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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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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ed from Fig. 5.2, Callister & Rethwisch 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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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분자의 정의

1) 고분자의 정의

- 화학적으로 염색, 산화, 분해 반응 등을 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용해 및
결정화가 이루어지며 기계적으로는 탄성 변형, 배향 등을 할 수 있는 물질
- 유기 고분자를 지칭하며 특수한 무기 고분자 혹은 유기/무기 고분자도 존재. 
- 유기물 : C, H, O, N으로 이루어짐



고분자란?

3) 고분자의 특징

설계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내부식성(내화학성)

고강도(비중대비)

우수한 열적, 전기적 특성

착색성

투명성

광범위한 물성

Design의 유연성

복잡한 형상을 용이하게 성형

대량생산

고품질/칫수안정성 부품

생산 가능

다기능 부품

후가공 최소화

간단한 조립성

금속 대비 가격이 저렴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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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단점항목 상세내용

제품개발 생산용 금형이 만들어져 부품 성형까지
비용 많이 듬

연소성 점화되며 탈 때 연기와 독성가스 배출

내후성(UV와 O2) 불량 안정제 첨가 필요

크립과 응력이완/ 파괴 크립과 응력이완에 매우 민감

물성치의 변화 재료 거동은 온도, 습도, 변형률, 파괴
시험법, 시간 및 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음

높은 열팽창 계수 플라스틱이 다른 재료로 된 부품과 조립시
열팽창 계수는 성형 조건에 따라 변함.

환경문제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생체분해에 큰 저항

고분자란?

4) 고분자의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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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형 (Branched) 가교형 (Cross-Linked) 네트워크 (Network)선형 (Linear)

secondary
bonding

1) 고분자 구조 (Structure of polymers)

2) 고분자의 분자 모형 (Molecular Shape of polymers )

- Molecular Shape (or Conformation) – chain bending and twisting are 
possible by rotation of carbon atoms around their chain bonds

- note: not necessary to break chain bonds to alter molecular shape

고분자의 분자구조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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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 chains crosslinks to form a single molecule

- 다리결합구조: 탄성중합체 (elastomer)
- 망상구조: 열경화성 플라스틱 (에폭시, 페놀, 실리콘)

고분자의 분자구조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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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mopolymer: 단일 모노머로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

- 일정한 단일의 Tg혹은 Tm등 고유의 폴리머 기본 성질을 가짐. 

- PE, PP Homo, PA6, PA66, Acetal homo, GPPS, PMMA, PC...

2) Copolymer: 두개 이상의 모노머로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

- 단일 Tg나 Tm을 갖지만, 공중합에 의한 각각 구성 성분 비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PP copolymer, Acetal copolymer, PA6/66, SAN…

3) Polymer Alloy (Blend): 2종류 이상 고분자를 물리적으로 용융 혼합 합금

- 혼합된 성분이 물리적으로 혼련되어 있는 상태

- M-PPO, HIPS, PC/ABS, PC/PBT, PA/PP...

고분자의 분자구조 및 특징

• 고분자 구성 성분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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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or more monomers 
polymerized together 

• random – A and B randomly 
positioned along chain

• alternating – A and B alternate 
in polymer chain

• block – large blocks of A units 
alternate with large blocks of B 
units

• graft – chains of B units grafted 
onto A backbone

random

block

graft

Fig. 5.9, Callister & Rethwisch 9e.

alternating

A – B –

• 고분자 공중합체 (Copolymers)

고분자의 분자구조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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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ystalline regions 

– thin platelets with chain folds at 
faces

– Chain folded structure

≈ 10 nm

2) Polymers rarely 100% crystalline

- Difficult for all regions of all  

chains to become aligned

3) Degree of crystallinity 
- expressed as % crystallinity.

- Some physical properties depend 
on % crystallinity.

- Heat treating causes crystalline 
regions to grow and % crystallinity 
to increase.

crystalline 
region

Amorphous 
region

Fig. 5.11, Callister & Rethwisch 9e.

• 고분자 결정 (Polymer 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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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분자구조 및 특징



2) 결정화 조건
- 정규 결정 격자로 사슬이 Packing 되려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구조

필요. 따라서, 입체 규칙적 구조를 가진 고분자가 불규칙적인 고분자
보다 결정화가 될 확률이 높음.

