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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메 타크릴酸과 diglyc네yl ether 型 低分子量의 에 폭시樹脂로부터 에 폭시 樹脂의 dimetha- 
crylate 를 合成하였으며 이 prepolymer 오卜 단위 체인 스티렌 및 poly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混合物의 電子線硬化에 關하여 檢討하였다. 에스테르化反應은 메 타크릴酸에 對하여 約 25()2300ppnr 
以上의 hydroquinone 1 % (wt) 以下의 triethanolamine 의 添加로서 거 의 定量的으로 進行되 었다.

空氣中에서 행한 硬化에 있어서는 단위체 濃度 10〜30% 에서 最高의 겔分率을 나타내었으며 겔化. 

速度는 prepolymei•의 未反應 에폭시基와 酸의 存在에 의하여 減少되었고 polyethyleneglycol dime- 
thacrylate 內의 polyethyleneglycol 의 重合度가 增加함에 따라 增加하였다.

窒素中과 空氣中에서 겔化速度는 별다른 差異가 없었으나 生成物 性質의 差異로 보아 硬化時의 酸 

素의 影響은 상당히 컸으며 polyethyleneglycol dimethacylate 類를 단위 체로 使用時는 더욱 그러하 

였다.

ABSTRACT. Epoxy-methacrylate prepolymer was synthesized from methacrylic acid and a 
diglycidyl ether type low molecular weight epoxy resin, and the electron beam curing of the 
prepolymer was studied using styrene and polyethylene흥lycol dimethacrylates as comonomers.

The esterification was carried out quantitatively without any side reaction adding more than 250* 
〜300ppm hydroquinone and less than 1 % (wt) triethanolamine by wt. of methacrylate acid, 
respectively.

In the radiation curing under air atmosphere, the maximum gel fraction was observed at 10〜 
30% monomer contents. The rate of gel formation was decreased by the presence of unreacted 
epoxy group and acid in the prepolymer and increased with increasing degree of polymerization 
of polyethyleneglycol block in the dimethacrylates.

Considerable oxygen effect in the curing, particularly when poly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was used as a comonomer, was recognized through the differences of the product properties, though 
no remarkabl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rate of gel formation in air and nitroge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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緒 論

電子加速器에 의한 塗裝方法은 從來의 ■加熱硬 

化法에 비하여 常溫에서 塗膜을 迅速硬化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其他 操作上 여러가지 利點을 

가지고 있어 最近에 많은 關心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여기에 使用되는 塗料 卽 放射線硬化性 

인 塗料에 關한 硏究도 相當히 進展되었다.

지금까지 보고된 바를 綜合하여 보면 대체적 

으로 이들 塗料는 母體가 되는 不飽和基를 가진 

:prepolymer와 여기에 適當한 점성도를 付與할 

뿐 아니라 放射線 被暴時에 母體와 혼성중합을 

일으켜 架橋構造로 되는 役割을 하는 비닐系 단 

•위체로 構成되어 있다.

母體인 prepolymer 로서는 가장 많이 硏究된 

不飽和폴리 에 스테 르A，系를 비 롯하여 不飽和基 

를 가진 아크릴樹脂系% 실리콘樹脂系% 폴리아 

「미드樹脂系7, 폴리우레탄樹脂8에 이르기까지 여 

뤼 종류가 檢討되었 다.

그 중 에폭시樹脂 末端에 아크릴酸을 反應시 

킨 epoxy-acrylate 를 母體로 한 塗料에 關하여 

.는 이미 Chadeyron9, Labana10 等의 報告가 있 

으며 最近에는 GotodaiiT4 等에 의하여 상세히 

研究되었을 뿐만아니라 相當히 좋은 結果를 얻 

고 있으나 에폭시樹脂에 메타크릴酸을 反應시킨 

■epoxy-methacrylate 에 關한 상세한 硏究는 발표 

된바 없다. 따라서 本硏究에서는 이것의 合成과 

，이 를 母體로 한 塗料의 檢討를 試圖하되 스티 렌 

및 polyethyleneglycol 를 단위 체 로 使用하였다.

實驗方法

試 藥.. 에 폭시 樹脂 : 國內 國都化學工業株式 

-會社에서 市販中인 Epo-tohoto YD-011 로서 

•diglycidyl ether 型이 며 分子量 約 900, 에 폭시 

當量. 430(著者 測定) 정 도의 것을 그대 로 사용하 

였다.

