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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온경화 공정으로 합성한 다양한 폴리이미드의 물성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4,4'-oxydianiline (ODA) 

단일 다이아민(diamine)에 여러 가지 주쇄(backbone)를 가지는 산무수물(dianhydride)들을 [4,4'-oxydiphthalicanhydride (ODPA), 

4,4-hexafluoroisopropylidenediphthalic dianhydride (6FDA), 3,3', 4,4'-benzophenonetetracarboxylic dianhydride (BTDA)]사용

하였다. 폴리아믹산(poly(amic acid); PAA)의 합성 후, 저온경화 촉매인 1,4-diazabicyclo[2.2.2]octane (DABCO)를 여러 

wt%로 첨가하여 폴리이미드 박막을 제작하고 촉매를 넣지 않은 박막과 FT-IR, UV-Vis 투과도, DSC/TGA, WAXD 

분석을 통해 그 특성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촉매를 이용한 폴리이미드의 저온경화 시 산무수물의 종류에 따라 

광학특성 및 열특성 변화량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촉매에 의한  mean intermolecular distance의 감소량이 산무수물의 

주쇄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1 wt%의 촉매를 사용 시 광학특성 증가는 최대가 되고 열특성 저하는 

최소가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해 촉매를 이용한 저온경화 폴리이미드 박막의 특성변화는 그 화학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n this study, various polyimide films were synthesized via low temperature cure in order to understand changes in their phys-

ical properties when using 4,4'-oxydianiline (ODA) as a diamine and dianhydride molecules with different backbones on a 

single diamine such as 4,4'-Oxydiphthalic anhydride (ODPA), 4,4-hexafluoroisopropylidene diphthalic dianhydride (6FDA), 

and 3,3', 4,4'-benzophenone tetracarboxylic dianhydride (BTDA). After the synthesis of poly(amic acid), polyimide films were 

fabricated by adding 1,4-diazabicyclo [2.2.2]octane (DABCO), a low-temperature catalyst, at various wt% to poly(amic acid)s.  

Changes of 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etween polyimide films without catalyst and poly-

imide films with catalyst by FT-IR, UV-Vis transmittance, DSC/TGA, and WAXD analysis. Wide-angle X-ray diffraction 

(WAXD) analysis revealed that the mean intermolecular distance decreased with the use of a catalyst by the type of 

dianhydride. Thus, while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films improve by a low-temperature cure performed using a catalyst, 

their thermal properties decrease. These changes can be explained by the changes in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the films 

triggered by a catalyst-induced reduction in the mean intermolecular distance. Moreover, the results show that the type of 

dianhydride determines the degree of change in the 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in each types of polyimide, demonstrating 

that changes in the 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backbone of the polyimid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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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폴리이미드(polyimide)는 우수한 열안정성, 기계적 특성, 내화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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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절연성을 가지고 있어[1-4] 높은 신뢰성이 필요한 우주항공 산업 

및 자동차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자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산업에서는 FAB 공정의 마지막 원재료로 웨이퍼(wafer)를 

전기적,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반도체를 구성하는 

박막 중 가장 두꺼운 두께로 스핀 코팅(spin coating)과 경화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Poly-Si/TEOS (tetraethyl orthosilicate)와 같은 세라믹

(ceramic), Cu/Al과 같은 금속, 그리고 폴리이미드 등의 여러 가지 소

재의 적층으로 제조되는 웨이퍼 상태의 반도체는 두께 100 µm 이하로 

백그라인딩(back grinding) 후 최종 패키지(package)로 조립되는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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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polyimide films prepared from their respective poly(amic acid) precursors: (a) synthesis and (b) chemical structures.

단품 칩(chip)의 잔류응력이 클 경우 휨 정도가 증가하여 패키지 조립 

공정 시 난이도가 증가하고 최종 패키지 제품에서의 박리 불량과 같은 

심각한 신뢰성 불량을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폴리이미드 박막은 

실리콘 웨이퍼 및 칩의 최종 잔류응력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경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잔류응력은 감소하지만[5] 반대로 웨이퍼와 

칩을 구성하는 박막 전체의 최종 잔류응력은 증가하며 추가로 각 박막 

간의 열팽창계수의 불일치(Coefficient of Temperature Expansion mismatch)

도 증가하게 된다. 최근에는 모바일 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작은 크

기와 고용량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멀티칩 패키지(Multi Chip 

Package; MCP)와 같은 적층 패키지의 대량 생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성능 저전력화에 대한 기술개발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3차원 실리콘관통전극(3D Through Silicon Via) 패키

