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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패럴린 박막의 기계적 성질과 표면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Xylydene계 다이머(DPX-C, DPX-D, DPX-N)를

사용하여 각각의 다이머에 대한 증착 조건과 투입량에 따른 박막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단일 패럴린-C, D, N 박막과

두 가지 타입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물리적 패럴린 박막을 제조하였다. 패럴린 증착은 화학기상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을 이용하였으며, 열분석을 통해 단일 박막과 하이브리드 타입의 박막에 대한 

열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인장 강도와 신장율 그리고 인열력 시험을 통해 박막에 대한 기계적 물성을 알아보

았으며, 접촉각과 표면 에너지를 측정하여 박막에 대한 표면 특성을 관찰하였다. 두 가지 타입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패럴린 박막은 서로 다른 다이머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시켜 줄 수 있으며, 물리적 패럴린 박막은 기재에

코팅되는 면과 반대 면의 박막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ABSTRACT：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surface characteristics of parylene thin film were improved using Xylydene-based
dimers (DPX-C, DPX-D, and DPX-N). A single-parylene-C, D, N film and a hybrid chemical and physical parylene thin
films in which two types are mixed were manufactured for each dimer by adjusting the deposition conditions and the
thickness of the thin film by input. Parylene was deposited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and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single thin film and the hybrid thin film were compared by thermal analysi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hin films were characterized by tensile strength, elongation, and tear force tests, and the surface characteristics of the
thin films were evaluated by contact angle and surface energy measurements. The hybrid chemical parylene thin film in
which two types are mixed can complemen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different dimers, while the physical parylene 
thin film can freely adjust the thin film characteristics of the coated surface and the opposit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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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패럴린 (Poly-p-xylene: PPX) 박막은 1948년 Szwarc 등이 고온

에서의 방향족 화합물의 열분해 과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던 

중 고분자 박막이 형성됨으로써 발견하였으며 당시 이를 

para-xylylene의 중합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 이

후에도 패럴린 박막은 여러 가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명확한 증착 메카니즘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인 2002년에서야 J. B. Fortin과 T.M. 
Lu 등에 의해 패럴린 박막의 화학기상증착 모델이 제시되었

다. 이들에 따르면 (1) 승화로에서 이량체(dimer) 승화 (2) 열분

해로에서 이량체의 분해 (3) 증착실로의 단량체(monomer) 이

송 (4) 피처리물에 단량체 확산 (5) 피처리물에 단량체흡착 

(6) 표면이동과 단량체의 확산 (7) 화학반응 단계의 패럴린 

증착이 이루어진다.1

  패럴린 코팅은 상온의 진공 상태에서 가스상의 형태로 형상

에 관계없이 마이크로 두께 단위로 피사체에 증착되는 고분자 

코팅을 의미하며, Di-para-xylylene(DPX)형태의 다이머 형태에

서 중합반응이 일어난다. 다이머의 종류로는 벤젠링에 수소기

의 치환유무와 염소기의 양에 따라서 C, D, F, N, 타입 등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 C, D, N 타입의 다이머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패럴린은 화학기상증착법을 통하여 쉽게 증착이 가능하

며 패럴린 코팅 박막은 다결정성이고 선형적이며 큰 소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급격한 화학 반응에 매우 안정적이다. 따라서 

단순 복합한 형상의 PCB 제어보드, 유리, 금속, 종이, 수지, 
플라스틱, 세라믹, 펠라이트, 실리콘 등의 다양한 재질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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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코팅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2-6 새로운 다이머 합성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기본 구조에 새로운 반응기를 도입

하거나 치환시켜 중합시킨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

만 연구를 통해 얻은 대부분의 결과물들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위와 같은 3가지 형태의 다이머를 주로 사용하

고 있다.7-9

  현재 패럴린 코팅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머로는 

DPX-C로서 뛰어난 방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전력과 증착력이 매우 높아서 PCB, 전자 장비 등의 모재 

분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다이머에 비해 DPX- 
D는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활동성과 틈새 침투력이 떨어지

