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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는 플루오린의 특유의 성질에 의해서 약학에

서 광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다만 잘 정의된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는 합성되기 힘들다. 이는 플루오린이 많이 포함되면 물에

도 잘 녹지 않고 유기 용매에도 잘 녹지 않는 등 거의 모든 용매에 대해

서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그럽스 3세대 촉매를 이용한 고

리열림복분해중합을 통해서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단량체를 첫 번

째 블록으로 합성을 하고 이어서 과플루오린화 노보넨 단량체를 두 번째 

블록을 합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합성을 하면 플루오린의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용해도가 높은 블록에 의해서 중합 도중에 침전

이 되지 않고 고분자가 합성된다. 

 과플루오린 블록의 낮은 용해도에 의해서 클로로포름에서 마이셀을 형

성한다. 또한 일반적인 블록공중합체처럼 용해도가 낮은 블록인 과플루

오린화 블록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morphology가 구형에서 실린더형, 

소포형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acking parameter가 증가

하는 양상이며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이셀에 과플루오린화 용매를 소량 첨가하면 마이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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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y가 변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플루오린화 블록공

중합체 마이셀의 크기가 유기 용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크기가 

감소하고 PDI가 감소하는 등 평형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플루오린, 고리열림복분해중합, 블록공중합체, 마이셀, 고분자 

동역학, 불소계 용매 

학번: 2016-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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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양친매성 물질의 자기조립은 인간이 생활하는 범주 내에서 굉장

히 많이 사용된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세포막이 인지질 이

중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예이고 비누의 원리 역시 surfactant

의 자기조립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양친매성 물질은 하나 이상의 친

수성을 가지는 머리(head)와 소수성을 가지는 꼬리(tail)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양친매성 물질은 bulk 상태나 용액 상태에서 다양한 

morphology를 가진다 [1, 2]. Morphology는 packing parameter라고 

하는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packing parameter에 따라서 sphere 구

조, cylindrical 구조, bicontinuous 구조, lamellae 구조 및 vesicle 구조

를 가질 수 있다. Packing parameter는 p=
𝑣

𝑎0∙𝑙𝑐
 로 정의 되고 v는 소수

성 부분의 부피, 𝑎0는 친수성 머리 부분의 contact area이고 𝑙𝑐는 소수성 

부분의 길이를 의미한다 [1]. p<1/3이면 구형의 마이셀이 형성되고 

1/3<p<1/2 이면 cylindrical, 1/2<p<1 이면 flexible lamellae 또는 

vesicle, p=1이면 planar lamellae, p>1이면 inverted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양친매성 물질의 자기조립과 마찬가지로 블록공중합체의 

자기조립 역시 bulk 및 용액 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3, 4, 5, 6]. 블록

공중합체는 기계적 물성과 성질 때문에 일반적인 양친매성 물질보다 더 

큰 안정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학문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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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microelctonics, photoelectric materials 등에 사용될 수 있다 [6]. 

블록공중합체는 블록의 길이의 조절에 따라서 다양한 

morphology와 성질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는 음이온 중합법이나 

NMP(Nitroxide Mediated Polymerization), ATRP(Atom-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 RAFT(Reversible Addition-Fragmentation 

Chain Transfer Polymerization) 등의 라디칼 리빙 중합, ROMP(고리 

열림 복분해 중합, Ring-Opening Metathesis Polymerization) 등의 합

성법을 이용하여 블록의 구성과 길이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합성할 수 있

다. [7, 8] 특히 ROMP는 Grubbs 3rd catalyst를 이용하여 라디칼 중합에 

비해서 mild한 조건에서 리빙 중합을 할 수 있고 수율이 높게 나오며 

블록의 길이 조절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9]. 

