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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능을 지니는 고분자를 저렴한 물질로부터 합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촉매의 
사용과 더불어 고분자 생성물의 구조적 특성을 후처리 공정을 통해 정밀하게 제어
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고가의 단량체를 이용하면 좋은 구조적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데, 그 예로 듀폰사의 방탄재료인 Kevlar를 들 수 있다. 최근에 동경대학의 Takuzo 
Aida교수 연구팀이 단순한 물질로부터 좋은 구조적 특성을 지닌 고분자를 생산할 
수 있는 초소형공정이 개발되었다[Science, 285, 2113 (1999)]. 

Aida교수 연구팀은 메조포러스 실리카의 기공 표면에 담지된 titanocene 촉매를 이
용하여 새로운 섬유상 구조를 갖는 폴리에틸렌을 직(in-situ) 가공하는 데 성공하였
다. 허니콤 구조의 기공 내에서 생성되는 고분자 사슬은 기공의 폭이 작기 때문에 얽
히지 않게 되므로, 신장된 결정상 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 나노미터 크기로 규칙적으
로 배열된 1차원 고분자 반응기를 사용함으로써, 주로 후처리 공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배열된 폴리에틸렌 고분자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메조포러스 실리카를 이용한 고분자 압출 반응으로  
결정상 폴리에틸렌 섬유를 제조하는 기법의 개략도.  

메조포러스 촉매 시스템이 올레핀 고분자반응을 제어하는 데에 우수한 성능을 지닌
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상태이다. 본 연구팀은 방향성을 지니는 나노 반응기를 이
용하여 고분자 압출반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유기금속 촉매의 설계 기술과 



나노테크놀로지를 병합하면 새로운 물성을 얻을 수 있음을 최초로 입증한 것이다. 

다공성 촉매를 소형 반응기로 사용하는 산업적 응용은 4세대 Ziegler-Natta 촉매
의 경우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고분자 입자의 구조도 정밀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 
경우 다공성 촉매 입자 내부에서 생성되는 고분자는 구형 구조를 지닌다. 고분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정상 폴리올레핀을 배향시켜야 하는데 이때 고비용의 후
처리 공정을 거쳐야 한다. 신장공정을 거친 폴리올레핀 필름이나 폴리에틸렌 섬유는 
그 인장 강도가 약 100배 증가된다. 

상기한 고분자 반응에 사용되는 TiCl3계 Ziegler-Natta 촉매는 구조적으로 불균일
하므로 생성물의 분자량과 comonomer의 분포가 불규칙하게 된다. 폴리올레핀의 결
정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올레핀 comonomer를 사용하는데 이 comonomer의 분포
는 촉매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예로, 유기금속 화합물인 metallocene dichloride
는 활성점의 화학적 구조가 균일하므로 생성물인 폴리올레핀의 분자량, comonomer
의 분포, 그리고 입체적 규칙성(stereoregularity)을 정교하게 제어한다. 이러한 이
유로 현재 metallocene계 촉매가 폴리올레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메조포러스 MCM-41 실리카의 발견[Nature, 359, 710 (1992)]으로 새로운 형태
의 고분자반응 촉매가 개발되는 길이 열렸다. Aida교수 연구팀의 결과로 촉매의 분
자설계와 나노 반응기를 병합하는 도전이 성공적임이 증명되었다. 

향후, 적절한 단량체와 촉매 그리고 나노 반응기를 갖춘 고도의 생산 공정이 완성되
어 물성이 정교하게 제어된 새로운 고분자 물질들의 출현을 조망하게 된다. 단량체로
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구조를 갖는 고분자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일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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