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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onomer is a thermoplastic that is composed of covalent bonds and ionic bonds. It is possible to use this material

in processes such as injection molding or extrusion molding due to the material’s high oil resistance, weatherproof

characteristics, and shock resistance. In this study, a new ionomer having a multifunctional group was prepared by a stepwise

neutralization system with the addition of acidic and salt additives. In step I, to increase the contents of the multifunctional group

and the acid degree in ethylene acrylic acid (EAA), MGA was added to the ionomer resin (EAA). A new ionomer was prepared

via the traditional preparation method of the ionic cross-linking process. In step II, metal salt was added to the mixture of EAA

and MGA. The extrusion process was performed using a twin extruder (L/D = 40, size : ϕ30). Ionomer film was prepared for

evaluation of gas permeability by using the compression molding process. The degree of neutralized and ionic cross-linked new

ionomer was confirmed by FT-IR and XRD analysis. In order to estimate the neutralization of the new ionomer film, various

properties such as gas permea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The physical strength and anti-scratch property

of the new ionomer were improved with increase of the neutralization degree. The gas barrier property of the new ionomer

was improv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ionic site. Also, the ionic degree of cross-linking and gas barrier property of the

ionomer membrane prepared by stepwise neutralization were increased.

Key words ionomer, gas permeability, EAA, neutralization system, ion cluster.

1. 서  론

아이오노머(Ionomer)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말한다. 이온결합 가

지의 정전기력(Electrostatic Forces)이 매우 강하여 아이

오노머 고유의 물성을 지니게 해주며, 에틸렌과 아크릴

산(또는 메타크릴산)의 혼성 중합체와 금속이온간의 교

차이온결합(Ionic cross-linking)으로 제조된다.1) DuPont사

에 의해 개발된 고분자화합물로 일반적으로 투명하고 윤

이 나며, 강인하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

로 아이오노머는 아크릴산의 함유량, 금속이온의 종류에

따라 물성이 달라진다.2-3)

염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아이오노머 물성이 경질의 성

향을 가지고 용융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중

화도 40%이상 높은 중화도를 가지는 아이오노머는 가

공기계로 제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산성첨가제를

도입하였을 경우 Fig. 1와 같이 많은 관능기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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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walden@gnu.ac.kr (S. Y. Nam)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for multifunctional ion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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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존의 아이오노머 보다 많은 교차이온결합이 가능

해진다. 

아이오노머 시스템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아

이오노머 제조법에서는 단순히 acid가 제한된 base 고분

자(EAA)에 금속양이온을 첨가하여 이온결합 시키는 방

법이라면 새로운 아이오노머 제조법은 다관능기를 갖는

첨가제(MGA)를 첨가하여 high acid polymer가 제조되어

더 많은 이온사이트를 유도 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오

노머 제조법은 2가지로 또한 나누어 진다. Simultaneous

neutralization 시스템은 base polymer, MGA, 금속양이온

을 동시에 투입하여 압출하는 방법으로 공정은 단순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base 고분자와 MGA의 반응이 먼

저 되지 않고 단순히 base 고분자와 금속양이온이 이온

결합 되는 기존 제조법과 같은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

난다.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은 효율적인 반응을

위해 단계를 2개로 나누었다. Step I에서는 base 고분자

와 다관능 첨가제가 반응을 하여 다관능을 갖는 high acid

polymer가 제조되고 Step II에서는 high acid polymer에

metal cation을 반응시켜 멀티 이온 사이트를 갖는 아이

오노머가 제조된다.

또한 아이오노머는 고온에서는 이온결합이 완화되어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성형하기 쉬우며, 냉각하면 다시

이온결합이 회복되어 단단해진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

해 사출성형, 압출성형이 가능하며, 내유성·내후성 및 내

충격성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아이오노머는 필름·용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잡화의 제조 재료로 이용된다.4-5)

본 연구에서는 산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폴리(에틸

렌-co-아크릴산)을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을 도입

하여 제조하였고, 중화도에 따른 기계적 특성과 기체투

과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교차이온결합으로 형성된 이온

사이트가 기계적 특성과 기체투과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및 시약

실험에 사용된 아이오노머 base 수지는 ESCOR5200

(Exxon Mobil)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는 Fig. 2와 같다. 산

성첨가제는 카르복시기, 아마이드기, COONa 등 다관능

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였고 물성변화을 주기 위

한 염으로는 Na2CO3, ZnO를 사용하였다.

