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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mma-ray induced copolymerization of phenyl acetylene with styrene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Ziegler 
catalyzed.

The reactivity of styrene is greater than that of phenyl acetylene in the gamma-ray induced polymerization 
but much less than that of phenyl acetylene in the Ziegler catalyzed.

The resulting copolymer is identified by means of DTA and spectrophotometry. Further, the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of styrene-a-C14 clarified the relative composition of the copolymers.

緖 論
實 驗

Phenyl acetylene 單重合物 合成에 關한 硏究는 이 미 

約 10年前부터 시 작되 어 여 러 가지 單重合物이 알려 졌 

는데】）⑴⑻, 이들은 比較的 軟化點이 높은 點等 多少의 

長點이 있기는 하나 構造上 많은 二重結合을 內包하 

고 있어 化學的 性質이 不安全한 點이 많아 一般的인 

Plastic 材料로서 는 아직 그 用途가 開拓되 지 못한 것의 

하나이 다

따라서 本人等은 아직 未開地인 이의 共重合物에 關 

한 硏究를 試圖하게 되 었으며 共重合物의 對象으로서 

는 많은 需要量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比較的 軟化點이 

낮은 Styrene 을 擇하였다.

重合方法으로는 Co60 7 線에 依한 放射線重合法과 

Ziegler 觸媒法을 試圖하였으며 共重合物의 合成可能性 

與否와 아울러 生成物의 軟化點 및 熱分解性等도 檢討 

하였다

(1) 使用機器 및 試藥

C060 7線源：本硏究所設置品

赤外線分光光度計：Beckman IR 2

液相閃光言十數号學：Beckman LS 100
示差熱分析裝置:Chy。Balance Corporation 製(TRI-2A) 
紫外線分光光度計：Beckman DU
Styrene-a-C14 : G- A. Ropp 等의 方法⑶에 따라 合成 

한 것 (比放射能 : 10. 74尹C/mmole, b. p. : 55°C/30 
mmHg)

Triethyl aluminum : Ethyl corporation 社製

Titanium tetrabutoxide, Styrene monomer 및 溶劑

:Wako社製

Phenyl acetylene : H. Fisselman 의 方法")에 따라 

本實驗室에서 合成하여 Gas Chromatography 로不 

純物 없음을 確認함. (h p : 73°C/80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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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邊衡直•金載祿•李雄茂

（2）實驗方法

o 放射線照射에 依한 重合

了線源의 Core 周圍에 deairation 한 試料封管들을 固 

定시키고 一定時間 照射後 꺼내어 各試料封管을 깨고 

試料（各試料量 : 4 ml）들을 10〜30 ml 의 benzene 에 녹 

인 다음 benzene 부피 의 約 5 倍되 는 methanol 을 加해 

non solvent precipitation 시 켰 다. 約 10 hr. 放置後 濾 

過하고 50이3에 서 24 hr. 減壓乾燥시 켜 重合物 試料를 

얻었다.

O Ziegler 觸媒에 依한 重合

觸媒를 除外한 모든 試藥은 乾燥한 窒素氣流下에서 

蒸溜精製함으로써 反應系에서 酸素를 最大限 逐出한 

다음 村橋⑴ 및 규리오 나쯔다⑵等의 觸媒에 依한 

마ienyl acetyle眼의 單重合法에 依하여 反應시켰다. 

卽 35土0. 5。（3로 維持되 는 恒溫槽에 反應管을 裝置하 

고 管內를 窒素로 充塡시킨 다음 繼續 通하면서 注射 

器로 溶媒인 n-Hexane, 觸媒인 titanium tetrabutoxide 및 

triethyl aluminum, 單量體인 styrene 과 phenyl acetylene 
等을 順次的으로 加하였다. 反應物 注射後 一定時間 經 

過하면 反應管을 反應槽로부터 꺼내어 여기에 濃鹽酸 

約 2mZ 와 methanol 約 100 mZ 의 混液을 加해 觸媒를 

破壞시 키 고 重合物을 沈澱시 켰 다. 約 10 hr. 放置後 

窒素氣流下에서 濾過하고 이 重合物을 한번 더 benzene 

에 녹인 다음 methanol 로 再沈澱시 켜 精製하였고 이 어 

眞空 desiccator 에 넣어 減壓乾燥하여 重合物 試料를 

얻었다.

O 重合物의 組成比決定

液相閃光計數器에 依해 計數效率을 正確히 補正하기 

爲해 C严標準消光셋트에 依한 消光補正曲線을 作成하 

였다. Styrene-a-C* 와 phenyl acetylene 을 먼저 와 같 

은 方法으로 反應시켜 分離 乾燥하고 벤젠溶液으로 한 

다음 一定量을 取해 scintillator cocktail 에 섞 어 計數 

하고 外部標準法에 依해 上記補正曲線에 따라 計數效 

率을 補正함으로써 共重合物의 一定量中에 含有되어 있 

는 Styrene 量을 算出하였다.