. 메 타크릴酸 (MA) ： 和光純藥工業社製 試藥用을 

使用하였다.

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PEGMA 1G), 
tetra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PEGMA 4 
G), tetradeca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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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MA 14G) 는 Shin-Nakamura 化學工業社 

製品을 그대로 使用하였으며' 重合禁止劑로 

PEGMA 1G 는 hydroquinone tHQ), PEGMA 
4 G 및 14 G 는 hydroquinone monomethylether 
(MEHQ) 이 각각 100 ppm 含有되어 있다.

Triethanolamine (TEA) 및 pyridinium chlo
ride : Merck 및 和光純藥工業社製 試藥用을 使 

用하였다.

Epoxy-Methacrylate 樹脂의 合成. 溫度計. 

攪拌裝置, 냉각기가 부착된 pyrex 製 樹脂合成 

用 反應器를 使用하여 에폭시樹脂를 넣고 가열 

용융한 다음 MA, TEA 를 加하고 125°C 空氣 

分圍氣中에서 反應을 진행시켰다.

단 HQ 添加時는 미리 MA 에 添加하되 常溫에 

서 .MA 에 不容性이므로 加熱하여 溶解시켰으며 

에 폭시 含量 및 酸度는 pyridinium chloride—in 
pyridine^ 法으로 測定하였다.

放射線硬化 및 照射試料의 調製. 電子線에 의 

한 硬化時는 ICT 型 加速器 (300KeV, 25mA) 를 

使用하여 線量率 3Mrad/sec 下에서 conveyer 조 

절로서 所要線量까지 反復照射하였다. Conveyer 
속도조절은 1回 通過時 0.9Mrad 의 照射量이 

되 도록 하였 다. 低線量率 照射時의 60Co r 線源은 

10,000Ci 를 使用하였으며 線量率은 0.6Mrad 
/hr 로 하였다.

試料調製는 미 리 秤量한 50 X 50 X 0.2 mm 크 

기의 알루미늄板上에 樹脂液을 부어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덮은 다음 두께 약 0.15mm로하였다. 

常溫에서 加工性이 나쁜 것은 加熱하면서 調製 

하였고 照射時에는 窒素雰圍氣 등 特別히 指摘 

하지 않는 한 폴리에틸렌필름을 떼어내고 空氣 

雰圍氣中에서 照射하였다. 질소분위기 조사시 

에는 두께 0.15mm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容器를 

만들어 試料를 넣고 질소로 數回 치환시켜 밀봉 

한후 즉시 조사하였다.

겔百分率의 測定. 照射試料를 알루미늄板과 

함께 그대로 200 mesh stainless gauze 에 싸서 過 

量의 아세톤으로 48時間 끓어서 졸分을 抽出한 

후 減壓下(約 2 mmHg), 50°C 에서 16 時間 加 

熱하여 아세톤을 完全 除去한 후 殘量을 겔分으 

로 보고 試料에 대한 百分率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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硬化塗膜의 試驗. 照射線量 lOMrad로 電子 

線硬化시킨 알루미늄板 上에서의 硬化塗膜의 性 

質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하였다.

密着性13은 塗膜을 예리 한 칼로 素地에 達하 

는 1mm 의 눈금 100개 (10X10) 을 만들어 세로 

테이프를 붙이고 즉시 테이프를 떼어 殘存하는 

눈금의 數로 정하였다. 屈曲性은 直徑을 달리하 

는 棒를 軸으로 하여 굽으렸을 때 龜裂이 생기 

는 棒의 直徑으로 나타내었다. 表面硬度新는 各 

種硬度의 연필을 사용하여 촉을 갈지 않은 상태 

에서 연필과 塗膜面을 45° 角度로 하여 힘주어 

긋고 그어 지 지 않을 때 그연필의• 硬度記號로 표 

시 하였다.

實驗結果 및 考察

Epoxy-Methacrylate Prepolymer 의 合成. 

에 스테 르化 反應의 促進劑 TEA 와 重合禁止劑인 

HQ를 각각 MA에 대해서 1 % (wt) 및 300ppm 
添加한 條件下에서 MA 와 에폭시樹脂의 에스테 

르化 反應에 있어서의 에폭시含量 및 酸度의 反 

應時間에 따르는 變化를 보면 Fig. 1~3과 같 

다.

