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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koxy modified silicone (PAMS) was synthesized from hydroxyl-terminated polydimethylsiloxane (OHPDMS) and vinyltrimethoxysilane (VTMO) under alkali catalyst (NaOH and KOH) at room temperature (25 oC) via condensation polymerization. Then, the structural verification of the synthesized PAMS was confirmed using 1H-NMR and FTIR spectroscopy. The reaction rate of PAMSs was studied in terms of the concentration variation of alkali catalyst. The reaction rate increased with the concentration of alkali catalyst, but no correlation between conversion and concentration of
alkali catalyst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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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서 과거에는 우레탄, 에폭시 등의 수지가 산업전반에

Introduction
전자 장치와 인쇄 회로기판 부품(printed circuit board as-

이용되어 왔지만, 오늘날 정교하며 많은 기능들이 요구되는
전자 응용 분야에 있어서 민감한 전기 회로와 부품을 장기간

sembly; PCBA)의 보호용 코팅은 합성 수지 또는 중합체로서
전자장치에 습기, 먼지, 및 다른 외부 오염 물질에 장벽 역할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재료로는 실리콘 고무
또는 변성 실리콘 고무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로 적용된다.1 보호용 코팅은 표면 고착에 의한 물리적인 보

실리콘 고무의 주 사슬은 무기 결합인 실록산 결합으로 되
어 있으며, Si 원자는 메틸기 또는 페닐기와 같은 유기화합물

호, 전기 절연, 소수성, 그리고 수분, 가스 등의 침투에 대한
저항 등 고분자 코팅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전자장치의 신

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와 탄소 결합을 주된 사슬로 하

뢰도는 크게 향상 되지만, 이러한 성능은 다양한 인자에 의존
한다. 일반적으로 코팅의 성능은 노출, 기판의 청결, 코팅의 두

는 탄소 화합물계 고분자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료
로써, 각종 산업에서 일상생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

께,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코팅의 화학적인 부분 등의 환경

되고 있다.4 이러한 실리콘 고무에는 세가지 기본 형태가 있
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폴리디메

에 따라 달라진다. 군사, 항공 우주 등과 같은 고성능 응용프
로그램을 제외한 산업에서 보호용 코팅의 무세척 플럭스 적

틸실록산, 둘째는 폴리디메틸실록산의 메틸 그룹의 일부가 비

응은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사전 청소 없이 전자장치에 적용
된다. 그러나, 보호용 코팅의 부식 보호 성질은 부식으로 이

닐그룹으로 치환된 형태가 있으며, 끝으로 폴리디메틸실록산
의 메틸 그룹 대신에 페닐 그룹이 붙은 형태가 있는데 이들

어질 수 있는 접촉면으로 코팅을 통해 물의 전송에 따라 달

의 구조식은 Scheme 1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리콘 고무의
합성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정으로 동 촉

라진다. 보호용 코팅제는 일반적으로 아크릴, 에폭시, 우레탄,
실리콘, 그리고 파릴렌 등 5가지의 일반적인 형태의 코팅이 전

매와 원소 상태의 Si를 관 속에 넣고 약 300 oC에 가열하면서

2

자기기에 적용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코팅들은 코팅의 화학
작용에 따라 열적, 화학적, 전기적 특성이 다르다.3 실리콘 코
팅은 광범위한 작업조건에 걸쳐 우수한 물리적, 전기적 특성
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오존과 자외선에 의한 열화에 저항성
이 있으며,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호용 코팅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특성에 부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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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Chemical Structure of basic types of sili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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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에 메틸클로라이드(CH3Cl) 가스를 통하면 반응 생성물

않으며, 경화속도가 빠르고, 난연성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인 트리메틸클로로실란 [(CH3)3SiCl], 디메틸디클로로실란

수 있어야 한다.

[(CH3)2SiCl2] 및 메틸트리클로로실란 (CH3SiCl3)의 혼합물이
생성되는데, 이 중 디메틸디클로로실란을 가수분해하여 실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자량의 양말단에 수산기로 종결되
어있는 폴리디메틸실록산(OH-PDMS)를 알콕시 타입의 실란

올을 합성하고 이를 축합반응하여 실리콘 고무를 합성하는
Rochow에 의해 개발된 직접 합성법5-7과 알킬마그네슘할라이

인 비닐트리메톡시실란과 반응하기 위하여 여러 촉매를 사용
하였으며 FT-IR과 H1-NMR을 통하여 알콕시 변성실리콘의

드(RMgX)에 사염화규소(SiCl4)를 반응시켜 알킬클로로실란

합성을 확인하였다.

