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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e properties of self-extinguishing epoxy resin systems with different charge transfer type latent catalysts were

investigated, which are composed of YX4000H as a biphenyl epoxy resin, MEH-7800SS as a hardener, and charge transfer

type latent catalysts. We designed and used five kinds of charge transfer type latent catalyst and compared to epoxy resin

systems with Triphenylphosphine-Benzoquinone(TPP-BQ) as reference system. The cure kinetics of these systems were

analyzed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with an isothermal approach, the kinetic parameters of all systems were

reported in generalized kinetic equations with diffusion effects. The epoxy resin systems with Triphenylphosphine-

Quinhydrone(TPP-QH), Triphenylphosphine-Benzanthrone(TPP-BT) and Triphenylphosphine-Anthrone(TPP-AT) as a

charge transfer type latent catalyst showed a cure conversion rate of equal or higher rate than those with TPP-BQ. These

systems with TPP-QH and Triphenylphosphine-Tetracyanoethylene(TPP-TCE) showed a critical cure reaction conversion

of equal or higher conversion than those with TPP-BQ. The increases of cure conversion rates could be explained by

the decrease of the activation energy of these epoxy resin system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increases of critical cure

reaction conversion would be dependent on the crystallinity of the biphenyl epoxy resi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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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 친화형 반도체 소재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반도체 패키지용 에폭시 수지 성형재료에도 기존

에 사용되던 난연제 성분인 Br에폭시수지와 Sb2O3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반도체용 에폭시 수지로서 난연제가 필요없는 자소성

에폭시 수지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이러

한 자소성 수지는 높은 방향족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자소성 에폭시 수지 시스템의 경화구조는 연

소시에 외부열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

제하는 발포층을 형성하여 불길의 전이를 차단하여 스

스로 소화되는 난연 메커니즘을 보여준다[2,3]. 이러한

새로운 자소성 에폭시 수지의 개발의 성과로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Biphenyl Epoxy 수지이다.

저점도의 고내열 특성을 가지는 Biphenyl Epoxy 수지

는 저점도의 특성으로 실리카의 고충진을 실현하였으

며, 분자내의 Biphenyl Group의 도입으로 내열성을 확

보하여 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Biphenyl Epoxy 수지는 Biphenyl Group 간의 분자간

상호작용에 의해 경화속도 및 경화진척도가 기존의 o-

Cresol Novolac Epoxy 수지의 경화특성보다 느리게 나

타나고 기존의 TPP 촉매 사용시 경화물성의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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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4,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의 연구 방향은

저장안정성 및 성형온도에서의 반응성 및 성형성을 향

상시키는 잠재성 경화촉매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에

폭시 수지에 사용되는 잠재성 촉매는 크게 이온계 잠

재성 촉매[6-9]와 비이온계 잠재성 촉매[10-12]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된 Epoxy 수지

는 가장 보편적인 Bisphenol A Type의 Epoxy 수지 이

며, Biphenyl계에 대해서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Biphenyl Epoxy 수지의 경화특성 향상을 위

해 효과적으로 보고된 것은 전하전이착체 형태의 TPP-

BQ(Benzoquinone)이다[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Biphenyl Type의 자소성 에폭시 수지 시스템의 경우,

Biphenyl간의 분자간 상호작용을 유지하여 결정성을

유지시키면서, Biphenyl Epoxy 수지의 반응성과 저장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TPP-BQ에 대응하는 새로

운 형태의 전하전이착체(Charge Transfer Complex) 형

태의 경화촉매를 설계하여 TPP-BQ의 경화특성과 비

교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본 과제에서 사용한 Epoxy Resin은 Biphenyl계 에폭시

수지로 YX-4000H 를 사용하였으며, 경화제로는 Xylok

수지MEH-7800SS를 사용하였다. 기본 촉매로는 TPP

(Triphenylphosphine) 을 사용하였으며, 전하전이착체 제

조를 위해 BQ (Benzoquinone)을 비롯하여, BAQ (1.2-

benzanthraquinone), QH (Quinhydrone), TCE (Tetracyano-

ethylene), AT(Anthrone), BT (Benzanthrone),  을 사용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각 수지와 제조된 전하전이착체의 구

조와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제조

2.1.1 Master Batch(MB)용 전하전이착체 제조 

경화제 (MEH-7800SS) 에 150oC 까지 열을 가하여

완전히 녹여주고, 온도를 조금 낮춘다.  130oC 부근에

서 TPP(Triphenylphosphine)를 넣고 20분 동안 고르게

섞어주면서 다시 110oC 정도로 온도를 낮춘다. 이 용

액에 각 실험에 사용될 착체제조용 촉매를 넣고 30분

동안 잘 섞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하전이착체

MB는 냉동실에서 1시간 이상 급속냉각 시켜 굳힌다.

