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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ur different vinyl monomers in the reaction of isocyanate-terminated polyurethane prepolymer were used

for the preparation of macromonomers and successfully employed in the dispersion polymerization of styrene. The chemical

structures of vinyl monomer in macromonomers influenced on the polystyrene particl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con-

version,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s (Mw), polydispersity index (PDI), weight average diameter (Dw), and uniformity.

The conversion of polystyrene increased with amounts of methyl group in vinyl monomer. Also the uniformity of poly-

styrene particles increased with amounts of methyl group in vinyl mon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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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에멀젼 중합, 현탁 중합 및 분산 중합 등과 같은 고분자 콜

로이드의 합성에서 계면 활성제, 분산제 및 입체 안정제와 같

은 다양한 안정제는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안정제는

콜로이드 분산액의 제조 및 용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만, 또한 거품 발생, 페인트 또는 필름으로의 이동에 따른 고

분자 입자의 불안정화1,2 그리고 제품의 경도의 변화를 포함

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1970년대 중반에 ICI (Imperial

Chemical Industries)에서는 거대 분자(또는 고분자) 단량체라

는 의미로 거대 단량체 또는 매크로머라는 이름으로 반응성

안정제에 대한 연구가 상세하게 진행되었다.3 거대 단량체는

1종 이상의 반응성 말단기를 갖는 기능성 고분자 재료의 비

교적 새로운 범주에 속한다. 거대 단량체의 사용은 에멀젼 또

는 분산 중합에서 계면 활성제 또는 입체 안정제 대신 고분

자 콜로이드를 안정화하기 위해 대체 물질로 사용된다. 거대

단량체의 활용은 고분자 콜로이드와 거대 단량체의 반응성 말

단기가 화학적인 결합을 통하여 고분자 콜로이드에서 거대 단

량체의 흡착이 최소화하므로 기존의 계면 활성제 또는 안정

제와 비교하여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고분자 콜로이드의 특

성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거나 또는 장기간의 저장이 필요

한 경우에 거대 단량체를 사용할 수 있다.

반응성 중합체의 합성은 다양한 기능성 재료의 설계를 위

해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응성 중합체의 중요한 용

도 중 하나는 다양한 블록과 여러 다른 종류의 공중합체의 제

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응성 중합체는 텔레킬릭

(telechelic)4,5 및 거대 단량체(macromonomer)를 예로 들 수 있

다.6-9 텔레킬릭 중합체는 양 말단에 반응성 관능기를 갖는 선

형 고분자로 정의되며, 이들은 선형 블록 공중합체 또는 망상

구조에 연결되어 사슬 연장 반응에 관여한다. 거대 단량체란

중합할 수 있는 말단기를 갖는 올리고머에 사용되는 용어이

며, 이들은 라디칼 또는 이온 중합에 참여할 수 있고, 개환 중

합에서의 활성 헤테로 고리 또는 중축합 반응에 관여할 수 있

는 말단의 불포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말단기는 아크릴, 비

닐, 알릴 등의 기능성을 구축할 수 있다.10,11 말단 기능성의 종

류에 따라 거대 단량체의 중합은 일반적으로 그라프트 공중

합체 또는 망상구조를 제공한다.

자유 라디칼 불균일계 중합에서 거대 단량체의 사용은 고

분자 콜로이드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입체 안정제를 대신하

여 사용되고, 빗, 별, 브러쉬 및 그라프트 형태를 포함한 가지

형과 가교 공중합체의 합성에 사용할 수 있다.12-15 이러한 중

합에서의 효율적인 거대 단량체는 수성 또는 유성 용매에서

마이셀을 형성할 수 있는 입체 안정제로 작용하는 소수성 및

친수성의 두 부분이 있어야 한다. 소수성 부분은 입자의 표면

에 안정제의 흡착을 촉진하며, 입자의 표면에 거대 단량체에

속해있는 거대한 체인의 존재는 입체 안정화하여 고분자 입

자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거대 단량체의 친수성 부분은 응

고에 대한 입체 안정제 역할을 하며, 거대 단량체의 소수성 부

분은 소수성 단량체에 반응한다.16,17

가교 공중합체 입자는 여러 단량체 단위를 반응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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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교 공중합체는 양호한

기계적 특성을 보여 좋은 내화학성을 제공한다. 공중합체는

단계 축합반응 또는 자유 라디칼 중합에 의해 합성할 수 있

는데, 자유 라디칼 공중합에 의한 공중합체의 제조는 벌크

또는 용액 공중합 반응과 같은 균일 중합 또는 유화, 분산 또

는 현탁 공중합과 같은 불균일 공중합 반응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18,19

