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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폴리카보네이트 (PC)의 고상중합법은 기존의 PC 생산 공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PC는 무정형 고분자로 Tg
와 Tm 사이가 좁아 고체상태에서 중합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따라서 고상
중합의 전 처리단계로 PC의 결정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C를 결정화하는 방법으로 용매 유도 결정화를 진행하
였고,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용해도 파라미터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PC 프리폴리머를 단일 및 혼합 용매의 종류를 달리해가며 결정화
를 진행한 후, DSC와 XRD를 통해 결정화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PC와 각
용매의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 거리 (Ra)와 상호 작용 상수 (χ)를 계산
하고, 해당 값과 결정화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용매 종류에 따
라서 달라지는 용해도와 수율을 측정한 후, 마찬가지로 Ra와 χ를 통해 해
당 현상을 해석하였다. 더불어 결정 영역의 표면과 단면을 SEM을 통해 분
석하여, 표면의 다공 구조를 확인하고 결정영역의 두께 변화를 관찰하였다.
Ra는 물질간 친화성을 설명하는데 간편한 방법이지만, 물질의 몰 부피에
대한 고려가 없어 PC 결정화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였으며, χ
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를 해석에 유리함을 확인하였다.
PC 프리폴리머의 초기 결정화도가 중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초기 결정화도가 다른 PC 프리폴리머를 사용하여 고상중합을 진행하였
다. χ가 작은 용매를 사용할수록 초기 결정화도가 높으며, 고상중합 시 MI
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초기 결정화도와 중합도의 관계를 규명
하였다.

주요어: 폴리카보네이트, 용매 유도 결정화, 고상중합, Ra, χ

학번: 2016-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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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1.1.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PC)는 비스페놀-A (BPA)로
부터 유도된 방향족 폴리탄산 에스테르를 지칭하며, 범용 엔지니어
링 플라스틱 (EP) 중 하나로 플라스틱 산업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고분자재료이다. PC의 반복구조는 벌키한 페닐프로판 그룹과 유연한
카보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 높은 내열 온도, 우수한 기계적 물
성 및 강인성, 투명성이 특징이며, 전기전자, 자동차, 의료 용도 등
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표면경도와 내화학성이 좋지 않아 특정한 산
업 환경에 노출 시 긁힘 (scratching)과 균열 (cracking)이 발생하
는 단점이 있다.
현재 PC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중합법은 Bayer (1962)에서
개발한 계면중합법과 General Electric (1964)에서 개발한 용융중
합법이 있다. 계면중합법은 포스젠 가스 (phosgene gas)와 비스페
놀-A를 사용하여 두 물질의 계면에서 고 분자량의 PC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원자재 투입량이 까다롭지 않으며 투명하고 색이 우수한
고 분자량의 PC를 생산하기 적합한 공정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만 반응성이 높아 유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
제가 심한 포스젠 가스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과 공정상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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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기 용매 및 폐수가 발생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용
융중합법은 diphenyl carbonate (DPC)와 비스페놀-A를 고온에서
용융시켜 에스터 교환반응을 유도하고 고 분자량 PC를 중합하는 방
법으로, 포스젠 가스와 유기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유리
하며 공정이 단순하여 대형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용융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중합이 진행될수록 점
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계적 교반이 힘들어질
뿐 아니라 반응 부산물인 페놀의 제거가 어려워 고 분자량 PC 생산
에 한계가 있다. 또한 알칼리 촉매와 고온 환경에 비스페놀-A가 노
출되면서 곁 사슬 생성 및 가교 등의 부 반응이 진행되고, 황변 현
상 및 순도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1, 2].
고 분자량 PC를 중합하는 다른 방법으로 고상중합법 (solid
state polymerization)이 있다. 고상중합법은 낮은 분자량의 프리폴
리머 (pre-polymer)를 중합한 후, 유리 전이 온도 (Tg)와 용융 온
도 (Tm) 사이의 온도에서 중합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온도가 유리
전이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생기는 사슬의 움직임을 근거로 하여
고체상태에서 중합을 진행하며,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포스젠 가스
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용융 온도보다 낮은
온도인 고체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점도에 의해 방해되던 부산
물 제거가 유리하며 열에 의한 부 반응이 적어 순도를 높이고 황변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상중합에서 최종 분자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프리폴리머의

분자량,

결정화도

(crystallinity), 입자의 크기, 촉매의 농도, 반응 온도, 시간 및 압
력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상중합법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나 폴리아마이드 (PA)와 같이 결정성 고분자의 중합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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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3, 4].