同當量의 에폭시樹脂와 酸을 取하여 反應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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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action of epoxy resin and MA in equi

valent quantites. Temp.: 125°C, TEA 1 wt% to MA, 

inhibitor (HQ) : 300 ppm to the weight of MA.

을 때 (Ffg.l) 에 폭시 含量 및 酸度의 減少率은 

全反應을 通하여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 

나 에폭시含量은 酸度에 비해 항상 낮은 것으로 

보아 우선 epoxy 樹脂는 MA 와의 에 스테 르化 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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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action of epoxy resin and* MA under 

excess MA. Temp.: 125°C, TEA: 1 wt% to MA, 

inhibitor (HQ): 300ppm to the weight oF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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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action of epoxy resin and MA under 

excess epoxy resin. Temp.: 125°C, TEA: 1 wt% to 

MA, inhibitor (HQ): 300ppm to the weight of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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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 이외에 약간의 다른 副反應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쪽 成分을 過量으로 取하였을 때 (Figs. 2, 
3)는 少量을 取한 成分이 먼저 消費되고 그 후 

다른편 反應基의 殘存量에는 그 以上의 變化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條件下에서는 에폭시 

樹脂와는 當量比에 가깝게 에스테르化 反應이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重合禁止劑인 HQ의 影響을 檢討하기 위하여 

前記한바 同當量의 에폭시樹脂와 酸을 取하였을 

때와 같은 條件下에서 HQ 의 添加量만을 MA에 

대해서 變化시켜 본 결과 反應期間中 에폭시基 

및 酸의 減少速度에는 별다른 差異가 없었으나 

200ppm 添加時에는 약 2시간 40분, ]00ppm 
添加時에는 약 1•시간 45분에서 pre-gelatio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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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TEA concentration on the reaction 

of epoxy resin and MA. Temp.: 125°C, inhibitor 

(HQ): 300ppm to the weight of MA, O : lwt% 

to MA, • : 2wt% to MA, • : 6wt% to MA.

일어나므로 反應을 더이상 진행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이 條件下에서 90% 이상의 에스테르化 

反應收得率을 얻기 위해서 必要로 하는 最少限 

의 HQ 의 添加量은 250〜300 ppm 정 도라 생 각된 

다. 이 pre-gelaton 現象은 HQ 의 量이 증가할 

수록 일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주로 라디칼 

重合反應에 의한 것으로 推定되며 固化物의 일 

부는 아세톤 둥 有機容劑에 溶解되지 않음을 보 

아 이 미 生成된 epoxy-methacylate prepolymer 
間에 또는 prepolymer 와 未反應 MA 와 重合 

反應이 進行되어 綱狀高分子를 形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同當量의 에폭시 樹脂와 酸 및 300ppm 의 HQ 
를 取한 前記한 反應에 서 TEA 의 添加量만을 變 

化시켜 본 결과는 F，g.4 와 같다.

添加量만을 增加시 키 면 反應速度는 빨라지 나 

過量 添加時(6 % (wt))에 는 심 한 發熱反應과 함 

께 pre-gelation 을 일으키므로 오히려 反應調節: 

이 困難하였다. 역시 生成物은 아세톤둥 溶劑에 

不溶性인 것으로 보아 綱狀高分子를 形成한 것 

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에 폭시 樹脂의 에 폭시 基와• 

活性水素를 가진 MAM] 酸基 및 TEA 의 水酸 

基와의 에스테르 및 에테르化 反應에 因한 것으 

로 推測된다.

그러나 본 合成은 電子線硬化用 prepolymer를• 

준비하는데 그 目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 

세한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

Prepolymer 의 電子線硬化. 放射線硬化性 塗 

料는 一般的으로 prepolymer 와 단위체의 混合 

物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 使用된 prepolymer 卽: 

合成 epoxy-methacrylate prepolymer의 에 폭시 

含量 및 酸度둥은 Table 1에 표시된 바와 같다, 

우선 各 prepolyme〕만의 照射線量에 따르는 겔

Table 1. The properties of epoxy-methacrylate prepolymers.

Prepolymer No. EM-1 EM-2 EM-3
1 EM-4

Epoxy content (eq/lOOg) 0.12 0. 064 0 o

Acidity (eq/lOOg) 0 0 0.05 0.017

HQ content to MA (ppm) 300 300 300 1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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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 Mrad)

Fig. 5. Electron beam curing of epoxymethacrylate 

-prepolymers containning unreacted epoxy group or 

.acid. Dose rate： 3 Mrad/sec.

