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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필름의 표면을 다양한 반응 조건하에서 함산소불소화하여 hydro-

peroxide 관능기를 도입시켜 표면특성을 변화시켰다. 또한 생성된 hydroperoxide 관능기를 반응 개시제로 친수성 그룹

을 가지는 단량체인 acryl amide (AM)와 소수성 그룹을 가지는 단량체인 methyl methacrylate (MMA)를 그라프트 중합

시켜 LDPE 필름의 표면을 2차 개질하였다. 또한 LDPE, 함산소불소화 된 LDPE (OFPE), AM 및 MMA 단량체가 그라

프트 된 OFPE 필름의 표면특성은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감쇠전반사 분광법, 시차주사 열량분석기 및 

접촉각 측정법 등으로 분석하였다. DPPH 라디칼 분석법의 결과로부터, OFPE의 hydroperoxide 관능기의 양은 함산소불

소화 총압력과 F2 가스의 부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접촉각 및 표면 자유에너지 분석결과로부터, 

함산소불소화에 의해서 생성된 hydroperoxide 관능기와 AM과 같은 친수성 그룹을 가지는 단량체의 그라프트 중합은 

LDPE 필름 표면에서 물과 같은 친수성 용매의 접촉각을 감소시키고, MMA와 같은 소수성 그룹을 가지는 단량체의 

경우는 LDPE 필름 표면에서 methylene diiodide와 같은 비극성 용매의 표면 접촉각을 감소시켰다. 이는 AM 및 MMA 

단량체의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것으로, LDPE 필름 표면은 친수성 및 소수성 용매에 대한 젖음성이 향상되었다. 

The surface of 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film was oxyfluorinated under different reaction conditions to introduce hy-

droperoxide groups and change surface characteristics. Hydroperoxide functional groups created by oxyfluorination were used 

as active sites for graft polymerization with hydrophobic monomer, acryl amide (AM), and hydrophilic monomer, methyl 

methacrylate (MMA) to carry out the second modification of the LDPE film surface. The surface properties of the OFPE 

films and grafted OFPE films were characterized by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method, 

ATR-IR, contact angle measurement and DSC. From the results of DPPH method, the amount of hydroperoxide groups on 

the oxyfluorinated LDPE film continuously increased as the total pressure in the oxyfluorination and the partial pressure of 

fluorine gas increased. The water contact angle and surface free energy measurements showed that hydrophilic liquid (water) 

contact angle on LDPE film surface decreased with hydrophilic AM grafting and hydrophobic liquid (methylene diiodide) 

contact angle on LDPE film surface decreased with hydrophobic MMA grafting. These were attributed to AM or MMA mono-

mer grafting and the wettability of LDPE filmsurface to hydrophilic and hydrophobic liquids were improved.

Keywords: LDPE, oxyfluorination, hydroperoxide, DPPH, graft polymerization

1. 서    론
1)

폴리올레핀은 구조가 간단하며 다양한 물성을 나타내며, 상대적으

로 낮은 생산비 및 응용성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고분자의 

† 교신저자 (e-mail: youngslee@cnu.ac.kr)

절반을 차지한다[1]. 올레핀계 고분자 중 저밀도 폴리에틸렌(low den-

sity polyethylene, LDPE)은 가격이 저렴하며,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여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올레핀계 고분자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고 표면장력이 높기 때문

에 접착력, 인쇄성 및 젖음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고

분자 물질의 표면접착 특성은 물리 화학적 표면 개질로 강화될 수 있

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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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ment of the oxyfluorinated LDPE film grafted with 

AM and MMA monomer.