지만 물리적인 단단함을 부여하여 뛰어난 내화학성을 가지며 

수율이 높다. DPX-N은 상대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작고 가벼

워 월등한 투과력을 가지고 있어 긴 튜브와 같은 제품 코팅에 

유리하며, 또한 낮은 유전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높은 저항값

을 갖는다. 특히 염소 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용 제

품에 적합하다.10-15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DPX-C, 
DPX-D, DPX-N을 이용하여 각각의 다이머가 갖고 있는 장단

점을 상호 보완하여 보다 우수하고 다양한 특성의 박막 조성

물을 얻기 위하여 다이머를 DPX-C+DPX-D, DPX-C+DPX-N, 
DPX-D+DPX-N의 형태로 혼합하고, 이들의 투입량과 온도, 압
력 조절을 통한 열분해 과정과 중합 반응을 통해 3가지(패럴

린-CD, 패럴린-DN, 패럴린-NC)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패

럴린 박막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DPX-C, DPX-D, DPX-N으로 

각각의 패럴린 박막을 제조한 후, 그 위에 DPX-D, DPX-N, 
DPX-C를 증착시켜 3가지(패럴린-CD, 패럴린-DN, 패럴린

-NC) 하이브리드 타입의 물리적 패럴린 박막을 제조하였다. 
단일 패럴린 박막과 두 가지 다이머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타

입의 패럴린 박막에 대한 열분석을 통해 화학적, 물리적으로 

제조한 패럴린 박막의 열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인장력

과 연신율, 인열 특성의 기계적 물성과 표면접촉각 및 표면에

너지를 측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패럴린 박막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Ⅱ. 실    험 

1. 실험 재료 

  패럴린 박막 제조에 사용한 원료는 분말형태인 C(DPX-C), 
D(DPX-D), N(DPX-N) 타입의 다이머(specialty coating systems, 
USA)로서 비액상의 형태로 화학 구조는 Figure 1에 나타내 

었다. 

Cl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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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b)

(c)
Figure 1. Molecular structures of (a) DPX-C, (b) DPX-D and (c) 
DPX-N.

2. 패럴린 박막 제조

  DPX-C, DPX-D, DPX-N 타입의 다이머를 이용한 패럴린 박

막을 제조하기 위해 전용 증착기(parylene deposition system, 
PDS-2060PC, SCS, USA)를 이용하여 패럴린-C, 패럴린-D, 패
럴린-N, 그리고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물리적 패럴린 박

막을 9~13 ㎛ 두께로 유리판 위에 증착하였으며 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패럴린 박막을 증착시키기 

위해 먼저 유리판을 알코올과 증류수를 이용하여 초음파 세척

을 하고 난 후, 이형제를 도포하여 챔버 내에 장착하였다. 챔버 

내의 진공이 증착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다이머를 가열하여 

열분해 과정을 통해 기화된 모노머가 열중합을 시작하면서 

유리판 위에 패럴린이 증착된다. 다이머의 형태에 따라 증착 

속도와 두께가 차이가 나며 투입량, 온도, 압력 등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의 패럴린 박막을 얻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작이 요구된다.   
  두 가지 다이머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패럴린 

박막 제조는 패럴린-C, D, N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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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Vapor Deposition Condition

Dimer Amount
(g)

Thick.
(㎛)

Furnace
Temp. (℃)

Vaporizer
Temp. (℃)

Base Press.
(mTorr)

Coating Press. 
(mTorr)

End Press.
(mTorr)

C 50 11.9 690 180 20 35 18
D 100 12.7 700 180 15 20 15
N 200 9.70 650 165 10 40 15

Chem.
Pary.

C : D 25 : 50 12.0 700 180 15 20 15
C : N 25 : 100 10.5 650 165 10 40 15
D : N 50 : 100 9.10 700 170 10 40 15

Phys.
Pary.

C 25
10.4

690 180 20 35 18
D 50 700 180 15 20 15
C 25

11.5
690 180 20 35 18

N 100 650 165 10 40 15
D 50

12.9
700 180 15 20 15

N 100 650 165 10 40 15

① Sublimation Furnace   ② Valve
③ Pyrolysis Furnace   ④ Deposition Chamber 
⑤ Vacuum Gauge   ⑥ Chiller 
⑦ Mechanical Vacuum Pump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used for 
parylene deposition.