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의 패키지 제품

들에서의 잠재적인 불량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저온경화가 가능한 유기 

절연막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따라 소재 

관점에서 여러 전자재료회사 및 연구팀에서 PBO (polybenzoxazole)나 

BCB (benzocyclobutene)와 같은 저온경화 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6,7], 공정 관점에서 챔버(chamber)를 가열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경화 공정이 아닌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저온, 고속 경화공정도 연구

되고 있다[8-10]. 하지만, 신소재의 원가 및 신공정의 도입에 따른 위

험관리가 어려워 아직 본격적으로 대량생산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널리 사용된 폴리이미드에 저온

경화 촉매로 1,4-diazabicyclo[2.2.2]octane (DABCO)를 첨가[11,12]하여 

기존 경화 공정의 경화 온도와 공정 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박막의 

특성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러 폴리이미드에 대한 

촉매의 범용성 확인을 위해 각기 다른 연결 그룹(linkage group)을 가

지는 여러 가지 산무수물(dianhydride)을 사용하여 폴리이미드 박막을 

제작한 후 낮은 공정온도와 짧은 공정시간에서 필름의 이미드화가 

완전히 이뤄지는지 FT-IR을 통해 확인하였고, 광학특성의 변화를 

UV-Vis 투과도 측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열특성 변화를 DSC, 

TGA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후 광학특성 및 열특성 변화의 원인

을 Wide Angle X-ray Diffraction (WAXD)측정을 통한 박막 내부의 

모폴로지(morphology) 분석을 통해 해석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물질 및 방법

폴리아믹산(poly(amic acid); PAA)의 합성을 위해 단위체(monomer)로 

TCI사(Tokyo, Japan)의 산무수물 3가지[4,4'-Oxydiphthalic anhydride 

(ODPA), 4,4-hexafluoroisopropylidene diphthalic dianhydride (6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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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mperature profile of cure process by adding catalyst 

(DABCO).

          

(a)                                         (b)                                         (c)

Figure 3. FT-IR spectra of various polyimide films : (a) ODPA-ODA, (b) 6FDA-ODA, and (c) BTDA-ODA.

3,3', 4,4'-benzophenone tetracarboxylic dianhydride (BTDA)]와 다이아민

(diamine)으로 4,4'-Oxydianiline (ODA), 촉매로 Aldrich사(Yongin, 

Korea)의 1,4-diazabicyclo [2.2.2]octane (DABCO), 용매로 덕산약품공

업(주) (Ansan, Korea)의 N-methyl-2-pyrrolidone (NMP)를 준비하였다.

본 실험을 위하여 각각의 산무수물과 다이아민을 1 : 1 비율로 

75 wt%의 NMP에 녹인 뒤 1 h 동안 교반하여 PAA를 합성하였다. 이

후 각각의 PAA에 DABCO를 0, 0.5, 1.0, 1.5 wt% 첨가하고 0 ℃의 

질소 분위기에서 추가로 24 h 동안 교반하여 각 산무수물별로 4가지

씩 총 12종류의 PAA를 Figure 1과 같이 합성하였다. 모든 PAA는 38 mm 

지름의 소다석회 유리 웨이퍼 위에 30 s 동안 1000 rpm으로 스핀 코팅 

후 120 ℃ 진공 오븐에서 30 min 동안 pre-bake를 진행하였다. DABCO

를 첨가하지 않은 박막은 경화 전, 후의 특성 비교를 위해 산무수물별로 

2 웨이퍼씩 제작하였으며 DABCO를 첨가한 박막은 산무수물 및 촉매

의 첨가량별로 각 1 웨이퍼씩 제작하였다. 이후 DABCO를 첨가하지 

않은 폴리이미드 박막은 승온속도 2.0 ℃/min로 Figure 2와 같이 100 ℃

에서 60 min, 150 ℃에서 30 min, 200 ℃에서 30 min, 250 ℃에서 

30 min 마지막으로 350 ℃에서 120 min로 승온 단계를 두고 경화를 

진행 후 냉각속도 2.0 ℃/min으로 냉각시키는 경화공정을 진행하였다. 

DABCO를 첨가한 폴리이미드 박막들은 Figure 2와 같이 승온 정체 

단계를 두지 않고 바로 승온속도 2.0 ℃/min로 250 ℃에서 30 min 간 

경화 후 냉각속도 2.0 ℃/min로 경화공정을 진행하였다.