고분자의 표면 특성을 개질하는 방법으로는 코로나 방전, 플라즈마, 

UV 및 불소화법 등이 있다[6-8]. 이와 같은 표면 개질 방법 중에서, 

불소화법은 건식 공정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고분자 물질의 표면도 개

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온이나 실온 이하에서 수행하고 

첨가물이나 촉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소화의 가장 큰 이

점은 고분자 물질의 표면만이 변화되므로 벌크 특성은 변화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불소화법은 가스 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직접불소화법 

및 함산소불소화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불소화법은 불소와 비활성 

기체(N2, Ar)의 혼합물을 사용하고, 함산소불소화법은 F2와 공기 또는 

O2 가스를 혼합하여 표면을 개질하는 방법이다[9-11].

올레핀계 고분자 물질의 함산소불소화는 표면에 > C = O, -C(= O)F, 

RO2⋅, COOH 등의 극성기를 도입시켜 표면의 젖음성이 향상된다

[12-14]. 또한, 함산소불소화에 의해 생성된 hydroperoxide 관능기는 

플라즈마 및 UV 등의 방법[15-17]에 의해 생성된 hydroperoxide 관능기

와 마찬가지로 그라프트 중합을 위한 반응 개시제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PE 필름의 젖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산소불소화법을 통하여 표면을 개질하였다. 또한 함산소불소화에 

의해 생성된 hydroperoxide 관능기를 반응 개시제로 acryl amide (AM)

와 methyl methacrylate (MMA)를 그라프트 중합시키는 2차 개질을 통

하여 그에 따른 LDPE 필름의 표면특성 및 젖음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본 연구에서는 25 μm 두께의 LDPE 필름((주)에스에스씨)을 사용하

였다. LDPE 필름의 크기는 2 × 4 cm
2
로 진공상의 데시케이터 안에서 

메틸 알코올과 함께 30 min 동안 초음파 세척을 하였다. LDPE 필름의 

표면 개질 방법 및 그라프트 중합에 대한 실험 개략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그라프트 중합을 위한 비닐 단량체는 AM 및 MMA (Aldrich 

Co. Ltd.)를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함산소불소화

LDPE 필름의 표면을 개질하기 위해서 사용된 직접 불소화 장치는 

NaF, 버퍼 탱크, F2 및 Ar 실린더, 반응기 및 진공펌프 등으로 크게 

구성된다. 또한 불소가스(MESSER, 99.8%)는 수소불화물과 같은 불

순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NaF 펠렛을 통해 제거하였다. LDPE의 함산

소불소화 조건은 반응시간 및 온도를 각각 10 min, 25 ℃로 고정하고, 

함산소불소화시 총 압력(0.2, 0.4, 0.6, 0.8 및 1.0 bar)을 달리하고 그에 

따른 F2와 O2 혼합가스의 압력 비율조건(1 : 9, 2 : 8 및 3 : 7)에 변화를 

주어 실험하였다. 함산소불소화 장비 및 방법의 상세한 기술은 저자

의 이전 논문에 상세히 기술하였다[18,19].

2.2.2. OFPE 필름의 표면 hydroperoxide 측정

함산소불소화 된 LDPE (OFPE) 필름은 1,1-diphenyl-2-picrylhy-

drazyl (DPPH, Aldrich Co. Ltd.)의 벤젠 용액(1.0 × 10
-4

 mol⋅L
-1

)에 

담지하고 필름 표면에 형성된 peroxides를 분해시키기 위해 70 ℃에서 

24 h유지하였다. 소비된 DPPH 분자의 양은 OFPE 필름과 LDPE 사이

의 520 nm에서 투과율 차이로 결정되었다. peroxide와 반응한 DPPH

의 양은 자외선-가시선 분자 흡수분광법(UV-VIS scanning spectropho-

tometer, Scinco UVS-2100,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0,21].

2.2.3. 라디칼 그라프트 중합

OFPE 필름을 그라프트 중합하기 위해 10 wt%의 농도의 AM 및 

MMA 용액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OFPE 필름은 준비한 단량체 용액이 

담긴 실린더에 넣은 후 30 min 동안 산소를 제거한 후에 질소 가스를 

지속적으로 실린더에 넣었다. 그리고 60, 70 및 80 ℃의 온도 조건에서 

1 h 동안 그라프트 중합을 진행시켰다. 표면에 결합되지 않은 중합체는 

60 ℃에서 24 h 동안 에틸 알코올과 함께 초음파 세척하여 필름으로

부터 제거되었다. 

