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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ries of aromatic poly(hydroxyamide)s (PHAs) containing varying oligo(oxyethylene) substituents and 1,3-

phenylene imide ring unit in the main chain were synthesized by the direct polycondensation reaction. The inherent vis-

cosities of the PHAs exhibited in the range of 0.89~1.12 dL/g in DMAc or DMAc/LiCl solution. The PH-2~5 copolymers

were easily soluble in strong aprotic solvents: DMAc, NMP, DMSO etc. and the PH-5 copolymer was soluble in less polar

solvents such as m-creasol and pyridine with LiCl salt on heating. However, all PBOs were quite insoluble in other solvents,

but only partially soluble in sulfuric acid. All copolymers (PH-2~5) could afford the flexible and tough films by solution

casting. We identified that the PHAs were converted to the PBOs by the thermal cyclization reaction in the range of

200~380 oC. The 10% weight loss temperatures and char yields of the PBOs were recorded in the range of 382~647 oC and

38.7~73.1% values at 900 oC. The tensile strength and initial modulus of the PH-5 in the copolmers showed the highest val-

ues of 2.46 GPa and 49.55 MPa, respectively. The LOI values of the PHAs were in the range 26.6~29.0%, and increased

with increasing 1,3-phenylene imide r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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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중합체 주 골격에 벤즈옥사졸 고리를 갖는 방향족 폴리벤

즈옥사졸(PBOs)은 높은 열안정성과 난연성, 뛰어난 기계적

성질 및 내화학성 그리고 내가수분해성을 보이는 고성능 고

분자로 알려져 있다.1,2 PBOs는 일본 Toyobo사에서 Zylon이란

상품명으로 생산되었고, 높은 열적 성질과 함께 기계적 성질

이 우수하며, 특히 열분해 속도가 느리고 화염저항성이 뛰어

나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정한 화재 발생 시 난연성 목

표인 50 KW/m2의 열 흐름에서도 발화가 되지 않는 유기물로

인정되고 있다.3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로

PBOs은 우주항공이나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

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강직한 옥사졸 구조에 의해서 기

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방향족 고분자에 속하는 폴리아미

드, 폴리벤즈이미다졸 및 폴리이미드 등도 PBOs와 같은 우수

한 물성을 보이는 고성능 고분자들이지만, 이들이 갖는 공통

적인 특징은 구조적으로 너무 견고하여 높은 용융점과 유기

용매에 대한 낮은 용해도로 인하여 극히 일부 강산에서만 가

공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4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 골격에 비선형 단

위체나 유연한 연결기를 도입 하거나, 혹은 곁사슬에 길고 유

연하거나 강직한 벌키그룹을 치환시켜서 고분자 주 골격의 대

칭성을 깨트리는 등의 구조변화를 통한 중합체의 합성을 통

해서 가공성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

어지고 있다.5

그러나 PBOs의 경우 강직한 옥사졸 구조로 인하여 용해도

가 좋은 PBOs의 합성은 쉽지가 않다. 이러한 이유로 PBOs의

전구체인 poly(hydroxy amide)s (PHAs)를 먼저 합성 한 다음,

특정한 온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열처리를 통해서 PBOs로 전

환시키는 합성 방법을 택하고 있다.6

PHAs는 대부분 DMAc와 NMP 등 일부 극성 용매에 용해

도가 좋아 이들 용매에서 가공한 다음 적정온도에서 열처리

하여 PBOs로 전환시키는데, 이러한 PHAs도 구조적인 특성

상 견고하여 일반 유기용매들에 대한 용매특성들이 낮아 용

해도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7-11 

PHAs의 합성 방법으로는 bis(o-amino phenol)과 방향족 di-

acid chloride를 저온 용액 중축합 방법으로 PHAs를 합성한 후

에, 열처리 과정을 거쳐서 PBOs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거나 또는 bis(o-amino phenol)과 방향족 di-acid를 적당한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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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 PBOs를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2

본 연구팀에서는 중합체의 구조와 물성과의 상관관계에 관

한 연구에서 중합체 주 골격에 유연한 oligo(oxyethylene) 치

환기와 미리 형성된 imide 고리를 도입한 중합체를 각각 합

성하여 그 특성들을 보고한 바 있는데, 용해도는 향상된 반면

에 열적성질은 크게 저하된 전자13와 달리, 후자14는 열적, 기

계적 성질은 향상되었으나 용해도는 감소됨을 보였다. 따라

서 이들 연구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oligo

(oxyethylene) 치환기를 포함한 단량체와 1,3-phenylene imide

ring을 포함한 단량체를 3,3'-dihydroxy benzidine과 다양한 조

성으로 PHAs를 공중합하여 이들의 구조와 물성과의 상관관

계를 조사하고자 하며, PHAs은 열처리하여 PBOs로 전환 시

킨 다음, 열처리 전과 후의 특성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Experimental

