.8 0.129 0.897 7.735 1.115
ST2 23.8 0.254 0.774 3.930 1.292
ST3 41.0 0.398 0.625 2.514 1.601
ST4 52.0 0.227 0.492 1.890 2.031
ST5 65.8 0.661 0.371 1.514 2.697
ST6 83.9 0.821 0.193 1.218 5.192
ST7 92.1 0.878 0.087 1.139 11.519
PBT 100 — 0.000 — —

(Lns, Lr)T)는 식 ⑹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FS 1 2Ft 1
Lns---------=----- , LnT=  ------= -一 (6)

Fsbt Pts ^sbt ?st

그리고 Pst와 Pts의 합인 degree of randomness 

(B)을 계산하여 도표화한 것이 Table 3이다. 조성별 

각 unit의 수평균 sequence length(Lns, Lim)를 살 

펴보면 terephthalate unit가 증가할수록 succinate 

unit의 평균길이는 감소하며 terephthalate unit의 

평균길이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terephthalate 

unit가 65.8 mol인 ST5에 서 B값이 L031 로 가장 크게 

나타나 ST5의 sequence 길이가 가장 짧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중합물의 B 값은 terephthalate 

unit의 조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1에 가까운 통 

계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알려 진 바와 같이 B=1■이 면 S와 T unit는 random 

분포를 이루며 공중합물의 unit가 발견될 확률은 

Bernoulli 통계에 따른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PBS/PBT 공중합물들이 따르는 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Yoshie 등‘이 발표한 Bernoullian stati

stics6!- triad sequence distribution에 적용하면 식 

⑺〜⑼와 같은 이론값(Psbs, Psbt + Ptbs. Ptbt)을 얻 

을 수 있는데 이를 실제실험값(F$bs, Fsbt, Ftbt)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7他.4이다

pSBS—PSBH (7)

Psbt + Ptrs = 2Fsbs(1 —Fsbs) ⑻

P TBT = (1 — F SBS)2 (9)

0
 

8
 

6
 

4
 

2
 

0

0

。

u  으
 n

q  듮

0.0
0.0 0.2 0.4 0.6 0.8 1.0

DMT rn이% Fraction

Fig. 4. Relation between molar fraction of terephtha
late and proportion of three kinds of butylene glyc이 

residue in the PBS/PBT copolymers (solid lines: 
theoretical values; symbols: experimental values).

결과적으로, 이론값과 실제계산값들이 매우 잘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PBS/PBT 공중합물들이 Ber- 

noullian 통계학적 분포에 잘 따르는 random 공중 

합물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PBT/PBS 공중합물의 열적특성七 급냉 시킨 

PBS/PBT 공중합물과 주어진 일정온도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시킨 PBS/PBT 공중합물의 DSC ther- 

mogram을 나타낸 것이 Fig. 5이다. 융점(Tm) 거동을 

살펴보면 terephthalate unit가 증가할 수록 Tm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쇄내에 terephthalate 

unit 23.8% 이상만 첨가되어도 급냉시킨 공중합물

1996, Vol. 40,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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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SC thermodiagram for PBS/PBT copoly
mers.

에서는 Tm이 사라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Table 4와 같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각 공 

중합물들을 열처리한 결과 뚜렷하게 Tm이 나타남을 

알았다. 이와같은 Tm 거동으로부터 terephthalate 

unit 의 함량이 증가하여 succinate unit 가 terephtha

late unit로 대체되면서 최저융점을 가지는 eutetic 

point가 약 40 mol% 정도에 서 존재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열처리시킨 PBS/PBT 공중합물의 고유점도 

값(Inherent viscosity, m】h)과 이론적인 group cont

ribution method"로 측정된 밀도값을 계산한 결정 

화도값(degree of crystallinity; Xc)을 나타낸 것이 

Table 4이다.

공중합물의 전영역에서 결정화도값의 경향은 그 

다지 큰 변화를 보이 지 않고 대체로 순수한 중합물인 

PBS 수준을 유지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고유점도의 변화는 ST3까지는 감소하다가 

ST4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己彳한 

점도변화의 결과로부터 ST3를 중심으로 어떠한 변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에서 논의된 

융점감소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시하고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고자 열적거동과 결정화 형태 

등을 살피고자 하였다.

PBS/PBT 공중합물의 sequence length와 Tm 감 

소현상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공중합물의 융점감소

현상은 두 성분간의 공결정화(cocrystallization)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Flory가 제안한 식을 

이용한다고 이전의 연구자들은 보고한 바 있다，" 

이때 결정성고분자물질의 결정화 현상은 crystalline 

unit의 sequence length 가 임계길이 이상으로 존재 

할 때만 발생한다고 볼 때, Flory가 도입했던 몰분율 

(Xa) 대신 crystalline unit가 연속적으로 결합할 확률 

(sequence propagation probability,14 P)을 도입하여 

나타낸 것이 식 (10)이다.

1 1 R
--------------- =------------lnP(=Xa)
Tm Tm° AHf

(10)

여 기서, Tm°, Tm는 homopolymer와 copolymer의 

융점, R은 기체 상수(8.314 J/mol K) 이고, Xa는 crys

talline unit의 몰분율이고 1요｛는 이론융해열"(PBS: 

19 kJ/mol, PBT: 33kJ/moD이다.