블록공중합체는 용액 내에서 열역학적 평형상태뿐만 아니라 

kinetically trapped 된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10]. 고분자의 길이

가 길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가 클 때 긴 완화 

시간을 가지게 되므로 kinetically trapped 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

러한 활성화 에너지는 소수성 블록의 길이와 소수성 블록과 용매와의 계

면장력에 의존함이 알려져 있다[11, 12]. 이 때 열역학적 평형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unimer exchange와 fusion/fission이라는 두 가지 메커

니즘이 존재한다 [11]. Unimer exchange는 여러 마이셀들이 있을 때 

그 중 하나의 unimer만 다른 마이셀로 이동하면서 열역학적 평형을 이

루게 되는 것이고 fusion/fission은 둘 이상의 마이셀이 융합해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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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마이셀을 형성하거나 하나의 마이셀이 둘 이상의 마이셀로 분리되어

서 새로운 마이셀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역학적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플루오린화 물질은 플루오린의 성질에 의해서 친수성 물질뿐

만 아니라 소수성 물질과도 잘 섞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3, 

14].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과플루오린화 블록을 이용하여 블록공중

합체를 합성하면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상분리에 의해서 다양한 

morphology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는 용매에 잘 녹지 않아서 합

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블록공중합체를 만든 다음 일부분

에 플루오린화를 하여 morphology를 관찰하였다 [15]. 이는 합성을 

one-pot으로 할 수 없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분리 및 정제 과정

이 추가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ROMP를 이용하여 먼저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블록을 합성하고 그 후에 이어서 과플루오린

화 블록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one-pot으로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

를 합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합해서 과플루오린화 블록으로 인한 

중합 중 침전을 방지하였다.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를 클로로포름에 

녹였을 때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길이에 따라 morphology의 변화를 관

찰하였고 클로로포름 내에서의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의 relaxation

을 관찰하였다. 또한 클로로포름 용액에 과플루오린화 용매인 

perfluorodecalin(PFD)를 첨가하여 새로운 morphology를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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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과정 

1. 사용한 물질  
 

 Dicyclopentadiene(Sigma Aldrich), maleic anhydride(Sigma 

Aldrich), o-dichlorobenzene(Sigma Aldrich), cyclohexyl amine 

(Sigma Aldrich), toluene(삼전화학), 아세트산 소듐(Sigma Aldrich), 

acetic anhydride(Sigma Aldrich), 1H, 2H, 2H-perfluorodecene(TCI), 

hydroquinone(Sigma Aldrich), Chloroform (Sigma Aldrich) 

perfluorodecalin(TCI)를 사용하였다. Grubbs 3rd catalyst는 Grubbs 

2nd catalyst(Sigma Aldrich)를 피리딘을 이용하여 리간드 치환시켜서 

사용하였다. 

2. exo-ChNDI (N-Cyclohexyl-exo-Norbornene-

5,6-Dicarboxyimide) 합성법 

총 3단계를 통해서 ChNDI를 합성했고 모든 과정은 vacuum purging후 

Ar 상태에서 수행하였다(Figure 1(a)). 

 

Synthesis of (a) 

Dicyclopentadiene(DCPD) 43.5mL를 185℃로 가열하면서 증

류하여 크래킹(cracking)해서 cyclopentadiene으로 만들었다. 500mL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Maleic anhydride 51g과 o-dichlorobenzene 

100mL 혼합물을 stirring하면서 dropwise로 cyclopentadiene을 넣었



 

５ 

 

다. 1.5시간 동안 190℃에서 반응을 보낸 후, 상온으로 식힌 다음 재결

정했다. 그 후 한 번 더 chlorobenzene에서 재결정을 하면 하얀색 가루

가 얻어지고 수율은 87%이다. 

 

Synthesis of (b) & ChNDI 

무수 조건에서 250mL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dropping funnel

을 연결하고 플라스크 부분에 (a) 8g과 toluene 50mL을 넣고 dropping 

funnel 부분에 cyclohexyl amine 5.6mL와 toluene 50mL을 넣는다. 둥

근 바닥 플라스크에 있는 혼합물을 stirring하면서 dropping funnel의 

콕을 열고 dropwise한 후 상온에서 2h 동안 반응을 보냈다. 혼합물에서 

용매를 증발시키고 overnight으로 말리면 (b)가 만들어졌다. 250mL 둥

근 바닥 플라스크에 무수조건에서 (b)와 아세트산 소듐 1.5g과 acetic 

anhydride 25.5mL를 넣고 150℃에서 2시간 동안 stirring 한다. 반응 

뒤 overnight으로 재결정을 하고 걸러준 다음 말린 뒤, 메탄올에서 재결

정을 두 번 더하면 하얀색 ChNDI가 만들어지고 수율은 43%이다. 