1.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시약들은 다음과 같다. 3-amino benzoic

acid (TCI)와 trimellitic anhydride (TCI)는 승화 정제하여 사

용하였다. 3,3′-dihydroxy benzidine (TCI)과 methoxypolyethyl-

ene glycol 350 (MPEG, Mn = 350, Aldrich)은 정제 없이 사용

하였으며, CaCl2 (Aldrich)는 진공오븐에서 80 oC로 24시간 건

조한 뒤 사용하였다. P-toluene sulfonyl chloride (Junsei)는 n-

hexane으로 정제하여 사용하였고, triphenyl phosphite (TPP)는

Junsei사의 제품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N,N′-

dimethylacetamide (DMAc.Aldrich)와 N,N'-dimethylformamide

(DMF, Aldrich), 그리고 N-methyl-2-pyrrolidone (NMP, Aldrich)

은 MgSO4를 넣고 48시간 교반 후, 감압 증류하여 사용하였

다. 또한 triethyl amine (Aldrich)은 CaH2를 넣고 24시간 환류

시킨 후 증류하여 사용하였다.

2. 단위체, 중합 및 공중합체 합성

PHAs 제조에 사용된 단위체인 2,5-bis[ω-methoxy-poly(ethyl-

ene glycol)]terephthalic acid (M-TPA, Mn=350)13와 N-(m-

carboxyphenyl)trimellitimide (M-CPTI)의 합성은 기존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합성하였다.14 PHAs 합성은 Hsiao 등15의 방법

을 수정하여 합성하였으며, oligo(oxyethylene) 치환기만을 갖

는 중합체를 PH-1이라 하였고, 1,3-phenylene imide 고리가 도

입된 그룹만을 갖는 중합체를 PH-6으로 하였으며, oligo

(oxyethylene)와 1,3-phenylene imide 고리를 포함한 단위의 몰

비가 0.8/0.2, 0.6/0.4, 0.4/0.6 및 0.2/0.8인 공중합체를 각각

PH-2, PH-3, PH-4와 PH-5라 하였으며 이를 Scheme 1에 나타

내었다. PHAs들은 직접중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대표적으

로 공중합체 PH-3의 합성방법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합

성된 중합 및 공중합체들은 모두 열적고리화 반응에 의하여

PBO로 전환되었고, 열적고리화 반응에 의해 전환된 PH-1의

경우 PB-1이라 하였고, PH-2~PH-6의 경우는 PB-2~PB-6라

하였으며, 열적고리화 반응 경로는 Scheme 2에 나타내었다.

50 mL 3구 반응기에 CaCl2 0.1297 g (1.1691 mmol), NMP

1.2 mL 그리고 pyridine 0.23 mL를 넣고 100 oC에서 용해시킨

후, M-CPTI 0.0885 g (0.2843 mmol)을 첨가하여 투명하게 녹

은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M-TPA 0.3595 g (0.4265 mmol)

를 넣고 5분 이상 교반시켰다. 추가로 3,3′-dihydroxy benzi-

dine 0.1537 g (0.7108 mmol)을 넣어 15분 이상 교반시킨 후,

Scheme 1. Synthetic route of P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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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0.37 mL 첨가하여 134 oC에서 한 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반

응 종료 후, 메탄올에 떨어뜨려 얻어진 중합체는 파우더와 같

은 형태였으며 이를 메탄올과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하였다.

또한 진공오븐에서 45 oC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최종적으

로 갈색 빛의 파우더 상태의 중합체를 얻었으며 수득률은

70%였다. 

3. 중합 및 공중합체의 특성 조사

 합성된 중합 및 공중합체들은 아래의 방법에 의해 모두 필

름으로 제조되었으며, 제조된 필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

하였다. 필름제조는 중합 및 공중합체 0.5 g을 DMAc 또는

DMAc/LiCl (5 wt%) 8 mL에 완전히 녹인 후, 유리판(10×20

cm)에 도포하여 건조기 80 oC에서 5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제

조된 필름들은 에탄올에 7일 동안 방치하여 잔여용매를 제거

하였고, 실온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건조된 필름은 진공건

조기 70 oC에서 12시간을 동안 건조하여 최종적으로 연한 노

랑색에서 진한 갈색까지 여러 색깔의 필름들을 얻었다. 