- 결정 격자 간에 2차 간격이 강해서 열에너지에 의한 무질서 효과
(entropy 효과)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함.

고분자의 분자구조 및 특징

• 결정성 고분자의 구조

1) 결정구조
- 고분자 사슬이 밀착되어 있고 일정

순서에 의하여 배열 형태를 가짐.

3) 결정의 배향성
- Stretching에 의한 축 방향 강도가 축 직각 방향 강도보다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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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분자구조 및 특징

• 결정성 폴리머 특성

1) 결정성 고분자의 특징

- 고분자 사슬이 규칙적으로 배열 됨

- 용융점 존재

- 분자간 당기는 힘이 고분자 사슬을 밀착시켜 높은 수축율 발생

- 성긴 가지 그룹이 없어서 고분자 사슬의 밀착된 충진 가능 (내화학성 강함)

- 밀착 충진이 빛의 통과 저지 (불투명)

2) 고분자 결정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

- Crystallizability : 고분자 화학 구조에 의한 고유 성질.

- 구조의 규칙성, 분자간 강한 친화력

- Crystallinity: 가공 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음

- 가공조건
Temperature / Time
Stress /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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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분자구조 및 특징

• 비결정성/ 반결정성 고분자의 구조

1) 비결정성 구조
- 개개 고분자 사슬이 불규칙하게 엉킨 형태.

2) 반결정성 구조

- 결정성 영역과 무정형 영역이 적절히 섞여있는 고분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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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분자구조 및 특징

• 비결정성 폴리머 특성

1) 비결정성 고분자의 특징

- 고분자 사슬의 불규칙적인 배열

- 넓은 범위의 연화 온도

- 성긴 가지 그룹들로 인하여 고분자 사슬이 깨끗이 정렬되지 못함.

- 성형 수축율이 작음

- 고분자 사슬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빛의 통과가 자유로움 (투명)

- 넓은 공간 사이로 화학 물질이 침투 쉬움 (용제 및 화학물질에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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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분자구조 및 특징

• 결정성 수지와 비결정성 수지의 물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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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용 Engineering Specialty

PVC
PE
PS
PP
ABS

Acetal
Polyester
Polycarbonate
Modified PPO
Nylon

Polysulfone
PEI
PPS
TPE
Polyketones
LCP

• 수지 계열 분류

고분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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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피라미드

고분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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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분류

18

• 상용고분자 (Commodity Polymers)



고분자의 분류

19

• 상용고분자 (Commodity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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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특징

- 물리적 강성 및 인성과 경량화가 결합

- 가혹한 주변 환경 하에서 하중, 장기적인 시간의 지속, 높은 사용 온도

화학 물질에 노출된 환경

- 제품 디자인 및 성형 기술에 의한 예견된, 사용자가 원하는 물성 발현

고분자의 분류

결정성 수지 비결정성 수지

Nylon PET / PBT Acetal PC MPPO

내열성

강도/강성

내충격성

저마찰/저마모

내화학성

흡습성

고강도/고강성

저 Creep성

치수 안정성

전기적 특성

내열성

저 흡습성

가수분해 문제

균형적인 물성

저마찰/저마모

내피로 강도

칫수안정성

내화학성

고생산성

내충격성

치수정밀도/안정성

전기적 특성

투명성

내화학성의 한계

기계적 성질

전기적 특성

내가수분해

저 흡습성

칫수안정성

난연성

내화학성 한계

2) 5대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특성



• 일반적 특성

- 비강도 높음.

- 설계 다양성, 가공 용이성

- 다양한 색상(투명성 포함)

- 저렴한 가격

• 금속재료와의 비교

- 저밀도, 저강도, 저강성, 저용융점

- 전기/열 전도도 낮음.

- 화학물질에 대한 안정성(특히, 산소)

- 높은 열팽창계수

- 사용온도 범위 낮음.

고분자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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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cture strengths of polymers ~ 10% of those for metals

• Deformation strains for polymers > 1000% 
– for most metals, deformation strains < 10%

brittle polymer

plastic

elastomer

elastic moduli 
– less than for metals

Adapted from Fig. 15.1, Callister & Rethwisch 9e. 22

고분자의 물성

•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



brittle failure

plastic failure

e

x

x

aligned, crosslinked
polymer

Stress-strain curves adapted from Fig. 15.1, Callister & Rethwisch 9e.