2.2 아이오노머 제조

Fig. 3은 실험에 사용된 이축압출기이며 사이즈는 φ 30,

L/D = 40이다. Fig. 4의 과정과 Table 1의 함량을 참고하

여 230oC 조건에서 pre-mixing된 EAA와 산성첨가제

(MGA) 혼합물을 이축압출기로 반응압출 하였으며, 다관

능을 가지면서 산성도가 높은 아이오노머 base 수지를 제

조하였다. 반응성을 최대로 높여주기 위해 반응시 생성

되는 불순물들은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2차 압출 전 1차 압출한 수지(EAA/MGA)를 60oC에

Fig. 2. Chemical structure of the EAA.

Fig. 4. A manufacturing process for multifunctional ionomer.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for extruder.

Table 1. Designation of neutralized ionomers.           (unit:%)

Na20 Na40 Na60 Zn20 Zn40 Zn60

EAA 97.64 95.58 93.59 98.13 96.53 94.97

Na2CO3 2.16 4.22 6.21 - - -

ZnO - - - 1.67 3.27 4.83

Iganox

1098
0.20 0.20 0.20 0.20 0.20 0.20

ESCOR 5200 acid content: 15 wt% (100 g)

molecular weight of acid part: 72 g

acid content: 15 g / 72 g/mol = 0.2083 mol

0.2083 mol × N × M/V

metal source input: 0.2083 mol × N × M/V

 N = degree of neutralization (60% = 0.6, 40% = 0.4, 20% = 0.2)

 M = formular weight of metal source → Na2CO3= 105.99

 V = valency weight of metal 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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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4시간 동안 진공오븐에서 건조 하였다. 230oC의 조

건에서 Table 2와 같은 함량을 참고하여 염을 이온결합

시켜 새로운 아이오노머 수지를 제조하였다. 2차 압출 또

한 반응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진공펌프 기능을 사용하였

으며 Fig. 5와 같은 과정으로 제조 후 특성평가를 실시

하였다.

2.3 아이오노머 필름 제조

최종 압출된 아이오노머는 필름 제조시 수분으로 인한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24시간 동안 60oC의 진공오븐에

서 수분을 제거하였다. 압축 몰드(compression molding)

을 사용하여 아이오노머 수지를 이형필름 사이에 넣고 가

열온도 200oC, 압력 5~8 ton/cm2 조건하에서 30초 동안

압착한 뒤 시트 형태의 샘플을 제조하였다.

2.4 제조된 아이오노머의 특성평가

제조된 새로운 아이오노머 필름의 중화도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 FT-IR (Nicolet, IR200, Sinco Inc.)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ry)로 특정 피크들을 분석

하였다. 

아이오노머 필름의 이온 결합을 확인 하기 위하여 XRD

(X-Ray Diffraction)를 이용하였으며, scattering angle은 2θ =

5~50o의 영역으로 실험하였다.

제조한 아이오노머 필름의 기계적 물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Llody사의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사

용하였으며 100N의 load cell로 5 mm/min의 속도를 적용

하여 측정하였다. 인장강도와 신율은 길이 30 mm, 폭 5

mm, 두께 0.2~0.7 mm의 필름 시편을 제조하여 측정하였다.

내스크래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스크래치 테스터(Sheen

instrument Ltd, Max weight: 10 kg)을 사용하여 길이 15

cm, 폭 5 mm, 두께 0.55 mm 샘플을 하중 3.5 kg 하에서

측정하였다.