제조된 중합 및 공중합체 합성 확인은 1H-NMR spectro-

meter JNM-LA300 (JEOL. Inc.)를 이용하였고, 합성확인 및

열적고리화 반응에 대한 구조 확인은 FT-IR spectrometer

8601PC (Shimadzu. Co.)를 사용해 확인하였다. 열적 특성과

관련된 중량감소, 최대 무게손실온도 및 차(char) 생성에 관한

조사는 TGA 2050 (TA Co.)를 사용해, 질소 분위기하에서

10 oC/min의 속도로 50~900 oC까지 실험하였다. 중합 및 공중

합체의 열적고리화 반응에 대한 흡열 온도 및 흡열량 관찰은

DSC 2010 (TA. Co.)를 이용하여 질소분위기하에서 10 oC/min

의 속도로 50~400 oC까지 실험하였다. 제작된 중합 및 공중합

체들의 필름에 대한 X-선 회절곡선은 Xper Pro (PAN-

alytical.)를 이용하여 2~50° (2θ)까지 스캔하였다. 기계적 특성

조사는 UTM AGS-X (Shimadzu)를 사용하여, 각각의 중합체

에 대해 시편을 10개씩을 준비하여 cross head speed를 5 mm/

min의 신장속도로 측정하여 인장강도, 초기탄성률 그리고 신

장률을 구하였다. 모폴로지 조사는 제조된 필름을 액체 질소

속에서 충분히 열적팽창이 일어나도록 하여 파단 시킨 후, 파

단면을 gold sputtering 시킨 다음, Hitachis-4700 SEM을 이용

하여 관찰하였다. 난연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LOI(limiting

oxygen index, Atlas)를 이용해 제작된 시편(0.02 mm(T)×52

mm(W)×140 mm)을 ASTM D 2863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아래의 공식으로부터 LOI 값을 구하였다. 

LOI(%) = [O2/(O2+N2)] × 100 

Results and Discussion

1. 중합 및 공중합체의 일반적 성질

합성된 중합 및 공중합체들 중 대표적으로 PH-4의 FT-IR 과
1H-NMR 스펙트럼을 Figure 1과 Figure 2에 보였다. FT-IR에

Scheme 2. Cyclization reaction of P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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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3480~3328 cm−1 (-NH, -OH stretching), 2873 cm−1 (-CH

stretching), 1778 cm−1 (imide C=O), 1655 cm−1 (amide C=O),

1602 cm−1 (aromatic C=C), 1411 cm−1 (imide C-N)에서 특성

밴드들을 확인하여 합성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H-NMR에

서는 10.58~9.66 ppm (-NH, -OH), 8.59~8.48 ppm (a), 8.13

ppm (b), 7.98 ppm (f), 7.79~7.74 ppm (c), 7.31~7.20 ppm

(dihydroxybiphenylene), 3.63~3.18 ppm (-CH2CH2-), 2.49 ppm

(PEG-CH3)에서 각각의 피크를 확인하였고, 각 피크들 면적비

가 이론값과 잘 일치하였다.

중합 및 공중합체들의 고유점성도 값과 필름 상태를 Table

1에 보였다. 합성된 중합 및 공중합체들의 고유점성도 값은

089~1.12 dL/g 값을 보였다. 

Oligo(oxyethylene) 치환기만을 갖는 PH-1은 1.03 dL/g 그

리고 1,3-phenylene imide 단위가 도입된 PH-6의 경우는 1.12

dL/g의 고유점성도 값을 보였다. 제조된 중합 및 공중합체들

의 oligo(oxyethylene) 치환기를 갖는 단위의 조성에 따른 고

유점성도와의 특별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합

및 공중합체들의 필름상태는 PH-1의 경우 밝은 노랑 갈색을

띄었고 필름상태 또한 매우 유연함을 보였다. 그러나 공중합

체인 PH-2, 3, 4 및 PH-5의 경우는 oligo(oxyethylene) 치환기

를 갖는 단위의 조성이 작아지면서 어두운 진한갈색을 띄었

으며, 필름상태 또한 점차 brittle 해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PH-6의 경우는 어둡고 진한 갈색의 brittle한 필름이 제조되었

다. 결론적으로 공중합체에서 1,3-phenylene imide 고리를 갖

는 단위의 조성이 커질수록 필름이 brittle 해짐을 알 수 있었

는데, 이는 1,3-phenylene imide 고리의 견고한 성질 때문으로

추측된다.