: EM-1, • : EM-2, O : EM-3, △ : E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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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dose on electron beam curing of

mixtures. Dose rate: 3 Mrad/sec.

• 化率 (F/g. 5) 을 보면 prepolmer 중에 殘存하는 

未反應酸은 電子線硬化時 겔化率에 별다른 影響 

을 주지 않으며 未反應酸 및 에폭시基가 거의 

:殘存하지 않는 prepolymer (EM-4) 와 같이 5 
"Mrad 의 照射線量으로 약 80%의 gel content 
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未反應 에폭시基의 

存在는 그 殘存量이 크면 클 수록 겔化率은 현저 

히 減少되었다.

이 는 prepolymer 에 殘存하는 MA 는 放射線에 

-의한 重合反應性이 커서 prepolymer 의 架橋反 

應에 쉽게 참여하나 에폭시基의 경우 電子線에 

.의 해 고리 열 림 重合17은 가능하나 MA 등의 不飽 

布基보다는 電子線感受性이 적은데 기인되는 것 

.으로 본다.

Prepolymer 와 단위체混合物의 電子線硬化 合 

.成된 prepolymer 중에서 電子線에 의한 겔化率 

로 보아 가장 理想的이 라 생각되 는 (EM-4)를 擇 

하여 EM-4/단위 체 의 중량비 가 7/3 이 混合物을 

電子線硬化 시켰을 때의 結果는F，g.6와 같다.

Gotoda12 等의 epoxy-acrylate 의 경우와는 달 

리 硬化速度는 prepolymer 單獨照射 경우보다 

向上되었으며 一般的으로 단위체類 添加에 의한 

겔 化率의 促進은 低線量에 서 특히 効果的이었다. 

단위체 別로는 스티렌보다 PEGMA 類가 더욱

50

Fig. 7. Electron beam curing of epoxy-methacrylate 

prepolymer/styrene (7/3) mixtures. Dose rate： 3 Mra- 

d/sec. ▲ : EM-1, • : EM-2, O - EM-3, △ : EM-4.

Dose (Mrod )

0

効果的이었으며 PEGMA 類 중에서는 分子內에 

polVethyleneglycal 의 重合度가 增加할 수록 增加 

하는 傾向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단위체 添加 

에 따른 겔化速度의 增加率은 Okada】8 等이 究 

明한 이들 各 단위체의 電子線에 의한 2重結合 

消失速度에 대체적으로 .比例하여 커짐을 알 수 

있다.

性質이 각각 다른 prepolymer 에 단위체 添加 

에 의한 겔化 促進効果를 檢討하기 위하여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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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 스티 렌을 중량비 7 : 3로 混合物을 電 

子線硬化시켰을 때의 결과는 F，g.7 과 같다.

Prepolymer 에 未反應酸이 存在하지 않는 限 

•混合物은 prepolymer 單獨照射 경우에 비하여 

一般的으로 겔分率은 上昇되며 특히 相當量의 

，殘存 에폭시基를 가진 prepolymer에 대한 겔化 

促進効果는 크다. 殘存의 MA 量이 비 교적 많은 

prepolymer의 겔分率의 低下는 MA 自體도 역시 

단위체이므로 一般的으로 나타나는 prepolymer 
에 대해 단위체 過量에 의한 겔分率의 低下現象 

이며 多量의 에폭시基 含有時 현저 한 겔分率의 

促進効果는 電子線에 의 한 에 폭시基와 스티 렌 間 

에 反應한 結果인 것 으로도 推定되나 詳細한 原 

因은 檢討하지 못하였다.

Prepolymer 와 단위 체 混合物의 電子線硬化時 

「最適濃度를 決定할 目的으로 그들의 量을 달리 

하는 混合物을 각각 1- 8, 3. 6, 5.4 Mrad 照射하 

여 본 結果는 Figs. 8, 9, 10 과 같다.

대체적으로 10〜30%에서 最高의 겔分率을 나 

타내고 30% 이상의 高濃度範圍에서는 스티렌混 

合物을 제외하고는 겔分率의 급격한 減少를 나 

타내고 있다.