을 만드는 것으로 Kipping8,9 등에 의해 개발된 Grignard 공정
이 있다.

Experimental

실리콘 고무의 특성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기화합물의 특성인 고무 탄성의 특징과 동시에 탄소 화합
물계 고분자보다 열전도성, 전기 절연성, 낮은 유전상수와 유

양쪽 말단기에 수산기로 종결되어 있는 폴리디메틸실록산
(OH-PDMS)의 점도가 70 cps인 OH-PDMS를 사용하였으며,

전손실 등의 특성이 있어 전자기기의 인쇄회로기판재료 또는
방열재 등의 전자재료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실

OH-PDMS는 사용하기 전에 감압(1~2 mmHg)하 45 oC에서 4
시간 동안 건조 및 탈포한 후, 진공 오븐에 보관하여 사용하

리콘 고무는 폴리디메틸실록산과 같이 실리콘 원자에 알킬 그
룹이나 알켄 그룹이 결합된 화합물이나 실리콘 원자에 페닐
그룹이나 니트릴 그룹을 도입하면 내한성, 절연성 및 내유성
이 향상된다.10 그리고 차폐성이나 방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였다. 알콕사이드 그룹으로 치환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란은
메톡시 타입으로 비닐트리메톡시실란(VTMO)을 사용하였으
며, 분위기 가스는 초순도의 질소 가스를 사용하였다. 촉매로

서는 페라이트와 같은 각종 무기 및 금속 첨가제를 배합하여

는 메틸알코올에 3.0 wt%로 희석시킨 수산화나트륨(NaOH)
과 수산화칼륨(KOH)을 사용했으며, 중화제로는 VTMO에

사용되고 있다.11
실리콘 고무는 이와 같이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3.0 wt%를 희석시킨 인산(H3PO4)을 사용하였다.
냉각기, 교반기, 감압펌프 및 초순도 N2 가스 주입 시스템

에 기계적 특성, 밀착성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리콘 고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

을 갖춘 500 ml의 4구 반응기를 25 oC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합

리콘 고무에 기계적 특성, 밀착성 등이 우수한 탄소 화합물을

성은 크게 2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1 단계는 OH-PDMS
와 알콕시 실란의 치환반응 부분으로 시약 내의 수분을 제거

도입하는 새로운 변성 실리콘 고무의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현재 응용되고 있는 변성 실리콘 고무는 우레탄 변

하기 위해 45 oC의 진공오븐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한 OHPDMS를 반응기 안에 투입한 후 충분히 교반하며 동일한 방

성, 알콕시 변성, 아크릴 변성, 에폭시 변성 등이 있으며,12-15
이들 변성 실리콘 고무는 분자 내 실록산 결합과 일반적인 탄

법으로 VTMO를 과량 넣어 충분히 혼합한다. 혼합물에 각각

소화합물 결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 간의 단점을 보완함
으로써 고분자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16-19 또한 다
른 고분자와 배합함으로써 물리적인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등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어 전기·전자재료 분야 및 보
호용 코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실리콘 보호용 코팅제는 상
온경화 혹은 열경화로 사용될 수 있는데 보호용 코팅제는 경
화를 위하여 대기 중의 수분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의 알칼리 촉매를 투입하여 2~3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한 후
중화제를 투입하여 촉매를 제거한다. 치환된 알콕시 변성실
리콘 폴리머의 요구되는 점도에 따라 OH-PDMS의 점도가 결
정되며, 치환되는 알콕사이드 그룹의 종류에 따라서 알콕시
실란이 결정된다. 2 단계는 불순물 제거단계로서 합성된 합성
물은 미반응된 VTMO와 부반응물로 생성된 메탄올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감압과 동시에 고온에서 부산물을 제거한다. 제

이런 탄성 중합체들이 경화되면 부품과 상호접속에 대해 최

거온도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반응된 VTMO의 끓는 온도
(melting point)를 기준으로 하였다. 각 실험의 조건과 합성 공