Initial
Near 

Failure Initial

network polymer

Near
Failure

σ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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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물성

•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 (변형 메커니즘)

1) Stress-strain curves



brittle failure

plastic failure

σ (MPa)

x

x

crystalline
block segments 

separate

fibrillar 
structure

near 
failure

crystalline
regions align

onset of 
necking

undeformed
structure amorphous

regions
elongate

unload/reload

Fig. 15.1, Callister & Rethwisch 
9e. Inset figures along plastic 
response curve adapted from 
Figs. 15.12 & 15.13, Callister & 
Rethwisch 9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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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물성

•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 (변형 메커니즘)

1) Stress-strain curves



•  Drawing…(ex: monofilament fishline)
- stretches the polymer prior to use
- aligns chains in the stretching direction

•  Results of drawing:
- increases the elastic modulus (E) in the

stretching direction
- increases the tensile strength (TS) in the

stretching direction
- decreases ductility (%EL)

•  Annealing after drawing...
- decreases chain alignment
- reverses effects of drawing 

(reduces E and TS, enhances %EL)

•  Contrast to effects of cold working in metals!

Adapted from Fig. 15.13, Callister & Rethwisch 9e. 25

고분자의 물성

•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 (변형 메커니즘)

2) 고분자의 연신선변형 (Predeformation by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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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물성

•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 (변형 메커니즘)

3) 변형률 속도 의존성과 이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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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물성

•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 (변형 메커니즘)

4) 분자량 효과 (Effect of Molecular Weight)



1) 열가소성 (Thermoplastics)
- little crosslinking
- ductile
- soften w/heating
- polyethylene

polypropylene
polycarbonate
polystyrene

2) 열경화성 (Thermosets)
- significant crosslinking

(10 to 50% of repeat units)
- hard and brittle
- do NOT soften w/heating
- vulcanized rubber, epoxies,

polyester resin, phenolic resin

Adapted from Fig. 15.19, Callister & Rethwisch 9e.

Callister,  
Fig. 16.9

T

Molecular weight

Tg

Tm
mobile 
liquid

viscous
liquid

rubber

tough 
plastic

partially 
crystalline 
solid

crystalline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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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열적 특성

• 열경화성과 열가소성



열경화성(Thermosets)

- 가열에 따라 가교 결합후 고화

- 재용융 불가- 비가역

- 후가공 필요

- 높은 사용 온도

예) 달걀

열가소성(Thermoplastics)

- 가열에 따라 연화/용융 냉각후 고화-가역

- 재용융 가능

- 성형후 후가공 최소화

- 제한된 사용 온도

예) 얼음

고분자의 열적 특성

• 열경화성과 열가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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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경화성 수지
열가소성 수지

결정성 수지 비결정성 수지

고 무

Phenolics

Polyesters

Polyester

Polyamide

Fluorocarbones

Polyethylene

Polypropylene

Polyacetal

ABS

Polycarbonate

MPPO

Polystyrene

PVC

Acrylic



• 열경화성 및 열가소성 수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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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열적 특성



- 비체적의 변화율이 갑자기 바뀌는 온도
- Tg 이하의 온도에서는 분자들이 비평형 배열

31

고분자의 열적 특성

• 고분자의 온도전이점 (녹는점과 유리전이점)



32

고분자의 열적 특성

• 고분자의 온도전이점 (녹는점과 유리전이점)

2) 결정성 수지와 비결정성 수지

- 결정성 수지는 Tm과 Tg를 가지나, 
비결정성 (무정형) 수지는 Tg만 존재함

- Tg에서는 비정질이 녹기 시작하며, 
Tm에서는 결정이 융해 됨

- Tg와 Tm은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limeter)와 DTA(Differential 
Temperature Analyzer)로 측정.