중합 및 공중합체의 용해도 특성 조사 결과를 Table 2에 보

였다. 중합체의 용해도는 가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강직

성 단위를 갖는 중합체들의 경우 용해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

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 설계 제조된

PHAs의 경우도 주 골격에 강직한 1,3-phenylene imide 고리

를 갖는 단위와 유연한 oligo(oxyethylene) 치환기를 갖는 단

위를 다양한 조성별로 공중합체를 합성하여, 공중합체 구조

의 조성과 용해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Oligo(oxy-

ethylene) 치환기만을 갖는 PH-1과 1,3-phenylene imide 단위

만 갖는 PH-6 을 비교하면 전자는 CHCl3을 제외하고 모든 용

매에 용해되는 매우 우수한 용매특성을 보였고, 반면에 후자

는 DMAc와 DMF에서는 염과 함께 가열하여야 하고, pyridine

이나 m-cresol의 경우는 염과 함께 가열 하더라도 아주 작은

양만 부분적으로 용해되는 매우 낮은 용해도를 보였다. 공중

합체인 PH-2 와 PH-3의 경우 oligo(oxyethylene) 치환기를 갖

는 단위의 조성이 커서 PH-1과 같은 매우 우수한 용매특성을

보였다. PH-4의 경우에도 m-cresol과 pyridine에 비록 열을 가

해서 용해되었지만 PH-6과 비교하면 좋은 용매 특성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oligo(oxyethylene) 치환기가 공중합체의 용

해도 향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즉 중합체 주 골격에 도

입된 유연한 oligo(oxyethylene) 치환기들이 주 사슬들 간 상

호인력과 패킹효과를 감소 시켜서 주 골격들 사이로 용매침

투가 쉬워져 용해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17,18 PH-5의 경우에

는 PH-4와 달리 이들 두 용매(m-cresol과 pyridine)에 염과 함

Figure 1. FT-IR spectrum of the PH-4 (KBr).

Figure 2. 1H-NMR spectrum of the PH-4 (DMSO-d6).

Table 1. Inherent Viscosity and Film Quality of PHAs

PHAs
ηinh

a

(dL/g)
Film quality

PH-1 1.03 Light yellow brown, Flexible

PH-2 0.89 Brown, Flexible

PH-3 1.12 Brown, Flexible

PH-4 1.10 Brown, Flexible

PH-5 1.01 Dark brown, Little brittle

PH-6 1.12 Dark brown, Brittle

a Inherent viscosity was measured at a concentration of 0.1 g/dL in

DMAc or DMAc/LiCl at 35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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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가열 했을 때 용해되는 보다 낮은 용매 특성을 보였는데,

oligo(oxyethylene) 치환기를 갖는 단위의 함량이 낮은 조성

(20 wt%)의 공중합체들은 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용매에서

는 용해도 향상에 별로 효과가 없음을 보였다. 그러나 NMP

와 DMF 등 극성 용매에는 실온에서 모두 용해되어 PH-6와

비교했을 때 매우 좋은 용해도 특성을 보였다. 열적고리화 반

응을 거쳐 제조된 PBOs의 용매 특성 조사에서는 황산에만 부

분적으로 용해되었는데 이는 주 사슬에 존재하는 견고한 두

개의 벤즈옥사졸 고리의 존재 때문으로 중합체에 도입된

oligo(oxyethylene) 치환기를 갖는 단위가 PBO에서는 용해도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을 보였다. 

2. 중합 및 공중합체의 열적 성질 

중합 및 공중합체들의 DSC 1차 열곡선들과 분석 결과를

Figure 3과 Table 3에 나타냈다. 1차 열곡선에서 보여지는 피

크들은 열에 의한 열적고리화 반응으로 PBOs로 전환되는 흡

열피크들이다. 공중합체들인 PH-2~5의 흡열피크들의 특징은

흡열반응이 종료된, 약 300 oC 이후에도 계속 분해되는 것으

로 추정되는 양상의 발열곡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1,3-

phenylene imide 고리 단위를 갖는 PH-6의 경우는 흡열반응

이 끝나는 약 370 oC 이후, 완만한 경사의 발열곡선을 보이고

있다. Table 3에서 보인 흡열피크 온도(Tp)를 살펴보면 대략

250~323 oC 범위를 보였는데, 공중합체들의 흡열피크온도는

1,3-phenylene imide 고리 단위 조성비와 관련하여 어떤 특이

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DSC 2차 열곡선을 Figure 4에 보였다. 2차 열곡선에서는 1

차 열곡선에서 보였던 흡열 곡선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모든 PHAs가 PBOs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중합 및 공중합체에서 유리전이 온도는 관찰되지

