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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캡핑제(end capping agent) 4종류와 함량별로 분지형 폴리카보네이트를 용융중합법으로 제조하였다. 합성된 분지

형 폴리카보네이트의 화학구조는 FT-IR과 
1
H-NMR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말단캡핑제의 반응여부는 

FT-IR 스펙트럼의 수산기(3500 cm
-1
) 존재여부로 확인하였다. 평균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도, 유리전이 온도 및 분해온

도는 GPC, DSC와 TG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말단캡핑제의 화학구조에 따라 평균 분자량이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

내었으며, 말단캡핑제로 4-tert-butylphenol (TBP)이 사용되었을 때 최적의 분자량 조절 결과를 나타내었다. 말단캡핑제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분자량은 감소하였고, 4-tert-butylphenol이 0.05 mol%가 첨가될 때 폴리카보네이트의 대형 

사출물 가공에 적합한 20000 정도의 수평균분자량을 나타내었다. 분지형 폴리카보네이트의 용융점도는 분자량이 감

소할수록 감소하였으며, shear thinning effect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Branched polycarbonates (B-PCs) were synthesized using melt polymerization method with four different end capping agents 

and vaying concentrations. The chemical structure of the synthesized PC was determined by FT-IR and 
1
H-NMR spectroscopy, 

and the reaction of the end capping agent was confirmed by the existence of hydroxy group in FT-IR spectrum. The average 

molecular weight and distribution, glass transition and degradation temperatures were determined by GPC, DSC and TGA. 

The average molecular weight changed with the chemical structure of end capping agent, and 4-tert-butylphenol was estimated 

as the optimum end capping agent. The average molecular weights of B-PC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concentration 

of the agent, the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represented 20000 when 0.05 mol% of 4-tert-butylphenol was added to 

B-PCs. The melt viscosities of the B-PCs decreased with the decrease of the molecular weight of B-PCs, and adding of the 

agent was not effected to shear thinning tendency.

Keywords: polycarbonate, end capping agent, molecular wight and distribution, rheological properties

1. 서    론
1)

전기⋅전자부품 소재 및 자동차 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 하나로

서 투명성, 내충격성, 기계적 강도, 내열성 등이 우수하여 투명시트, 

가전제품 하우징, 조명기기, 자동차 범퍼 및 광디스크 등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1-4].
 
이와 같은 투명성과 충격특성 등의 우수성으로 전자

제품 관련 소재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반도체 웨이

퍼 운송용기인 FOSB (Front Opening Shipping Box)의 몸체(body) 등

에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 운송용기에 폴리카보네이트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 교신저자 (e-mail: younkim@kongju.ac.kr)

외부의 충격에 강해야 함은 물론, FOSB가 대형 사출물이라는 특성상 

용융점도(melt viscosity)와 같은 가공특성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분자의 용융점도를 포함하는 가공특성은 고분자의 분

자량 및 분자량 분포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말단캡핑제를 

이용하여 PC의 분자량을 조절하는 연구가 포스겐법에 대해서 발표되

었다[5-7].

포스겐을 사용하는 용액중합은 포스겐이라는 위험한 가스의 사용과 

용매 등에 의한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어, 비스페놀 A와 디페닐 카보

네이트를 단량체로 이용하는 용융중합법이 친환경적이어서 최근 관

심을 받고 있다. 반면에 용융중합의 경우 분자량의 조절이 매우 어려

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반응시간 등의 반응조건을 조절하여 분

자량을 낮추게 되면 FOSB가 가져야 하는 충격 특성에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미반응 단량체, 저분자량 화합물 및 휘발성 유기물질(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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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emical Structures of End Capping Agents 

Name Chemical structure Abbreviation

4-tert-octyl phenol

OH

TOP

2-naphthol

OH

NAP

4-phenyl-phenol

HO

PHP

4-tert-butyl phenol

OH

CH3

CH3CH3

TBP

Table 2. Basic Properties of Synthesized Polycarbonates

Sample Phloro/BPA (mole ratio) End capping agent (mol%) Mw Mw/Mn Tm

*
 (℃) Td

**
 (℃)

PC 0 0 32877 2.03 151 454

B-PC

0.001

0 31059 1.60 151 469

B-PC-TBP001 0.01 27368 1.85 152 463

B-PC-TBP005 0.05 18006 1.77 145 484

B-PC-TBP010 0.10 13987 1.56 139 472

B-PC-TBP015 0.15 12672 1.55 137 463

B-PC-TOP005 0.05 18667 1.64 147 474

B-PC-NAP005 0.05 4787 1.38 128 462

B-PC-PHP005 0.05 9666 1.43 131 466

* melting temperature

** degradation temperature at 20 wt% loss

[8] 등이 발생하여 반도체 웨이퍼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충격특성을 어느 수준 이상 유지하면서, FOSB와 같

은 대형 사출물의 가공에 적합한 수준의 분자량을 가지는 폴리카보네

이트의 제조방법이 요구된다.