Gotoda12 等에 의 하면 epoxy-acrylate 는 단위 

체 含量이 10%까지는 未添加時와 다름없이 最 

高의 겔分率을 나타내고 있으나 단위체의 含量 

이 增加함에 따라 그• 率이 低下됨 은 prepolymer 
間의 反應이 prepolymer 와 단위체 間의 反應보다 

비교적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이 경 우에 는 prepolymer 와 단위 체 間에 혼성 중합 

反應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poxy-acrylate 를 prepolymer S. 使用한 結果

Fig. 9. Effect of PEGMA 1G concentration on the 

electron beam curing of EM-4/PEGMA 1G mixtures. 

Dose rate: 3 Mrad/sec.

6仆

I.QMrad,

ICO

5.4 M rad

O _________ ]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L_

10/0 9/1 7/3 5/5
Wt. ratio EM-4/ styrene

Fig. 8. Effect of styrene concentration on the electron 

Ibeam curing of EM-4/styrene mixtures. Dose rate： 

3 Mrad/sec.

IOO

0
10/0 9/1 7/3 5/5

Wt. ratio EM-4/PEG 어 A 삭 G
Fig. 10. Effect of PEGMA 4G concentration on the 

electron beam curing of EM-4/PEGMA 4 G mixtures. 

Dose rate： 3 Mrad/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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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달리 단위체 添加時 겔化速度가 增加됨은 

이 實驗뿐만 아니라 不飽和 폴리에스테르를 

prepolymer 로 사용할 경우 등흔히 나타나는 

現象으로서 오히 려 epoxy-acryate prepolymer 時 

의 이러한 現象이 特異한 例라고 볼 수 있다.

一般的으르 단위체의 高濃度範圍(이 경우 30% 
이상에서의 混合物의 겔分率의 減少는 단위체 增 

加에 따른 混合物의 점 성 도減少에 의 한 겔効果에 

도 관계 된다고 보고되 어 있 다. 그러 나 본 實驗結 

果에 있어서는 同一線量에서의 겔分率은 점성도 

가 낮은 단위체인 스티 렌 쪽이 PEGMA 系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위에서 말한 理論과는 相 

反되는 結果로 나타났다.

以上은 空氣中 照射時에 얻은 結果이나 常溫 

예서의 放射線重合 또는 硬化反應은 一般的으로 

자유라디 칼 반응으로서 자유라디 칼 스캐빈져인 

酸素의 影響을 상당히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 나 한편 鈴木氏等'9은 epoxy-methacrylate- 
系를 prepolymer 로 사용한 塗料의 高線量率 (1.5 
Mrad/sec) 에서 硬化時는 酸素의 影響이 없음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著者들은 合成한 pre
polymer 및 그의 混合物 硬化時의 酸素의 影響 

을 確認할 필요를 느껴 窒素雰圍氣 속에서 같은 

實驗을 행하여 空氣雰圍氣에서 행한 것과 비교

100

0

Dose (Mrad )

0

Fig. n. Effect of atmosphere on the electron becm 

curing of EM-4 and EM-4/styrene (7/3) mitures. 

• : EM-4 cured in air, O : EM-4 cured in N2, 

■ : EM-4/styrene (7/3) mixtures cured in air, □ : EM- 

4/styrene(7/3) mixtures cured in N2.

하여 보았다 (Figs. U, 12).
卽 겔化速度에 대한 照射時의 雰圍氣의 影響 

을 보면 加速電子에 의한 比較的 高線量率 照射 

에 있어서는 prepolymer 만의 경 우 또는 pre- 
polymer 와 스티 렌 混合物의 경 우를 막론하고 雰 

圍氣에 따른 겔化率의 差異를 찾아 볼 수가 없으 

므로 일단 酸素의 影響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厂 

線에 의 한 比較的 低線量率 照射時는 prepolymer 
만의 경우는 差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混合 

物의 경우는 雰圍、氣에 따라 겔化率에 큰 差異를 

나타냄으로써 이 경우는 단위체의 '種類 및 量에 

따라 影響을 받음을 推測할 수 있었다.