1.2. PC 결정화 (polycarbonate crystallization)

고상중합을 진행하기 위해선 고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며, 중합 전 과정으로 결정화가 필요하다. 고분자 물질의 결정화
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열적 결정화법 (thermal
crystallization)이다. 용융상태 고분자로부터 Tg 이상 Tm의 온도로
냉각시켜 등온 결정화를 진행하거나, 냉각 속도를 조절하여 비등온
과정을 통해 결정을 형성할 수 있다. PC의 경우 반복구조 사이에 존
재하는 페닐프로판 그룹 (phenyl propane group)의 벌키한 분자
구조가 사슬이 균일하게 배열되는 것을 저해하여 결정형성을 방해
해 비결정성 고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PC를 열적 결정화를 하게
되면 결정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여 유리 전이 온도와 용융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 고상중합 전 처리과정으로 적용되기에 한계가 있
다 [5].
용매 유도 결정화법 (solvent-induced crystallization)은 용매
확산에 의한 가소화 (plasticization) 작용으로 고분자 사슬의 유동
성을 증가시켜 결정화하는 방법이다. 용매가 Fick의 확산법칙에 따
라 고분자 사슬 내부로 확산을 하게 되면 팽윤현상 (swelling)이
발생하며, 사슬-용매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슬간 인력이 약화된
다. 이로 인해 고분자 사슬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에너지적으
로 더욱 안정된 상태로 재배열하면서 결정이 형성된다. 따라서 용매
와 고분자 간의 상호작용의 정도가 결정화도 및 성장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알려져 있다. 해당 방법은 확산을 근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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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형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용매와 접촉한 표면에서만 결정이 형
성되며, 표면에서 결정이 형성된 이외 부분은 용매에 의해 용해되어
결과적으로 표면이 다공 형태를 보이게 된다. [6, 7]
Flory-Huggins는 고분자와 용매간 상호작용 현상을 열역학적
으로 해석하였으며, 용해도 파라미터 (solubility parameter)와 상
호 작용 상수 (interaction parameter)로 해당 현상을 해석하기도
한다.

1.3.

Flory-Huggins

이론

및

용해도

파라미터

(Flory-Huggins theory and solubility parameter)

용액의 상태는 혼합 엔탈피와 혼합 엔트로피로 구성된 혼합 깁
스 자유에너지에 의해 정의되며, 음의 값을 가져야 용해에 유리하다.

∆𝐺𝑚𝑖𝑥 = ∆𝐻𝑚𝑖𝑥 − 𝑇∆𝑆𝑚𝑖𝑥

∆𝐻𝑚𝑖𝑥 : 혼합 엔탈피
∆𝑆𝑚𝑖𝑥 : 혼합 엔트로피

혼합 엔트로피는 혼합 시 발생하는 무질서도의 변화를 나타내
는데, 통계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계산이 되며 항상 양의 값을 가진
다. 용매와 고분자 시스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중합도가 높을수록 혼합 엔트로피 값이 작기 때문에, 혼합에 있어서
엔탈피가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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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𝑆𝑚𝑖𝑥 = −𝑘(𝑣1 ln 𝑣1 +

𝑣2
ln 𝑣2 )
𝑥

𝑣1 , 𝑣2 : 용매와 고분자의 부피 분율
𝑥 : 중합도

혼합 엔탈피는 고분자-용매 간 상호작용 에너지와 고분자 및
용매 끼리의 상호작용 에너지 합의 차이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수
소결합과 같은 특정한 에너지가 없는 한 양의 값을 나타낸다. 혼합
엔탈피는 Hildebrand-Scott 이론과 Flory-Huggins 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𝐻𝑖𝑙𝑒𝑑𝑒𝑏𝑟𝑎𝑛𝑑 − 𝑆𝑐𝑜𝑡𝑡 → ∆𝐻𝑚𝑖𝑥 = 𝑣1 𝑣2 𝑉𝑚 (𝛿1 − 𝛿2 )2
𝐹𝑙𝑜𝑟𝑦 − 𝐻𝑢𝑔𝑔𝑖𝑛𝑠 → ∆𝐻𝑚𝑖𝑥 = RTχ12 𝑁1 𝑣2
χ12 =

𝑉1 (𝛿1 − 𝛿2 )2
𝑅𝑇

𝑉𝑚 : 혼합물의 부피
𝛿1 , 𝛿2 : 용매와 고분자의 용해도 파라미터 (solubility parameter)
𝑁1 : 용매의 몰 분율
χ12 : 상호 작용 상수 (interaction parameter)
𝑉1 : 용매의 부피

용해도 파라미터는 물질의 응집 에너지 밀도를 의미하며, 저분
자 물질의 경우 증기열을 통해서 계산된다. 고분자 물질은 저분자
물질과 달리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용해도 파라미터가 알려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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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매를 사용해 친화성 실험을 하여 유추하거나, 점도 측정 실험
또는 반복구조를 사용한 계산을 통해 용해도 파라미터 값을 구할
수 있다. Hildebrand는 많은 용매와 고분자를 용해도 파라미터로 나
타내었으며, 그 값이 비슷할수록 친화성이 좋다고 말하지만 주로 무
극성 (non-polar) 시스템에 적용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
를 개선시키기 위해 Hansen은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를 분산
힘, 영구 쌍극자-영구 쌍극자 힘, 수소 결함 힘, 세가지로 세분화시
켜 설명하였다. Hansen은 두 물질간의 친화성을 Hansen 용해도 파
라미터 거리 (Ra) 라는 값을 제안해 설명하려 하였다.