이때 블록공중합체의 경우에는 P》Xa이며 교호 

공중합물의 경우에는 P《Xa, 그리고 랜덤공중합물 

의 경우에는 P二Xa가 된다고 보았다卢 또한 저자 

들은 P값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공중합물내 A 고분 

자의 crystalline unit와 B 고분자의 crystalline 

unit가 각각 결정화를 하는 경우와 A와 B 고분자의 

crystalline unit가 동시에 결정화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P값은 앞에서 언급한 triads를 이용 

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A(또는 B) unit만이 결정화 

된다고 보면 P二編(또는 P=fTBT)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와 B unit가 함께 결정화된다고 보면 P =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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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theoretically estimated Tm to experimentally determined Tm° of PBT/PBS copolymers 
with various ratios

Actual Tm° (7二) Theoretical melting temperature Tm (t)
Polymer DMT mol% ---------------------------------------------------------------------------------------- ---------------------------------

Quenching Annealing Tm by Xa Tm by FSBS or FTbt Tm by Fsbs+F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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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heoretically estimated melting 
temperature (Tm) to experimentally determined mel
ting temperature (Tm°); El, E2: Tm obtained from 
experiment; Al, A2: Tm derived from Xa; Bl, B2: 
Tm derived from FSbs (FTBt)； Cl, C2: Tm derived 
from F$bs+Ftb「

fsBs+fTBT로 나타낼 수 있었으며 이들 값들을 이용 

하여 이론적으로 융점을 계산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의 결과를 이용하여 PBS/PBT 

공중합물의 조성에 따른 융점거동과 이론적융점거동 

결과를 나타낸 것이 F谊.6이다. 곡선 A와 B는 각 

조성별 중합물의 융점을 Xa로 예측한 Tm으로 실 

험적으로 얻어진 실제 Tm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실제융점거동은 Xa로 예측한 융점거동곡선 

A, B와 P=fsBs(또는 P=fTBT)로 예측한 융점거동 E, 

F보다는 P=fsBs+fTBT로 예측한 융점거동 c, D에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았다.

1996, Vol. 40,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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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X-ray diffraction of PBS/PBT copolymers.

X-ray 회절과 미세구조 길이. 열처리한 PBS/ 

PBT 공중합물의 X-ray 회절곡선을 나타낸 것이 Fig. 

7이다. ST3 공중합물의 경우에는 열처리시에도 무 

정형 상태로 밝혀졌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ST3에서 

Tm이 존재하지 않고 가장 짧은 블록길이를 가지며 

최저점도값이 나타나는 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여주 

었다. 이와 같은 ST3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결 

정피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ST1 에서 ST 

2까지는 PBS와 동일한 결정 구조를 보였고 ST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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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T m 이% Fraction
Fig. 8. Plot of the crystalline lattice spacing of the 
PBS/PBT copolymers.

Scheme 1. Scheme of crystal structure local crystalli
zed by only [BT] sequence of PBS/PBT copolyesters 
rich in BT component at 20lower than melting 
temperatures.

ST7까지는 PBT와 동일한 결정구조가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열처 

리시킨 공중합물의 crystal lattice spacing(d-spa

cing)10^- 측정하여 F讶.8에 나타냈다. terephthalate 

unit가 증가할수록 d-spacing의 경향은 뚜렷하게 2 

가지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으며 unit c이1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ST2와 ST4 

의 구간에서 결정격자전이(crystal lattice transition) 

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성분계 랜덤공중합체인 PBS/PBT는 PBS unit가 

결정화될 때 PBT unit는 결정형성에서 완전하게 

배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열적거동에서 A고분자(또는 B고분자)만이 결정화 

된다는 결과와도 잘 일치함을 알았다.

Scheme 1 은 앞에서 언급한 결과들로부터 tereph

thalate 요소가 풍부한 공중합물율 열처리시 나타나 

는 효과를 간략하게 체계화한 것으로 일부 에스테르 

교환반응에 의한 분자량의 증가와 동시에, tereph

thalate sequence block°1| 의해서는 더 많은 사슬 

접힘으로 인하여 결정화도가 증가하지만, succinate 

sequence block 및 terephthalate unit와 succinate 

unit가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sequence block에 

의해서는 lamellar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결 론

PBS/PBT 공중합물의 미세구조 분석과 열적거동 

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NMR을 이용하여 PBS/PBT 공중합물의 

미세구조를 살펴본 결과, 전 영역에 걸쳐 통계학적인 

random distribution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2. 융점거동을 살펴본 결과, terephthalate unit가 

증가할수록 Tm이 감소하고 ST3 이상에서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terephthalate unit 가 40 mol% 정도에 

서 eutetic point가 존재하였다. 또한 미세구조연구 

에서 Tm거동은 고분자의 몰분율(Xa) 보다는 seque・ 

nee propagation probability(P)에 더 잘 일치하였다. 

이때 P = fsBs + fTBT로 예측한 융점거동곡선보다 P = 

fsBS(또는 P=fTBT)로 예측한 융점곡선에 더 잘 일치 

하였다.

3. X-ray 회절곡선에서도 ST2까지는 PBS 결정 

구조만이 나타나고 ST4부터는 PBT 결정구조만이 

나타내고, 또한 ST2와 ST4 사이에서 결정격자전이 

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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