제조된 아이오노머 필름의 경도를 비교하기 위해 연필

경도시험기(pencil hardness tester,위드랩)를 이용하여 경

도를 측정하였다. 45o 각도로 KS G 2630에 규정된 연

필의 심을 대고 가압하중 500 g으로 아이오노머 필름을

누르면서 시험속도 30 mm/min 이동하여 표면을 긁는데,

표면 상태의 변화를 보고 그 때의 연필번호로 비교하였

다. 일정 하중에서 매번 달라지는 연필심의 표면적은 필

름의 눌림 자국에만 영향이 있을 뿐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연필경도에 따른 샘플의 긁힌 흔적을 현

미경으로 경도를 판단 하였다.

Table 2. Designation of multifunctional neutralized ionomers.

 (unit:%)

EAA/MGA_Zn40 EAA/MGA_Zn60

EAA 71.42 70.28 

MGA 25.15 24.76 

ZnO 3.23 4.76 

Iganox1098 0.20 0.20 

ESCOR 5200 acid content: 15 wt% (100 g)

molecular weight of acid part: 72 g

acid content: 15 g / 72 g/mol = 0.2083 mol

0.2083 mol × N × M/V × 1.33 → (plus multifunctional group mol)

metal source input: 0.2083 mol × N × M/V

 N = degree of neutralization (50% = 0.5, 40% = 0.4, 30% = 0.3,

20% = 0.2)

 M = formular weight of metal source → ZnO = 81.39

 V = valency weight of metal cation.

Fig. 5. Preparation route of ionomer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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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아이오노머 필름의 기체투과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30oC에서 time-lag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

모식도는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실험을 하기 위해 사

용된 기체(O2, N2)의 순도는 99.9% 이상이다. 이 기체

투과 장치는 단일 기체 및 혼합 기체에 대한 정확한 투

과도(P)의 계산이 가능하며 time-lag의 계산으로 확산도

(D)를 얻을 수 있다. 기체 투과 셀은 8.11 × 106 Pa까지

의 압력에서 순수 기체 투과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Time-lag의 측정 원리는 막을 통과하여 일정

부피의 chamber내로 들어오는 투과물의 축적되는 양을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여 결정될 수 있다. 막 상부의 투

과물의 압력 P1은 일정하게 고정시키며, 막을 통과하는

투과물을 받는 하부의 용적은 충분히 커서 하부의 압력

P2가 투과도를 측정하는 동안 상부의 압력에 비해 무시

할 만큼 작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closed-volume

permeation 실험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Fig. 7에 나타

내었다. 상류와 하류의 압력은 각각 3.33 × 106과 2.67 ×

102의 충분한 범위인 Baraton 변환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그 측정된 하류 부피는 150 ± 1 cm3이였다. 기체투

과상수는 정상상태에 도달 하였을 때, 하류 압력의 기

울기와 time plot으로부터 식 (1)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대부분의 기체의 경우 투과곡선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

면 직선에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투과 파라미터 측정방법은 곡선 중 직선부분에서

의 기울기(정상상태의 투과속도를 의미)와 시간 축에서의

time-lag, θ의 관계를 통해서 투과된 기체에 대한 막의 투

과도 및 확산도를 얻을 수 있다.

(1)

위 식에서 투과도 P는 식 (2), (3)과 같은 Barrer, GPU

단위로 표시한다.

Barrer = (1 × 10−10cm3(STD)cm)/cm2scmHg (2)

GPU = 1 × 10−6cm3(STD)/cm2scmHg (3)

압력의 비율인 dp/dt는 정상상태에서 나타나고, V(cm3)

은 하부부피, L(cm)은 막의 두께, ∆p(cmHg)는 상부 및

하부 사이의 압력차, T(K)는 측정온도, A(cm2)는 막의 측

정 넓이, 그리고 p0와 T0는 각각 표준압력과 온도를 나

타낸다. 또한 time-lag(θ)으로부터 확산계수(D)와 용해도

계수(S)를 계산 할 수 있다.