제조된 MB를 분쇄하여 가루형태로 4oC 이하의 냉장

실에서 밀봉 보관하였다.

2.1.2 시료제조 

경화제(MEH-7800SS) 에 150oC까지 열을 가하여 완

전히 녹여주고, 온도를 조금 낮춘다.  130oC 부근에서

Epoxy Resin(YX-4000H) 를 넣고 2분 동안 고르게 섞어

주면서 다시 110oC 정도로 온도를 낮춘다. 여기에 각 실

험에 사용될 특정 MB촉매를 넣고 3분 30초 동안 고르게

분산시켜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료를 냉동실에서 1시

간 이상 급속냉각 시켜 굳혔다. 제조된 시료를 분쇄하여

가루형태로 4oC 이하의 냉장실에서 밀봉 보관하였다. 

Table 1. Chemicals Used in This Study

Grade 

Name
Structure Remarks

YX-

4000H
1EEW = 193

MEH-

7800SS
2HEW = 175

TPP-

BQ

3PC=

-0.554

TPP-

QH

3PC=

-0.457

TPP-

BT

3PC=

-0.329

TPP-

AT

3PC=

-0.353

TPP-

TCE

3PC=

-0.608

TPP-

BAQ

3PC=

-0.622

1EEW : Epoxy Equivalent Weight(g/equiv.) 
2HEW : Hydroxy Equivalent Weight(g/equiv.)
3PC : Partial Charge( Calculated by MOP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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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화특성평가

제조된 시료의 경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료를

가루로 분쇄 후, 적당량을DSC 알루미늄 팬에 담고, 각

경화물을 질소 조건 하에서 TA Istruments 사의 시차

주사열량계 (DSC, TA-2000)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질소 조건 하에서 0oC 에서 250oC 까지 5oC / min 의

속도로 승온한 동적 가열실험을 통해 총엔탈피 변화를

측정하였고, 각각 110oC , 120oC , 130oC , 140oC 의

일정 온도 조건에서 200 min 동안에 걸친 반응 등온

실험을 통해 반응진척도에 따른 반응속도를 측정하였

다[1,8, 13].

3. 결과 및 고찰

전하전이착체형 잠재성 촉매를 사용한 자소성 에폭

시 수지 시스템(YX-4000H/MEH-7800SS)의 반응진척

도(α)에 따른 등온반응속도를 온도별로 Fig. 1에 나타

내었다. 모든 에폭시 수지 시스템에서의 경화반응은 사

용된 촉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n차 경화반응속도

Mechanism을 통해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Fig. 1. 에

서 보듯이 TPP-QH, TPP-BT, TPP-AT를 사용한 자소

성 에폭시 수지 시스템의 경화반응속도는 본 연구에서

비교 기준으로 선정한 TPP-BQ에 비해 동등이상의 반

응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n차 경화반응속도를 따르는 열경화 수지 시스템의

경우, 등온반응속도가 다음 식 (1)과 같이 미반응 진척

도(1−α)에 비례한다.

dα/dt = k(1 − α)n            (1)

여기서 t는 시간, n은 시스템의 반응차수, k는시스템

의 속도상수이다. 본연구에서는 반응진척도 전구간에

서 더 정확한 경화반응속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식(2)와

같이 확산보정인자를 도입한 수정된 n차 경화반응식을

사용하였다.[6, 14] 

dα/dt = k(1-α)n [1/(1 + exp(C(α − αc)))]    (2)

여기서 C는 시스템 상수 이고, αc는 임계반응진척도

이다. 

이 식을 사용하여 각 에폭시 수지 시스템의 반응속

도 상수를 구하였다.[15,16] 반응속도는 시간에 대한

반응 엔탈피 변화속도를 총반응 엔탈피로 나눈 것 이

므로,  DSC를 사용하여 시간에 대한 반응엔탈피 변화

속도는 등온실험을 통하여 측정하고, 총반응 엔탈피는

동적가열실험을 통하여 구하였다[17]. 식(2)의 반응속

Fig. 1. Isothermal conversion rate as a function of the conversion of the YX-4000H/MEH-7800SS resin systems with

different latent catalysts: (a) TPP-BQ, (b) TPP-QH, (c) TPP-BT, (d) TPP-AT, (e) TPP-TCE, (f)TPP-B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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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하여 실험Data를 식(2)에

fitting 하여 n, k, C, αc를 계산하였다. 