Table 2. Solubility of PHAs and PBOs

Polymer

code

Solvent

NMP DMSO DMAc DMF m-cresol Pyridine CHCl3 H2SO4

PH-1 ○ ○ ○ ○ ○ ○ × ○

PH-2 ○ ○ ○ ○ ○ ○ × ○

PH-3 ○ ○ ○ ○ ○ ○ × ○

PH-4 ○ ○ ○ ○ ○(H) ○(H) × ○

PH-5 ○ ○ ○ ○ ○(L, H) ○(L, H) × ○

PH-6 ○(H) ○(H) ○(L, H) ○(L, H) × △ × ○

PB-1 × × × × × × × △

PB-2 × × × × × × × △

PB-3 × × × × × × × △

PB-4 × × × × × × × △

PB-5 × × × × × × × △

PB-6 × × × × × × × △

○: soluble, △: partially soluble, ×: insoluble, ○(L): soluble with LiCl, ○(L, H): soluble with LiCl on heating, NMP: N-methyl-2-pyrrolidone,
DMSO: dimethylsulfoxide, DMAc: N,N'-dimethylacetamide, DMF: N,N'-dimethylformamide

Figure 3. DSC thermograms of PHAs at a heating rate of 10 oC/

min (in N2).

Figure 4. DSC thermograms of PBOs at a heating rate of 10 oC/

min (i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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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중합 및 공중합체 흡열피크들에 대한 엔탈피변화

(ΔH) 값은 46~79 J/g의 범위를 보였다. 흡열피크 온도(Tp)와

마찬가지로 엔탈피변화(ΔH) 값 또한 중합 및 공중합체 구조

와 관련된 특이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중합 및 공중합체의 oligo(oxyethylene) 치환기 조성에 따른

열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TGA 열곡선 그래프는 Figure 5에

보였고, 결과는 Table 3에 보였다. PHAs의 경우 일반적으로

TGA 열곡선상에서 두 단계의 분해곡선을 보인다. 첫 번째는

열적고리화 반응으로 물을 방출하면서 PBO로 전환되는 단계

이며, 두 번째는 주 사슬이 분해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PHAs 경우도 위에서 언급된 두 단계에 걸친 분해곡

선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oligo(oxyethylene) 치환기만

을 갖는 PH-1이나 공중합체 PH-2 그리고 PH-3와 같이

oligo(oxyethylene)의 조성비가 큰 경우에는 약 400 oC 이후에

급격하게 분해되면서 질량이 감소되는 한 단계만의 분해곡선

만을 보이고 있어, 위에서 언급한 열에 의한 열적고리화 반응

단계와 주 사슬분해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전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ligo(oxyethylene)단위의

열분해와 탈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13

반면 oligo(oxyethylene) 치환기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이

조성비가 적은 공중합체들인 PH-6, PH-5 그리고 PH-4의 경

우 첫 번째 분해단계는 약 200~400 oC 구간 그리고 두 번째

분해단계는 약 400~600 oC 구간에서 발생하며 분명한 두 단

계의 분해 곡선을 보이고 있다.

앞선 DSC 열분석에서 PHAs가 약 200~400 oC 사이에서 큰

흡열피크를 동반하면서 PBOs로 전환되었고, 400 oC 이후부

터는 oligo(oxyethylene) 치환기를 갖는 단위의 조성비가 적을

수록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서서히 분해되는 곡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TGA 열곡선 분석 결과와 DSC 열

분석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GA 열곡선상에

서 첫 번째 분해단계의 열적고리화 반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물 손실에 의한 질량감소구간을 살펴보면 PH-1~6의 손실되

는 물의 이론양은 각각 3.5, 3.9, 4.4, 5.1, 6.0 및 7.3 wt%였다. 두

단계 분해곡선을 명확히 보인 PH-4~6 중 PH-6의 경우 첫 번

째 분해단계에서의 이론물손실량 값인 7.3 wt%에 해당되는

온도는 325 oC였는데, 실제 열적고리화로 인해 발생되는 물손

실량은 약 8 wt%로서 이때 해당되는 온도가 352 oC였다. PH-

4와 PH-5의 경우는 이론 물손실량 해당되는 온도가 각각

255 oC와 280 oC이며, 이후 380 oC와 400 oC까지 계속 분해되

는 곡선을 보이다 안정화되는 곡선을 보이고 있다. PH-4와

PH-5의 경우는 PH-6와 달리 실질적인 이론 물손실량 값을 구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유는 oligo(oxyethylene) 치환기

를 갖는 단위의 조성비가 커질수록 열적고리화 현상과 동시

에 물손실단계가 겹치면서 열에 약한 치환기 사슬의 분해가

부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손실량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PH-6의 경우 이론 물손실량과 실제

값의 차이가 0.7 wt%를 보였는데, 이러한 물 손실 질량 값의

차이는 중합체내에서 남아 있는 용매 혹은 불순물 등의 영향

이라 생각 된다.10

본 연구에서 합성된 중합체들의 초기분해에 해당되는 온도

Figure 5. TGA thermograms of PHAs at a heating rate of 10 oC/

min (in N2).

