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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분자구조 내에 아조벤젠이 포함된 광반응 자가변형 고분자는 365nm 

파장범위의 자외선이 조사되었을 때 아조벤젠이 Trans상태에서 

Cis상태로 변화하며 광 이성질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아조벤젠의 

광 이성질화는 고분자 분자배열을 변화시키며, 이는 고분자의 포토-

소프트닝 효과를 일으켜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이 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크릴레이트 작용기(Acrylate)를 지닌 액정 단량체(LC 

host)와 아조벤젠 단량체로 이루어진 광반응 자가변형 고분자에 포함된 

아조벤젠 단량체 비율에 따른 물성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 

나아가 포토-소프트닝 현상의 차이를 DMA(Dynamic Mechanical 

Analysis)와 365nm 파장범위의 자외선 조사를 통해 측정 및 비교한다. 

또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해석(MD simulation)을 통해 고분자 

배열내의 아조벤젠 단량체 구성비율이 아조벤젠의 광 이성질화 시 

광반응 고분자 배열 전체에 주는 영향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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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강체 재료가 아닌 더 생체 소재에 가깝고 유연한 거동이 

가능한 소프트 소재가 각광받기 시작하며 그로 이루어진 각종 

액츄에이터 개발 연구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1-2] 전기신호, 

열, PH 최근에는 습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하여 작동하는 

액츄에이터 중 특히 빛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액츄에이터는 원거리에서 

정밀제어가 가능하며 에너지 변환이 없이 직접적으로 거동에 연계되고, 

반복적인 거동이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차기 스마트 

소재 및 액츄에이터로 각광받고 있다.[3-5] 특히 분자배열 내에 

아조벤젠이 포함 된 지능 소재는, 아조벤젠의 자외선 영역파장의 빛을 

받으면 아조벤젠이 트랜스 상태에서 시스 상태로 변화하고, 가시광선 

영역파장의 빛을 받으면 시스 상태에서 트랜스 상태로 돌아가는 광 

이성질화 현상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파장영역의 빛을 조사해 주는 것을 

통해 분자배열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자배열의 변화는 

가시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거동을 야기하게 된다. 그 중에서 

광반응 액정 고분자는 아조벤젠 작용기로 이루어진 가교사슬과 액정 

호스트 주체인 분자구조로 이루어진 액정 고분자로서 분자구조 액정 

호스트의 종류에 따라 2GPa 부터 5GPa 사이의 강한 모듈러스 값을 

갖는 소재이다. 또한 상온보다 월등히 높은 유리전이온도를 지니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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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계적 물성이 강하며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광반응 자가변형 액정 고분자 구조체의 아조벤젠 함량이 자외선의 

조사를 통해 물성이 변화하는 광 이성질화 현상[6-7]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측정하고[8], 그 원인이 되는 광 이성질화 시 분자배열의 

변화를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계산을 통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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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반응 자가변형 액정 고분자 시편 제작 

 

본 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할 광반응 자가변형 액정 고분자 시편은 크게 

(1)합성, (2)가교, (3)시편의 디자인 결정 의 세 단계를 통하여 제작 

된다. 우선 시편을 이룰 아조벤젠 단량체를 화학적으로 합성하고, Sigma 

Aldrich사에서 구입한 이미 합성 된 액정 단량체와 가교 후 원하는 

디자인으로 시편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친다. 

 

2.1 아조벤젠 단량체의 화학적 합성 

10 ml의 아세톤에 2 mmol의 4,4′-(Diazene-1,2-diyl)diphenol 

(DHAB), 5 mmol 의 6-bromohexan-1-ol, 5mmol의 K2𝐶𝐶𝐶𝐶3 를 

용해시킨다. 그 용액에 촉매로써 극소량(1 ppm)의 KI를 첨가한 뒤,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환류 시킨다. 환류과정을 통하여 화학반응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용액을 증발시키고 

tetrahydrofuran(THF)와 methanol을 5:4의 부피 비로 혼합한 용액을 

이용하여서 재결정 과정을 반복한다. 재결정의 결과로써 4′-bis(6-

hydroxyhexyloxy)아조벤젠 (DH-hex-AB) 결정을 얻는다. 그전의 

과정에서 얻은 DH-hex-AB와 trimethylamine(Et3N), acryloyl 

chloride를 1:1:3의 질량 비로 DH-hex-AB 2 mmol 기준 100 ml의 

THF에 용해시킨다. 그 후 용액을 0 °C에서 4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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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이후 반응이 끝난 순수한 아조벤젠 

단량체를 얻기 위하여, column chromatography 과정을 통하여 순수한 

아조벤젠 단량체와 불순물을 구분하여 준다. 반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메탄올을 사용하여 재결정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순수한 4,4′-di(6-(acryloxy) hexyloxy)아조벤젠 단량체(DA-hex-

AB) 결정을 80%의 수득률로 얻을 수 있다. 