 

3. NB8F (5-(perfluorooctyl)norbornene) 합성법 
 

봄베 반응기에 dicyclopentadiene 3.2mL, 1H, 2H, 2H-

perfluorodecene 10.6mL, hydroquinone 132mg을 넣고 Ar 조건에서 

170℃으로 가열하면서 3일 동안 반응시켰다. 헥세인을 eluent로 하여 

관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135℃~170℃ 정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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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증류하면 투명한 액체가 얻어지고 냉장 보관 시 고체가 된다. 수율

은 67%이다(Figure 1(b)). 

 

4. Grubbs Catalyst를 이용한 블록공중합체 중합 
 

모든 과정은 무수, Ar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5mL 바이알에 

Grubbs catalyst 1.48mg을 넣고 freeze-pump-thaw 후 anhydrous 

dichloromethane 0.3mL을 넣는다. ChNDI 25mg를 freeze-pump-

thaw 후 anhydrous dichloromethane 0.5mL에 녹인 뒤 catalyst 용액

에 넣고 1시간 동안 반응을 stirring하면서 보낸다. 그 후 이어서 NB8F 

26.11/52.22/78.29/104.44/130.49/150.59/182.69/208.88mg(각각 

ChNDI 블록 : NB8F 블록 = 50:25/50/75/100/125/150/175/200)을 

freeze-pump-thaw 후 anhydrous dichloromethane 0.4mL에 녹인 뒤 

catalyst 용액에 넣고 1시간 동안 반응을 stirring하면서 보낸다. 그 후 

ethyl vinyl ether 1mL를 넣고 20분 동안 stirring한다. 메탄올에 침전을 

잡은 뒤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흰색 가루를 얻을 수 있고 수율은 70~90% 

정도이다(Figure 2). 

 

5.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의 분석 
 

 YL Instrument Co. YL9100 HPLC를 이용하여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SEC)를 수행하였고 tetrahydrofuran(THF)를 e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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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o-ChNDI 합성(a)과 NB8F 합성(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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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rubbs 3rd catalyst를 사용하여 중합한 블록공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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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였다. 분자량은 polystyrene standard를 사용하였다. 분자량은 

polystyrene standard를 사용하였다. PerkinElmer DSC 4000을 이용하

여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thermogram을 얻었다. 이 

때 scanning rate는 5 °C/min으로 하였다. NMR 스펙트럼은 Bruker 

Avance III 400 MHz NMR을 사용하였고 CDCl3를 용매로 사용하였다. 

 

6.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의 용액 내 마이셀 형성 
 

 pChNDI-b-pNB8F(블록 길이는 50:n)1mg 를 클로로포름에 

녹여서 마이셀을 만들고 n 에 따른 morphology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후 PFD 를 부피 퍼센트로 0~5%가 되도록 넣고 교반을 통하여 

homogeneous 하게 만든 뒤 morphology 변화를 살펴보았다. 

 

7.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의 용액 내 마이셀의 분석 
 

 Malvern Zetasizer Nano ZS90 을 사용하여 dynamic light 

scattering(DLS)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1mg 의 블록공중합체를 

1mL 의 THF 에 녹인 후 0.45um 또는 1um 의 PTFE 시린지 필터를 

이용해서 불순물을 걸러낸 용액으로 DLS 실험을 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을 이용한 

실험을 Carl Zeiss LIBRA 120 을 이용하여 120kV에서 수행하였다. 