δ= √

∆𝐻𝑣 − 𝑅𝑇
𝑉𝑚

𝛿 2 = 𝛿𝐷 2 + 𝛿𝑃 2 + 𝛿𝐻 2
(𝑅𝑎) 2 = 4(𝛿𝐷2 − 𝛿𝐷1 )2 + (𝛿𝑃2 − 𝛿𝑃1 )2 + (𝛿𝐻2 − 𝛿𝐻1 )2

∆𝐻𝑣 : 증발열 (Heat of vaporization)
𝛿𝐷 : 분산 힘 (dispersion forces)
𝛿𝑃 : 영구 쌍극자 힘 (permanent dipole-permanent dipole forces)
𝛿𝐻 : 수소 결합 힘 (hydrogen bonding forces)
𝑅𝑎 :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 거리 (Hansen solubility parameter
distance)

Ra는 원자 조성, 대칭성, 극성 및 친 수성 (hydrophilicity)과
같이 물질의 구조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되는 에너지가 비슷함을 의
미한다.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와 비교하여 극성 시스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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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가능하지만, 친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인 몰
부피 (molar volume)에 대한 접근이 없어 한계를 보인다 [8, 9, 10,
11, 12]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PC의 용매 유
도 결정화 현상과 용매의 용해도 파라미터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PC를 여러 용매에 침전시켜 결정화를 진행한 후,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PC의 결정화도 및 결정 영역을 분석
하고 해석하였다.
용매 유도 결정화법은 기상 또는 액상 용매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액상 용매를 사용하였다 [13, 14, 15]. 이
는 액상 용매가 기상 용매와 비교하여 PC와의 접촉면이 넓어 용매
의 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어, 확산 및 결정화 속도가 빨라 PC용매 간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PC의 용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결정 및 비결정 부분을 모두
용해시키는 용매, 비결정 부분을 결정성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용매,
어떠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용매가 있다. 즉, 용매 유도 결정화법
은 용매 자체가 가진 특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용매 종류에 따라
결정 형성이 진행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및 혼합 용매의 종류와 혼합 비율
에 따라 달라지는 PC의 결정화도와 결정 영역 두께 변화를 분석하
고, 결과를 해석함에 Flory-Huggins의 혼합 이론을 근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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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였다. PC-용매 간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 거리 및 상호 작
용 상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고, PC-용매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PC 고상중합 실험에 적용해 보았다. PC 프
리폴리머의 초기 결정화도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용매
를 선정하여 용매 유도 결정화를 진행한 후 고상중합을 진행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결정화도와 최종 분자량과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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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hemical structure of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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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2. (a) Chemical reaction and (b) process of interfacial
polymerization of PC using phosgen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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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3. (a) chemical reaction and (b) process of melt
polymerization of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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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4. Schematic of (a) solvent-induced crystallization and
(b) formation of crystal layer on polym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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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oncepts of Hansen solubility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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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1. 재료
본 연구에서 용매 유도 결정화에 사용된 고분자는 롯데케미칼
사로부터 제공받은 polycarbonate (PC)를 사용하였다. 해당 PC는
수 평균 분자량 (Mn)과 중량 평균 분자량 (Mw )이 각각 약 2000,
4000 수준인 용융 중합으로 생산된 올리고머 (oligomer) 이다. 입
자크기가 평균적으로 2 mm 인 펠렛 (pellet) 형태이며 유리 전이
온도는 110 ℃, 결정화도는 1.1 % 수준인 무정형 고분자에 가깝다.
결정화에 사용된 단일 용매로 총 13가지를 사용했으며, 케톤기
(keotone) 용매인 acetone (Daejung, 99.5%), butanone (Kanto,
99.0%), 3-pentanone (Alfa, 99.0%), methyl isobutyl ketone
(MIBK, Junsei, 99.5%)와
acetaldehyde

알데하이드기 (aldehyde) 용매인

(Sigma-aldrich,

99.0%),

propionaldehyde

(Daejung, 98.0%), butyraldehyde (Junsei, 98.0%)를 사용하였다.
또한 에스터기 (ester) 용매인 methylacetate (MA, Junsei,
99.5%),

ethylacetate (EA, Junsei, 99.5%),

propylacetate

(Daejung, 99.0%), isopropylacetate (Junsei, 99.0%)와 클로라이
드기 (chlroride) 용매인 propylchloride (Sigma-aldrich, 98.0%),
butylchloride (Daejung, 99%)를 사용하였다.
혼합 용매 결정화 실험에서는 추가적으로 dichloromethane
(MC, Daejung, 99.5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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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매 유도 결정화

2.1. PC의 용매 유도 결정화

본 연구에서는 펠렛 형태의 PC를 다양한 용매에 함침하여 용매
유도 결정화를 진행하였다. 초기 용매 선정에 있어선 Heiss의 PC
용매 분류 자료를 활용하였다. Heiss는 용매가 PC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용매를 총 4 가지 군으로 분류 하였는데, 그 중 Class II~III에
포함된 용매를 기준으로 13 가지 용매를 선정한 후 결정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16]. 작용기 변화에 따른 결정화도 차이를 보기 위해
ketone, aldehyde, ester, chloride 그룹 용매를 선정하였으며, 각
작용기 내에서 크기에 따른 결정화도 차이를 보기 위해 탄소의 수
가 다른 용매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Class I ~ PC의 결정 및 비결정 부분을 모두 용해시킴
Class II ~ PC의 비결정 부문만 용해시킴
Class III ~ 비결정 PC를 결정성 PC로 전환시킴
Class IV ~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펠렛 형태의 PC 5 g을 선정된 용매 10 g에 침전시킨 후, 한 시
간 동안 상온에서 120 rpm 속도로 교반시켜 표면 결정화를 진행하
였다. 그 다음 망 크기가 250 μm인 채를 사용해 결과물을 용매로
부터 1차적으로 걸러내어 불투명한 PC 샘플을 얻었다. 결과물을
80 ℃로 유지되는 진공 오븐에서 8시간동안 건조하여 남은 용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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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였다. 이후 건조된 PC를 다시 한번 250 um 채를 사용해서
걸러주었고 무게를 측정하여 결정화된 PC의 수율 (yield)을 측정하
였다. 최종 샘플은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및
XRD (X-ray diffraction)을 통해 결정화도를 측정하였다.
혼합용매의