 

2.2 가교를 통한 광반응 자가변형 액정 고분자 시편제작 

 

그림1. 아조벤젠 단량체와 액정 단량체의 분자구조 모식도 

 

그림(1) 의 액정 단량체 및 아조벤젠 단량체를 원하는 조성비로 섞은 

뒤 가교를 위한 photo-initiator로서civarcure를 약 3wt% 추가하여 

준다. 이후 혼합물을 섭씨 80도의 핫 플레이트에서 1시간동안 저어주며 

녹여주고 완벽히 혼합 되도록 해준다. 다음으로 slide glass로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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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cell에 광반응 액정고분자 혼합물을 주사기를 이용한 주사를 통해 

주입하여 준다. Glass cell은 slide glass의 두 단면을 nylon resin (0.5 

wt% Elvamide in methanol, DuPont)로 코팅하고 그 코팅표면을 단일 

방향으로 긁는 방식(rub)으로 단일 방향 LC cell에 배향성을 입혀준다. 

고르게 혼합된 단방향배향(nematic) 상태의 액정 혼합물은 만들어진 

배향성의 방향에 따라서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액정 

분자가 정렬되면서 배향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 후 배향성을 가진 코팅 

표면 사이에 20µm polymethacrylate spherical microparticles (Fluka, 

Sigma-Aldrich)를 사용하여 20 µm의 간격을 만들어 준다. 이후 섭씨 

100도에서 가열되어 액체상태가 된 광반응 고분자 혼합물을 glass 

cell사이에 주사하여 준 뒤, 암실에서 50 mw/cm 2 세기의 530 nm 

wavelength의 green collimated LED를 2시간 동안 조사하여주는 것을 

통해 가교반응이 일어나 배향성을 가진 20 µm 두께의 광반응 자가변형 

고분자 시편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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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을 통한 물성 측정 

 

본 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방법으로 화학적 합성, 가교를 통하여 

시편을 제작하고 테스트에 알맞은 사이즈로 시편을 준비한다. 이후 

FT-IR, DMA, POM 등의 실험 장비를 통하여, 광반응 자가변형 액정 

고분자 구조체의 물성을 측정한다. 

 

3.1 광반응 자가변형 액정 고분자의 광학물성 측정 

제작된 광반응 자가변형 구조체 시편은 제작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알바마이드로 코팅된 글라스 셀이 가진 배향성으로 인하여 분자배열이 

정렬되어 있으며, 이는 시편의 배향성을 결정하여 준다. 특히 광반응 

구조체의 배향성은 자외선이 조사되었을 시의 거동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Fourier-transform infrared(FTIR)을 통하여 

측정된 이방성 값은 매우 중요한 광 특성이다. 또한 

편광현미경(POM)을 통한 0도와 45도 회전 된 상태에서의 촬영 사진 

비교를 통해서도 광반응 자가변형 구조체 시편의 이방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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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편광현미경의 편광 방향과 광반응 고분자의 배향성이 이루는 

각도에 따른 관찰사진 

 

일반적으로 광반응 구조체의 배향성 정도는 아래의 수식들을 통해 

계산된다. 

 

                           S = R−1
R+2

                           (1) 

 

R은 1600cm-1 에서의 dichroic ratio 흡수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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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반응 자가변형 액정 고분자의 열물성 측정 

배향성을 지닌 액정 고분자는 온도에 따라 비정형(amorphous), 

단방향배향(nematic) 그리고 물질에 따라 계층형 단방향배향(sematic) 

상을 나타낸다. 제작된 다양한 조성비의 시편에 온도변화를 주며 각 

온도에서 어떤 상을 갖는지 현미경 촬영을 통해 관찰하였다. (그림 3) 

 

 

그림3. 온도에 따른 다양한 조성비의 광반응 자가변형 구조체의 분자배열 

상태 그래프 

 

분자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단량체의 사슬길이, 가교율, 가교결합의 

종류 등의 다양한 요소 중 본 연구에서는 액정 단량체와 아조벤젠 

8 

 



단량체의 조성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 가교율이 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유리전이온도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다. 아조벤젠의 

조성비기 변하면 동일 조건하에서 가교되는 결합의 수가 변하게 되고, 

이는 배향성과 가교율에 변화를 야기한다. 그에 따라 가교율이 클수록 

견고한 분자배열을 나타내고 높은 유리전이온도를 나타내게 

된다.  유리전이 온도는 DMA 에서 constant frequency mode에서 

0.1%strain을 1hz의 진동수로 반복해주며 온도를 서서히 올려줄 때, 각 

진동수에서 tangent delta 값을 측정해준다. 고분자의 상태가 탄성변형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tangent delta 값은 피크점을 나타내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유리전이온도의 계산이 가능하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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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DMA를 통해 측정 된 아조벤젠 10% 조성비 시편의 온도 변화에 

따른tangent delta 측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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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한 유리전이온도와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가교율의 계산이 

가능하다. 