Fig. 2에 이 n차 반응속도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이론

값과 반응진척도의 실험값을 온도별로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모든 반응 온도 구간에서 실험치와 이론치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론치는 실선으로, 실험치는

도형으로 Fig. 2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계산된 전하전이착체형 잠재성 촉매를 사용

한 에폭시 수지 시스템의 반응속도 파라미터를 Table 2

에 정리하였다. Fig. 1. 에서 보듯이 잠재성 촉매로

TPP-QH, TPP-BT, TPP-AT를 사용한 자소성 에폭시

수지 시스템의 반응속도가 TPP-BQ를 사용한 시스템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Table 2에 제시된 속도상수의 온도의존성 Data로 분석

하여보면, TPP-QH, TPP-BT, TPP-AT를 사용한 에폭

시 수지 시스템의 활성화 에너지가 TPP-BQ보다는 낮

고, 분자 충돌 진동수 인자는 적음을 보여준다. 그러므

로 TPP-QH, TPP-BT, TPP-AT의 반응속도 증가는 낮

은 활성화 에너지에 의한 반응속도의 증가로 생각할

수 있으며, 활성화 에너지 기여 Mechanism에 의해 경

화반응이 진행된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TPP-TCE와TPP-BAQ를 사용한 자소성 에

폭시 수지 시스템의 경우, TPP-BQ보다 낮은 반응속도

를 보여 주고 있다. TPP-TCE와 TPP-BAQ시스템의 활

성화 에너지는 TPP-BQ시스템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

들 시스템의 반응속도 감소는 활성화 에너지 기여보다

는 낮은 분자 충돌 진동수 인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2에서 보듯이, TPP-QH, TPP-BT, TPP-

AT, TPP-TCE, TPP-BAQ를 사용한 자소성 에폭시 수

지 시스템의 활성화 에너지는 TPP-BQ시스템에 비해

낮으며, 또한 분자 충돌 진동수 인자도 낮다. 그러므로

TPP-BQ를 사용한 자소성 에폭시 수지 시스템의 경화

반응은 분자 충돌 기여 Mechanism에 의해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하전이착체의 반응 mechanism관점에서 살펴보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TPP와 반대 전

하를 갖는 음이온 착체의 결합이 우선 깨져야 한다.

Table 1에 MOPAC® 을 사용하여 계산한 전하전이착체

음이온의 부분전하를 나타내었다[18]. Table 1에서 보

듯이 음이온 착체의 부분전하가 큰 TPP-TCE와 TPP-

BAQ를 사용한 에폭시 수지 시스템의 반응속도가 다른

시스템에 비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하전

이착체의 결합이 강할 수록 경화반응속도가 저하됨을

알 수 있다.  

Fig. 2. Comparisons between the experimental values of and theoretical values obtained from the generalized n-th order

kinetic model for the YX-4000H/MEH-7800SS resin systems with different catalysts: (a) TPP-BQ, (b) TPP-QH, (c) TPP-

BT, (d) TPP-AT, (e) TPP-TCE, (f)TPP-B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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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 보듯이 TPP-QH와 TPP-BT를 사용한

자소성 에폭시 수지 시스템의 임계 반응진척도가

110oC와 120oC 에서는 TPP-BQ시스템 보다증가하고,

120oC와 130oC 에서는 TPP-TCE를 사용한 에폭시 수

지 시스템의 임계 반응진척도가 TPP-BQ 시스템보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 전구간에서 나타난 결

과를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TPP-QH와 TPP-TCE를 사

용한 에폭시 수지 시스템이 TPP-BQ를 사용한 에폭시

수지 시스템과 동등이상의 임계 반응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임계 반응진척도는 그물구조가 생성되는 반응진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임계 반응진척도가 클수록

경화밀도가 증가하여 경화물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3]. Biphenyl 사이의 상호작용이 강하여 결