D = l 2 / 6θ (4)

P = D × S (5)

3. 결과 및 고찰

3.1 FT-IR 분석

Kirkmeyer et al.의 연구에 의하면 중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COOH 그룹이 중성화된 −COO-M(M : metal cation)

그룹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특성 피크가 나타나며 이 피

크의 크기로 중성화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5)

중화도와 시스템에 따른 중요 IR 피크변화를 피크변화

가 없는 2900 cm−1 부근의 CH2 신축진동을 기준으로

Fig. 8에 나타내었다. 기존 아이오노머의 피크분석 결과

1700 cm−1 부근에서 관찰되는 COOH의 C=O 피크 크기

가 중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Na염의 경우 1530~

1570 cm−1 부근에서 중성화 COO-M 피크가 나타났으며

P
dp

dt
------

VT
0
L

p
0
T
∆
pA

-------------------⎝ ⎠
⎛ ⎞= =

P
V1 cm3( )xl µm( )

p2 torr( )xA cm2( )xR 76

273.15
----------------

cm3 cmHg⋅
cm3 K⋅

-----------------------------⎝ ⎠
⎛ ⎞ xT K( )

------------------------------------------------------------------------------------------------------------------------
dp1 torr( )
dt sec( )

------------------------⎝ ⎠
⎛ ⎞=Fig. 6. Illustration of the equipment for gas permeability.

Fig. 7. Data for experimental with closed-volume perm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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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염과 다르게 Zn염의 경우 1520~1620 cm−1 부근에서

2개의 중성화 COO-M 피크가 나타난 것을 Fig. 8(a)와

(b)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Coates의 IR 결과에 의하면 아마이드 결합은 1500~

1600 cm−1에서 나타난다고 하였고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Step I의 경우 1540 cm−1 에서 CONH

피크가 나타났으며 EAA의 카르복시기와 다관능 첨가제

의 아미드 결합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6-8)

Step II에서는 중화도가 증가에 따라 1600 cm−1 부근에

서 중성화된 COOZnOOC의 C=O 피크가 관찰되었고 교

차이온결합이 되었음을 Fig. 8(c)에서 확인하였다.9)

기존 아이오노머 제조에서 염에 의한 중성화 peak가

크다는 것은 이온결합 형성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결합력이 강한 이온결합으로 인해 물성이 향상 될 것

으로 추측된다. 또한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에서

중성화 peak가 증가되면 물성이 증가되고, 다관능기에 의

한 복잡한 교차이온결합으로 인해 기존 아이오노머보다

높은 물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며 물성평가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2 XRD 분석

광각 산란(Wide-angle X-ray scattering, WAXS) 실험을

통해 아이오노머의 교차이온결합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Yrosoo et al.는 SAXS (Small-angle X-ray scattering)에

서 나타나는 이온 클러스터 피크는 이온클러스터 상 내

에 존재하는 전자밀도가 높은 multiplet들이 산란 중심

(scattering centers)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낮은 각도(10o

이하)에서 관찰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온클

러스터가 나타나는 각도와 intensity는 고분자 matrix의

유전상수와 유연성 그리고 이온기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변하게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10-12)

본 실험에서도 WAXS분석을 통해 base 수지인 EAA에

서는 보이지 않던 이온 클러스터 피크를 중화된 아이오

노머에서 확인 할 수 있었고 염의 종류에 따라 2θ 각도

가 달라지며 중화도에 따라서는 intensity가 증가되었다.