분자량을 낮추면서 충격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폴리카보

네이트의 분자구조를 선형에서 분지형 구조(branched structure)로 개

질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9]. 분지구조 도입을 위한 분지제로는 

1,1,1-tris (4-hydroxyphenyl) ethane, THPE와 같은 다관능성(mult-func-

tional) 단량체를 이용하였고, 주로 포스겐을 이용한 용액중합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고, 용융중합(에스터 교환반응)에 대해서도 일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5].

다음으로 분자량 조절에 있어서 말단캡핑제(알킬 페놀)를 이용한 

분자량이 조절된 폴리카보네이트 제조법과 관련하여 포스겐법을 통한 

제조법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된 반면, 용융중합(에스터 교환

반응)의 경우 분자량 조절제를 이용한 분자량 조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말단캡핑제는 합성된 PC의 말단기에 가지는 

수산기를 알킬 페놀로 캡핑하여 열안정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으로, 포스겐 법에서 분자량 조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6,7].

폴리카보네이트가 FOSB와 같은 대형사출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수평균분자량(Mn)이 대략 20000 수준을 가지는 것이 적당하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분자량 조절제를 적용하여, 분자량을 

20000 정도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분자량 조절제와 함량을 

선정하고, zero shear viscosity, shear thinning effect 등의 유변학적 특

성을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로 2,2-bis(4-hydroxyphenyl)propane (bisphenol 

A, BPA, 97%, Aldrich)과 diphenyl carbonate (DPC, 99%, Aldrich)를 

정제 없이 사용하였고 분지형 폴리카보네이트를 합성하기 위한 분지

제로는 phloroglucinol (1,3,5-trihydroxybenzene, Phloro, Aldrich)를 추

가적인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또한 말단캡핑제로는 수산기를 하나 

포함하는 방향족 화합물을 사용하였고, 종류와 화학구조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2.2. 합성

합성은 기계적 교반 장치, 온도컨트롤러, 환류관을 부착한 4구 500 

mL에 DPC와 BPA, 분지제를 넣고 진공용 실리콘 그리스를 이용하여 

접착 부분을 밀착시켰다. 반응기의 온도를 120 ℃로 설정하고 30 min

간 질소분위기 하에서 교반시켜 남아있는 수분과 공기를 제거한 후, 

반응기 온도를 220 ℃로 가열하고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1차 감압하였

다(200∼300 mmHg). 감압의 정도를 약하게 하는 이유는 반응하지 않

은 미반응 모노머들이 플라스크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

고, 환류관을 이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1차 감압 상태에서 한 시

간 동안 반응을 진행한 후 환류관을 제거하고 두 시간 동안 점점 감압

의 강도를 강하게 하여 페놀을 제거하였다. 220 ℃에서 총 3 h 반응 

진행 후에 280 ℃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한 시간 후에 대략 750 mmHg

의 감압으로 반응을 종결시켰다. DPA/BPC의 몰비는 1.08로 고정하였

고, phloroglucinol/BPA의 몰비는 0.001로 고정하였다. 합성한 폴리카

보네이트의 조성 및 기초 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2.3. 측정

합성된 분자량 측정에는 Viscoteck사의 gel permeation chromatog-

raphy (GPC)를 이용하여 dichloromethane에 0.002 g/mL의 농도로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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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PC chromatograms of branched PC with different end capping

agents.

Figure 3. FT-IR spectra of branched polycarbonates.

Figure 2. TGA thermograms of branched PC with different end capping

agents.

1.0 mL/min으로 측정하였다. 표준시료는 polystyrene을 사용하였다. 

DSC는 TA instrument DSC Q20을 이용하여 측정온도 범위 -50∼300 ℃

에서 heat/cool/heat mode를 이용하였고, 승온 및 냉각 속도는 10 ℃

/min로 질소분위기 하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TGA는 TA instrument 

TGA Q50을 이용하여 측정온도 800 ℃까지 승온속도 10 ℃/min로 질

소분위기 하에서 측정하였다. 합성된 중합체의 화학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1
H-NMR (Bruker ARX -300, CD2Cl2) 그리고 FT-IR (Perkin 

Elmer spectrum 1000)을 사용하였다. 유변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동적유변 측정기를 사용하였다. 동적유변 측정기는 Anton Paar사의 

ARES (Physica MCR 301)를 사용하였으며, strain 10%, 주파수 0.05 

∼500 Hz, gap size 0.9 mm의 조건으로 280 ℃에서 측정하였다. 직경 

25 mm의 parallel plate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260 ℃ 

가열프레스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폴리카보네이트를 140 ℃ 진공오

븐에서 10 h 이상 건조 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폴리카보네이트의 합성 및 기초 특성

4종류의 말단캡핑제를 이용하여 함량 0.05 mol%의 분지형 PC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PC들의 화학구조, 분자량특성 및 열적특성을 

분석하였다. 