UV-Vis 투과도 측정용 시편은 웨이퍼 상태 그대로 진공 건조오븐에 

80 ℃ & 24 h 동안 건조하였으며, FT-IR, DSC, TGA, WAXD 분석용 

시편은 초순수에 24 h 동안 담궈 유리 웨이퍼에서 폴리이미드 박막을 

박리시키고 박리된 박막을 새로운 초순수에서 세정한 뒤 진공 건조오

븐에서 80 ℃ & 24 h 동안 건조를 진행하였다.

2.2. 특성분석

2.2.1. FT-IR Analysis

박막 시편으로 600∼4000 cm
-1

 파수(wave number)까지 FT-IR 투과

도 분석(DIGILAB사, Model Excalibur series)을 진행하였다.

2.2.2.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TGA)

2∼4 mg의 건조된 박막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스캔 속도는 질소 분

위기에서 20 ℃/min, 30∼600 ℃의 온도 범위에서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TA Instruments사, Model Q50)를 진행하였다.

2.2.3.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ic Analysis (DSC)

2∼4 mg의 건조된 박막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질소 분위기에서 스캔 

속도 10 ℃/min, 30∼350 ℃의 온도 범위에서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ic analysis (TA Instruments사, Model Q-10)를 진행하였다.

2.2.4. UV-Vis Spectrophotometry Analysis

200∼800 nm 파장 범위에서 JASCO사 V530 UV-Vis spectrophotometer 

설비를 이용하여 %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시 박막의 평탄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다석회 유리 웨이퍼에 폴리이미드 박막이 코팅

(coating)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2.2.5. Wide Angle X-ray Diffraction (WAXD)

건조된 폴리이미드 박막을 1.5 cm × 1.5 cm의 정사각형 형태로 자른 

뒤 전용 홀더에 붙여 측정하였으며 반사 모드(reflection mode)에서 

Wide Angle X-ray Diffraction (WAXD) 측정을 하였다. 분석기기는 

Rint 2000 (Rigaku사, Japan)을 사용하였고 광원은 Cu-Kα (λ = 

1.5405 A), 필터는 Ni을 사용하였으며, 40 kV/20 mA, 1°/min 스캔속

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백그라운드(background) 보정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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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 UV-Vis transmittance spectra of polyimide films : (a) ODPA-ODA, (b) 6FDA-ODA, and (c) BTDA-ODA.

Table 1. Cutoff Wavelength of Polyimide Films

Cutoff wavelength (nm)

wt% of DABCO ODPA-ODA 6FDA-ODA BTDA-ODA

0.0 458 438 484

0.5 438 418 474

1.0 418 406 460

1.5 454 410 466

% change
a

4.66% 6.16% 3.86%

a
 % change =

Cutoff wavelength without catalyst - Average cutoff wavelength with catalyst
 × 100

Cutoff wavelength without catalyst

3. 결과 및 고찰

3.1. 구조적 특성 분석

경화 공정의 진행 여부 및 촉매 첨가 여부에 따른 산무수물별 폴리

이미드 박막에 대한 FT-IR 구조 분석은 Figure 3과 같다. 촉매의 유무 

및 경화 공정(온도 및 시간)에 따른 이미드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산무수물별로 촉매를 첨가하지 않은 PAA 상태의 박막, 촉매를 첨

가하지 않고 기존의 350 ℃에서 2 h 동안 경화를 진행한 박막, 그리고 

촉매의 wt%를 0.5, 1.0, 1.5 wt%로 다르게 하여 PAA에 첨가 후 250 ℃

에서 0.5 h 동안 경화를 진행한 박막, 총 15가지 박막의 IR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이후 완전한 이미드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R 스펙트

럼의 피크를 Figure 3과 같이 비교하였다. 그 결과 PAA 상태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symmetric, asymmetric C=O 흡수 피크가 각각 1780 cm
-1
, 

1720 cm
-1
에서, C-N-C stretching vibration흡수 피크는 1380 cm

-1
에서 

그리고, C=O bending vibration 흡수 피크는 720 cm
-1

 영역에서 산무

수물별로 촉매의 첨가여부에 상관없이 동일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폴리이미드 박막에서 촉매의 첨가를 통한 저온경화공정

으로 기존의 고온경화공정 수준의 완전한 이미드화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13].