 

                            𝑣𝑣𝑒𝑒 = E′

3RTr
                       (2) 

 

각각 𝑣𝑣𝑒𝑒는 가교율, 𝐸𝐸′는 storage modulus,  𝑇𝑇𝑟𝑟 은 고무상 전이 온도를 

의미하며, 고무상 전이온도는 유리전이 온도를 이용하여 아래의 수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제작된 시편의 물성은 표 (1)과 같다. 

 

                        Tr=Tg+20°C                      (3) 

 

표1. 광반응 자가변형 구조체 시편 물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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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을 통한 아조벤젠 농도에 따른 포토-

소프트닝 효과의 측정 및 비교 

본 장에서는 아조벤젠 농도에 따른 광 이성질화가 분자배열 전체에 

주는 영향의 차이에 대한 측정을 진행한다. 

 

4.1 DMA 및 자외선 조사를 통한 포토-소프트닝 효과 

측정 

아조벤젠 함량이 다른 세가지 광반응 자가변형 구조체 시편을 2cm 

x5mmx20um 의 사이즈로 제작한 뒤 DMA로 일정한 stress 

조건하에서 자외선을 조사해 주는 방식을 통해 아조벤젠의 조성비율이 

자외선을 받아 광 이성질화가 일어날 시 분자배열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물성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대기압, 상온 하에서 10%, 30%, 50% 아조벤젠 조성비의 시편에 각각 

0.8Mpa의 동일한 stress를 가해주고 분자배열의 안정화를 위해 일정 

시간을 기다린 후 그에 따라 발생한 초기 strain 값을 측정한다. 

다음으로 365nm 파장대의 자외선을 50 mw/cm 2 세기로 조사해 주는 

과정을 통해 분자배열 내의 아조벤젠이 trans상태에서 cis상태로 광 

이성질화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변한 기계물성으로 인해 같은 stress 

12 

 



조건하에서 변한 strain 값을 측정한다.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아조벤젠의 함량이 높을수록 급격하고 큰 기계물성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0.8Mpa 의 고정된 stress 하에서 아조벤젠 조성비에 따른 포토-

소프트닝 효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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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한 포토-

소프트닝 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앞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크게 분자동역학 

단위 셀 구축, 광 이성질화 전산모사, 물성 변화 측정의 세가지 순서로 

진행 되었다. 

 

5.1 다양한 아조벤젠 조성비의 분자 셀 구축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조성비의 광반응 자가변형 고분자를 

모사하고, 그 포텐셜의 변화를 통해 광 이성질화 현상을 모사하여 그로 

인한 고분자 분자배열에서의 배향성 변화를 측정한다. 첫째로 광반응 

구조체를 구성하는 액정 단량체와 아조벤젠 단량체를 Materials studio 

software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minimize 과정을 통해 안정화 작업을 

거친다. 안정화 시에는 PCFF 포텐셜을 이용하여 구성 원자들 사이의 

쿨롱 에너지와 반데르발스 에너지 포텐셜을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액정 

단량체의 모델링 시 단량체의 배향성에 distance를 지정하여 주는 것을 

통하여 추후 분자배열 내의 배향성 계산에 이용할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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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아조벤젠 단량체와 액정 단량체의 분자동역학 모델 

 

안정화 된 액정 단량체와 아조벤젠 단량체를 이용하여 각각 9:1, 7:3, 

5:5의 조성비로 이루어진 분자 Cell을 구축한다. 이때 사전의 가교 

과정없이 Cell을 구축할 경우, 추후의 가교 과정에서 실제의 화학 

결합과 다른 모양의 가교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분자배열 전체의 

배향성과 물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0개의 단량체로 이루어진 작은 셀을 먼저 가교 시켜 

구축하고, 그를 이용하여 총 200개의 단량체로 이루어진 각 조성비의 

분자 Cell을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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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분자동역학 단위 cell 구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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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교시에는 실험 결과에서의 10%, 30%, 50%의 조성비의 광반응 

구조체의 가교율을 반영하여 가교를 진행해준다. 셀의 크기는 초기 

배향성을 지정해 준 방향으로 다른 방향의 1.5배의 길이 값을 지정해 

주는데, 이는 초기 가교가 완료되었을 시 다른 방향에 비해 액정 

단량체의 배향성 방향으로 가교된 단위체가 긴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분자배열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셀의 

구축을 완료한 뒤 minimize, NVT, NPT 과정을 통해 안정화를 진행한다. 