Figure 1은 PHP, TOP, NAP, TBP 4종류의 말단캡핑제 0.05 mol%

가 첨가되었을 때 GPC 크로마토그람을 나타낸 것이다. TOP와 TBP가 

사용된 경우에는 분자량이 20000 근처로 조절되는 반면, PHP와 NAP

가 말단캡핑제로 사용된 경우의 평균분자량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말

단캡핑제의 분자구조에 벤젠기가 2개인 경우 분자량이 큰 폭으로 감

소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는 4종류의 말단캡핑제가 적용된 분지형 PC의 TGA ther-

mogram을 나타낸 것이다. TBP의 경우 484 ℃, TOP의 경우 474 ℃, 

NAP의 경우 462 ℃, PHP의 경우 466 ℃의 분해온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TBP와 TOP의 분자량 특성은 비슷했지만 TOP 대비 TBP를 사

용한 분지형 PC의 열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TBP를 최적의 말

단캡핑제로 선정하여 함량 변경 실험을 수행하였다.

TBP의 함량을 0.01∼0.15 mol%로 적용한 분지형 PC의 FT-IR 스펙

트럼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3500 cm
-1 

근처의 피이크는 O-H 신축

진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단캡핑제가 적용된 B-PC-TBP005 시료의 

경우의 수산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결과로부터 PC 말단기의 수산

기들이 말단캡핑(end capping)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00 cm
-1
 근처

에서는 벤젠과 메틸기의 sp
2
와 sp

3
 C-H 신축진동, 그리고 1778 cm

-1
와 

1500 cm
-1
에서는 카보닐기(C=O) 신축진동과 페닐화합물의 skeletal 

vibration과 ring stretching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 결과로부터 PC의 

합성과 말단 수산기의 말단캡핑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Figure 4는 말단캡핑제로 TBP 0.05 mol%가 사용된 선형 PC와 분

지형 PC의 
1
H-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1.76 ppm 피이크는 

PC 분자구조 내의 메틸기의 수소를 나타낸는 것이고, 7.26 ppm에서 

보여주는 두 개의 피이크는 벤젠고리화합물 내의 수소를 나타낸는 것

이다[11]. NMR을 이용하여 화학구조를 분석하기에는 분지제, 말단캡

핑제의 화학구조가 PC 내의 분자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ure 5는 말단캡핑된 분지형 PC의 DSC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말단캡핑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합성한 분지형 PC의 유리전이온도

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의 유리전이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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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
H-NMR spectra of polycarbonates with TBP.

Figure 5. DSC thermograms of branched PC with TBP.

Figure 6. TGA thermograms of branched PC with TBP.

Figure 7. GPC chromatograms of branched PC with TBP.

PC와 같은 무정형(amorphous) 고분자에서 나타나는 2차 전이온도로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ure 6은 분지형 PC의 TGA 결과를 TBP의 함량별로 나타낸 것이

다. TBP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분지형 PC의 20 wt% 중량 손실에서의 

분해온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수산기가 

말단캡핑되어 열안정성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말단캡핑제의 함량이 0.15 mol%인 경우에 분해온도가 감소하는 

것은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합성한 분지형 PC의 평균분자량을 GPC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7은 분지형 PC의 GPC 크로마토그람(chromatogram)을 보여

주는 것이다. Figure 7에서 볼 수 있듯이 말단캡핑제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머무름부피(retention volume)가 큰 쪽, 즉 분자량이 작은 영역

으로 크로마토그람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말단캡핑제의 

경우 수산기를 한 개만 가지고 있어, 수산기를 두 개 가지는 BPA의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말단캡핑제는 

말단치환효과와 더불어 분자량 조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 유변학적 특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C가 대형 사출물의 가공에 적용되기 위

해서는 우수한 가공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분자의 평균

분자량은 zero shear viscosity와 같은 용융점도 값 자체에 영향을 미치

고, 분지구조와 같은 분자구조는 전단속도에 따른 점도변화, 즉 shear 

thinning effect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형 PC에 분지제

로 Phloro를 이용한 분지형 PC가 선형 PC 대비 높은 shear thinning 

현상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분자구조가 선형에서 가지형 구조로 바뀌게 되면 유변학적 특성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선 용융체내에 점탄성 특성 중 탄성 특성이 

증가하게 되고, 장쇄분지의 영향으로 power law index가 감소하게 된

다. Power law index의 감소는 가공영역에서의 용융점도 감소를 가져

오기 때문에 가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Phloro를 분지제

로 사용한 분지형 PC에 말단치환제가 적용되었을 때 용융점도 등의 

유변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가공특성을 예측하여 보았다.