3.2. 광학특성 분석

소다석회 유리 웨이퍼에 스핀 코팅된 박막으로 UV-Vis 투과도를 

측정하여 광학특성변화를 비교하였다. 200∼800 nm의 자외선∼가시

광선 파장 범위에서 측정한 결과 산무수물에 상관없이 DABCO를 첨가한 

박막의 투과도는 Figure 4와 같이 증가하였다. 소재의 색깔을 특정

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cutoff wavelength (the wavelength of 50% 

transmittance) 값의 비교 결과 모든 산무수물에서 DABCO를 적용한 

박막들은 그 값이 3.86∼6.16% 증가하였다. 산무수물별 DABCO의 첨

가량에 따른 투과도의 증가 순서는 ODPA가 1.0 wt% > 0.5 wt% > 1.5 

wt%였고, 6FDA는 1.0 wt% > 1.5 wt% > 0.5 wt%였으며, BTDA는 1.0 

wt% > 1.5 wt% > 0.5 wt%로 첨가량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아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공통적으로 1.0 wt% 

DABCO를 첨가한 박막의 투과도가 가장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무수

물의 종류에 따른 투과도의 변화 순서는 Table 1에서처럼 6FDA-ODA 

> ODPA-ODA > BTDA-ODA로 확인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폴리

이미드 박막들은 산무수물의 연결 그룹만 다른데, 연결 그룹의 크기

순으로 산무수물을 정렬하면 그 순서는 6FDA(-C(CF3)2-) > BTDA(-C=O-) 

> ODPA(-O-)로 촉매에 의한 투과도의 변화 순서와 유사하다. 산무

수물을 변경하여 폴리이미드 박막의 특성변화를 연구한 Seo, Lee, 

Han 등의 논문을 참고하면[17-20] 박막의 화학구조와 그 특성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 특성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본 실험에서 DABCO를 첨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무수물별 광학특

성의 변화 순서는 폴리이미드의 화학구조(연결 그룹(linkage group)) 

차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투과도의 변화량 순서와 다르게 산무

수물의 연결 그룹의 크기 순서에서 BTDA와 ODPA가 바뀐 것은 

BTDA의 연결 그룹인 카르복실 그룹(carboxyl group)이 가시광선을 잘 

흡수하는 광학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과도의 변화가 ODPA 대비 상대

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14-16] 이를 고려하면 연결 그룹

의 종류에 따라 DABCO의 첨가에 따른 투과도의 변화 순서가 결정됨

을 알 수 있다.

3.3. 열특성 분석

앞서 분석한 폴리이미드 박막들의 DSC측정을 통한 유리전이온도

(Tg) 변화는 Figure 5, Table 2와 같다. DSC 그래프를 통한 Tg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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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5. DSC curves of polyimide films : (a) ODPA-ODA, (b) 6FDA-ODA, and (c) BTDA-ODA.

Table 2.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of Polyimides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

wt% of DABCO ODPA-ODA 6FDA-ODA BTDA-ODA

0.0 265 311 281

0.5 257 306 272

1.0 251 303 278

1.5 251 305 271

% change
a

4.53% 2.04% 2.61%

a
 % change =

Tg without catalyst - Average Tg with catalyst
 × 100

Tg without catalyst

Table 3. 5 wt% Loss Temperature of Polyimide Films

5 wt% loss temperature (℃)

wt% of DABCO ODPA-ODA 6FDA-ODA BTDA-ODA

0.0 541 535 564

0.5 558 534 559

1.0 549 532 553

1.5 575 530 549

% change
a

3.64% 0.56% 1.83%

a
 % change =

T5wt% without catalyst - Average T5wt% with catalyst
 × 100

T5wt% without catalyst

          

(a)                                         (b)                                         (c)

Figure 6. TGA curves of polyimide films : (a) ODPA-ODA, (b) 6FDA-ODA, and (c) BTDA-ODA.

결과 각 산무수물별로 DABCO의 첨가량에 따른 Tg의 감소 순서는 

ODPA가 1.0 wt% = 1.5 wt% > 0.5 wt%였고, 6FDA는 1.0 wt% > 

1.5 wt% > 0.5 wt%였으며, BTDA는 1.5 wt% > 0.5 wt% > 1.0 wt%로 

그 감소 경향은 앞선 투과도 분석결과에서처럼 DABCO의 첨가량에 

따라 연관 지을 수 없었지만, DABCO의 첨가에 따라 모든 산무수물

에서 Tg는 4∼14 ℃ (2.04∼4.53%)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DABCO의 첨가에 따른 Tg의 감소량을 산무수물에 따라 비교한 결과 