Table 3. Thermal Properties of PHAs and PBOs

Code

PHA PBO

Tpa

(oC)

ΔH

(J/g)

T10%
b

(oC)

Td
maxc

(oC)

Residue at 

900oC (%)
Code

T10%
b

(oC)

Td
maxc

(oC)

Residue at 

900 oC (%)

PH-1 284 75 330 388 26.3 PB-1 361 392 38.8

PH-2 259 74 316 382 30.7 PB-2 357 382 46.0

PH-3 254 58 297 359 36.9 PB-3 358 640 51.1

PH-4 250 54 305 358 41.8 PB-4 376 647 59.6

PH-5 259 79 279 316 47.6 PB-5 579 645 66.4

PH-6 323 46 400 653 55.8 PB-6 625 640 73.1

aEndothermic peak temperature of DSC thermograms.
b10% weight loss temperature in TGA thermograms. 
cMaximum weight loss temperature of DTG therm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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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0%의 중량손실에 해당하는 온도로 선택 하였으며, 10%

중량손실온도는 279~400 oC의 범위를 보였다. 그러나 제조된

중합 및 공중합체들의 경우 앞에서 설명 한 것처럼 열적고리

화 반응에 의한 물 손실단계와 겹치기 때문에 중합체의 초기

분해온도 값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난연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잔류량(char)을 살펴보면 900
oC에서 26.3~55.8 wt% 값을 보였는데, 예상했던 바와 같이 주

사슬의 1,3-phenylene imide 고리를 갖는 단위의 조성비가 커

질수록 더 높은 잔류량(char)을 나타내는 경향성을 보였다.

PHAs를 열처리 하여 PBO로 전환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

해 열처리 온도를 200, 250, 300 및 330 oC로 정하고 전기로

에서 30분 동안 열처리 한 다음 그 결과들을 FT-IR로 확인하

여 그 결과를 Figure 6에 보였다. 중합체 중 PH-3을 선택하였

고 열처리 전과 후의 FT-IR spectra를 Figure 4에 보였다. 열

처리 전 PHA에서 보였던 고유특성피크인 3279 cm−1에서

amide N-H , 1648 cm−1에서 amide C=O 피크를 확인하였다. 이

러한 피크들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지다

가 250 oC에서도 아주 작게 보이다가 300 oC 이상에서는 완전

히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열처리 전에는 보이지 않

았던 PBO의 새로운 특성 피크가 1553 cm−1, 1463 cm−1, 1261

cm−1에서 관찰되었다.

PBOs의 TGA 열곡선과 그 결과를 Figure 7과 Table 3에 보

였다. TGA 2차 열 곡선에서는 1차 열 곡선에서 보였던 두 단

계의 분해곡선과는 달리 모두 한 단계의 분해곡선만을 보이

고 있다. TGA 열 곡선에서 PB-6를 제외한 나머지 공중합체

들은 약 300 oC 이후부터 서서히 질량감소를 보이다가 약

400 oC까지 급격한 질량감소구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1차 열곡선 분석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열안정성이 약한

oligo(oxyethylene) 치환기를 갖는 단위의 조성이 클수록 사슬

의 열분해로 인한 급격한 기울기 곡선을 보이고 있다. PB-1

과 PB-6를 비교해보면 oligo(oxyethylene) 치환기만을 갖는

PB-1의 경우 300 oC부터 서서히 열분해 되다가 10분 만에 질

량감소가 50%에 이르는 400 oC까지 급격히 분해되었으며, 이

후 안정화되며 서서히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3-

phenylene imide 단위 조성만을 갖는 PB-6는 600 oC까지는 안

정되다가 이후부터 서서히 주 사슬 분해에 따른 질량감소가

발생해 가장 좋은 열안정성을 보였다. 초기분해온도를 살펴

보면 PB-2~4는 357~376 oC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PB-5

의 경우 579oC로 PB-4에 비해 200 oC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

다. 이는 1,3-phenylene imide 단위가 중합체의 용해도 향상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초기 분해온도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중합체의 초기분해온도는 고분자