1) 온도 전이점

- Tg: 유리 전이 온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 Tm: 용융 온도 (Melting Temperature)



• Both Tm and Tg increase with 
increasing chain stiffness 

• Chain stiffness increased by 
presence of

1. Bulky side groups

2. Polar groups or side groups

3. Chain double bonds and 
aromatic chain groups

• Regularity of repeat unit 
arrangements – affects Tm only

Adapted from Fig. 15.18, Callister & Rethwisch 9e. 33

•Tm 및 Tg에 영향 끼치는 요인

고분자의 열적 특성



Behavior of polymer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a) degree of crystallinity and (b)
cross-linking. The combined elastic and viscous behavior of polymers is known as
visco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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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열적 특성

• 고분자의 온도 영향



1) 고분자 공정 (Polymer Processing)
· 고분자 공정 및 다이/금형

2) 압출(Extrusion)
· 압출성형공정 및 공정조건 설정

3) 사출(Injection molding)
· 사출성형공정
· 사출금형의 구성 및 공정조건 설정

4) 고분자의 섬유가공
· 고분자재료 섬유화 가공기술
· 나노섬유의 특성과 제조방법

5) 고분자재료의 필름가공 기술
· 고분자 소재의 개발과 필름 제조공정

6) 고분자 블랜드 및 복합체 공정

수치적 접근 가공적 접근

1) 고분자 유변학 (Polymer Rheology)
· 고분자의 공정 또는 자체 물성 계산

및 실제공정 조건 예측

2) 공정에서 유변학
· 압출공정에서 고분자의 유변물성
· 사출공정에서 고분자의 유변물성
· 필름공정에서 고분자의 유변물성
· 섬유공정에서 고분자의 유변물성

3) 복합체 공정에서 유변학
· 다성분계 고분자 (고분자 블랜드 및
복합체)에서 고분자의 물성 유변학적
물성 및 공정 조건 해석/예측

4) 후가공에서 유변학
· 고분자재료의 추가 가공시 공정
조건의 유변학적 예측

고분자의 가공 (Polymer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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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use is in textiles. 

• Fiber characteristics:

– high tensile strengths

– high degrees of crystallinity

– structures containing polar groups

• Formed by spinning

– extrude polymer through a spinneret (a die 
containing many small orifices)

– the spun fibers are drawn under tension

– leads to highly aligned chains - fibrillar structure

고분자의 가공 타입 (Polym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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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bers (length/diameter >100 μm)



• Coatings
– thin polymer films applied to surfaces 
– i.e., paints, varnishes protects from corrosion/degradation
- decorative: improves appearance
- can provide electrical insulation

• Adhesives 

– bonds two solid materials (adherands)

– bonding types:

1. Secondary – van der Waals forces

2. Mechanical – penetration into pores/crevices

• Films 

– produced by blown film extrusion

• Foams 

– gas bubbles incorporated into plastic

고분자의 가공 타입 (Polym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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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1) 물리적 특성: Tg, Tm, 결정성, 유변특성
2) 기계적 특성 : 응력-변형 곡선; 

충격강도 시험; 굴곡강도 시험 ; 
경도 시험; 내마모성 시험

3) 열안정성
4) 자외선 안정성
5) 난연성
6) 내약품성
7) 전기적 특성 :  저항성; 유전 강도; 

유전 상수, 역율, 분산 인자
8) 광학적 특성
9) 내후성 시험
10) 기타 : 수분 및 기체 투과성

1) NMR 분광 분석

2) IR 분광 분석

3) 자외선 분석

4) 형광 분석

5) X-선 회절/산란

6) 형상 분석

7) 기타 분석 방법

고분자의 물성 측정 (Polymer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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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
- 수지의 흐름성(유동성)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전처리한 Slurry, Powder 또는 Pellet 상태
시험편을 규정온도(PP 230도, PE 190도)의
Barrel에 투입하여 일정하중(PP 2.16kg)에서
용융체가 규정된 Orifice (내경 2.09mm, 높이
8mm)를 통해 나온 Strand의 무게 측정.

2) 의의
- MI는 분자량 및 가공성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MI가 증가되면 유동성이 증가하며
이는 Polymer의 분자량이 작다는 것 의미. 

