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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폴리머 합성과 그 응용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polymers using atmospheric pressure 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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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해 methyl methacrylate(C5H8O2) 모노머를 폴리머로 합성했으며, 그 결과를 FTIR, AFM, XRD 
등으로 분석하고 특성을 평가했다. FTIR의 결과, C-O, C-H, C=O 등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XRD의 관찰결과 
C 1s 및 O 1s의 각 binding energy가 reference[1]에서 제시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된 시
료를 AFM으로 관찰한 결과 폴리머 코팅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폴리머 합성 및 코팅은 많은 응용 가능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3]. 우선 
기존의 합성방법에 비해 간단하고 쉽게 폴리머를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휴대해서 코팅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응용적인 면에서 보면 물건포장, 산업재, 건축재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폴리머 합성, 두께 균일성, 불순물 
제어 등의 연구를 통하여 식품, 바이오, 의약품 포장, 의료용 폴리머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큰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본론 

본 연구에 사용된 플라즈마의 장치의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AC 플라즈마를 사용했으며 반응 가스는 폴리머와의 
합성을 차단하기 위해 Ar을 사용했으며 약 16L/min.을 공급했다. 
그림 1에는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모노머는 캐리어 가스를 통해서 전달되었으며 캐리어 가스 또한 모노머와의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Ar 가스를 이용했으며 약 2L/min.을 공급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lasma generator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3. 결론

FTIR, XPS 등의 분석에 의해 폴리머 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O, C-H, C=O 등의 결합과 이러한 결합의 C 1s 및 O 
1s의 각 binding energy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폴리머 합성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플라즈마에 의한 합성 메커니즘 및 다양한 종류의 폴리머, 이종 폴리머 합성 등의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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