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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ase transition in ferroelectric polymer is very interesting behavior and has been widely studied

for real device applications, such as actuators and sensors. Through the phase transition, there is structural

change resulting in the change of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In this study, we fabricated the Febry-Perot

interferometer with the thin film of ferroelectric P(VDF-TrFE) 50/50 mol% copolymer, and thermo-opt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he effective thermo-optical coefficient of P(VDF-TrFE) was obtained as 2.3~3.8

×10-4/K in the ferroelectric temperature region (45oC~65oC) and 6.0×10-4/K in the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65oC~85oC), which is a larger than optical silica-fiber and PMMA. The resonance transmission peak

of P(VDF-TrFE) with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showed hysteretic variation and the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of the polymer in heating condition was higher than in the cooling condition. The elimination of

the hysteretic phase transition of P(VDF-TrFE) is necessary for practical applications of opt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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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유전재료의 독특한 특성은 전자기기, 광학기기, 메모

리소자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특히 폴리머 강유

전재료는 세라믹 재료에 비해 낮은 공정 온도와 다양한

형태로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IR센

서, pyroelectric 센서, strain센서, 메모리 소자 등에 응

용되고 있다.1-5) 폴리머 강유전재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

인 polyvinylidene fluoride (PVDF)는 Trifluoroethylene

(TrFE)과 copolymer를 생성하며, TrFE의 조성에 따라

강유전재료에서 상유전재료로 변화하는 상전이 (phase

transition) 온도가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1-4)

일반적으로 강유전재료에서 상유전재료로 변화하는 상

전이가 발생하면 재료의 유전율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재료의 크기가 변화하는 등 다양한 현상이 발생한다.6) 따

라서, 상전이 온도 및 상전이 현상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온도특성이 우수한 유전체, 스위치 등 다양한 제품을 제

작할 수 있다. 특히, 온도변화를 대신하여 전압을 이용

하여 상전이를 일으키면, 전압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길

이변화를 이용한 액츄에이터, 상전이에 따른 열출입현상

(electrocaloric)을 이용한 열교환기, 상전이에 따른 분극

의 크기 변화를 이용한 고밀도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응

용될 수 있다.7-9) 그리고 상전이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재료의 격자상수가 변화하고, 이로 인해 굴절율도 크게

변화하며, 따라서 큰 전기-광학계수를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유전재료인 P(VDF-TrFE) 50/50 mol%

의 상전이 온도를 포함한 영역에서 상전이 현상과 열

광학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Febry-Perot Interferometer

(간섭계, FPI)를 제작하여 이용하고자 한다. FPI는 일정

한 간격으로 유지되는 두 개의 거울 사이에서 공진시키는

방법으로, 두 개의 거울간의 거리와 거울 사이에 들어가

는 재료의 굴절율 변화에 따라 공진파장이 변화한다. 이

러한 FPI는 거울간의 거리와 재료의 굴절율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하여 여러 가지 광학기기 및 재료의 광학특

성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10,11) 일반적으로FPI는 두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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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행하게 배열해야 하므로 제작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밀한 두께를 가지는 막(film)형태의 폴리머를 두 거울

사이에 채움으로써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다7). 본 실

험에서는 P(VDF-TrFE) 막(film)을 이용한 FPI를 제작하

여 폴리머의 열광학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Fig. 1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FPI의 개략도이다. 먼저

열 증착법을 이용하여 두께가 400 Å 인 Ag필름을 투명

한 유리기판 위에 증착하여, 밑면 거울을 생성하였다. 조

성이 P(VDF-TrFE) 50/50 mol%인 (Solvay & Cie of

Belgium) 폴리머를 1,4-dioxane에 녹여 용액을 제조한

후, Ag가 증착된 기판 위에 스핀 코팅한 후 115 oC에

서 3시간 건조하여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정성

(crystallinity)을 향상시켰다. 이때 생성된 폴리머 필름의

두께는 약 2.5 µm 정도로 Tencor Alpha-step500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결정화된 폴리머 필름 위에 두께 400 Å

인 Ag필름을 열 증착법을 이용하여 형성하여 FPI를 완

성하였다. 완성된 FPI의 온도변화에 따른 투과율은 UV-

visible spectrometer (HP 8453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온도변화는 대략 분당 3 oC를 유지하였으며 측정

온도 범위는 25 oC에서 95 oC이다.

폴리머 필름의 온도에 따른 유전율 변화는 HP multi-

frequency LCR meter (HP 4284A)를 이용하여 1 kHz의

주파수에 측정하였으며, 폴리머의 열 출입은 DSC(TA

instrument Q100)를 이용하여 승온/냉각 속도 10 oC /min

의 조건에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PI에서 공진이 일어나는 파장은 FPI의 전체 광학거

리 (total optical pathlength)에 의해 결정되며, 식 1과

같이 주어진다.12)

2nl = mλ1 (1)

여기에서 n은 폴리머의 굴절율, l은 폴리머의 두께, m은

정수, 그리고 λ1은 공진이 일어나는 파장을 나타낸다. 만

약,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공진되는 파장이 변화하면 식

1은 식 2로 나타내어 진다.

(2)

λ2은 새롭게 나타나는 공진파장을 나타낸다. 식 1과 2

를 조합하면 온도에 따른 전체 광학거리의 변화 ∆(nl)는

다음 식 3과 같이 파장변화 값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3)

25
oC에서 95 oC로 온도를 올린 후 다시 25 oC로 냉각

하면서 온도 변화에 따른 공진파장의 위치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공

진이 일어나는 peak의 파장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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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Febry-Perot Interferometer made of

polymer film.