을 통해 온도와 압력을 고정시켰고, 하이브리드 타입의 물리

적 패럴린 박막은 한 가지 다이머를 증착시킨 후 그 위에 다른 

한 가지 다이머를 증착시켰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의 변화 없

이 박막을 제조하였다. Table 1에 다이머의 투입량, 온도, 압력 

조건과 이러한 증착 조건을 통해 얻은 패럴린 박막의 두께를 

나타내었다. 유리판 위에 증착된 패럴린 필름은 두께가 얇고 

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떼어낸 후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3. 측정 및 분석 방법

  유리판에서 떼어낸 단일 패럴린 박막과 두 가지 다이머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타입의 패럴린 박막에 대한 인장력과 연신

율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KS M 6782의 표준 시편인 

아령 2호형으로 제작한 인장 시편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편을 

채취하였다. 시험 조건은 인장속도 20 mm/min로 시편이 끊어

질 때까지의 최대 인장 강도와 연신율 값을 만능재료시험기

(Instron 556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열 특성은 KS M 
6783의 표준 시편인 칼자국 없는 앵글형으로 제작한 인열 시

편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편을 채취한 후 위와 동일한 시험기

를 이용하여 시편이 끊어질 때까지의 최대 인열력을 측정하였

다. 단일 패럴린 박막과 두 가지 다이머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타입의 패럴린 박막에 대한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열분

석 장비인 DSC(TA 2010)와 TGA(TA 2960)를 이용하여 녹는점

과 분해 온도를 측정하였고, 패럴린-C, D, N의 결과를 바탕으

로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물리적 패럴린 박막에 대한 열

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접촉각 측정기(Phoenix-300, Surface 
& Electro-Optics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패럴린 박막의 

젖음성과 표면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접촉각 측정은 초순수를 

이용하여 3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취했으며, 표면 에너지는 

초순수에 대한 패럴린 박막의 접촉각을 구한 후에 Girifalco- 
Good-Fowkes- Young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 장비의 소프트웨

어 상에서 값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단일 패럴린 박막과 하이브리드 타입 패럴린 박막의 DSC 

열분석

 Figure 3의 (a), (b), (c)는 패럴린-C, D, N의 DSC를 이용한 

열분석 결과를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패럴린 박막의 결과

와 비교 분석한 것으로 새롭게 생성된 화학적 패럴린 박막이 

두 가지 타입의 패럴린 박막의 녹는점 사이에서 흡열 피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가 다른 

다이머들이 열분해를 통해 기화되어 모노머화 되면서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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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rmal analysis of different parylene films using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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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rmal analysis of different parylene films using 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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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ensile stress and tensile strain of different parylene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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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ear strength of different parylene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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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의 비율로 중합 반응을 일으켜 안정화된 하나의 새로운 

구조의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패럴린 박막이 생성된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DSC 곡선에서 부반응에 의한 어떠한 다른 

생성물의 피크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의 결과를 뒷

바침하는 증거로 보여진다. Figure 3의 (d), (e), (f)는 패럴린-C, 
D, N의 열분석 결과를 하이브리드 타입의 물리적 패럴린 박막

의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것으로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패럴린 

박막의 흡열 피크가 단일 패럴린 박막의 피크와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차 증착 후 2차 증착을 통해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제조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패럴린 박막

이 중간 결합층에서의 부반응 없이 각각의 단일 패럴린 박막

의 열적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DSC를 이용

한 열분석을 통해 두 가지 다이머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타입

의 화학적, 물리적 패럴린 박막이 잘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16

2. 단일 패럴린 박막과 하이브리드 타입 패럴린 박막의 TGA 

열분석 

  Figure 4는 TGA를 이용한 패럴린-C, D, N의 열분석 결과를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물리적 패럴린 박막의 결과와 비