Na염과 Zn염에 의해 중성화 된 경우 2θ값 3~7o의 낮은

각도에서 관찰되며 중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intensity값이

증가함을 Fig. 9에서 확인 하였다.13-14) XRD 분석을 통해

아이오노머의 중화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이온클러스터 피

크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딱딱한 물성을 나타내는 이온

클러스터 부분이 증가되면 물성 또한 향상 될 것으로 추

측된다.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에서 이온 클러스

터 피크가 증가되면 물성이 증가되고, 다관능기에 의한 복

잡한 교차이온결합으로 인해 기존 아이오노머 보다 높은

물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며 물성평가를 통해 사실여

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3 기계적 특성

Song et al.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오노머의 물성을 좌우

하는 요인은 고분자의 주쇄의 종류, 이온기의 functionality,

이온기의 종류, 중성화(neutralization) 정도, 양이온의 종

류가 있으며 주된 요인은 이온기의 종류 및 양과 중성

화 정도라고 하였다.15-17) 또한 양이온의 종류에 무관하게

중성화의 정도가 클수록 인장강도는 증가하며 melt index

(MI)가 떨어지고, 이온기가 많이 도입될수록 고분자 주

Fig. 8. FT-IR spectra of the ionomer film with different amount of

metal cation; (a) Zn salt (stepwise neutralization system), (b) Zn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and (c) Na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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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는 이온가교결합에 의해 단단히 묶여 인장강도는 증

가한다고 하였다. 중화도 증가로 인장, 신율에 변화가 있

었으며, 이온 클러스터의 증가로 인해 인장강도가 증가

하는 반면 신율은 감소하는 것을 Fig. 10에서 확인 하

였다. 같은 중화도 값을 가지는 기존 아이오노머와 다

관능기를 도입한 아이오노머를 비교하였을 시 다관능기

를 도입한 아이오노머가 우수한 물성을 보였다. 이는 다

관능과 염의 교차이온결합으로 인해 기존 아이오노머 보

다 복잡한 가교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내스크래치성 및 연필경도

Song et al.은 카르복시기의 중성화로 이온결합력이 강

한 이온 클러스터 농도가 증가되며 이로 인해 많은 물

Fig. 9. WAXS of the ionomer film with different amount of metal

cation; (a) Zn salt (stepwise neutralization system), (b) Zn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and (c) Na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Fig. 10.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ionomer film with different

amount of metal cation; (a) Zn salt (stepwise neutralization

system), (b) Zn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and (c) Na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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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15-17) 중화도가 증가 할수록

이온가교도가 증가되고 다양한 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

상하였다. Fig. 11과 12는 중화도에 따른 내스크래치성

및 연필경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중화가 되지 않은

EAA는 5343 µm의 스크래치를 보였고 Na염 20%, 40%,

60%으로 중화된 경우 각각 1237 µm, 962 µm, 421 µm

의 스크래치가 발생되었으며 중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

스크래치성이 향상됨을 확인 하였다. Zn염 20%, 40%,

60%으로 중화된 경우 각각 1727 µm, 994 µm, 0 µm의

스크래치를 나타냈으며 중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스크

래치성이 향상되었다. 다관능기가 도입된 Zn염 0%, 40%,

60%로 중화된 경우 각각 4528 µm, 0 µm, 0 µm의 스크

래치가 발생되었다. 

연필경도 측정의 경우 중화되지 않은 EAA는 가장 낮

은 7B의 경도를 나타내었고 Na염 20%, 40%, 60%로

중화된 아이오노머는 각각 6B, 6B, 3B로 연필경도가 향

상되었다. Zn염 20%, 40%, 60%로 중화된 아이오노머는

각각 5B, 2B, B로 연필경도가 향상되었다. 다관능기가 도

입 후 Zn염 0%, 40%, 60%로 중화된 경우 각각 5B,

B, HB의 연필경도를 나타내었으며 기존 아이오노머와 동

등한 중화도 샘플을 비교 시 다관능기가 도입된 아이오

노머가 우수한 내스크래치성 및 경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중화도가 증가 할수록 이온결합으로 생성된 이온

클러스터의 양이 증가하여 물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

으며 동일한 중화도를 가지는 샘플을 비교하였을시 다

관능기가 도입된 아이오노머는 복잡한 교차이온결합 형

성되어 기존 아이오노머보다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판단된다.

3.6 기체투과 특성

기체가 분리되는 원리는 크게 4가지 메카니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Fig. 13에 나타내었다.18-19)

첫째, 점성흐름(Poiseuille Flow)으로 기체분리 되는 경

우이다. 큰 기공을 가진 막에 입력구배가 작용하게 되면

압력이 높은 곳에 존재하는 기체분자가 이 기공을 통하

여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분자들은 기공 속에서 충돌을

일으켜 마찰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기공의 형태와 막

의 전체 다공도에 의해 기체의 이동속도가 제어되며 분

Fig. 12. Pencil hardness test of the ionomer film with different

amount of metal cation; (a) Zn salt (stepwise neutralization system),

(b) Zn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and (c) Na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Fig. 11. Scratch test of the ionomer film with different amount of

metal cation; (a) Zn salt (stepwise neutralization system), (b) Zn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and (c) Na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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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Knudsen 흐름으로 기체 분리 되는 경우이다.