Fig. 2. Measured shift of resonant transmission peak of the FPI

for the various temperature (a) heating and (b)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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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온도변화(∆T)는 재료의 굴절율 변화(∆n)와 재료의

열팽창계수에(α) 따른 길이 변화(∆l)를 동시에 일으키므

로 식 3은 식 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

여기에서 ς와 ςeff는 각각 순수 열광학계수 (thermo-

optical coefficient)와 유효 열광학계수 (effective thermo-

optical coefficient)를 의미한다.

Fig. 2의 (a)의 온도를 상승하면서 측정한 공진파장을

살펴보면, 25 oC에서 45 oC 영역에서는 유효 열 광학계

수는 약 2.3×10-4/K이며, 45 oC에서 65 oC 영역에서는 약

3.8×10-4/K로 온도가 증가하면서 유효 열광학계수가 서서

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도가 65 oC 에서 85 oC

로 증가할 때는 유효 열광학계수가 6.0×10-4/K로 급격하

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효 열광학계수는 광

학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리카 파이버의 8.6×10-6/K

보다 매우 크며, 폴리머 PMMA의 ~10-4/K 보다 약간 큰

것을 알 수 있다.13) P(VDF-TrFE) 50/50 mol% 폴리머의

경우, 이처럼 큰 열광학 계수를 가짐으로써, 온도 센서

등 광학 디바이스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온도 변화에 따른 폴리머의 열팽창계수는 45 oC에

서 약 ~0.9×10-4/K, 100 oC 부근에서는 1.5~3.0×10-4/K라

고 알려져 있으므로,14) 이러한 값을 고려하면 열팽창과

굴절율 변화가 온도변화에 따른 공진파장의 변화에 거의

비슷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에서 승온 및 냉각에 따른 공진파장의 변화를 살

펴보면, 승온 조건에서는 65 oC에서 85 oC로 변화할 때,

냉각 조건에서는 65 oC에서 45 oC로 변화할 때 공진파장

이 가장 크게 변화하여 승온과 냉각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식 5에서 재료의 굴절율은 광학주파수에서 재료의 유

전율(K)의 제곱근으로 주어지며, 강유전재료의 온도에 따

른 팽창 및 수축도 유전율 변화와 비슷한 거동을 보이

므로, 온도에 따른 공진파장의 이력을 관찰하기 위해 폴

리머 재료의 유전율을 온도변화에 따라 관찰하여 Fig. 3

에 나타내었다.

 (5)

측정에 사용한 주파수는 1 kHz로 광학주파수와 비교

하여 매우 낮아 측정한 유전율이 굴절율과 직접적인 관

계를 갖지 못하지만, 유전율로부터 굴절율 변화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온도에 따른 유전율 변

화도 승온, 냉각에 따라 다른 거동을 보이며, 공진주파

수의 온도변화와 비슷하게 승온 조건에서 강유전-상유전

상전이가 높은 온도에서 일어남을 알 수 알 수 있다.15,16)

한편 Fig. 4의 온도에 따른 열출입(DSC)에서도 승온 조

건에서 상전이 온도가 냉각 조건에서 상전이 온도보다 높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유전 P(VDF-

TrFE) 폴리머의 온도에 이력은 실제 디바이스 응용에서

는 정확한 제어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력을 제거

하여 선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또는 새로운 재료개발이

요구된다. 예로서, 강유전폴리머 P(VDF-TrFE) 재료의 온

도 및 전압에 따른 이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에너지 전

자를 강유전 폴리머재료에 주사하여 Macro-domain을

Nano-domain으로 만들거나, 폴리머 재료합성 시 제3의

커다란 원소, 예를 들어 PVDF에서 F보다 큰 Cl원소를

포함시켜 Macro-domain을 Nano-domain으로 만들어, 이

력이 매우 작은 완화형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4-6)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유전체 폴리머 P(VDF-TrFE) 50/50

∆λ

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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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 )

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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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l

l
-----+ ς α+( )∆T ςeff∆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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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electric constant of P(VDF-TrFE) 50/50 mol%

polymer according the temperature change at 1 kHz.

Fig. 4. DSC results of P(VDF-TrFE) 50/50 mol%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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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를 이용한 Febry-Perot 간섭계를 제작하여 강유전-

상유전 상전이를 포함한 온도 영역에서 폴리머 재료의 열

광학 특성을 평가하였다. 강유전 특성을 유지하는 영역

에서의 유효 열광학계수는 2.3~3.8×10-4/K이며,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 구간에서는 약 6.0×10-4/K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유효열광학계수는 광학실리카파이버 또는 PMMA

보다 큰 것으로 계산되어, 온도 센서 등 광학 디바이스

로의 사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측정한 유

효열광학계수 변화는 강유전재료의 열팽창에 의한 변화

와 순수한 굴절율 변화가 비슷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러나, 강유전폴리머 P(VDF-TrFE)는 온도에 따

른 이력을 보였으며, 승온 조건에서의 상전이가 냉각조

건에서의 상전이보다 높은 온도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

다. 강유전 폴리머의 상전이를 이용하여 실제 광학디바

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력을 제어할 수 새로운 재

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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