각각 300K과 대기압 조건하에서 1ns동안 진행하였다. 이후 2차적인 

가교를 위해 각각 3, 5, 7 옴스트롱 이내의 거리에 있는 아크릴레이트 

작용기들을 순차적으로 가교시켜주었다. 각각의 가교과정 사이에는 

minimize, 300K과 대기압 조건하에서 NVT, NPT 과정을 각각 300ps 

동안 진행하여 안정화를 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아조벤젠 

10%, 30%, 50% 조성비의 Cell들은 아래의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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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a) 아조벤젠 10%의 분자 cell, b) 아조벤젠 30%의 분자 cell, 

c) 아조벤젠 50%의 분자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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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모델 cell 물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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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광 이성질화 구현 

가교가 끝난 아조벤젠 10%, 30%, 50% 분자 Cell을 Materials studio 

software에서 Lammps(Large-scale Atomic/Molecular Massively 

Parallel Simulator) software로 옮기는 과정에서 angle 포텐셜 값을 

바꿔주는 과정을 통해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내에서 광 이성질화 

현상을 전산모사 한다. PCFF 포텐셜 값을 이용하며, 아조벤젠의 

trans에서 cis로 변화하는 광 이성질화 시의 포텐셜 변화는 Heinz가 

Chem. Mater. 2008 논문에서 계산하였던 포텐셜을 사용하였다. [10] 본 

연구에서는 아조벤젠의 광 이성질화가 분자배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모든 아조벤젠이 광 이성질화가 일어난 상태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석을 진행 하였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시편의 두께와 

자외선의 조사시간 및 세기 등 다양한 변인들에 의하여 아조벤젠의 광 

이성질화 비율의 조정이 가능하다. Lammps software에서 아조벤젠의 

광 이성질화에 적용된 포텐셜 값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3. 광 이성질화 모사를 위한 아조벤젠 분자의 포텐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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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광 이성질화 전후의 배향성 

비교 

 

 아조벤젠 분자동역학 모델에 광 이성질화 포텐셜 변화를 적용 시켜주면 

그 분자 구조가 trans 상태에서 cis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액정 단량체의 배열이 초기의 단방향 배열에서 아조벤젠의 

영향으로 인해 뒤틀리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배향성(order 

parameter)의 변화는 앞서 모델링 과정에서 지정해 주었던 distance의 

벡터 뱡항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시에는 지정해준 벡터들을 matlab 으로 옮겨 평균을 내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계산 시에는 Matlab R2018a software을 사용하였고, 

그래프 작성에는 OriginPro 8 softwar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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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각 조성비의 분자동역학 단위 셀에서의 광 이성질화 전후의 order 

parameter 값 변화 비교 

 

 

표4. 광 이성질화 전후의 분자배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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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광반응 액정 고분자 구조체에서 아조벤젠의 조성비가 

포토-소프트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적으로 광반응 자가변형 구조체 시편을 제작하여 광물성, 열물성, 

기계물성을 측정하였고, DMA 테스트를 통해 일정한 stress 조건하에서 

광 이성질화가 일어날 시에 아조벤젠 조성비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을 검증하였다. 아조벤젠의 조성비 이외의 모든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광 이성질화에 따른 포토-소프트닝 효과는, 아조벤젠의 

조성비가 높아질수록 더 급격하고 크게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원리 규명을 위해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조성비의 

광반응 자가변형 구조체를 모델링하고 광 이성질화 현상의 전산모사를 

통해 아조벤젠 함량이 광 이성질화 시의 분자배열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리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아조벤젠 작용기가 포함 된 

고분자에서 그 함량과 가교 정도에 따른 다양한 물성 경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포토-소프트닝 효과로 인한 

기계물성 변화를 이용한 다양한 광반응 액츄에이터에 대한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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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to-softening effect on 

molecule structure and properties 

change in densely crosslinked 

azo-incorporated liquid crystalline 

polymer 
 

Hyunsu Kim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Ultra Violet light (UV light) is irradiated to azo-incorporated 

photo-responsive-polymer (PRP), a photo-isomerization of 

azobenzene causes a photo-softening effect that changes its 

properties.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such as 

initial loading force during the photo-isomerization, concentration of 

azobenzene, and intensity of the light on the photo-softening effect 

was measured and compared experimentally by Dynamic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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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DMA) and Fourier-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meter.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azobenzene and loading force value on the change of molecular 

structure include alignment during the photo-isomerization is 

measured by the analysis of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MD 

simulation). Divide the photo-isomerization into length shrinkage of 

alignment direction effect from photo-isomerization and properties 

change caused from molecule structure change. The mechanism of 

photo-softening effect is clarified through the process of analyzing 

and comparing each effect from experiment and simulation. 

 

Keywords : Photo-softening effect, PRP, Photo-isomerization,   MD 

simulation, DMA,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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