한편 濾液中의 未反應의 두 가지 單量體의 存在比를 

FID 에 依한 Gas chromatogram 의 面積比로부터 求하 

고 이것을 이 反應 때에 얻어진 重合物무게와 關聯시켜 

重合物中의 組成比를 算出하였다.

O 重合物의 分別沈澱

一定量의 乾燥된 共重合物과 두 單重合物의 混合物의 

3% 벤젠溶液을 만들고 acetone/methanol=l/4 混合 

液을 沈澱媒로 하여 各 分別沈澱 때의 所要 沈澱媒量을 

沈澱한 重合物의 %에 對해 點示하였다.

O 共重合物의 確認

DTA 및 IR, UV Spectrophotometry 等에 依하였 다.

實驗結果 및 討議

放射線에 依한 重合은 主로 遊離基에 依한 機構로 進 

行됨 은 이 미 알려 진 事實이다.⑸ Styrene 單量體는 G 
값이 0.69 로 작은 편이 나，% polystyrene （PS）-^r isopr
opyl benzene 과 같은 構造로 되 므로 매 우 빨리 重合하 

여 107 rad 에서 100%에 이 르게 된다⑺. 그러 나 phenyl 
acetylene 은 3x10，rad 에 서 30% 內外 벼］에 conversion 
되지 않으며（8）이들 두 單量體의 共重合反應時는

Room Temp.

TABLE 1. Gamma-ray Induced Polyme라z이ion at

molar ratios 
of monomers 
(styrene/phenyl- 
acetylene)

exposure*

(M rad)

% conversion 
into

polymers

0/1 117 9.2
1/0 〃 complete
1/1 // 23
1/2 // 12

1/8 f! 4.6
1/32 It 4.9

32/1 ft Over 80
8/1 ff //
2/1 ff 45

at the dose rate of 2. 54 X 10s rad/hr.

Fig. (1) Conversion Curves in Gamma-ray Induced 

Polymerizalion (Dose Rale； 2_3xl05rod/hr.) 

(J) ； Styrene,(II)； Phenyl acetylene, 

(Hl) ； Equimolar Mixture of Two Mon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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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yl acetylene과 Styrene의 共重合 389

Styrene 의 conversion 速度를 크게 鈍化시 켜 8x 107 rad 
에서 25% 程度의 conversion 이 일어 나고 있다(Table 1) 

(Fig. 1).
한편 이온 重合機構에 依한 Ziegler 觸媒重合時는 

phenyl acetylene 이 styrene 보다 쉽 게 反應함으로써 

conversion %는 同條件下에 서 styrene 보다 約 5 倍 더 

크다(Table 2) (Fig. 2). 共重合物의 組成比는 放射 

線重合의 경 우 요tyrene/phenyl 거cetylene=1/0, 76 이 며 

Ziegler 觸媒에 依해 얻은 境遇는 1/10이 다. 이 것은 

styrene-a-C14 와 phenyl acetylene 을 !. : 1 의 몰比로 反 

應시 켰을 때 얻은 값이 며 Gas chromatography 에 依해 

얻은 값은 이 값과 相當한 差異를 보여 주었다. 그 原 

因은 oligomer 等 methanol 에 完全히 沈澱되 지 않는 

部分이 相當量 存在하므로, gas chro 에 서 얻은 未反應 

單量體의 peak 面積比(Fig. 3)와 침전된 重合體의 무 

게를 根據로 한 組成比計算이 不正確해지기 때문이다. 

phenyl acetylene 의 重合物中 分子量이 작은 것은 met
hanol 溶性이다. ⑴ 이 에 反해 (严로부터 의 0計數는

TABLE 2. Polymerization by Ziegler catalyst* in 

n-Hexane at 35° C

molar ratios of 
monomers

(styrene/phenyl
acetylene)

reaction 
time 
(hrs)

% conversion 
into

polymers

0/1 64 30
1/0 ft 6
1/1 n 5
1/2 ff 13
1/8 H 10
2/1 I! 3
8/1 ft 4

* Ti(BuO), 0. 2 g-Al(Et)3 0.14 g.