2.2.4. 그라프트 된 OFPE의 표면특성

LDPE, OFPE, AM 단량체가 그라프트 된 OFPE (AM-g-OFPE) 및 

MMA 단량체가 그라프트 된 OFPE (MMA-g-OFPE) 필름의 표면 특

성은 감쇠전반사 분광법(Attenuated total reflectance infrared, ATR-IR, 

Travel-IR Model 80, SensIR Tech.), 시차주사열량분석기(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Model-6, Perkin Elmer Co. Ltd.), 정접촉

각 측정기(Static contact angle measurement, G-1, Erma Co. Lt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Owens-Wendt-Geometric Mean 방법에 의해 

그라프트 된 OFPE 필름의 접촉각을 측정함으로써 표면 자유에너지를 

산출하였다[22].

3. 결과 및 고찰

3.1. DPPH 라디칼 분석법을 이용한 표면 hydroperoxide 관능기의 

정량 분석

OFPE 필름 표면의 hydroperoxide 관능기는 그라프트 중합을 위한 

반응 개시제로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함산소불소화에 의해 생성된 

peroxide 및 hydroperoxide 관능기를 이용한 그라프트 중합의 개시반응

은 다음에 나타낸 식과 같이 진행된다[23]. 

OHROROOH •+•⎯→⎯
Δ

  (1)

•++•⎯→⎯+
Δ

ROHRORHROOH
2 (2)

•++•⎯→⎯+
Δ

22
ROOHROROOHROOH (3)

OHCCROCCROOH −<−>+•⎯→⎯<=>+

•
Δ (4)

•+•⎯→⎯
Δ

OROROORR
2121 (5)

식(4)는 함산소불소화에 의해 생성된 hydroperoxide관능기와 비닐 

단량체와의 반응을 나타내며, 이러한 OFPE 필름 표면의 hydrope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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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amount of hydroperoxide groups on the oxyfluorinated

LDPE films, as determined by the DPPH method. 

Figure 3. Schematic graft polymerization mechanism of oxyfluorinated

LDPE film.

Table 1. Transition Temperatures and Heats of Fusion of the Oxyfluorinated

PE Films Grafted with Various Monomers

Sample name
Reaction temperature 

(℃)
Tg (℃) Tm (℃) ΔHf (cal/g)

LDPE - 67 110.4 22.4

OFPE - 64 110.8 22.1

AM-g-OFPE

60 65, 80 111.0 19.1

70 68, 80 111.6 21.0

80 78, 65 110.7 19.8

MMA-g-OFPE

60 82.88 109.9 20.4

70 72.82 111.2 23.5

80 63.71 110.0 22.7

Tg is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and Tm is melting point. 

ΔHf is heat of fusion for polymer film.

관능기의 양은 DPPH 라디칼 분석법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분석법의 결과로부터 OFPE 

필름의 hydroperoxide 관능기의 양은 함산소불소화의 총 압력과 F2 

가스의 부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함산소

불소화에 의해 생성된 hydroperoxide 관능기의 양은 Lu 등의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얻어진 양보다 약 10
2
 정도 많이 얻어졌다[24]. 