경우

acetone,

butanone,

MIBK와

dichloromethane을 사용하였으며 두 용매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혼합용매를 제조한 후, 단일 용매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용매 유도
결정화를 진행하였다. 제작한 샘플의 조성은 table 2.1.에 요약하였
다.

2.2. 고상중합

고상중합을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PC 결정 샘플을 얻기
위하여 PC 프리폴리머 펠렛 100 g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PC 100 g을 용매 200 g에 침전시켰으며 나머지 과정은 PC 5 g일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사용한 단일 및 혼합용매의 종류와 조성
은 table 2.2.에 요약하였다. 결정화도 이외에 중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입자 크기 변수를 고정하기 위해 크기 별로 결정
PC 입자를 분리하였다. 망의 크기가 600 μm인 채를 사용하여 선택
적으로 분리하였다. 크기가 600 μm 이상의 샘플을 200 ℃로 유지
되는 진공오븐에 넣어 2시간 동안 고상중합을 진행하였고, 이후 온
도를 220 ℃로 유지시켜 22시간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16

3. 분석

3.1. PC의 결정화도 분석

3.1.1.

시차주사열량법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용매 유도 결정화 된 PC의 결정화도를 측정하기 위해 Perkin
elmer 사의 시차주사열량계인 DSC7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앞서 아
무런 시료를 넣지 않은 알루미늄 팬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잡아주었
다. DSC 분석을 위해 7±0.5 mg의 시료를 정량한 후 알루미늄 팬
에 넣어 분석용 시편을 제작하였다. DSC 분석은 50 ~ 260 ℃의 온
도구간에서 10 ℃/min의 승온 속도로 하였으며 냉각과정은 생략하
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스캔 결과 나
온 융해열 피크를 사용하여 △Hm을 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
을 이용하여 결정화도를 계산하였다.

𝑋𝑐 (%) =

∆𝐻𝑚
0 × 100
∆𝐻𝑚

0 : 100% PC 결정이 용융될 때 필요한 융해열 (134 J/g)
∆𝐻𝑚

∆𝐻𝑚 : 시료의 융해열 (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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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X-선 회절 분석기 (X-ray Diffraction, XRD)

용매 유도 결정화 된 PC의 결정화도를 추가적으로 측정해 결과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진행하였다. 용매 결정
화 후 건조된 250 um 이상 크기의 PC 샘플을 추가적인 처리 없이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장비는 Bruker 사의

New D8

Advance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 조건은 40 kV, 40 mA에서 발생
되는 1.5405 Å의 파장을 갖는 Cu Kα radiation을 조사하여 2θ
= 5° ~ 35° 범위를 2°/min의 속도로 산란곡선을 구하였다.

3.2. PC의 결정 표면 및 단면 분석

3.2.1.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결정화된 PC의 표면 형태와 결정 영역의 두께를 관찰하기 위해
JEOL 사의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인 JSM-6701F을 사용하
였다. PC 프리폴리머를 교반 없이 60분간 용매에 침전시켜 결정화
를 진행하였다. 그 후 80 ℃로 유지되는 진공오븐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켜 용매를 제거 한 후, 단면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은
carbon film에 부착시켜 표면을 백금으로 코팅한 후 SEM 가속전압
10 kV의 조건에서 단면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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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tructure of solvents used for solvent-induced
crystal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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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Preparation of solvent-induced crystallized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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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Formulation of mixed solvents

acetone

dichloromethane

(volume

(volume

fraction, %)

fraction, %)

A9D1

90

10

A8D2

80

20

A7D3

70

30

A6D4

60

40

butanone

dichloromethane

B9D1

90

10

B8D2

80

20

B7D3

70

30

B6D4

60

40

MIBK

dichloromethane

M8D2

80

20

M7D3

70

30

M6D4

60

40

M5D5

50

50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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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Formulation of solid-state polymerization

acetone

dichloromethane

(volume

(volume

fraction, %)

fraction, %)

A10D0

100

0

A9D1

90

10

A8D2

80

20

A7D3

70

30

MIBK

dichloromethane

100

0

Code

M10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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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DSC heating curve of PC crystallized by ac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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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PC의 용매 유도 결정화