硬化塗膜의 性質 대 략적 인 epoxy-methacrylate 
의 단위체混合物의 硬化塗膜의 性質을 시험해 

본 結果(Ta况e 2)는 참고로 舍成하여 硬化시 킨 

epoxy-acrylate와 대체적으로 비슷하였다. 즉 

스티 렌을 단위체로 사용했을 경우는 窒素下에서 

나 空氣中에서 照射한 것이나 모두 表面硬化가- 

되 었으나 PEGMA 系를 사용하였을 경 우 空氣中 

硬化한 것은 이 照射線量에서도 表面이 不完全 

硬化의 傾向이 뚜렷하여 그 硬化膜의 性質을 測 

定할 수 없었다.

EM-4 and EM-4/styrene (7/3) mixtures. • : EM-4 

cured cured in air, O : EM-4 cured in N2, ■ : EM-4 

/styrene cured in air, □ : EM-4/styrene (7/3) mixtu. 

res cured i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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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erties of beam cured coatings on aluminum plate. Coating thickness： 0.15mm,

total dose: 10 Mrad, dose rate: 3 Mrad/sec.

Specimen Pencil hardness
Cross cut adhesion 

test (X/100)
Bending test 
(Diameter in cm)

Prepolymer Monomer (%) Cured in N2 Cured in air Cured in N2 Cured in air Cured in N2 Cured in air

Styrene 30 5H< 3H 94 98 4.5 2.5

Styrene 50 3H-5H 2-3H 46 39 2 1

Epoxy-metha-
PEGMA 1G 30 5H HB 0 10 0. 5> 0. 5>

PEGMA 1G 50 3-5H — 20 — 0. 5> 一

crylate (EM-4) PEGMA 4G 30 2H-3H — 27 — 1

PEGMA 4G 50 2H — 75 — 0.5> —

PEGMA14G 30 hb-h 一 0 — 0. 5> —

Styrene 30 3H 3H 94 78 2.5 2

Epoxy- Styrene 50 H H 78 38 1.5 1

acrylate PEGMA 1G 30 3H HB 59 85 1.5 1

PEGMA 1G 50 HB — 94 — 0. 5> —

따라서 前記한 겔化率 測定만에 의한 檢討에 

서 高線量率 照射時에는 酸素의 影響이 없는 것 

으로 생각되었었으나 이 點으로 보아 高線量率 

照射時에 있어서도 相當한 酸素가 硬化反應에 

關與할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空氣中 高線量率 

照射에서 PEGMA 混合物의 겔化速度가 스티 렌 

混合物의 그것에 비하여 컸음에도 불구하고 酸 

素의 影響은 스티 렌 混合物보다 훨씬 크게 받음 

을 알 수 있다.

窒素下에서 硬化된 塗膜로 主로하여 添加되는 

단위체의 種類와 그 混合物이 硬化塗膜性質에 주 

는 影響을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硬度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스티렌混合物이 

PEGMA系 混合物보다 높았으며 PEGMA系에서 

는 그 分子가 含有하고 있는 polyethyleneglycol 
의 길이 가 짧을 수록 높았으나 柔軟性은 그와 반. i 
대의 傾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接着性에 있어 

서는 스티렌混合物이 PEGMA系混合物에 비하여 

약간 우수하나 스티 렌混合物에 있어서는 그 混合 

量이 많을 수록PEGMA系 混合物에 있어서는 그 

混合物이 적을 수로 低下되는 傾向을 보였다.

結 論

Epoxy-methacrylate 樹脂를 合成하여 電子線 

硬化時에 일어나는 基礎的인 문제를 檢討하였고 

Vol. 21, No. 4, 1977 

아울러 塗膜의 性質을 試驗하였다.

1. 同當量의 에 폭시樹脂와 酸의 에 스테 르化 反 

應은 反應溫度 125°C, TEA 를 MA 에 대해서 

Iwt%를 加할때 反應終了時까지 pre-gelation을 

防止하기 위 한 最小限의 重合禁止劑의 量은 MA 
에 대해 250~300ppm 이다.

2. 電子線硬化時 未反應 에폭시基 및 酸은 겔 

化速度를 減少시키며 단위체의 濃度 10〜30%에 

서 最高의 겔分率을 나타내었다.

3. 단위체 添加에 의한 겔分率의 促進効果는

PEGMA 14G>PEGMA 4G〉PEGMA 1G> 
스티렌 順으로 減少하며 分子內의 polyethylene 
glycol의 重合度가 增加할수록 增加하였다.

4. PEGMA系 단위체에서는 分子內에 poly
ethylene glyc이의 重合度를 調節하므로서 塗膜 

의 性質을 임의로 調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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