그 감소 순서는 ODPA-ODA > BTDA-ODA > 6FDA-ODA로 확인 되

었다. 이는 연결그룹의 크기순서(6FDA > BTDA > ODPA)와는 정확

히 반대인데, 이처럼 산무수물의 종류에 따라 DABCO의 첨가에 의한 

Tg의 감소량이 다른 것은 광학특성 변화와 마찬가지로 DABCO를 이

용한 저온경화 시 그 특성변화가 산무수물의 연결그룹에 의존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TGA 그래프 분석을 통한 폴리이미드 박막의 열저항성을 Figure 6과 

같이 비교하였다. 5% weight loss temperature (T5wt%) 기준으로는 6FDA- 

ODA, BTDA-ODA는 DABCO의 첨가량에 따라 0.5 wt% > 1.0 wt% 

> 1.5 wt% 순서로 감소하였고, ODPA는 1.5 wt% > 0.5 wt% > 1.0 wt% 

증가하여 T5wt%로는 앞선 투과도 분석과 DSC 분석과 마찬가지로 

DABCO의 첨가량에 따른 열저항성의 감소 경향을 명확히 연관 지을 

수 없었다. 실제 반도체 산업에서 폴리이미드 박막의 형성 후 진행하

는 모든 공정(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조립, 패키지 테스트, 모듈 또는 

기판 실장 등)의 최대 공정온도와 실제 작동온도는 320 ℃ 미만으로 

실질적인 사용 온도 범위 내의 열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해 320 ℃ 기준

으로 양분하여 wt%를 상세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320 ℃ 이상의 

온도 구간에서는 모든 산무수물에서 DABCO를 첨가한 박막의 열저

항성은 DABCO를 첨가하지 않은 박막대비 감소하였지만, Table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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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t% of Polyimide Films at 320 ℃

% weight of film

wt% of DABCO ODPA-ODA 6FDA-ODA BTDA-ODA

0.0 99.9 99.6 99.9

0.5 99.5 99.5 99.5

1.0 99.9 99.6 99.9

1.5 99.7 99.0 99.4

          

(a)                                         (b)                                         (c)

Figure 7. WAXD patterns of polyimide films : (a) ODPA-ODA, (b) 6FDA-ODA, and (c) BTDA-ODA.

Table 5. Morphological Structure of Polyimide Films

Mean intermolecular distance
a 

(2θ degree)

wt% of DABCO ODPA-ODA 6FDA-ODA BTDA-ODA

0.0 5.03 Å (17.6) 5.68 Å (15.6) 4.87 Å (18.2)

0.5 4.74 Å (18.7) 5.57 Å (15.9) 4.77 Å (18.6)

1.0 4.90 Å (18.1) 5.57 Å (15.9) 4.77 Å (18.6)

1.5 4.74 Å (18.7) 5.57 Å (15.9) 4.79 Å (18.5)

% change
b

4.80% 1.88% 1.96%

a
 Calculated by Bragg’s law from the maximum peak of amorphous halos in WAXD

patterns.

b
 % change =

Distance without catalyst - Average distance with catalyst
 × 100

Distance without catalyst

정리한 것과 같이 320 ℃ 이하에서 산무수물의 wt%의 감소량 기준의 

비교 결과 ODPA는 0.5 wt% > 1.5 wt% > 0 wt% ≅ 1.0 wt%, 6FDA는 

1.5 wt% > 0.5 wt% > 0 wt% ≅ 1.0 wt%, BTDA는 1.5 wt% > 0.5 

wt% > 0 wt% ≅ 1.0 wt%로 산무수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1 wt% 

DABCO를 첨가한 박막의 무게감소가 가장 작아 실질 사용 온도 범위

에서의 열저항성이 최대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확인한 

광학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1 wt% DABCO 첨가 시 모든 산무수물

에서 투과도가 최대가 되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DABCO를 

이용한 저온경화 시 적정량을 첨가할 경우 광학특성은 최대화하고 실제 

공정온도 및 사용온도 영역에서의 열저항성도 최대화할 수 있는 고성능 

박막의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able 3에 정리한 DABCO의 첨가에 

따른 T5wt%의 변화 순서는 ODPA-ODA > BTDA-ODA > 6FDA-ODA로 

앞선 투과도 및 Tg 변화 순서와 일치하는데 이는 투과도 및 Tg 분석결과

와 동일하게 DABCO를 사용한 저온경화 시 발현되는 박막의 특성 변화가 

산무수물의 연결 그룹에 의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4. 모폴로지 분석

DABCO에 의한 광학특성, 열특성 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 WAXD 분석을 통하여 박막 내부의 모폴로지 변화가 발생하였