기공이 아주 작고 구동력이 매우 낮을 때 기체분자의

평균 자유행로가 기공크기에 비해 클 때 발생한다. 이

러한 경우는 분자와 기공벽 간의 충돌이 기체분자간

의 충돌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기체분자의 이

동속도는 기체분자의 분자량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분자체로 기체 분리되는 경우이다. 기공의 크기

가 아주 작아지면 매우 작은 기체분자만이 그 기공을 통

과할 수 있으며 그 기공크기 이상의 기체분자들은 통과

를 할 수 없게 된다.

넷째, 용해-확산 (Solution-Diffusion mechanism)으로 기

체 분리 되는 경우이다. 기공이 없고 치밀한 구조를 가

지는 막을 통한 기체분자의 이동은 다음의 5단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기체 분리는 용해-확산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한다.

1) 상부(분리막을 경계로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압)에서

경계면으로 확산

2) 기체분자의 고분자 분리막에 대한 상대적 흡착

3) 고분자 분리막 내로의 기체의 확산 (이 단계는 가

장 느리며, 기체 투과에서 속도 결정 단계이다.)

4) 투과부(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압)에서 기체의 탈착

5) 하부 경계면에서 외부로의 확산

기체분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원리로써 기체혼합 중

순수기체의 투과도와 선택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기체분자 A의 투과도 상수 (PA) [cm3 (STP/cm2·s·cmHg)]

는 다음과 같이 확산계수 (DA)(cm2/s)와 용해도(SA)(cm3-

gas/cm3-polymer·cmHg)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Graham (1866)에 의해 제안된 식 (6)은 고분자 분리막

을 투과하는 기체분자의 용해-확산 메커니즘에 따른 기본

표현식이다. 확산은 기체, 증기 등과 같은 작은 분자들이

임의의 분자 거동에 의해 시스템을 지나는 과정이며, 고

분자를 통과하는 확산은 고분자 및 투과 기체의 상대적

유동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Fickian 확산, non-Fickian

확산, 불규칙 확산)로 분류될 수 있다. 용해도는 주어진P
A

D
A

S
A

×=

Fig. 13. Gas separation principle of solution-diffusion mechanism.
19)

Fig. 14. Gas permeability of the ionomer film neutralized with

different amount of metal cation; (a) Zn salt (stepwise neutralization

system), (b) Zn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and (c) Na salt

(traditional neutr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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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서 고분자에 용해될 수 있는 기체분자의 농도에 따

르며, 용해도 상수는 압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용해도 상수 SP는 고분자-기체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기체의 압축도에도 영향을 받으며 식 (7)는 고분자 내에

서의 다양한 수착 모델(Henry's law sorption, Langmuir-

mode sorption, Flory-Huggins mode sorption, dual-mode

sorption, Brunauer-Emmett-Teller mode sorption)을 이용

하여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8)

기체 B에 대한 기체 A의 투과도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는 선택도 (αA/B)는 또한 용해계수비 (용해선택도, SA/

SB)와 확산계수비 (확산선택도, DA/DB)로 구분하여 생각

할 수 있다.18)

Fig. 14은 기존 아이오노머와 다관능 첨가 시스템을 적

용한 아이오노머의 기체투과 특성을 나타내었다. 중화도

가 증가함에 따라 카르복시기와 염의 교차이온결합으로

인해 부드러운 산성 관능기들이 감소하고 딱딱한 이온 클

러스터 부분이 증가하면서 기체투과도가 감소되었다.20-26)