- 수지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Bumper등 대형 부품성형시 Melt Index에만
비례해서 성형성이 좋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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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물성 측정 (Polymer characterization)

• Melt Index (용융지수)

용융지수 측정기 (MI, Melt Indexer)



 

1) 용도
- 플라스틱, 고무, 직물 등 다양한 재료의

a) 인장시험을 통한 기계적 물성 측정
b)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탄성계수 측정
c) 전단 변형시 탄성계수, 파단 강성률 측정
d) 박리, 접착성의 평가

2) 의의
- 인장성은 재료의 강인성 표시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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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물성 측정 (Polymer characterization)

• 인장시험

만능시험기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 
ASTM D 638



 

1) 용도
- 규정된 형태로 Notch된 시편을 Izod Type 
충격시험기에 고정하여 지지대 표면 위의
22mm위치에서 Hammer를 떨어뜨려 시편
파괴 요하는 Energy 측정.

2) 의의
- Izod 값은 재료가 외부의 힘에 견디는 최고의
응력이 아니라 파단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으로 같은 수지의 여러 가지 Grade를
비교하는데 유용. 
- 어떤 수지를 다른 수지와 비교하는데 있어서
Izod 충격시험을 각 플라스틱의 총괄적
질김성과 충격강도를 비교 대상으로 사용
불가. 수지별로 notch에 대한 민감도가 틀려
notch 작업에서 응력이 크게 집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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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물성 측정 (Polymer characterization)

• Izod Impact Strength (Izod 충격강도) 

아이조드 충격 시험기
(IZOD Impact Tester)



 

1) 용도
- 일정 규격의 시편을 일정 간격(100mm)의
지점 사이에 놓고 하중 4.6kg (Engineering 
Plastic: 18.5kg)을 가해 Dial 게이지를 0에
맞춘 후 120도/HR의 속도로 균일 승온시,
시편이 0.01inch (0.25cm)의 변형이 생길 때
온도 측정.

2) 의의
- 정해진 부하에서 임의의 양만큼의 변형이
발생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이 시험은 어떤
수지가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최고
한계온도를 보여주는 척도. 
- 이 시험은 또한 여러 가지 수지의 열적
성질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어떤 수지를 개발시 사용.  
- 비결정성 수지 HDT는 거의 유리전이온도(Tg) 
와 일치. 결정성 수지는 HDT가 낮으나 그 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구조적 성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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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물성 측정 (Polymer characterization)

• Heat Distortion Temperature (열변형온도)

열변형 온도시험기
(HDT)



1) 고분자 형성의 기본적 요건
- 긴 사슬의 분자 : 평균 분자량 Mn>약 20,000
- 분자들이 다소간은 평행 배열을 함
- 분자 사이에 응집력이 있음 (수소결합, 반데르발스 결합)

2) 고분자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
- Plastics : 실온에서 분자 사슬이 움직일 수 없으며 (frozen, 
immobil), 비조직화(disorganized) 된 구조로 된 고분자
- Rubber or Elastomer (고무) : 분자 사슬이 움직일 수 있는
고분자로 분자 사슬이 엉켜 있으며 액체와 같은 거동.
- Fibers (섬유): 분자 사슬이 움직일 수 없으며, 사슬 중 많은
부분이 삼차원 규칙적 구조 갖고 있음(결정)
- Surface finishes or coatings (페인트, 코팅)
- Adhesive (접착제)

고분자의 응용 (Application of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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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ous application of polymer

고분자의 응용 (Application of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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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eepGO0FrQAo

• Polymer based industry

고분자의 응용 (Application of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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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eepGO0FrQAo


http://www.plasticskorea.co.kr/sub.asp?maincode=521&sub_sequence=&sub_sub_sequence=&mskin=&exec=view&str
BoardID=kui_522&intPage=4&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11802

• Polymer electronic materials

b) 디스플레이 재료a) 휴대폰 부품

최근 고분자의 응용 (Recent application of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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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5min.com/Video/Samsung-Transparent-OLED-Display-92539988
http://www.youtube.com/watch?v=BeWX0f5RMJg&hl=ko

• Polymer material for process

최근 고분자의 응용 (Recent application of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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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5min.com/Video/Samsung-Transparent-OLED-Display-92539988
http://www.youtube.com/watch?v=BeWX0f5RMJg&hl=ko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116946

• Polymer solar cell

최근 고분자의 응용 (Recent application of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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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116946


• Biopolymer

최근 고분자의 응용 (Recent application of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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