1.1. 단일 용매 결정화도 평가

용매에 따른 PC 프리폴리머의 결정화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차주사열량계로 분석을 하였고, 결정화도 (Xc)를 Table 3.1.에 나
타내었다. 결정화도가 작게는 약 18 %부터 크게는 23 %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몇 개 용매를 선정하여 XRD를 통해 추
가적인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물은 Figure 3.1.에 나타내었다.
Acetone, butanone, MIBK를 사용한 XRD 결정화도 수치는 20.9 %,
21.9 %, 16.1 %로 DSC 결과와 비교하여 절대적인 수치는 차이 나
지만 경향성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결정화도 차이는 XRD
데이터의 무정형 부분을 정하는데 있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된다. DSC와 XRD 결정화도 결과를 보면 용매의 작용기에 따른 결
정화도 변화는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용매의 크기가 커질수록
결정화도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나 뚜렷한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용융점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용매의 종류가 결정 성장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용매에 따른 결정화도 변화를 혼합의 관점에서 보다 정확히 알
아보았다. 용매를 사용한 고분자의 결정화는 용매 분자에 의한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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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슬의 유동성 증가가 원인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해당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고분자와 용매간 혼합과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물질간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 차이와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 거리는 친화성을 해석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PC는 카르보네이트 기로부터 비롯한 약간의 극성 성질이 있으며,
사용된 용매 대부분이 극성이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무극성 환
경에서 주로 적용되는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 차이는 평가에
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 거리를 통해 결정
화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였고, 상관관계를 Table 3.2.과 Figure 3.2.,
3.3.에 나타내었다. 각 물질의 용해도 파라미터는 Hansen의 문헌에
서 참고하였다. Ra를 계산함에 있어 분산 힘 변수에 4가 곱해진 것
은 분산힘이 영구 쌍극자 힘과 수소 결합 힘에 비해 친화성을 평가
하는데 있어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분산 힘은
물질의 크기에 의해 규정되는 힘이며, 다른 변수와 비교하여 힘에
있어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평균적으로 Ra
가 4.5~5.5 사이에서 결정화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외 구간에
서는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용해도 파라미터는 각 물질이 고유
로 가지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비슷함을 나타내며, 혼합 시 서로
접촉하는 분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즉, 용매의 몰 부피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실험과 같이 다양한 크기의 용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단순히 용해도 파라미터 차이로 결과를 해석하
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7, 18, 19, 20].
해당 실험은 저분자량인 용매와 고분자의 혼합이기 때문에
Flory-Huggins의 용액 이론에 있어 엔트로피 변화는 미미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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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며, 따라서 엔탈피 변화가 혼합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하
다. 혼합 엔탈피는 고분자의 반복구조와 접촉한 용매의 몰수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Ra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혼합 엔
탈피는 상호 작용 상수 (interaction parameter)로 나타낼 수 있으
며, 그 값이 작을수록 혼합 엔탈피가 작아 혼합에 유리하다. 상호
작용 상수는 Hildebrand-Scott 식에 의해 Hildebrand 용해도 파
라미터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로 무극성 환경에서 적
용되는 한계를 보이며, Hansen은 Ra로 상호 작용 상수를 설명하여
한계를 보완하였다.

χ12 =

𝑉1 𝑅𝑎 2
4𝑅𝑇

𝑉1 : 용매의 몰 부피

PC와 상호 작용 상수가 낮은 용매일수록 결정화도가 높으며,
상호 작용 상수가 높을수록 결정화도가 낮은 결과가 나왔으며, 서로
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cetaldehyde와 n-propyl
acetate와 같이 상호 작용 상수가 0.4로 동일한 용매를 사용했을
때 약 1 % 결정화도가 차이 나는 것은 확산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근거했다고 판단된다. 상호 작용 상수는 에너지 관점에서 물질 간
혼합을 설명하는 것으로 확산에 대한 접근이 없으며, 이는 독립적인
변수로 해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한
용매가 고분자 내로 침투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혼합에 있어
불리하며, 이러한 이유로 크기가 작은 acetaldehyde를 사용했을 때
더 큰 결정화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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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rystallinity of PC pre-polymer crystallized by
solvents

solvent

Crystallinity (%)

acetone

21.8

butanone

22.4

3-pentanone

22.0

MIBK

19.6

acetaldehyde

21.1

propionaldehyde

21.6

butyraldehyde

19.4

methyl acetate

22.6

ethyl acetate

22.5

n-propyl acetate

20.0

isopropyl acetate

19.1

propyl chloride

20.5

butyl chloride

21.0

27

Figure 3.1. XRD scan of solvent crystallized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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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Hansen solubility parameter distance and interaction
parameter between polycarbonate and solvents

Molar

solvent

𝜹𝒕𝒐𝒕𝒂𝒍

Ra

𝝌𝟏𝟐

acetone

19.9

6.9

0.35

74.0

butanone

19.1

5.5

0.28

89.6

3-pentanone

18.2

5.4

0.31

105.7

MIBK

17.0

6.3

0.49

124.9

acetaldehyde

20.2

8.4

0.40

56.2

propionaldehyde

19.3

6.8

0.33

71.7

butyraldehyde

17.1

6.8

0.42

90.0

methyl acetate

18.7

5.4

0.23

79.5

ethyl acetate

18.2

4.6

0.21

97.7

n-propyl acetate

17.6

5.9

0.40

114.8

isopropyl acetate

17.6

6.7

0.53

117.4

propyl chloride

17.9

6.7

0.40

88.3

butyl chloride

17.2

6.2

0.4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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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Figure 3.2. Relationship between Hansen solubility parameter
distance (Ra) and Crystall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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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on parameter (χ12 ) and
Crystall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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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혼합 용매 결정화도 평가