본 실험에서는 hydroperoxide 관능기와 고분자 단량체와의 반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량의 hydroperoxide 관능기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량의 hydroperoxide 관능기를 부여하기 위한 최적의 함산소

불소화 조건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F2와 O2 가스 혼합물의 부분압력 

비율이 3 : 7, 함산소불소화시 압력과 시간은 각각 1 bar 및 10 min으

로 얻었다. 이후의 그라프트 중합은 상기의 조건에서 얻어진 시편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3.2. 그라프트 된 OFPE필름의 표면특성

최적의 함산소불소화 조건에서 얻어진 OFPE 필름은 표면에 생성

된 hydroperoxide 관능기를 개시제로 AM 및 MMA 단량체와 함께 그

라프트 중합되며, 그에 따른 반응 메카니즘은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또한 LDPE, OFPE, AM-g-OFPE 및 MMA-g-OFPE 필름의 DSC 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의 DSC 분석결과로부터 OFPE

의 녹는점, 융해열 및 유리전이온도는 LDPE와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AM-g-OFPE 및 MMA-g-OFPE 필름

은 두 개의 유리전이온도를 나타내어 OFPE 필름의 특성과 유사하지 

않았다. AM-g-OFPE 필름의 유리전이온도는 그라프트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였다. 반면, MMA-g-OFPE 필름의 유리전이온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DSC 결과로부터 AM-g-OFPE 

및 MMA-g-OFPE 필름은 그라프트 중합에 의해 두 개의 유리전이온

도를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함산소불소화의 영향으로 그라프트 중합이 

가능하게 되어 LDPE 필름 표면이 2차 개질 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그라프트 중합된 OFPE 필름의 녹는점은 중합되지 않은 OFPE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그라프트 된 고분자가 OFPE 필름 표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LDPE, OFPE 및 80 ℃에서 그라프트 AM-g-OFPE 및 MMA-g-OFPE 

필름의 ATR-IR 스펙트럼은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a) 및 (b)

에 나타낸 것처럼, LDPE 필름의 특성피크인 -CH2 그룹은 2930 cm
-1

 

및 2850 cm
-1
에서 나타났다. 반면 OFPE 필름의 특성피크는 함산소불

소화 표면개질에 의한 새로운 -COOH 및 -CF 그룹이 각각 1750 cm
-1

 

및 1200 cm
-1
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COOH그룹의 

피크는 함산소불소화 처리에 따라 새롭게 생성된 피크이며, 식(10)에

서 알 수 있듯이 LDPE 필름 표면의 -ROO⋅ 그룹과 공기의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 →⎯+
+

FHFRRHF
molkcal /1.4

2  (6)

RFFR
molkcal
⎯⎯⎯⎯ →⎯•+•

− /34
  (7)

•+⎯⎯⎯⎯ →⎯+•
−

FRFFR
molkcal /68

2      (8)

•⎯→⎯+• ROOOR
2       (9)

ROOHOHROO ⎯→⎯+•
2         (10)

또한 식(1), (2)는 F2 (157.88 kJ/mol)와 C-H (410 kJ/mol)의 결합에

너지가 C-F와 H-F의 결합에너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CHF-, 

-C(=O)F 및 -COO⋅ 그룹은 ⋅F, F2 및 O2에 의해 생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25].

HFCOOHOHFOC +−⎯→⎯+=−
2

)(      (11)

또한, 식(1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C(=O)F 그룹은 공기와 반응하여 

-COOH 그룹을 생성하게 된다[26]. 

Figure 4(c)를 통해서 AM-g-OFPE 필름의 특성피크인 -NH2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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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TR-IR spectra of untreated, oxyfluorinated and grafted (at 

80 ℃) LDPE films; (a) LDPE, (b) OFPE, (c) AM-g-OFPE and (d) 

MMA-g-OFPE.

Figure 5. The water contact angle on the surface of the oxyfluorinated

LDPE film grafted with various monomers as a grafted function of the

reaction temperature.

Figure 6. The methylene diiodide contact angle on the surface of the

oxyfluorinated LDPE film grafted with various monomers as a grafted 

function of the reaction temperature.