는지 확인하였다. 박막의 수직 방향의 모폴로지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하여 reflection transmittance pattern (out-of-plane)을 측정하였고 mean 

intermolecular distance를 Bragg’s law에 따라 계산하였다. Figure 7의 

WAXD 분석 결과 산무수물의 고유한 화학구조에 따라 ODPA-ODA

는 17.6°∼18.7°에서 6FDA-ODA는 15.6°∼15.9°에서, 그리고, BTDA-ODA

는 18.2°∼18.6°에서 무정형성을 나타내는 halo 피크를 보였다[17-20]. 

Table 5에서 Bragg’s law에 따라 수직 방향의 mean intermolecular 

distance를 계산 후 산무수물 별로 비교한 결과 DABCO의 첨가량에 

따른 distance의 감소기준으로 ODPA는 0.5 wt% = 1.5 wt% > 1.0 

wt% > 0 wt% 순서였고, 6FDA는 0.5 wt% = 1.5 wt% = 1.0 wt% > 

0 wt%였으며, BTDA는 0.5 wt% = 1.0 wt% > 1.5 wt% > 0 wt%로 

DABCO의 첨가량에 따른 distance 감소의 경향은 앞선 광학특성 및 

열특성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인이 어려웠다. 그러나 모든 산무수

물에서 DABCO의 첨가에 따라 distance가 0.10∼0.29 Å (1.88∼4.80%)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무수물별 mean intermolecular distance

가 감소한 순서는 ODPA-ODA > BTDA-ODA > 6FDA-ODA로 앞선 

광학특성 및 열특성 변화 순서와 동일하였다. 이와 같이 산무수물의 

종류에 따라 distance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ODPA-ODA의 경우 

ODPA의 유연한 에테르 연결 그룹(ether linkage group, -O-)에 의한 

사슬 이동성(chain mobility)이 높아 DABCO에 의한 mean intermolecular 

distance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BTDA는 연결 그룹인 카르복실 그룹

(-(C=O)-)의 쌍극자 모멘트(dipole monent)로 인해 ODPA보다 mean 

intermolecular distance 감소폭이 작으며, 6FDA는 연결그룹인 -C(CF3)2-

의 입체 장애(steric hindrance)와 분자간의 약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슬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져 가장 작은 mean intermolecular 

distance의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7-20]. 즉 경화가 진행되면서 

끓는점이 174 ℃로 NMP (끓는점 202∼204 ℃)보다 낮은 DABCO가 

NMP보다 먼저 휘발되어 사라지면서[11] 폴리이미드 사슬 간의 수직

방향의 mean intermolecular distance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박막의 

광학특성과 열특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산무수물의 연결 

그룹(linkage group)의 구조에 따라 그 특성의 변화 순서가 다르게 결

정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저온경화 촉매를 사용한 여러 가지 폴리이미드 박막에 대하여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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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열적 특성 변화 연구하였다. FT-IR 분석 결과 촉매의 사용으로 

경화온도를 100 ℃, 공정시간을 90 min 줄여도 완전한 이미드화가 

이뤄진 폴리이미드 박막을 합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촉매의 wt%

를 조절하여 박막의 광학특성 및 열특성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첨가

량 별 특성 변화의 경향은 확인이 어려웠으나 각 산무수물의 구조에 

따라 그 특성 변화의 크기가 다르게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WAXD 

분석으로 촉매 사용에 따른 mean intermolecular distance (out-of-plane)

의 감소 크기를 확인한 결과 광학특성 및 열특성의 변화 순서와 마찬

가지로 촉매의 wt%에 따른 경향은 확인이 어려웠으나 산무수물의 

연결 그룹에 따라 6FDA-ODA > BTDA-ODA > ODPA-ODA 순서로 

distance의 감소 크기가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촉매를 이용한 저온경화 시 광학특성 및 열특성의 변화는 동일

한 방향으로 변화하지만 폴리이미드 박막의 화학구조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정량(1 wt%)의 촉매를 사용하면 

산무수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저온, 고속 경화 공정으로도 광학특성과 

공업적으로 유효한 온도 구간에서의 열저항성도 최대화할 수 있는 폴

리이미드 박막의 제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폴리이미드를 사용하는 여러 산업에서 기존 소재 및 장비의 교체 없

이 촉매의 첨가만으로 우수한 박막의 제조가 가능한 저온경화 공정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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