Figure 8은 말단캡핑제로 TBP를 사용한 분지형 PC의 주파수(fre- 

quency)에 따른 복합점도(complex viscosity, ƞ*)와 η/ηat 0.05Hz를 나

타낸 것이다. 분지형 PC의 복합점도는 말단캡핑제의 함량이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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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8. Complex viscosity (a) and η/ηat 0.05Hz (b) of branched PC.

Figure 9. tanδ curves of the synthesized PCs. 

Table 3. Power Law Index and ηat 0.05Hz of Synthesized Polycarbonates

Sample Power law index
*

ηat 0.05Hz

PC 0.96 2920

B-PC 0.91 1680

B-PC-TBP001 0.71 3570

B-PC-TBP005 0.92 224

B-PC-TBP010 0.94 69.2

B-PC-TBP015 0.93 60.3

B-PC-TOP005 0.85 1680

B-PC-NAP005 0.99 7.20

B-PC-PHP005 0.90 45.2

*         

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말단캡핑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PC의 분자량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앞의 GPC 자료로

부터 확인되었다. Figure 8에서 주파수에 따라 복합점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shear thinning 현상이라고 한다. 

주파수에 따른 점도에서 shear thinning 현상은 자유로이 엉켜져 있던 

고분자 분자들이 전단흐름에 의해 흐름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됨으로

써 주파수가 클수록 흐름에 대한 저항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정도는 고분자의 분자구조, 분자량, 분자량 분포 그리

고 완화 또는 확산속도와 관련이 있다. 즉 분자량 구조가 분지화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분자량이 클수록 전단방향으로 정렬된 고분자들의 

완화 또는 확산속도가 느려 전단저항이 뚜렷이 감소하게 되어 shear 

thinning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분자량이 점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shear thinning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낮은 주파수에서의 복합점도(ƞ
*
 at 0.05Hz)로 나누어 복

합점도의 기울기 거동을 Figure 8의 작은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기울

기는 power law index (n)를 나타내는 것으로 1은 뉴톤유체를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shear thinning 효과가 큰 것을 나타낸다. n은 실험 영역 

내에서 선형회귀분석(Figure 8의 점선)으로 계산하여 Table 3에 나타

내었다. 일부 선형에서 벗어나는 시료가 있지만 상대적 비교를 위해 

실험한 전 영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말단캡핑제의 함량별로 큰 차

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분자량이 큰 경우의 shear thinning 현상이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형 PC 대비 분지형 PC와 말단캡핑된 PC의 유변학적 특성 변화

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폴리올레핀에서 주로 사용하는 손실계

수(tanδ= G''/G')[12]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G'은 저장탄성률(storage 

modulus), G''은 손실탄성율(loss modulus)을 의미한다. 

Figure 9는 선형, 분지형 PC와 말단캡핑된 PC의 주파수에 따른 손

실계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선형 PC와 분지형 

PC의 곡선 형태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지형 PC의 경우 주

파수에 따라 점진적인 감소를 보이는 반면 선형 PC의 경우 주파수가 

증가하면서 손실계수가 약간의 증가를 보이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지형 PC에 말단캡핑제가 적용된 PC의 경우 선형 PC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고, 분자량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비이상적 거동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주파수에 따른 손실계수는 선형과 분지형 PC를 

구분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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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융중합법을 이용하여 말단캡핑제의 종류와 함량

을 변화시켜 여러 종류의 분지형 PC를 제조하고, 열적 분자량 특성을 

평가하며 분자량과 유변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말단캡핑제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분자량에 영향을 주었고, 유리

전이온도는 분자량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다. 열안정성과 분자량조

절 특성을 고려하여 p-tert butylphenol (TBP)을 최적의 말단캡핑제로 

선정하였다. 선형 PC, 분지형 PC 및 말단캡핑된 PC의 화학구조상 큰 

차이가 없어 화학구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선형과 분지형 PC의 구별에 

손실계수를 이용하였다. 분자량이 감소할수록 낮은 전단영역에서의 

복합점도는 감소하였고, 분자량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shear thinning effect에서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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