교차이온결합이 많이 될수록 크기가 일정한 분자기체들

이 통과되는 기공이 조밀해지고 투과 확률이 낮아지면서

기체분자 크기에 따른 분리 효율이 커지게 되어 선택도

가 증가되었다. Table 3은 기체확산계수 및 용해도계수

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확산 메커니즘에 의해 기

체분리가 일어나며 중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계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을 적용된 다관능성 아이오노머 역시 중화도가 증

가하면서 기체투과도가 감소하였다. 다관능기 첨가제 도

입으로 인해 기존 아이오노머 보다 더 많은 관능기를 보

유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많은 양의 금속 양이온이

교차이온결합에 참여하게 된다. 기존 아이오노머와 기체

투과도를 비교 시 많은 교차이온결합이 가능한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의 기체차단특성이 더 좋은 것을 Fig.

14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을 이용

하여 다관능기를 가지면서 염함량이 높은 아이오노머를 제

조하고자 하였다. 관능기 수와 산성도를 높이기 위해 Step

I에서 EAA에 다관능기 첨가제를 도입하여 반응압출을 하

였으며, Step II에서는 물성 변화를 주기 위해 1차 압출

수지에 염을 첨가하여 2차 반응압출을 하였다. 염함량을

조절하여 중화도에 따른 새로운 아이오노머를 제조하였

고 그 특성을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T-IR 분석 결과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을

도입한 Step I의 경우 1540 cm−1 에서 CONH 피크가 나

타났고 EAA의 카르복시기와 산성첨가제의 아미드기가 결

합되어 다관능 수지가 제조됨을, Step II에서는 중화도가

증가에 따라 1600 cm−1 부근에서 중성화된 COOZnOOC

의 C=O 피크가 관찰되었고 교차이온결합된 아이오노머

가 제조됨을 확인하였다.

2) XRD 분석 결과 염에 의한 중화도 증가에 따라

2θ = 3~7o의 낮은 각도에서 아이오노머의 이온 클러스터

intensity가 증가되고 교차이온결합으로 인해 이온사이트

가 형성된 아이오노머가 제조됨을 확인하였다.

3) 중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가교형성이 더 많아지

며 인장강도 증가하는 반면 신율은 감소함을 보였다.

4) 중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 클러스터의 딱딱한 부

분도 증가되어 연필경도와 내스크래치성이 향상되었으며

다관능기 도입된 아이오노머의 경우 복잡한 교차이온결

합이 형성되어 기존 아이오노머보다 높은 물성을 나타

내었다.

5)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온가교

도가 높아지고 복잡한 이온가교 구조로 인해 기체차단

성이 향상되었다.

6) 아이오노머의 특성을 향상 및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이 효과적이었으며,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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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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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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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D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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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as diffusion coefficients and solubility coefficients of the

ionomer sample at 30oC.

Polymer
O2 N2

D S P D S P

EAA 70.3 0.059 4.13 64.5 0.05 3.00

Na20 59.8 0.023 1.35 48.8 0.015 0.73

Na40 41.2 0.021 0.88 33.7 0.012 0.41

Na60 22.9 0.021 0.47 18.9 0.010 0.18

Zn20 55.2 0.030 1.67 50.2 0.017 0.86

Zn40 50.7 0.020 1.01 47.7 0.010 0.49

Zn60 22.2 0.027 0.59 19.8 0.011 0.21

EAA/MGA 67.7 0.047 3.17 59.5 0.036 2.12

EAA/

MGA_Zn40
20.2 0.021 0.42 17.5 0.012 0.21

EAA/

MGA_Zn60
11.1 0.018 0.20 8.8 0.005 0.04

S = gas solubility coefficients (from S = P/D, in 10−2cm3 (STP)/

cm3 cm Hg).

D = gas diffusivity coefficients (cm2/s)

P = gas permeability coefficients (STP/cm2·s·cm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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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도 값일 때 기존 아이오노머 시스템 보다 우수한 선

택도를 나타내었다.

7) Stepwise neutralization 시스템의 아이오노머는 염의

종류와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성능의 아이오노머

제조가 가능하며 국내 산업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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