정성이 우수한 Biphenyl 에폭시 수지의 경우, 임계반응

이 증가하려면 선형 고분자의 생성이 우선 하면서 나

중에 경화반응이 일어나는 경화 Mechanism을 생각할

수 있다. 임계 반응진척도가 감소하는 반응은 우선

Biphenyl 사이의 상호작용이 촉매 등에 의해 감소되어

결정성이 저하되어 공간확보가 용이하여 선형고분자

생성 반응보다는 그물구조 반응이 더 용이한 반응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TPP-QH나 TPP-TCE

를 사용한 에폭시 수지 시스템에서 임계 반응진척도가

증가한 이유는 Table 1에 나타낸 촉매의 구조에서 보

듯이, 사용된 촉매가 다른 촉매에 비해 크기도 적고

Aromatic Group이 적어 Biphenyl Group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감소시키지 않아 결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 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Table 2. Kinetic parameters of the epoxy resin systems with different latent catalysts

Catalyst T(oC) k1 (s
-1) n C αc

Temperature 

dependency

of the rate constant

n

(Avg.)

TPP-BQ

110 0.48 × 10-3 0.89 28.28 0.87

k = 2.58 × 109

exp(-92863)/RT
1.03

120 1.32 × 10-3 1.11 24.80 0.89

130 2.71 × 10-3 1.04 47.48 0.93

140 3.94 × 10-3 1.07 63.80 0.97

TPP-QH

110 0.69 × 10-3 0.81 18.56 0.90

k = 1.26 × 108

exp(-82685)/RT
0.96

120 1.22 × 10-3 0.85 14.71 0.91

130 2.29 × 10-3 1.09 47.08 0.92

140 4.56 × 10-3 1.10 41.30 0.95

TPP-BT

110 1.23 × 10-3 1.53 33.76 0.89

k = 9.55 × 106

exp(-65261)/RT
1.47

120 1.87 × 10-3 1.54 22.55 0.90

130 3.38 × 10-3 1.45 47.71 0.91

140 5.29 × 10-3 1.35 59.47 0.94

TPP-AT

110 0.75 × 10-3 1.12 23.73 0.83

k = 1.37 × 107

exp(-75263)/RT
1.18

120 1.31 × 10-3 1.12 23.73 0.87

130 2.39 × 10-3 1.27 34.00 0.90

140 4.13 × 10-3 1.20 37.89 0.93

TPP-TCE

110 0.36 × 10-3 0.57 6.45 0.86

k = 3.57 × 107

exp(-80658)/RT
1.03

120 0.74 × 10-3 1.12 32.79 0.91

130 0.97 × 10-3 1.01 4.96 0.95

140 2.54 × 10-3 1.43 153.48 0.96

TPP-BAQ

110 0.74 × 10-3 1.16 39.69 0.86

k = 1.92 × 106

exp(-69027)/RT
1.22

120 1.22 × 10-3 1.30 35.74 0.88

130 2.29 × 10-3 1.32 38.19 0.89

140 3.43 × 10-3 1.09 46.55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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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반도체용 자소성 에폭시 수지 성형물의 성형성 및

반응성 향상을 위하여 TPP-BQ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

태의 전하전이착체형 잠재성 촉매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TPP-QH, TPP-BT, TPP-AT, TPP-TCE,

TPP-BAQ의 5가지 전하전이형 착체를 설계, 합성하였

다. 이렇게 제조된 전하전이착체형 잠재성 촉매를 사용

한 자소성 에폭시 수지 시스템의 경화특성 연구를

TPP-BQ를 사용한 자소성 에폭시 수지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였다. 경화 반응속도면에서 TPP-BQ 시스템과

비교하여 보면, TPP-QH, TPP-BT, TPP-AT를 사용한

에폭시 수지 시스템이 비슷하거나 우위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경화반응진척도 면에서TPP-BQ 시스템과 비교

하여 보면, TPP-QH와 TPP-TCE를 사용한 자소성 에

폭시 수지 시스템의 임계 반응진척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속도의 증가를 활성화에너지 기여와 분

자 충돌 기여 Mechanis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TPP-

QH, TPP-BT, TPP-AT를 사용한 에폭시 수지 시스템에

서의 반응속도 증가는 활성화 에너지 기여에 의한 증

가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하전이착체의 부분전하가 증

가할수록 반응속도가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TPP-QH

와 TPP-TCE 에서의 임계 반응진척도 향상은 TPP-BQ

에 비해 분자의 크기도 적고 방향족성이 낮아

Biphenyl과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

Biphenyl 에폭시 수지의 결정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

스템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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