반응성 안정제20와 같은 거대 단량체의 사용은 가교 고분자

와 가지 고분자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 고분자의 분자 구

조를 조절하는 쉬운 수단으로 제공된다.21 대부분 폴리에틸렌

옥사이드(PEO)와 스티릴(styryl), 메타크릴로일(methacryloyl),

티올(thiol), 말레이트(maleate), 비닐(vinyl), 파라-비닐페닐알

킬(p-vinylphenylalkyl) 등의 반응성 말단그룹과 블록화로 구

성된 거대 단량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22-25 폴리

에틸렌옥사이드로부터 파생된 단일 작용기를 가지는 거대 단

량체의 장점 중의 하나는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코올 류

의 용제에 잘 용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분자 중합에서

의 양쪽 작용기를 가지는 거대 단량체의 합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26 메타아크릴옥시프로필27

과 말단에 비닐기가 존재하는 폴리실록산28은 비극성 용매 하

에서의 메틸메타이크릴레이트(MMA)의 분산중합에 사용된

예이다. 폴리에틸렌옥사이드 거대 단량체는 스티렌의 수성 에

멀젼 또는 반응성 입체 안정제로서의 비수성 분산중합에 사

용하였다. 약하게 가교된 고분자 구형 입자는 분산 중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정제의 존재 하에 가교제로서 양쪽에

작용기가 있는 우레탄 아크릴 레이트를 이용하여 제조되었

다. 에틸렌 부틸 지방족 소수성 사슬과 양 말단에 아크릴 그

룹의 작용기로 구성된 가교결합이 가능한 거대 단량체는 부

틸 메타아크릴레이트의 미니 에멀젼 중합에서 가교제와 보조

안정제의 역할로 사용하였다. 

말단에 비닐기가 존재하고 주쇄가 폴리에틸렌옥사이드와

우레탄 그룹으로 구성된 새로운 양쪽 작용기를 가지는 거대

단량체29,30는 스티렌과 메틸메타이크릴레이트의 분산중합에

적용하여 폴리스티렌과 폴리메틸메타이크릴레이트 구형의

입자를 합성하였다. 가교결합이 가능한 거대 단량체 안정제

는 합성되었으며, 또한 유기용제에서의 용해도와 열적 성능

을 관찰함으로서 가교 결합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31

또한 다른 분자량의 폴리에틸렌옥사이드로 구성된 여러 거대

단량체는 합성되었으며, 분산중합에 의하여 합성된 폴리스티

렌에 대한 거대 단량체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되었다.32

본 연구는 비닐 단량체가 고분자 입자의 특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집중하였으며, 각기 다른 비닐 모노머로 구성된

말단에 비닐기가 존재하는 폴리우레탄 거대 단량체를 합성하

였다. 합성된 거대 단량체를 이용하여 스티렌을 분산중합하

였으며, 비닐 단량체가 합성된 폴리스티렌의 수율, 질량평균

분자량, 고분자 입자의 크기, 고분자 입자의 균일성, 그리고 고

분자 입자의 유리전이온도와 거대 단량체의 특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perimental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는 수산기가 존재하는 단량체를 말

단에 이소시아네이트로 종결되게 미리 합성된 폴리우레탄과

반응하여 합성하였다.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의 자세한 합

성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양쪽 말단에 수산기가 존재하는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은

수평균 분자량이 4000 g/mol인 PEG4000 (Aldrich Co., USA)

을 사용하였으며, 반응 전에 감압(1~2 mmHg)하 85 oC에서 2

시간 동안 건조 및 탈포한 후, 진공 오븐에 보관하여 사용하

였다. 폴리우레탄 반응을 위한 디이소시아네이트는 시그마 알

트리치사(USA)의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DI)를 순

도 95%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 말단에 이소시아네이트로 종

결된 폴리우레탄을 합성하였다. 그리고 말단에 이소시아네이

트로 종결되게 미리 합성된 폴리우레탄과 반응하기 위한 비

닐 단량체는 5-헥센-1-올 (5H1O; Aldrich Co., USA), 4-펜텐

-1-올 (4P1O; Aldrich Co., USA), 3-부텐-1-올 (3B1O; Aldrich

Co., USA), 그리고 아릴알코올 (A-OH; Aldrich Co., USA)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단량체는 단량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중

합 방지제를 제거하였으며, 정제된 단량체들은 라디칼 반응

에 영향을 미치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감압 후 18 oC하에

서 보관 후 사용하였다. 사용된 비닐 단량체의 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또한 용매로써 사용한 에틸아세테이트(EA)