재료의 열안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척도로써 초기분해온도

579 oC는 매우 열안정성이 높은 고분자임을 뜻한다. 900 oC에

서 측정된 PBOs의 잔류량(char)은 각각 38.8, 46, 51.1, 59.6,

66.4 및 73.1 wt%로 PHAs에 비해 약 13~19 wt% 정도 증가한

값을 보였다. 이렇게 PBOs의 잔류량이 PHAs 보다 높은 이유

는 PHAs가 열적고리화 반응에 의해 PBO로 전환되면서 물이

나 용매 등과 같은 물질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PHAs의 경우 최대열분해온도나 잔류량은 중합체에 포함된

물이나 용매 등에 의해서 본래의 중합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중합체들의 잔류량은 46~66.4 wt%

로 앞에서 초기분해온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3-phenyl-

ene imide 고리를 갖는 단위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

함을 보였다. PB-4와 PB-5와 같이 잔류량이 59.6~66.4 wt%

를 보임은 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분자임을 뜻하

며, 여기에서 형성된 char는 고분자재료의 난연성과 내열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화재발생 시 외부로부터 산소와 열을 차

단하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가스의 유출을 차단함으로

서 물질의 연소를 방해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화학첨

가제에 의한 방법과 분자구조를 바꿈으로서 고분자의 차 생

Figure 6. FT-IR spectra of PH-3 (KBr) as a function of annealing

temperature: (a) Not annealed; (b) 200 oC; (c) 250 oC; (d) 300 oC;

(e) 330 oC for 30 min.

Figure 7. TGA thermograms of PBOs at a heating rate of 10 oC/

min (i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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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18

전방향족 폴리아미드에 관한 연구에서 메타나 파라 페닐렌

연결기를 갖는 경우에 오르소 치환된 고분자들보다 높은 열

안정성과 용융온도를 갖는다.19

본 연구에서 제조된 공중합체들의 경우도 초기분해온도, 최

대분해온도 및 잔류량을 분석해보면 1,3-phenylene imide 고

리를 갖는 단위 조성이 증가할수록 열안정성이 높아지는 경

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PH-4 필름을 선택하여 온도와 시

간에 따른 열적 고리화 정도를 측정한 PBO 전환율을 Figure

8에 보였다. 열처리온도는 PH-4의 흡열피크 꼭지점 온도(Tp)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각 120, 180, 210 및 230 oC에서 전

기로를 이용하여 20, 40, 80, 100, 120, 150, 240, 360, 560과

600분까지 열처리하였다. 먼저 120 oC에서 600분 동안 열처리

된 경우에는 열적 고리화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180 oC에서 측정된 경우, 600분 동안 열처리 했을 때 최종적

으로 76%의 열적고리화 정도 값을 보였다. 180 oC와 210 oC

그리고 230 oC에서 120분 동안 열처리한 후, 측정된 열적고리

화 반응에 따른 PBO 전환율은 각각 64.3, 69.5와 100%를 보

여 열처리 온도가 흡열피크 꼭지점 온도(Tp)에 가까워져 열

처리 할수록 열적고리화에 따른 PBO 전환율이 빨리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20

3. 중합 및 공중합체의 기계적 성질

중합 및 공중합체 필름들의 기계적 특성을 조사하여 그 결

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PH-1과 PH-6의 초기탄성률은 비

교해보면 PH-6이 0.29→3.47 GPa로 PH-1 보다 12배 증가하

였고, 인장강도의 경우는 8.32→69.84 MPa로 8.4배 증가한 값

을 보였다. PH-6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이유는 중합체의 구

조에 유연한 oligo(oxyethylene)치환그룹 도입 보다는 강한

1,3-phenylene imide 단위의 도입에 의해서 기인된다. 공중합

체들의 초기탄성률과 인장강도를 비교하면 PH-2의 경우 0.54

GPa과 13.11 MPa을 보였고, 1,3-phenylene imide 고리를 갖

는 단위의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였는데, PH-5의 경

우 2.46 GPa와 49.55 MPa로 PH-2에 비해서 초기탄성률과 인

장강도가 각각 4.6배와 3.8배 증가함을 보였다. 반면에 신장

률은 PH-2가 7.25%, PH-5가 5.51%로 1,3-phenylene imide 단

위 조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보였다. 단독 중합체인

PH-1에 공중합체인 PH-4와 PH-5의 초기탄성률을 비교하면

PH-4는 6.7배(0.29→1.94 GPa) PH-5는 8.4배(0.29→2.46

GPa) 증가함을 보였고, 인장강도는 전자는 5.2배(8.32→43.31

MPa), 후자는 5.9배(8.32→49.55 MPa)로 증가함을 보이는 등,

중합체에 1,3-phenylene imide 고리를 갖는 단위의 조성이 증

가함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눈에 뜨이게 크게 향상되지는 않

았지만 조성비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성은 보여 주었다.