적의 스트레스 감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기·전자
재료 분야에 이용되는 보호용 코팅제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정도는 Table 1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합성의 확인은 FT-IR 및 1H-NMR을 이용하였으며 FT-IR 분

Table 1. Typical Formula Used for the Synthesis of PAMS
Sample
Name

OH-PDMS
(g)

VTMO
(g)

PAMS-1

100

2

PAMS-2

100

3

PAMS-3

100

4

PAMS-4

100

4

PAMS-5

100

4

Catalyst
(g)

NaOH

KOH

Neutralizer
(g)

Reaction time
(hr)

0.2

0.4

2

0.2

0.4

2

0.2

0.4

2

0.03

0.06

14

0.2

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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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dure for the synthesis of PAMS.
Table 2. Setting Time of Synthesized PAMS
PAMS-3
(g)

100

Titanate catalyst
(g)

Setting time
(min)

0.1

245

0.5

183

1.0

65

2.0

31

5.0

5

광분석은 아세톤에 10 wt%로 희석하여 ZnSe window을 사용

Figure 2. The reaction mechanism of alkoxy modified silicone
(PAMS).

하여 4000~400 cm−1 범위 내에서 24회 측정하였다. 시료는 별
도의 전처리 없이 그대로 소량 취하여 사용하였다. 1H-NMR
분석은 200 MHz의 주파수를 가진 JEOL사 (JNM-AL400형)
H-NMR Sys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또한, 합성된 알콕시 변성실리콘은 금속 촉매에 의하여 경
화가 이루어지므로 titanate 촉매를 사용하여 경화속도를 측정
함으로써 알콕시 변성실리콘의 합성을 확인 하였으며, 그 방
법으로는 금속 촉매의 첨가량을 변화하여 합성된 알콕시 변
성실리콘에 혼합 후 아크릴 경화판 위에 두께 약 0.25 mm, 폭
5 mm, 길이 200 mm로 도포 한 후에 손가락 끝을 도막에 가
볍게 대었을 때, 점착성은 있으나 접착제가 손끝에 묻어나지
않으면 경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험 조건은 Table 2
에 나타내었다.

Results and Discussion
알콕시 변성실리콘(PAMS)의 합성은 촉매 하에서 OHPDMS의 말단에 존재하는 수산기와 알콕시 실란의 알콕사이
드 그룹의 치환반응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그 반응 메커니

Figure 3. 1H-NMR spectra of (a) VTMO and (b) OH-PDMS.

를 Fig. 3와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3(a)는 VTMO의 1HNMR 스펙트럼으로서 3.6 ppm 부근에서 Si 원소로부터 메톡
사이드기(-OCH3)에 기인한 강한 양성자 흡수 피이크와 5.7~

즘은 Fig. 2에 나타내었다. PAMS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반응

6.2 ppm 사이에서는 비닐기(-CH=CH2)에 기인한 양성자 흡수
피이크가 각각 나타났으며, OH-PDMS의 1H-NMR 스펙트럼

물 중 대표적으로 알콕시 실란인 VTMO와 OH-PDMS의 구
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1H-NMR과 FT-IR을 측정하여 그 결과

인 Fig. 3(b)에서 보면 0.5 ppm 부근에서 Si 원소로부터 메틸
기(-CH3)에 기인한 강한 양성자 흡수 피이크와 2.2 ppm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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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OH-PDMS와 VTMO의 반응 전 FT-IR 스펙트럼이고,
Fig. 5의 (b), (c) 그리고 (d)는 각각 PAMS-1, PAMS-2 그리고
PAMS-3의 FT-IR 스펙트럼이다. 그림에서 보면 실란의 첨가
량이 증가하면 3500~3250 cm−1 사이에 나타나는 -OH의 특성
피이크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알콕시 변성실리콘의 합
성 메커니즘에 나타내었듯이 OH-PDMS의 -수산기와 알콕시
실란의 알콕사이드기의 반응에 의하여 치환됨으로 -OH의 특
성 피이크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합성된 PAMS의 합성 확인을 위하여 1H-NMR과 FT-IR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6와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6(a)
는 알콕시 실란인 VTMO와 OH-PDMS를 혼합하여 촉매가 투
입되기 전의 시료를 채취하여 1H-NMR을 측정한 결과로서 그
Figure 4. FT-IR spectra of (a) OH-PDMS and (b) VTMO.