와 아세톤은 무수물의 상태로 사용하였으며, 가스는 초순도

의 질소 가스를 사용하였다.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의 합성은 냉각기, 교반기, 및 초

순도 N2 가스 주입 시스템을 갖춘 500 ml의 4구 반응기를

Table 1. Abbreviation of the Samples and the Chemical Constituents of Vinyl Urethane Macromonomer

Macromonomer Isocyanate-terminated pre-polyurethane Vinyl monomer

(g)Abbreviation Polyol Isocyanate Solvent

H-51

PEG-4000 40 g HDI 3.36 g EA 200 g

5H1O 2.00

H-41 4P1O 1.72

H-31 3B1O 1.44

H-AOH AOH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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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oC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폴리올 내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

해 85 oC의 진공 오븐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한 PEG4000을 잘

건조된 깔때기를 이용하여 반응기 안에 용매 에틸아세테이트

와 함께 넣고 충분히 혼합한다. 그리고 HDI를 가하여 8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한다. PEG4000 양쪽 말단기의 수산기는 모

두 HDI의 이소시아네이트 그룹과 반응함으로써 우레탄을 형

성하여 선형 고분자를 합성하게 된다. 이렇게 합성된 말단에

이소시아네이트로 종결된 폴리우레탄은 25 oC에서 각각 준비

된 비닐 단량체와 24시간 반응을 한다. 비닐 우레탄 거대 단

량체의 합성 공정도는 Scheme 1에 나타내었다.

스티렌 분산중합에 사용된 스티렌 단량체는 단량체 내에 포

함되어있는 중합 방지제를 제거하였으며, 정제된 단량체는 라

디칼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감압 후

18 oC하에서 보관 후 사용하였다. 분산중합의 개시제로는

2,2-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AIBN)을 사용하였으며, 용매

로는 에틸알코올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반응성 입체 안정제

로 각각의 비닐 단량체를 사용하여 합성된 거대 단량체를 사

용하였으며, 중합 온도는 60 oC에서 24시간 반응하였다. 스

티렌 분산중합에 대한 자세한 합성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

었다.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 합성의 확인은 400 MHz의 주파

수를 가진 Varian사 1H-NMR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이때 CDCl3 용매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비닐 단량체가 말

단에 치환된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의 합성을 확인하고,

Perkin-Elmer DSC-7을 이용하여 이들의 열적 거동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각각의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를 이용하여 합성된 폴리

스티렌 입자의 형태는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Hitachi S-4300)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분자량과 다분산 지수(PDI)는 Waters사의 겔 투과 크로마토

그래피(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냈다. 그리고 유리 전

이 온도(Tg) 및 용융 온도(Tm)를 측정을 위하여 시차주사 열

량 측정(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은 Perkin-

Elmer 7 Series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데이터 처리 DSC 소프

트웨어 버전을 사용하였다. 질소를 이용한 정화속도는 34 ml/

min으로 조정하고, 온도 증가속도는 10 oC/min으로 하여

20~100 oC 범위 내에서 폴리스티렌 입자의 유리 전이 온도

(Tg) 및 결정 용융 온도(Tm)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Vinyl Monomers Used in This Study

Vinyl 

monomer 

name

Chemical structure
Formula 

weight

Flash Point

(Closed Cup; 

oC)

5-Hexen-1-ol

(5H1O)
100.16 61

4-Penten-1-ol

(4P1O)
86.13 48

3-Buten-1-ol

(3B1O)
72.11 33

Allyl alcohol

(AOH)
86.13 22

H2C C

H

CH2CH2CH2CH2OH

H2C C

H

CH2CH2CH2OH

H2C C

H

CH2CH2OH

H2C C

CH2OH

H

Scheme 1. Synthetic routes to prepare vinyl urethane macro-

monomer.

Table 3. Experimental Recipe for Synthesis of the PS Micro-

spheres with Various Vinyl Urethane Macromonomers

Name of PS 

microspheres

Monomer

(styrene)
Stabilizer

Initiator

(AIBN)

Solvent

(Ethanol)

PS-5H1O 2.0 g H-51 0.2 g 0.02 g 20 g

PS-4P1O 2.0 g H-41 0.2 g 0.02 g 20 g

PS-3B1O 2.0 g H-31 0.2 g 0.02 g 20 g

PS-AOH 2.0 g H-AOH 0.2 g 0.02 g 20 g

Table 4. The Effect of Vinyl Monomer in Macromonomer on Con-

version (%), Dw, Dn, Uniformity (Dw/Dn), Mw, and Polydispersity Index

(PDI=Mw/Mn) of the Synthesized PS Particles

Abbreviation

of PS 

particles

Conversion

(%)

Mw

(g/mol)
PDI

Dw

(µm)

Dn

(µm)

Uniformity

(Dw/Dn)

PS-5H1O 81.05 74,717 3.325 2.50 2.41 1.037

PS-4P1O 79.36 60,519 3.522 2.34 2.25 1.040

PS-3B1O 67.19 59,107 3.167 1.91 1.81 1.055

PS-AOH 65.54 54,408 2.687 1.60 1.51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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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 나타냈다.