샘플은 carbon coating grid 위에 drop casting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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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및 논의 

1. Exo- 단량체의 합성 
 

Figure 3의 ROMP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개시 단계에서 탄소

-탄소 이중결합과 금속 이온과 리간드의 결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개시 단계가 빠르게 일어나야 ROMP가 리빙중합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량체의 입체장애가 중요하다 [16]. 단량체의 입체장애

가 크게 되면 촉매의 bulky한 리간드에 의해서 개시가 빠르게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단량체가 exo, endo 형태 중에서 exo 형태로 있는 것

이 중요한데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합성하게 되면 exo 형태가 과량

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Figure 4의 NMR data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따

라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합성한 ChNDI와 NB8F는 ROMP에 적

합한 단량체임을 알 수 있다.  

 

2.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의 마이셀 형성 
 

50:n(n=25, 50, 75)의 조성을 가진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

를 NMR을 통해 분석한 것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이 때 특징적인 

피크를 분석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수소는 탄소-탄소 이중결합에 결

합된 수소 δ =5~6ppm 정도에서 측정된다. 또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수

소는 ChNDI의 N과 연결된 cylcohexyl기의 탄소와 결합한 수소의 피크 

로 δ =4ppm에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말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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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OMP의 개시, 전파, 종결 단계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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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NDI 및 NB8F의 NMR 및 exo/endo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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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빨간색 수소 : 파란색 수소 = 2×(50+n) : 50이 되고 결국 

파란색 수소 1개당 빨간색 수소가 2+
𝑛

25
가 된다. 이를 나타낸 게 이론적

인 값(Calculated integral)이고 n=25, 50, 75일 때 각각 3, 4, 5가 나오

게 된다. 그러나 실제 측정된 값(Measured integral)은 각각 3.02, 3.62, 

3.20으로 n값이 커질수록 이론적인 값과 실제 측정된 값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블록공중합체가 마이셀을 형성해서 코어 부분에 위치

하게 되는 과플루오린화 블록이 NMR을 통해서 측정이 안되기 때문이다 

[9]. 코어 부분의 이중결합에 결합된 빨간색 수소가 NMR 데이터에 나

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측정된 값이 감소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 

부분만 NMR 데이터에 표시되면 파란색 수소 1개당 빨간색 수고 2개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고려해보면 코어 부분의 과플루오린화 

블록이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용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50:25 고분자는 마이셀을 이루지 않고 50:50 고분자는 

약간의 aggregation이 생기고 50:75 고분자는 마이셀이 형성됨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TEM을 이용하여 마이셀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후술하겠다. 

 

 

 

 



 

１４ 

 

 

 

 

 

 

 

 

 

 

 

 

 

 

 

 

 

Figure 5.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길이에 따른 NMR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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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길이에 따른 클로로포름 내 마이

셀의 morphology 변화 
 

 서론에서 전술한 packing parameter에 대해 생각해보면 p=
𝑣

𝑎0∙𝑙𝑐

로 정의되고 소수성 부분이 커질수록 분자의 증가량이 분모의 증가량보

다 커서 packing parameter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과플루오린화 블

록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packing parameter가 크게 되어서 spherical 

micelle에서 vesicle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로 TEM을 통해서 관찰한 Figure 6을 통해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Figure 6에서 50:50의 경우를 보면 마이셀이 형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NMR로 확인해봤을 때 calculated integral과 

measured integral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50:100이 되었을 때는 구형의 마이셀이 생기는데 이 역시 NMR로 확인

해보았을 때 measured integral이 훨씬 작다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

다.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길이가 더 길어진 50:200의 경우에는 

cylindrical micelle과 vesicle의 혼합형태로 나오는데 이 역시 과플루오

린화 블록, 즉 용매에 녹지 않는 블록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packing 

parameter가 증가하게 되면서 마이셀의 morphology가 sphere에서 

vesicle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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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길이에 따른 마이셀의 morphology 

변화(샘플농도는 0.1mg/mL이고 용매는 chlorofor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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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의 kinetics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50:100) 용액(0.5mg/mL)을 DLS