앞선 단일 용매 실험의 과정과 동일하게 혼합용매를 사용한 실
험을 진행하였다. 용매는 단일 용매 실험에 사용한 일부 용매와 PC
와의 상호 작용 상수가 0.01로 그 값이 작아 Class I로 분류되는
dichloromethane을 혼합하여 혼합 용매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혼
합 용매의 상호 작용 상수는 최저 0.09이며, 서로가 비슷한 수준의
상호 작용 상수를 가질 수 있도록 dichloromethane의 부피비를 조
절하여 제조하였다. 혼합 용매의 용해도 파라미터 값은 혼합 용매
제조에 사용된 용매들의 용해도 파라미터 각각에 부피비를 곱한 값
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22].

δ𝐷(𝑜𝑟 𝑃,𝐻),𝑚𝑖𝑥 = ∅1 ∗ δ𝐷(𝑜𝑟 𝑃,𝐻),1 + ∅2 ∗ δ𝐷(𝑜𝑟 𝑃,𝐻),2

δ𝐷(𝑜𝑟 𝑃,𝐻),𝑚𝑖𝑥 : 혼합 용매의 분산, 영구 쌍극자, 수소 결합 힘
∅1 : 1번 용매의 부피 분율
∅2 : 2번 용매의 부피 분율

계산한 혼합 용매의 상호 작용 상수와 실험 결과를 Table 3.3.
과 3.4.에 나타내었다. Dichloromethane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상호
작용 상수는 작아지며, 결정화도가 균일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서로 다른 용매를 사용하여 상호 작용 상수가 같은 혼
합 용매를 제조하였을 경우 결정화도가 같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는 혼합 용매의 용해도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
라 판단된다. 혼합 용매의 용해도 파라미터를 구함에 있어 ‘한 용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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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즉 새로운 형태의 용매가 형성된다는 가정하에 각 용매의 부
피비의 합으로 계산하였는데, 실제 혼합 용매의 입자들은 PC에 독
립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dichloromethane의 양이 적을 땐
혼합 전 용매의 본래 성질을 띄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양이 늘어
날수록 점차 비슷한 성질의 혼합 용매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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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Crystallinity of PC pre-polymer crystallized by mixed
solvents

Code

Crystallinity (%)

A9D1

22.8

A8D2

23.4

A7D3

24.3

A6D4

25.0

B9D1

22.7

B8D2

23.5

B7D3

24.2

B6D4

25.2

M8D2

19.9

M7D3

20.1

M6D4

21.1

M5D5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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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Interaction parameter between PC and mixed solvents

Code

𝝌𝟏𝟐

A9D1

0.28

A8D2

0.22

A7D3

0.17

A6D4

0.13

B9D1

0.22

B8D2

0.17

B7D3

0.13

B6D4

0.09

M8D2

0.27

M7D3

0.19

M6D4

0.14

M5D5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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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on parameter (χ12 ) and
Crystallinity (acetone, butanone, MIBK and dichloromethane
mixed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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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해도 (solubility) 및 수율 (yield) 평가

용해도 평가는 결정화도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화 과정
을 진행한 후, 채 (sieve)가 아닌 구멍 크기가 1 um인 여과 종이를
사용하여 진공 여과시켜 반응 전, 후 무게변화를 측정하여 진행하였
다. 이는 외력에 의해 부서져 미세한 가루로 걸러지는 양을 최소화
하고 순수하게 용매에 의해 녹아나가는 양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용
해도 결과는 Figure 3.5.와 3.6.에 나타내었다.

Solubility (%) =

𝑊0 − 𝑊
∗ 100
𝑊0

𝑊0 : 결정화 전 PC 프리폴리머의 무게 (g)
𝑊 : 여과 및 건조 후 PC 프리폴리머의 무게 (g)

상호 작용 상수가 작을수록 PC와의 친화력이 좋아 녹아나가는
PC의 양이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용해도와 결정화도 결과가 유사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정화 과정과 용해과정이 유사한 메커니즘
에 가지며, Class III에 포함된 용매도 PC를 일부 녹일 수 있는 용매
임을 확인하였다.
용매 유도 결정화를 진행하면 PC 표면에 영구 변형이 일어나며,
용매에 의해 무정형 부분이 일부 녹으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표면에 크랙 (crack)이 유발되며 PC 입자가 외력에 의해
쉽게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Acetone으로 5분간 결정화한 PC
표면에 전체적으로 크랙이 형성돼 있으며, 노출 시간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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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율 평가는 결정화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 후, 250
um 채에 걸러 남은 PC의 무게를 측정하여 진행하였다.

Yield (%) =

𝑊
∗ 100
𝑊0

MIBK나 propyl acetate와 같이 몰 부피와 상호 작용 상수가
큰 용매를 제외하면 대부분 약 75 % 수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상호 작용 상수가 작을수록 PC와 친화력이 좋으며 결정화도가 높아
PC입자가 쉽게 부셔져 수율을 떨어트리는 변수로서 작용하긴 하지
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용매에 의한 효과보다 반응
시간, 온도, 교반 속도 등이 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
된다.