Reaction Hours

Fig. 2. Conversion Curves in Ziegler Catalyzed 

Polymerizolion 

(l)；Phenyl Acetylene, (ll)；Sfyrene, 

0lO；Equimolar Mixture of Two Monomers

再現性을 보여줌으로써 比較的 正確한 값임을 알수 있 

다. 그러 나 gas chro 로서 는 單量體混合比와 照射量을 

變化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生成共重合物의 組成의 相對 

的 變化를 알 수 있으며 實際로 같은 混合比에 있어서 

는 照射量이 많을 수록, 같은 照射量에 있어서 는 phenyl

50r

Retention time

Fig. 3. Typical Ga$ Chromatogram

(A)； Phenyl acetylene, (B)； Styrene

(C); Methanol,(D)； Benzene

column； silicone DC-200* 1. 865m XO. 3cm ID, 

detector；FID, jensiHvily；102, range；12.5mV, 

injection；130°C, defector； 150°C, column 

temp；60°C, chart speed； 10mm/min

acetylene 의 比率이 클수록 共重合物中의 phenyl acety- 
lene 의 比率이 增加됨을 보여 준다(Ta비e 3). 重合物 

의 分別沈澱實驗에 使用된 沈澱媒로 分別은 不良하나 

더 優秀한 系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共重合物의 

分別沈澱曲線과 混合物의 그것과는 大差없었다. 卽 分 

子量의 大小에 따라 分別되는 傾向이 크며 두 單重合 

物의 溶解度差에 依한 分別은 잘되지 않았다(Fig. 4).
DTA Curve 는 放射線에 依한 共重合物의 경우 示 

差熱로 나타난 吸收 peak 는 그 分別沈澱한 分別部分 

에 無關하게 거의 ~致된 反面, P이y안yrene(ps)/poly- 
phenyl acetylene(pp)=l/0. 76 의 混合比를 가진 두 單 

重合物의 混合物의 最初와 最終의 分別部分 사이의 吸 

收 peak는 매우 廣範圍하게 벌어져서 共重合物과 差 

異를 보여주었다(Fig. 5).
그리하여 비록 分別沈澱曲線에서는 少量을 取扱한 關 

係上 實驗誤差等으로 識別되지 않았으나, 共重合物은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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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atio of Styrene to Phenyl acetylene m

the Copolymers determined by Ga» 

Chromatography

m시ar ratios in 
monomer mixtures 
(phenyl acetylene/ 
styrene)

exposure

(M rad)

molar ratios in
copolymers

(phenyl acetylene/
styrene)

1/1 22.2 0. 05/1

1/1 76.5 0.13/1

1/1 82.0 0.16/1

1/1 120.7 0. 22/1

1/1 76.5 0. 76/1*
2/1 76.5 0. 51/1
4/1 ■ 76.5 0. 54/1
1/2 45.7 0. 04/1

determined by CT4 counting

aE)

*-u
 므
-
d
'c혼
 d °

w
n
o
E

V

別沈澱이 거의 안되는데 反하여 混合物은 어 느 程度 分 

別되었음을 말해줌으로써 確然히 共重合物과 混合物을 

區別해 주고 있다. 이들은 190°C 에서 모두 發熱 과eak 

가 나타났는데 Ziegler 觸媒에 依한 共重合物에 서 는 찾 

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全般的으로 DTA curve 에서 

polystyrene (ps)의 含量이 많아지면 發熱하며 P이yph- 
enyl acetylene (pp)의 含量이 많아지면 吸熱하는 傾向

Precipitated Polymers(%)

Fig. 4. Fractional Precipitation of Polymers

Polymer Solution； ]g of Polymer in 25 ml of 

Benzene, Precipitant；Acefone/Melhanoi = 1 /4 

v/v,

z；Zie이。r Catalyzed, 丁; Gamma Ray Induced, 

Cop； Copolymer, Mix；Homopolymer Mixture

Fig. 5. DTA Curvet of /-Ray Induced Polymers

(I)； Copolyin»r(firit fraction), (II)； Copolymerfmid fraction), (ill)； Copolymer(last fraction),

(f)； Fir»l Fraction of ps/pp=l/0. 76, (H‘)； Lasf Fraction of p$/pp = 1/0.76

Specimen Weight；20mQ+a-Al2O3； 80 mg, Standard； a-Al2O3 100 mg,

Sen巾Mty； 250 microV, Heating R허e； 10°C/min., Chart Speed； 150 mm/hr,

ENDO EXO

이 있다. 나 共重合物과 單重合物올 區別하게 하는 獨特한 모양

Ziegler 觸媒에 依한 重合物도 이와 같은 現象이 있으 을 찾기 어려웠다(Fig. 6). 다만 이때는 190。(： 에서 發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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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 —JT—> EXO

Fig. 6. DTA Curve of Zieger Catalyzed Polym하s

([)：Polypheny lately lene, ( U ) ： Polyttyrene,

(H[) : C이시ymer(m시 fraction), (V) : Copolymer(firsf Fraction)

(V) : Cop시ymer(la$f fraction), (M) : Homopolymer mix(ps/pp = 1/10)

Specimen Weight； 10 mg+a-Al2O3； 90 mg, Standard； a■시Q^OOmg

Sensitivity； 500 microV, 니eating Rate；10°C/min, Chart Sp%d；150 mm/뉴

熱이 없고 그밖에 120°C, 210°C 近方에 서 發熱하는 現 

象은 같다. 그것은 130°C 에서 용융하고 170。(：가 되면 

分解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放射線에 依한 共重合物의 IR spectrum 은 混合物 