교 분석한 것이다. 두 가지 다이머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타입

의 화학적, 물리적 패럴린 박막이 하나의 분해 온도 곡선을 

나타냈고, 각각의 단일 패럴린 박막의 분해 온도와 비슷한 결

과를 나타냈다. 염소기를 갖는 아로마틱 구조의 패럴린-C, D
는 난연성이 좋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고 남은 차르(char)의 

생성비가 높은 반면 염소기를 갖지 않는 패럴린-N은 차르 생

성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다이머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물리적 패럴린 박막은 차르 생성

비가 다른 단일 패럴린 박막의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다이머를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하이브리드시킨 패럴린 박막의 차르 생성비는 각각의 단일 

패럴린 사이에서도 염소기가 많은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16

3. 단일 패럴린 박막과 하이브리드 타입 패럴린 박막의 기계

적 특성

  Figure 5의 (a), (b), (c)는 패럴린-C, D, N의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의 결과를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패럴린 박막의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Figure 5의 (a)에서 패럴린-C, D를 

비교해 보면 서로 상반되는 물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패럴린-D에 비해 패럴린-C는 높은 연신율과 낮은 인장 강

도를 보이는 반면 패럴린-D는 연신율은 작지만 인장 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학적 패럴린-CD는 

인장 강도가 패럴린-D에 비해 줄어들었고, 연신율은 다이머-C
의 영향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따라서 연신율의 차이는 있지

만 화학적 패럴린-CD가 패럴린-C, D의 중간 정도의 물성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의 (b), (c)도 (a)와 마찬가지로 

패럴린-C에 비해 패럴린-N이 낮은 인장 강도와 연신율을 보이

는 반면 화학적 패럴린-CN은 패럴린-C, N의 중간 정도의 물성

을 나타냈으며, 패럴린-D에 비해 패럴린-N이 인장 강도는 낮

고, 연신율은 약간 높은 반면 화학적 패럴린-DN도 중간 정도

의 물성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학적 패럴린 박막

의 경우 기존 패럴린- C, D, N에 비해 물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의 (d), (e), (f)는 패럴린-C, D, N의 인장 강도 및 연신율

의 결과를 하이브리드 타입의 물리적 패럴린 박막의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화학적 패럴린 박막과 거의 유사한 결과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지만 인장 강도와 연신율이 화학적 패럴

린 박막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물리적으로 

결합된 패럴린 박막은 위아래 물성이 다른 상반된 이중 구조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구조로 생성된 화학적 패럴린 박막

에 비해 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6의 (a), (b), (c)는 패럴린-C, D, N의 인열력에 대한 

결과를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패럴린 박막의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Figure 6의 (a)에서 보면 패럴린-C에 비해 패럴

린-D가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더 빨리 찢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열력은 인장 강도 결과와 달리 화학적 패럴린-CD인 

경우 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의 (b)는 패럴린-C
에 비해 패럴린-N의 인열력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화학적 패럴

린-CN은 중간 정도의 인열력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6의 (c)
는 패럴린-D, N의 인열력의 차이는 있지만 찢어지는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화학적 패럴린-DN
은 인열력이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6의 

(d), (e), (f)는 패럴린-C, D, N의 인열력에 대한 결과를 하이브

리드 타입의 물리적 패럴린 박막의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것이

다. Figure 6의 (d)에서 보면 패럴린-C, D에 비해 물리적 패럴린

-CD의 인열 특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e)와 

(f)는 패럴린-N에 비해 인열력은 증가했지만 찢어지는 시간이 

패럴린-C와 패럴린-D에 비해 상당히 짧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물리적 패럴린 박막에 대한 인열 

특성은 뚜렷한 경향을 갖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사

용한 다이머들에 의한 영향으로 각각의 단일 패럴린 박막의 

중간 정도의 물성을 나타내고 있다.