Results and Discussion

합성된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인 H-AOH, H-31, H-41, 그

리고 H-51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1H-NMR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의 (a)~(d)의 1H-

NMR 피이크를 보면, 3.6 ppm 부근에서 PEG4000의 에틸렌

옥사이드(-CH2CH2O-)에 기인한 강한 양성자 흡수 피이크와

1.5 ppm 부근과 3.2 ppm 부근에서는 HDI의 메틸기(-CH2-)에

기인한 양성자 흡수 피이크가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의 모

두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Scheme 1에서의 1단계 반응인

PEG4000과 HDI를 반응하여 말단에 이소시아네이트로 종결

되게 미리 합성된 폴리우레탄이 H-AOH, H-31, H-41, 그리고

H-51이 동일하므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리고 2단계 반응에

서 이소시아네이트로 종결되게 미리 합성된 폴리우레탄에 반

응시키기 위한 비닐 단량체인 아릴알코올(AOH), 3-부텐-1-올

(3B1O), 4-펜텐-1-올(4P1O), 그리고 5-헥센-1-올(5H1O)에 의

해서 나타나는 비닐 그룹의 (H2C=HC-H2C-) 양성자 흡수 피

이크 또한 H-AOH, H-31, H-41, 그리고 H-51에서 동일하게

4.074 ppm 부근(a1, a2, a3, 그리고 a4), 5.104 ppm 부근(d1, d2,

d3, 그리고 d4), 그리고 5.73 ppm 부근(c1, c2, c3, 그리고 c4)

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비닐 단량체에 의해서 나

타나는 메틸 그룹의 양성자 흡수 피이크는 Figure 1(b)에서 보

면 3B1O의 메틸기(-CH2-)에 기인한 강한 양성자 흡수 피이

크가 2.35 ppm 부근(b2)에 나타나며, Figure 1(c)에서는 2.10

ppm 부근(b3) 그리고 Figure 1(d)에서는 2.05 ppm 부근(b4)에

각각의 4P1O와 5H1O에 의해서 나타나는 메틸 그룹의 양성

자 흡수 피이크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 비닐 그룹의 메틸기(-CH2-) 수가

다른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를 사용하여 합성된 폴리스티

렌 입자의 주사 전자 현미경사진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사

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를 사

용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안정제를 사용하여 분산중합을 할 때

와 같이 폴리스티렌 입자는 구형의 입자를 얻었다. 비닐 우레

탄 거대 단량체에 따른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의 크기는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의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가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즉 비닐 그룹의 메틸

기가 4개인 H-51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를 사용한 Figure

2(a)의 입자 크기가 제일 크고 H-41, H-31 그리고 H-AOH 비

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를 안정제로 사용하여 합성된 PS-

4P1O, PS-3B1O, 그리고 PS-AOH 구형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짐을 볼 수 있다.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에 따른 합

성된 PS-5H1O, PS-4P1O, PS-3B1O, 그리고 PS-AOH 구형 입

자의 질량 평균 직경, 수평균 직경, 그리고 입자의 균일도의

변화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 비

닐 그룹의 메틸기 수가 각각 4개, 3개, 2개, 그리고 1개인 H-

51, H-41, H-31, 그리고 H-AOH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를

입체 안정제로 사용하여 합성된 구형 입자의 질량 평균 직경

은 각각 2.50 µm, 2.34 µm, 1.91 µm, 그리고 1.60 µm로 점점

작아지고, 수 평균 직경 또한 각각 2.41 µm, 2.25 µm, 1.81

µm, 그리고 1.51 µm으로 작아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입자

의 균일도는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가 증가할수록 각각 1.060,

1.055, 1.040, 그리고 1.037로 균일도가 좋아짐을 볼 수 있다. 결

과적으로 합성된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의 질량 평균 직경과

수 평균 직경은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의 단량체 비닐 그

룹의 메틸기 수가 증가할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입자의

Table 5. Thermal Property of Macromonomer, Synthesized PS,

and Vinyl Monomers

Vinyl 

Monomer

Tm of 

Macromonomer

(oC)

Tg of 

Polystyrene

(oC)

Flash Point of 

Monomer

(oC)

5H1O 59.8 101.2 61

4P1O 58.9 106.0 48

3B1O 59.7 104.0 33

AOH 58.8 105.1 22

PEG-4000 58.6

Figure 1. 1H-NMR spectra of (a) H-AOH, (b) H-31, (c) H-41, and

(d) H-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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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도는 향상됨을 볼 수 있다.