(ps/pp=l/0.76)의 그것과 거의 區別되지 않았으나 촉 

매 에 依한 重合物에 서 는 波數 2, 900〜3,100 cm-1 領域에 

서의 =c—H 의 C—H 伸縮振動에 依한 吸收 peak에 

相當한 差異를 보여주어 共重合物과 混合物을 區別할 

수 있었다(Fig. 7). 卽 混合物(ps/pp=l/10)에서는 

2922cmT 의 吸收 peak 가 共重合物에 서 보다 훨씬 크 

고 2960 cm" 의 peak 는 아주 弱한 反面 共重合物에 

서는 이 것이 强하게 나타나서 結果的으로 2,922 cm-】 

및 2,960 cmT 의 peak 들이 混合物과 共重合物에 서 서 

로 反對로 되 어 있으며 또 混合物에서 는 3,020cmT 의 

peak 가 共重合物에서 보다 크며 3, 050 cm-1^ peak 는 

작은 反面 共重合物에서는 이것이 强하게 나타나서 結 

果的으로 3, 020 cm-1 및 3, 050 cm-1 의 peak 가 두 물질 

에서 서로 反對로 되어 있다.

Vinyl 基의 存在로 말미 암아 波數 2, 900 cmT 에 强吸 

收帶,3,010cmT 에 서 中程度의 吸收帶,1,650 cm-】 에 서 

共豌二重結合의 特性吸收帶가 中間程度로 나타난다는 

事實은 旣報된 바 있다. ⑴ 混合物(ps/pp=l/10) 은 共

3. 5
----------------------------------------- 1--------------------------------ilCO

Fig. 7. IR Spectra of Ziegler Catalyzed 

Polymers in the Region of 

Wave Number 2600-3200 cm-1 

(A)； C야시ymw (B); p»/pp=]/]0

靦二重結合을 가진 PP 가 壓倒的으로 많아 上述한 特 

性 吸收帶에 가깝게 나타난 것으로 보며 共重合物에서

Vol. 13, No. 4,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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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은 鎖長當의 二重結合數는 減少되 었을 것이며 그 

로 因한 CH 原子間의 影響으로 3, 0X0 cm-1 에 서 2, 990 
cmT 에서 보다 훨신 强하게 나타나게 되는等 變形되 

었고 또 1,650 cm-1^] 特性 peak 도 거 의 나타나지 않 

게 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再現性있게 나타나 觸 

媒에 依한 共重合物과 混合物을 잘 區別해 주고 있다.

또 한 가지 特記해 야 할 것은 放射線에 依한 重合物의 

色度에 關한 것이다, Polystyrene(ps)은 白色, Polyp- 
henyl acetylene (pp)은 赤褐色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들 混合物은 PP 를 소랑 含有하고 있어도 뚜렷한 色을 

갖게 된 다. 그러 나 Table 3中의 어 느 共重合物도 着 

色이 안되 어 있 다. 이 들 試料의 色度의 差異를 可視 및 

UV 領域의 서 의 Sp心ra 로 觀察해 보면 pp 는 全領域에 

서 가장 큰 吸光度를, 混合物에서는 PP의 比率이 작아 

짐에 따라 낮은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混合比를 

共重合物의 組成比보다 크게한 混合物 (ps/pp=3/l, 
10/1)에서도 共重合物의 吸光度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게 關係하지 않는다고 보면 共重合物의 生成을 더욱 뚜 

렷이 알 수 있다. "血는 Far UV 領域에 있으므로 本 

Spectra 에 는 안나와 있 다.

結 論

放射線G 線에 依해 서 나 Ziegler 觸媒에 依해 서 나 

모두 共重合物이 生成된다.

7線 照射에 依해 서 는 Styrene 의 反應速度가 Phenyl 

acetylene 보다 커 서 이 두 monomer 의 mole 比를 1 : 1 
로 反應시켰을 때의 生成共重合物은 Styrene 이 phenyl 
acetylene 보다 큰 組成값을 가지며, 같은 條件下에서 

phenyl acetylene 의 重合速度가 Styrene 보다 훨씬 큰 

Ziegler 觸媒에 依한 反應時는 위의 組成比의 大小가 반 

대로 된다. 放射線重合의 경우 두 單量體의 mole 比를 

變化시킬 경우 共重合物의 組成比 역시 달라지며 같은 

mole 比에 서 照射量을 變化시 킬 경 우에 는 共重合物中

Fig. 8. UV Spectra of /-Ray Induced Polymers

（I）； Polyphenyl acetyrene,（II）； Polystyrene,

（III）； ps/pp=3/l, （IV）； p$/pp=9/l, （V）； Co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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