를 이용하여 크기와 마이셀의 PDI를 시간에 따라 측정해본 결과 Figure 

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우선 RT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면 처음(A)에는 직경이 

130nm 정도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결국에는 70 nm

정도로 평형(B)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처음에는 블록공

중합체의 마이셀이 kinetically trapped 되어 있다가 unimer exchange

와 fusion/fission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평형상태로 도달하려고 하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PDI 역시 A와 B 상태를 비교했을 때 0.198에

서 0.068로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평형상태에 도달하면

서 그 상태에 존재하는 마이셀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받침 하는 것이 50°C에서 실험을 수행했

을 때의 데이터이다. Figure 8을 보면 40°C 근처가 glass transition 

temperature(Tg)임을 알 수 있고 ChNDI의 Tg는 150°C 근처임이 알

려져 있으므로 이는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Tg임을 알 수 있다 [17]. 따

라서 50°C 정도로 가열하면 코어의 운동성이 증가해서 평형상태로 가는 

것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11]. 실제로 Figure 7에서 

50°C에서의 DLS 데이터를 보면 상온에서 실험했을 때보다 10시간 정 

도 빠르게 평형상태(C)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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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시간과 온도에 따른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의 크기(a) 및 

마이셀의 PD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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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SC를 통해 확인한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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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계속 가열했을 때는 그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D)을 알 수 

있는데 이는 fusion에 필요한 활성화에너지 이상의 열에너지가 지속적으

로 공급되어서 그러한 것으로 생각된다. 계면장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unimer 하나만 용매로 이동하는 unimer exchange보다는 마이셀 전체

의 재조합이 필요한 fusion/fission이 일어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

요하고 실제로 fusion의 메커니즘의 완화시간이 unimer exchange의 메

커니즘의 완화시간보다 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1, 18].  

각 Figure 7의 A, B, C, D의 상태를 TEM으로 관찰한 것을 

Figure 9에 나타내었다. 우선 A를 보면 spherical 마이셀과 cylindrical 

마이셀이 혼합된 형태이다. 그러다가 상온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B의 

상태가 되면 모두 구형의 마이셀이 되는데 이는 A에서는 블록공중합체

가 용매에 용해직후의 상태이므로 kinetically trapped되어 있기 때문이

라고 추측된다. B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평형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

형의 마이셀만 관찰되는 것이다. 이는 Figure 7의 DLS 데이터와 비교해

보더라도 모순이 없는다. Figure 7에서 A 상태에서는 반지름과 PDI가 

크고 B 상태에서는 반지름과 PDI가 작은데, TEM 사진에서 A 상태는 

cylindrical 마이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Rg를 가지게 되므로 

용액내에서 측정되는 크기도 크고 불균일해서 PDI도 크게나오는 반면, 

B 상태는 구형의 마이셀만이 있기 때문에 반지름과 PDI가 모두 작게 나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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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igure 7의 A, B, C, D에 해당하는 상태에서의 T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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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로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라 촬영한 TEM 사진도 DLS 데이

터와 일치한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평형에 도달한 후 샘플C를 촬영한 

TEM사진도 TEM 사진 상 B와 비슷한 크기로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의 TEM 사진을 보면 C에서 관찰할 수 있는 마이셀의 크기보다 크고 

aggregation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의 마이셀들이 뭉쳐진 것으

로 추측되며 앞에서 논했던 fusion의 메커니즘이 우세하다는 가정을 뒷

받침해주는 증거가 된다. 

 

5. PFD 첨가 시 morphology 변화 
 

 PFD는 Figure 10(a)의 구조식을 가진 용매로 F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용매와 섞인 후 homogeneous하게 되

지 않고 클로로포름에서는 상온에서는 부피 퍼센트로 0~6% 정도까지는 

homogeneous한 용액을 만들 수 있다. PFD를 5vol%첨가하였을 때 마

이셀의 morphology는 Figure 10(b)와 같다. 