4. 단일 패럴린 박막과 하이브리드 타입 패럴린 박막의 표면 

특성

  Table 2는 초순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패럴린 박막에 대한 

접촉각과 표면 에너지를 측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패럴린

-C, D, N 중에서 패럴린-D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구조적으로 염소기를 갖지 않는 패럴린-N이 가장 낮은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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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X-C] [PPX-D] [PPX-N]

    

[Chem-PPX-CD] [Chem-PPX-CN] [Chem-PPX-DN]

    

[Phys-PPX-CD-up] [Phys-PPX-CD-down] [Phys-PPX-CN-up]

    

[Phys-PPX-CN-down] [Phys-PPX-DN-up] [Phys-PPX-DN-down]

Figure 7. Optical photographs of contact angle of different parylene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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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act angle and surface energy of the various parylen 
films

Parylene Film Tpye Contact Angle
(℃)

Surface Energy
(dyne/cm)

PPX-C 80.1 30.9
PPX-D 86.4 25.4
PPX-N 74.8 35.8

Chem-PPX-CD 82.8 28.5
Chem-PPX-CN 77.6 33.2
Chem-PPX-DN 80.3 30.7

Phys-PPX-CD-up 86.4 25.4
Phys-PPX-CD-down 79.7 31.2

Phys-PPX-CN-up 79.9 31.0
Phys-PPX-CN-down 75.6 35.0

Phys-PPX-DN-up 85.8 25.9
Phys-PPX-DN-down 74.9 35.7

나타냈으며, 염소기 한 개를 갖고 있는 패럴린-C가 중간값을 

보였고, 패럴린-D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염소기의 유무와 양

에 따라 접촉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면 에너지의 값이 높을수록 물에 젖기 쉽고 기재 위에 잘 

퍼지기 때문에 연속필름형태의 막을 잘 형성할 수 있는데 패

럴린-N의 부착력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패럴린-CD, CN, DN의 접촉각은 N 타입의 다이

머를 이용하여 중합시켜 제조한 패럴린 박막의 경우가 대체적

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표면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패럴린-C, D의 경우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다이머-N
을 이용하면 접촉각을 낮추면서 표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이브리드 타입의 물리적 

패럴린-CD, CN, DN은 위와 아래의 박막이 서로 다르기 때문

에 Table 2와 같이 접촉각과 표면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일 패럴린-C, D, N의 값과 거의 비슷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차 증착과 2차 증착에 의한 물리적 

결합이 잘 된 것으로 판단되며, 물리적 패럴린 박막은 향후 

기재에 코팅되는 면과 반대면의 박막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적용 분야의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0

Ⅳ. 결    론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단일 패럴린-C, D, N 
박막과 두 가지 다이머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물리적 패럴린 박막에 대한 열분석, 기계적 특성, 표면 특성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DSC와 TGA를 이용한 열분석을 통해 단일 패럴린-C, D, 

N과 두 가지 다이머가 혼합된 새로운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

적 패럴린-CD, CN, DN 박막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었고, 
1차 증착 후 2차 증착을 통해 하이브리드시켜 제조한 물리적 

패럴린 박막이 중간층의 부반응 없이 안정적으로 결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슷한 분해 온도 특성을 보인 모든 패럴린 

박막은 염소기를 포함한 구조일 경우 높은 차르 생성비를 나

타냈다.
  2) 패럴린 박막은 C 타입이 연신율이 가장 높고, D 타입이 

인장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로 인해 하이브리드 타

입의 화학적 패럴린 박막은 다이머-C가 적용되면 연신율이 

증가하고, 다이머-D가 적용되면 인장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이브리드 타입의 물리적 패럴린 박막은 위아래 

상반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층의 불안정한 요

소가 전체 물성에 영향을 미쳐 화학적 패럴린 박막에 비해 

물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3) 패럴린 박막의 접촉각과 표면 에너지는 염소기의 유무와 

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표면 에너지가 가장 높은 패럴

린-N이 부착력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패럴린의 접촉각은 N 타입의 다이머를 이용하

여 중합시켜 제조한 패럴린 박막의 경우가 대체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표면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
이브리드 타입의 물리적 패럴린은 위와 아래의 박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접촉각과 표면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하이브리드 타입의 화학적 

패럴린 박막은 서로 다른 다이머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시켜 

줄 수 있으며, 물리적 패럴린 박막은 향후 기재에 코팅되는 

면과 반대면의 박막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적용 분야의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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