3372 cm
-1

 및 3290 cm
-1
에 나타냈고, -N-H 및 -C=O 그룹은 1720 cm

-1
 

에 나타냈으며, -C≡N 그룹은 1250 cm
-1
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20 cm
-1

 영역에서의 카르복실산 C=O 그룹의 피크는 OFPE 

필름 스펙트럼에서 보다 강한 피크로 나타나는데, 이 새롭게 나타난 

강한 피크는 AM 단량체가 OFPE 표면에 그라프트 중합되어 어느 

정도의 두께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Beer 법칙에 의해 AM-g-OFPE 스

펙트럼에서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AM 단량체가 

OFPE 표면에 그라프트 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ure 

4(d)에서 MMA-g-OFPE 필름의 특성피크는 OFPE 필름의 특성피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MMA 단량체는 -C(=O)-O-CH3 그룹의 

존재에 따라 1750 cm
-1
에서 -C(=O)-O- 그룹의 강한 피크가 나타냈고, 

-C-O-C-그룹의 피크는 1247 cm
-1
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DSC 및 ATR-IR 분석으로부터, AM 및 MMA 단량체는 OFPE 필름의 

표면에 생성된 hydroperoxide 관능기를 개시제로 라디칼 메커니즘에 

의해 그라프트 중합되었다고 여겨진다. 

3.3. 그라프트 된 OFPE 필름의 젖음 특성

LDPE, OFPE, AM-g-OFPE 및 MMA-g-OFPE 필름 표면에 극성 물

질인 물을 이용하여 표면 접촉각 측정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5에서 보이는 것처럼, LDPE 및 OFPE 필름의 물 접촉각은 각

각 96° 및 47°로 OFPE 필름이 LDPE 필름보다 약 51%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자의 선행연구인 함산소불소화 된 LDPE 필름의 

XPS 표면분석 및 IR 분석결과와 유사하며[27], 함산소불소화에 의해 

LDPE 필름 표면에 생성된 hydroperoxide 관능기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80 ℃에서 그라프트 된 AM-g-OFPE 필름 표면에서의 물 

접촉각은 25°를 보였으며 이는 LDPE 필름의 물 접촉각보다 약 74%로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MMA-g-OFPE 필름은 63°로 LDPE 필름 보다 

약 44%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OFPE 필름 표면에 친수성 그룹을 

가지는 AM 단량체가 그라프트되어 물 접촉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

다. 반면 MMA와 같은 소수성 그룹이 OFPE 필름 표면에 그라프트 된 

경우에는 오히려 OFPE 필름보다 물 접촉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LDPE, OFPE 및 AM-g-OFPE 및 MMA-g-OFPE 필름 표면에 비극성 

물질인 methylene diiodide를 이용하여 표면 접촉각 측정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LDPE 필름의 methylene diiodide 접촉각은 57°로 나타

났고, OFPE 필름의 methylene diiodide 접촉각은 47°로 약 18% 감소

하였다. 반면 AM 및 MMA 단량체가 그라프트 된 OFPE 필름에서 

MMA-g-OFPE 필름의 methylene diiodide 접촉각 값이 28°로 LDPE 

필름 보다 약 51%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접

촉각 측정결과로부터, OFPE 필름의 표면은 hydroperoxide 관능기의 

존재로 인해 물과 같은 극성 용매의 젖음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생성

된 hydroperoxide 관능기를 개시제로 친수성 그룹을 가지는 AM 단량

체의 그라프트 중합은 LDPE 필름 표면에서 물과 같은 극성 용매의 

젖음성을 향상시키고, 소수성 그룹을 가지는 MMA 단량체의 그라프트 

중합은 methylene diiodide와 같은 비극성 용매의 표면 젖음성을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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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surface free energies of the oxyfluorinated LDPE films 

grafted with various monomers as a function of the graft temperature;

(a) AM-g-OFPE and (b) MMA-g-OFPE.