 Figure 10(b)와 Figure 6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우선 50:50의 블록공중합체를 비교해보면 PFD 

첨가 전에는 마이셀이 관찰되지 않는 반면 PFD 첨가 후에는 branched 

wormlike 마이셀이나 cylindrical micelle의 혼합된 형태가 관찰된다. 

50:100의 경우에는 PFD 첨가 전에는 구형의 마이셀만 관찰되었는데 

PFD 첨가 후에는 구형과 cylindrical 마이셀의 혼합된 morphology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50:200의 경우에는 PFD 첨가 전에는 구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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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FD의 구조식(a)과 PFD 5vol% 첨가 후 마이셀의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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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indrical 마이셀의 혼합된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PFD 첨가 후

에는 구형의 마이셀만 관찰되었다. 즉 클로로포름 용액 내에서는 일반적

인 마이셀처럼 insoluble 블록(과플루오린화 블록)이 길어질수록 

packing parameter가 증가해서 sphere에서 vesicle 쪽으로 

morphology가 변하는데 PFD를 첨가하게 되면 insoluble 블록이 길어

지면 packing parameter가 감소하는듯한 morphology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길이의 블록공중합체의 관점에서 보면 50:50과 

50:100에서는 PFD를 첨가하면 packing parameter가 증가하는 듯한 거

동을 보이는 반면 50:200에서는 PFD를 첨가하면 packing parameter가 

감소하는 듯한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특이한 거동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 보기 위하여 

50:125의 블록공중합체를 가지고 PFD의 부피 비율을 변화시켜가며 실

험한 것을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50:125는 PFD가 없을 때와 5% 첨

가하였을 때는 50:200 블록공중합체와 비슷한 morphology를 보였다. 

이 때 3%의 PFD를 첨가하였을 때 마이셀이 팽창한 듯한 모습을 관측

할 수 있었다. 이는 PFD가 과플루오린화 용매이기 때문에 클로로포름에 

녹아 있기보다 블록공중합체의 과플루오린화 블록에 의해서 자유에너지

를 낮추는 방향으로 상분리가 일어났다고 추측된다.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가설을 Figure 12에서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우선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를 클로로포름에 용해시키면 과플루오린

화 블록은 클로로포름에 대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과플루오린화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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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FD의 구조식(a)과 PFD 5vol% 첨가 후 마이셀의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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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가 유기용매(이 실험에서 

클로로포름)에 용해되어 있을 때 PFD를 넣었을 때 

메커니즘(플루오린이 많은 부분을 녹색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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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코어로 하는 마이셀이 형성된다. 그 후 PFD를 용액에 첨가하게 되면 

PFD가 클로로포름 용매와 섞여있는 것보다 과플루오린화 블록 코어를 

swelling하는 것이 자유에너지를 낮추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마이셀을 

swelling 시킨다. 이는 Figure 11에서 PFD 3% 넣었을 때 마이셀이 팽

창하는 것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그 후 구형 마이셀의 충돌에 의해

서 elongation되면 cylindrical 마이셀 및 vesicle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러한 가설을 통해서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길이가 낮은 영역에서 PFD를 

첨가하면 packing parameter가 증가하는 듯한 거동은 설명가능하다. 하

지만 50:200 블록공중합체 용액에 PFD를 첨가했을 때 packing 

parameter가 감소하는 듯한 거동은 설명하기 힘들다. Swelling된 마이

셀이 PFD와 고분자의 계면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마이셀이 붕괴한 후 

emulsion 상태로 존재한다고 추측을 할 수 있으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서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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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과플루오린화 물질은 일반적으로 어떤 용매에도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길이가 긴 블록공중합체는 합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ROMP를 사용하여 mild한 조건에서 용

매에 soluble한 블록을 먼저 합성한 뒤, 이어서 과플루오린화 블록을 합

성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각 블록의 단량체는 모두 exo 형태로 입체

장애가 endo 형태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ROMP로 리빙 중합을 하는데 

적합했다. 