38

Figure 3.5. Relationship between Hansen solubility parameter
distance (Ra) and solu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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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on parameter (χ12 ) and
solu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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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SEM micrographs of PC pre-polymer sample
crystallized by acetone. Reaction time is (a) 5 min, (b) 30 min,
and (c)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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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on parameter (χ12 ) and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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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C 표면 및 결정 영역 분석

용매에 따른 PC 표면 변화 및 결정 영역의 두께 변화를 SEM
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Figure 3.9.에 SEM 표면 분석 결과를 나타
내었다. 용매 처리 전 무정형 PC의 표면은 특징 없이 매끄러움에
비해, 아세톤에 처리한 PC의 표면엔 6~7 μm 정도의 구 형태의 결
정 입자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정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다공성 특징을 지니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용매가 농도가 높은
표면에서 무정형 부분은 녹일 수 있지만 결정 부분은 녹이지 못했
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Figure 3.10.에 SEM 단면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용매는
acetone, butanone, MIBK 단일 용매와 acetone, dichloromethane
혼합용매를 사용하였다. 단면에서도 매끈한 무정형 PC가 용매에 노
출되면서 표면에 결정 층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MIBK는 몰 부피
가 크며 PC와 친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정 영역이 가장 좁은 것
을 확인하였다. Acetone과 butanone에 노출시켰을 때 결정 영역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butanone이 acetone에 비해 몰 부피가 커
서 확산에 불리하지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PC와 친화성이 좋기 때
문이었다고 판단된다. Acetone 단일용매와 혼합용매의 결정 영역이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보아, dichloromethane은 PC 사슬의 유동성
을 높여줘 결정 형성을 유리하게 만들 뿐, acetone이 사슬 내부로
깊게 침투하는데 도움을 주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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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9. SEM micrographs of surface of PC (a) amorphous and
(b) crystallized by acetone for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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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SEM micrographs of cross section of (a) amorphous
PC and crystallized PC by (b) MIBK, (c) butanone, (d) acetone,
and (e) acetone and dichloromethane mixed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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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의 고상중합
PC 용매 유도 결정화법은 열적 결정화법에 비해 저온에서 반응
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결정화 속도가 빨라 고상중합을 위한 결정
화 과정에 있어 유리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표현 부분의 다공형태
는 입자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합 부산물이 외부로 제거되는데 도움
을 주어 반응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 PC 고상중합의 전 처리
단계로 사용된다. 따라서 앞서 실험한 용매 유도 결정화 실험 결과
와 고찰을 바탕으로 PC의 고상중합을 진행해 보았다.
PC 프리폴리머의 초기 결정화도가 중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결정화도를 달리하여 고상중합을 진행하였고, 용융 흐
름 지수 (melt flow index)를 측정하였다. 사용한 용매와 결과는
table

3.5.에

나타내었다.

Acetone

단일

용매와

비교하여

dichloromethane의 양이 늘어나면서 결정화도가 증가하며, MI가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C 프리폴리머의 초기 결정화도는 고상중
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폴리머의 말단기는 사슬
내부와 구조도 다르며 유동성이 커 나란히 배열되기 힘들다. 따라서
결정 구조 내부에 포함되지 못하고 결정 표면, 즉 무정형 부분으로
노출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24]. 결정이 형성되게 되면 고상중
합의 반응 부분인 말단기가 결정 표면에 집중됨으로써 농도가 높아
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반응 속도가 증가하여 중합에 유리하게 작
용한다. 따라서 혼합 용매를 사용한 경우 중합 전 결정화도가 높아
MI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에서 생긴 부산물은 결정영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무정형
부분을 통로로 하여 외부로 유출되게 되는데, 결정화도가 일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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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높아지면 결정이 부산물의 이동을 방해해 중합 속도를 낮추게
된다. 또한 중합이 진행되면 점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고 말단기의
유동성이

감소하여

중합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이유로

dichloromethane 혼합 용매 실험에서 그 양에 따라 결정화도가 차
이 나는 정도에 비해, 중합 시 MI 변화가 크지 않게 나온 이유라
판단된다. MIBK로 결정화 시킨 PC의 MI가 높게 나온 것은 결정화
도가 낮을 뿐 아니라, 평균 입자 크기가 커 내부에서 생성된 부산물
이 외부로 유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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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Melt flow index of PC polymerized in solid state

Crystallinity

MI

(%)

(g/10min)