림에서 보면 2.2 ppm 부근에서 OH-PDMS에 존재하는 수산
기(-OH)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양성자 흡수 피이크가 약하게
관찰됨을 볼 수 있으며, Fig. 6(b)는 VTMO와 OH-PDMS를 혼

에서는 수산기(-OH)에 기인한 양성자 흡수 피이크가 각각 나
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Fig. 4(a)는 OH-PDMS의 FT-IR 스
펙트럼이고 Fig. 4(b)는 VTMO의 FT-IR 스펙트럼이다. Fig.
4(a)에서 보면 Fig. 4(b)에는 나타나지 않는 OH-PDMS 수산
기(-OH)의 특성 피이크가 3500~3250 cm−1 부근에서 나타남
을 볼 수 있다.
Fig. 5는 실란의 첨가량에 따른 FT-IR 스펙트럼의 변화를 나
타낸 것으로 Fig. 5(a)는 알콕시 변성 실리콘의 치환 반응에

Figure 6. 1H-NMR spectra of PAMS depending on reaction time,
(a) 0 hr and (b) 12 hrs.

Figure 5. FT-IR spectra of (a) OH-PDMS, (b) PAMS-1, (c) PAMS2 and (d) PAMS-3.

Figure 7. FT-IR spectra of PAMS depending on reaction time,
(a) 0 hr and (b) 12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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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MO와 OH-PDMS를 혼합하여 촉매가 투입되기 전의 시료

여 H-NMR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Fig.

를 채취하여 FT-IR를 측정한 결과로서 그림에서 보면 3500

6(a)에서 나타났던 2.2 ppm 부근의 양성자 흡수 피이크가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OH-PDMS의 말단에 존재하는 수

~3250 cm−1 부근에서 OH-PDMS에 존재하는 수산기(-OH)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특성 피이크가 강하게 관찰됨을 볼 수 있

산기가 알콕시 실란인 VTMO에 존재하는 메톡사이드기와 반
응하여 치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7(a)는

으며, Fig. 7(b)는 VTMO와 OH-PDMS를 혼합 후 촉매를 투
입하여 2시간 동안 반응 후의 시료를 채취하여 FT-IR를 측정

Figure 8. FT-IR spectra of (a) PAMS-3 and (b) PAMS-4.

Figure 9. FT-IR spectra of (a) PAMS-3 and (b) PAM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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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Fig. 7(a)에서 나타났던

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3500~3250 cm 부근의 특성 피이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H-NMR을 이용한 결과와 같이 FT-IR를 이용한 측정 결
과에서도 OH-PDMS의 말단에 존재하는 수산기가 알콕시 실
란인 VTMO에 존재하는 메톡사이드기와 반응하여 치환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nclusion
PAMS는 양말단에 수산기가 존재하는 OH-PDMS와 VTMO

촉매의 첨가량과 반응시간에 따른 FT-IR 스펙트럼의 변화

에 의하여 상온에서 알칼리 촉매 하에서 축합 반응에 의하여
합성 되었다. 그리고 합성된 PAMS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

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a)는 PAMS-3으로서 촉매인 메
틸알코올에 2.85 wt%로 희석시킨 수산화나트륨이 0.2g 투입

여 1H-NMR 및 FT-IR를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알콕시 변
성실리콘이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되어 반응된 알콕시 변성실리콘으로서 반응시간에 따라
3500~3250 cm−1 사이에 나타나는 수산기의 특성 피이크 변화

연구에서는 알칼리 촉매의 첨가량에 따른 PAMS의 반응속도

를 FT-IR 스펙트라로 나타낸 것이며, Fig. 8(b)는 PAMS-4로

와 PAMS로의 전환율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결과로는 알칼리
촉매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PMAS의 반응속도는 증가하나

서 촉매를 0.03g 투입되어 반응된 알콕시 변성실리콘으로서
반응시간에 따라 3500~3250 cm−1 사이에 나타나는 수산기의

PAMS로의 전환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합성에 사용된 알칼리 촉매로 수산화나트륨

특성 피이크 변화를 FT-IR 스펙트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보면 촉매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3500~3250 cm−1 사이에

종류보다는 첨가량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타나는 -OH의 특성 피이크의 감소 속도가 매우 빠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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