 과플루오린화 블록을 만든 뒤 클로로포름에 녹여서 NMR과 

DLS, TEM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마이셀을 분석하였다. 우선 NMR에서 

측정된 integral의 비율과 계산된 integral의 비율을 비교하여 과플루오

린화 블록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지게 되면 NMR에 나타나지 않는 부

분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마이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TEM 사진을 통해서 마이셀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과

플루오린화 블록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구형의 마이셀에서 cylindrical 

micelle, vesicle로 morphology가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

인 용매에서 블록공중합체 마이셀의 거동과 같은 것으로, insoluble한 블

록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packing parameter가 증가하면서 

morphology가 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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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DLS 실험을 통해서 시간 및 온도에 따른 블록공중합체의 

용액내 거동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상온에서 시간에 따라 서서히 

그 크기가 감소하다가 크기가 일정한 구간에 도달하고 마이셀의 PDI도 

작아지는 것으로 보아 평형상태에 도달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코

어 블록의 Tg보다 높은 50°C의 온도에서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라 크기

를 측정했을 때는 상온에서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평형

에 도달하였고 지속적으로 가열을 하면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TEM 사진을 통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과플루오린화 블록공중합체의 kinetics 연구는 기존에 수

행되었던 PB-PEO나 PS-PEP 등의 일반적인 블록공중합체와는 달리 

norbornene을 기반으로 하는 좀 더 rigid한 골격을 가진 블록공중합체

의 kinetics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8, 19]. 또한 

기존의 문헌들과는 다르게 50°C로 계속 가열하게 되면 fusion이 주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소각 산란 X선 실험(Small Angle X-ray Scattering, 

SAXS), 소각 산란 중성자 실험(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등의 더 정확한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TEM은 말린 샘플을 보

는 것이기 때문에 용액 내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고 동역학을 분석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클로로포름 용액에 PFD를 첨가하였을 때 급격한 morphology의 

변화가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길이가 짧은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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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FD를 가하면 packing parameter가 증가하는 듯한 거동을 보였고 

과플루오린화 블록의 길이가 긴 고분자는 PFD를 가하면 packing 

parameter가 감소하는 듯한 거동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과플루오린화 물질을 고분자로 제거할 때 메커니즘

의 연구에 응용될 수 있다. 과플루오린화 물질은 밀도가 높고 인체의 세

포막과 compatibility가 있기 때문에(다만, 그 유해성은 아직 완벽히 밝

혀지지는 않음) 바다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20]. 

따라서 과플루오린화 물질을 과플루오린화 블록을 코어로 하는 블록공중

합체로 제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1]. 이번 연구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과플루오린화 물질 제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의 연구에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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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hesis of Fluorine-Rich Block 

Copolymers through Ring-

Opening Metathesis 

Polymerization and Their 

Micellization in Solution 

 

Youngjin Kim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luorine-rich block copolymers (BCPs) are applied in a variety of 

fields ranging from medicine to optic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ynthesize well-defined fluorine-rich BCPs because blocks bearing 

long perfluoroalkyl chains have both hydrophobicity and lipophob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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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ing in severe lack of solubility.  

Herein, we report the synthesis and self-assembly behavior 

of fluorine-rich BCPs prepared from norbornene monomers bearing 

perfluoroalkyl chains through the controlled ring-opening metathesis 

polymerization (ROMP) using Grubbs 3rd catalyst and their micelle 

formation. We first prepared the first block with a norbornene 

monomer with high solubility in solvent, followed by the addition of a 

second norbornene monomer bearing fluorine moieties. Due to the 

low solubility of the fluorine-rich block, the BCPs undergo the in-

situ self-assembly during polymerization, yielding micelles in 

solution. The packing parameter increases like typical polymeric 

micelles when the degree of polymerization for the fluorous 

norbornene block is increased. 

 We also observe the morphology of micelles can be further 

modified by the introduction of a small volume fraction of fluorous 

solvents. The size of fluorous BCP micelles decreases as time 

elapses and eventually reach the equilibrium structure. 

    

Keywords: fluorine, ring-opening metathesis polymerization, 

blockcopolymer, micellization, polymer kinetics, fluorous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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