A10D0

21.8

3.85

A9D1

22.8

3.48

A8D2

23.4

3.15

A7D3

25.0

2.94

M10D0

19.6

12.9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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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상중합을 위한 전 처리단계인 PC의 결정화 현
상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다른 결정화법에 비해 저온에서 반응을 진
행시킬 수 있으며, 결정화 속도가 빠른 용매 유도 결정화법을 택하
였으며, PC와 접촉면이 넓고 농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액체 용매
를 선택하게 되었다. 용매 유도 결정화법은 용매 자체가 가진 특성
에 큰 영향을 받으며, 용매 종류에 따라 결정 형성이 진행되는 정도
가 달라진다. 따라서 단일 및 혼합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PC의 결정화도와 결정 영역 두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와 Flory-Huggins 혼합 이론을 근거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용매를 사용하여 결정화한 PC 프리폴리머를 DSC와 XRD를 통
해 결정화도를 측정하였으며, 용매 종류에 따라 결정화도가 작게는
18 %에서 크게는 23 %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Hansen 용해도
파라미터 문헌을 참고하여 용매의 Ra를 구하였고, 이를 결정화도와
연관시켜보았다. Ra는 물질간의 친화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주로 사
용되는 이론이지만, 용매의 몰 부피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다
양한 크기를 가진 용매들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호 작용 상수 ( χ )는 Flory-Huggins의 용액 이론에서 혼합
엔탈피를 나타내는 값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혼합이 유리함을 나타
낸다. 따라서 각 용매의 χ를 구하고 이를 결정화도와 연관시켜보았
다. χ가 낮은 용매일수록 결정화도가 높은 경향을 확인하였고, 서로
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부 용매들은 χ 값이 동일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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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약 1 % 정도 결정화도가 차이 나는데, 이는 용매 확산
에서 비롯되는 차이에 근거했다고 생각된다. χ 는 에너지 관점에서
혼합을 설명하는 것으로 확산에 대한 접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χ 값을 가진 용매들에서 결정화도가 높게 나온 것은, 몰 부피
가 작은 용매가 확산에 유리하여 결정영역이 넓기 때문이라 판단된
다.
Dichloromethane (MC)과 같이 χ 값이 매우 작은 용매를 사용
하여 혼합 용매를 제조한 후 결정화를 진행했을 때, MC 양이 증가
할수록 χ 가 작아지며, 결정화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서로 다른 용매를 사용하여 절대적인 χ 값이 동일한 혼합 용매
를 제조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결정화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혼합 용매가 ‘한 용매 상태’로서 PC에 작용하지 않고, 용매 입자들
이 독립적으로 PC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 전 용매의 본
래 성질을 띄려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용해도 결과는 결정화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χ와 상관관계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PC를 용매 결정화를 하면 표면에 크랙이 발생하여
입자가 외력에 의해 쉽게 부서지게 되며 손실이 발생한다. 용매가
수율을 떨어트리는 변수로 작용하긴 하지만 정도가 크지 않으며, 용
매 종류에 의한 효과보다 반응 시간, 온도, 교반 속도 및 용매의 양,
등이 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결정화된 표면을 SEM을 통해 분석해 보았을 때, 매끈하던 무
정형 표면에 용매를 처리하면서 구 형태의 결정 입자가 형성되며,
다공성 특징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면 분석을 통해 χ가 작을
수록, 몰 부피가 작을수록 결정영역이 두껍게 형성되지만, 혼합 용
매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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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PC 프리폴리머의 초기 결정화도가 중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용매를 변화시켜 결정화도가 다른 PC 프리폴
리머를 제작하였고, 이를 고상중합하여 MI를 측정하였다. χ가 작은
용매를 사용하였을 때 MI가 작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
정화도가 높을수록 중합 반응에 참여하는 말단기의 농도가 높아짐
으로써 반응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용매의 차이에 따른 PC 프리폴리머의 결정화도
와 용해도 및 수율, 결정영역 두께, 중합도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이
를 Ra와 χ를 통해 해석하였다. 해당 현상들을 Ra로 설명하기엔 한
계가 있었으나, χ 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PC
고상중합을 상용화하는데 있어 기초 연구로써 도움을 줄 것으로 판
단되며, 추후 다양한 분자량을 가진 PC를 더 많은 용매들을 사용하
여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다면 PC 내화학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확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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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solvent solubility parameters on
the solvent-induced crystallization of polycarbonate

Yong Hyun SHIN
Polymer Structures Laboratory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olid-state polymerization of polycarbonate (PC) is a wa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C manufacturing
processes. However, PC is an amorphous polymer, and since
there is a small gap between T g and Tm, polymerization in the
solid state is limi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rystallization of PC as a pretreatment step of solid-state
polymerization.
In this study, solvent-induced crystallization was performed
as a crystallization method, and the phenomenon which depends
on the kind of solvent was analyzed as solvent solubility
parameters. The crystallinity of PC pre-polymer was measured
by DSC and XRD after the crystallization proceeded with
different kinds of single or mixed solvents. Then, the Hansen
solubility parameter distance (Ra) and interaction parameter (χ)
of PC and each solvent were calculated, and th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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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value and the crystallinity was confirmed. After
measuring the solubility and the yield depending on the solvent
type, the phenomenon was also analyzed through Ra and χ. In
addition, the surface and cross section of the crystal region were
analyzed by SEM to confirm the porous structure of the surface
and to observe the change in the thickness of the crystal region.
Ra is a simple method to explain the intermaterial affinity, but
there is no consideration of the molar volume of the material,
which is a limitation in interpreting PC crystallization phenomena.
Therefore,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terpreting the results
with χ is more advantageou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itial crystallinity of PC
pre-polymer on polymerization, solid-state polymerization was
carried out using PC pre-polymer having different initial
crystallinity. The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crystallinity and
degree of polymerization was confirmed by confirming that the
initial crystallinity was higher and the MI was lowered as the
solvent having a smaller χ was used.

Key word: polycarbonate, solvent-induced crystallization,
solid-state polymerization, Ra, 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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