3.4. 그라프트 된 OFPE 필름의 표면에너지

Figure 7에서는 LDPE, OFPE, AM-g-OFPE 및 MMA-g-OFPE 필름의 

표면 자유에너지 값을 나타내었다. Figure 7(a)에서 LDPE 필름의 극성 

표면 자유에너지의 값은 1 mN/m로 나타났고, OFPE 필름의 극성 표

면 자유에너지의 값은 26 mN/m로 LDPE 필름의 극성 표면 자유에너

지의 값보다 약 26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함산소불소

화 처리에 의해 hydroperoxide 관능기가 증가함으로써 극성 표면 자유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80 ℃에서 그라프트 된 

AM-g-OFPE 필름 표면에서의 극성 표면 자유에너지 값은 37 mN/m로 

가장 높은 표면 자유에너지 값을 보였으며 이는 LDPE 필름과 비교하

면 약 37배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함산소불

소화에 의해 생성된 OFPE 필름 표면의 hydroperoxide 관능기와 AM 

단량체의 그라프트 중합을 의미하며, 친수성 성질을 가지는 AM 단량

체와 물과 같은 극성용매의 친화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Figure 7(b)에서 보이는 것처럼 80 ℃에서 그라프트 된 MMA- 

g-OFPE 필름 표면에서의 극성 표면 자유에너지 값은 10 mN/m를 나

타내었으며 LDPE 필름과 비교하면 약 10배가 증가하였지만, AM-g-OFPE 

필름과 비교하면 약 36%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면 자유

에너지 측정결과로부터, LDPE 필름의 표면에 함산소불소화 처리를 

함으로써 hydroperoxide 관능기가 증가하여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 대

한 젖음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친수성 성질을 가지는 AM 단량체를 

그라프트 한 경우에는 물과 같은 극성용매와의 친화력으로 의해 극성 

표면에너지가 더욱 증가하였다. 반면, 소수성 성질을 가지는 MMA 단

량체의 경우에는 LDPE 필름의 비극성 표면에너지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친수성 그룹을 가지는 AM 단량체의 그라프트 

중합은 LDPE 필름 표면에서 물과 같은 극성 용매의 젖음성을 향상시

키고, 소수성 성질을 가지는 MMA 단량체의 경우는 LDPE 필름 표면

에서 methylene diiodide와 같은 비극성 용매의 표면 젖음성을 향상시

켰다. 따라서, 앞에서 DSC와 ATR-IR 결과를 이용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함산소불소화의 영향으로 hydroperoxide 관능기가 생성되었고, 

이 관능기를 반응 개시제로 이용하여 LDPE 필름 표면으로의 그라프트 

중합 반응이 이루어졌음을 접촉각 측정 결과를 이용한 표면자유에너지 

계산 결과를 통하여 재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DPE 필름의 젖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산소불

소화법을 통하여 표면을 개질하였다. DPPH 라디칼 분석법의 결과를 

통해 함산소불소화 조건은 총 압력을 1 bar로 하여 F2와 O2 가스 혼합

물의 부분압력 비율이 3 : 7이 되도록 하고 반응시간을 10 min으로 하

였을 경우 OFPE 필름 표면에 가장 많은 hydroperoxide 관능기를 부여

한 최적의 조건임을 본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라프트 중합은 

OFPE 필름 표면 위의 hydroperoxide 관능기와 이중결합이 있는 AM 

및 MMA 단량체의 라디칼 메카니즘에 수행되었다. DSC 분석결과 

AM 및 MMA 단량체와 함께 그라프트 된 OFPE 필름은 두 개의 유리

전이온도를 나타내어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OFPE 필름 표면의 2차 

표면개질 되었음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함산소불소화에 의해서 

생성된 hydroperoxide 관능기와 AM과 같은 친수성 그룹을 가지는 단

량체의 그라프트 중합은 LDPE 필름 표면에서 물과 같은 극성 용매의 

젖음성을 향상시키고, MMA와 같은 소수성 그룹을 가지는 단량체의 

경우는 LDPE 필름 표면에서 methylene diiodide와 같은 비극성 용매

의 표면 젖음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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