Figure 4는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

에 따른 합성된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의 전환율, 질량 평균 분

자량, 그리고 다분산 지수(PDI)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단량체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가 1개인 H-AOH, 2개인

H-31, 3개인 H-41, 그리고 4개인 H-51 비닐 우레탄 거대 단

량체를 각각 입체 안정제로 사용하여 합성된 폴리스티렌 입

자 PS-AOH, PS-3B1O, PS-4P1O, 그리고 PS-5H1O의 전환율

은 각각 65.54%, 67.19%, 79.36%, 그리고 81.05%로 비닐 그

룹 메틸기 수가 증가할수록 전환율은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질량 평균 분자량 또한 54,408 g/mol, 59,107 g/mol,

60,519 g/mol, 그리고 74,717 g/mol로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

체 중 비닐 그룹 메틸기 수가 가장 많은 H-51을 입체 안정제

로 사용하여 합성된 PS-5H1O 구형 입자의 질량 평균 분자량

이 가장 큼을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반면 PS-AOH, PS-3B1O, PS-4P1O, 그리고 PS-5H1O의 다분

Figure 2. SEM photographs of synthesized PS microspheres by vinyl urethane macromonomer with various vinyl monomers: (a) PS-

5H1O, (b) PS-4P1O, (c) PS-3B1O, and (d) PS-AOH.

Figure 3. Effect of carbon atoms number of functional group in

vinyl monomer on the weight average diameter, number average

diameter, and uniformity.

Figure 4. Effect of carbon atoms number of functional group in

vinyl monomer on the conversion,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and polydispers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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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수(PDI)의 경우는 각각 2.687, 3.167, 3.522, 그리고 3.325

로 메틸기 수가 1개로 가장 적은 PS-AOH의 값이 가장 작음

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 비닐 그

룹의 메틸기 수가 증가할수록 합성된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

의 전환율이 좋고 질량 평균 분자량이 큰 반면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가 작을수록 분자량 분포가 좁은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가 합성된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의 용융 온도(Tm)에 미치는 영향과

각각의 우레탄 거대 단량체를 입체 안정제로 사용하여 합성

된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의 유리전이온도(Tg)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비닐 그룹

의 메틸기 수가 4개인 H-51, 3개인 H-41, 2개인 H-31, 그리

고 1개인 H-AOH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의 용융온도는 각

각 59.8 oC, 58.9 oC, 59.7 oC, 그리고 58.8 oC로 관찰 되었으며,

H-51, H-41, H-31, 그리고 H-AOH를 각각의 입체안정제로 사

용하여 합성된 PS-5H1O, PS-4P1O, PS-3B1O, 그리고 PS-

AOH의 유리전이온도는 각각 101.2 oC, 106.0 oC, 104.0 oC, 그

리고 105.1 oC로 관찰되었다. 이들 결과로서 비닐 우레탄 거

대 단량체의 용융 온도는 비닐 단량체의 인화점(5H1O; 61 oC,

4P1O; 48 oC, 3B1O; 33 oC, AOH; 22 oC) 보다 PEG-4000 (Tm;

58.6 oC)의 용융온도에 영향을 더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합성된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의 유리 전이 온도는 비닐 그룹

의 메틸기 수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nclusion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는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가 다른

4 종류의 비닐 모노머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으며,

합성된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를 이용한 스티렌의 분산중

합에 적용하였다.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가 다른 각각의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는 스티렌의 분산중합에서 입체 안정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구형의 폴리스티렌 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

다. 합성된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의 전환율과 분자량 그리고

폴리스티렌 구형입자의 크기와 균일도는 비닐 우레탄 거대 단

량체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에 영향을 받았으며,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가 많을수록 합성된 폴리

스티렌 구형 입자의 질량 평균 직경이 커지고 입자의 균일도

가 향상되며, 질량 평균 분자량이 커지고 전환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합성된 폴리스티렌 구형 입자의 유

리 전이 온도는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 비닐 그룹의 메틸

기 수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합성된 비닐

우레탄 거대 단량체의 용융 온도 또한 비닐 그룹의 메틸기 수

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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