이들 PH-4 와 PH-5 공중합체들은 기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용

해도 특성 조사에서도 여러 극성용매에 실온에서 용해되는 등

매우 좋은 용해도 특성을 보였으며, 또한 열적 특성 조사에서

도 매우 높은 열안정성 및 char 수득률을 보여 주었다. 이러

한 결과는 고성능 고분자들의 장점인 높은 기계적 성질과 열

적 성질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그들의 단점인 가공성

을 향상 시키고자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

라 생각된다. 

Table 5에 공중합체들 중 비교적 유연한 필름 특성들을 보

이는 PH-3과 PH-4의 필름들을 선택하여 200, 250과 300 oC에

서 30분간 열처리 한 후 기계적 특성을 조사하여 열처리 전

시료들과 비교 분석 하였다. 200 oC에서 열처리한 경우 PH-3

과 PH-4 두 공중합체들 모두 초기탄성률과 인장강도 값들이

열처리 전과 유사함을 보였다. 즉 200 oC에서의 열처리는 PBO

로 전환되기 전 아직 PHA 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250 oC와

300 oC로 열처리 온도를 올렸을 때, 예견 했던 바와 같이 초

기탄성률과 인장강도가 증가하였는데 PH-3의 경우 초기탄성

률은 1.30에서 2.64 GPa로 약 2배 증가 하였고, 인장 강도는

26.41에서 52.01로 약 1.9배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PH-4의 초

기탄성률도 1.94에서 3.48 GPa로 약 1.8배, 인장강도는 43.31

에서 79.35 MPa로 약 1.8배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이처럼 열

Figure 8. Degree of cyclization rate of PH-4 with different

temperature and time. 

Table 4. Tensile Strength, Initial Modulus, and Elongation Values

of PHA Films

Films
Initial modulus

(G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PH-1 0.29 8.32 19.60

PH-2 0.54 13.11 7.25

PH-3 1.30 26.41 6.58

PH-4 1.94 43.31 5.55

PH-5 2.46 49.55 5.51

PH-6 3.47 69.84 4.08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Polybenzoxazole Copolymers Bearing Pendants and Imide Ring in the Main Chain 203

처리 온도에 따라 기계적 특성들이 증가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PHAs가 열적고리화 반응에 의해서 견고한 벤

즈옥사졸 단위를 갖는 PBOs로 전환되어 높은 기계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중합 및 공중합체의 모폴로지

중합 및 공중합체 필름들의 파단된 모폴로지를 SEM을 이

용해 관찰하여 Figure 9에 보였다. (a)는 PH-6의 파단면으로

전체적으로 거칠고 알갱이 형태의 단면을 보이고 있으며, (a)

와 가장 대조되는 (d)는 PH-1의 사진으로 파단면이 거칠지 않

고 매우 부드러운 물결형태를 보여 주었다. 공중합체 사진들

에서는(b와 c) 마치 두 성분들이 섞여 있는 듯한 파단면들을

보여 주었는데, 1,3-phenylene imide 고리를 갖는 단위의 조성

이 증가할수록 면이 더 거칠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oligo(oxyethylene) 치환기를 갖는 단위의 조성이 증가하면 부

드러운 면을 보였다. 이러한 모폴로지의 특성들은 필름제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에서 제조된 필름

질에 대한 결과를 보였는데, 즉 PH-1의 경우는 매우 유연한

필름을 만들 수 있었으나 1,3-phenylene imide 고리를 갖는 단

위의 조성이 늘어난 PH-5와 PH-6의 경우는 약간 brittle 하거

나 좀더 brittle한 필름이 제조 되었다. 결국 이러한 필름의 질

은 모폴로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합 및 공중합체 필름들의 XRD 회절곡선들을 Figure 10

에 보였다. 모든 중합체 및 공중합체들은 halo 타입의 넓은 곡

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모든 중합체들이 무정형 상태임

을 말한다. 대게 중합체들의 구조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합

체 혹은 공중합체처럼 비선형이며 강직한 구조를 가지면 무

정형 패턴을 보이고, 유기용매에도 좋은 용해도를 보여 필름

제조에도 유리하다. Figure 11에 공중합체들 중 열처리 조건

에 따른 모폴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PH-4를 선택하여 250,

Table 5. Tensile Strength, Initial Modulus, and Elongation Values

of PH-3 and PH-4 after Heat Treatment

Polymer Temp.
Initial modulus

(G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PH-3

none 1.30 26.41 6.58

200oC 1.33 29.74 6.54

250oC 2.08 40.70 1.96

300oC 2.64 52.01 1.10

PH-4

none 1.94 43.31 5.55

200oC 2.14 48.14 5.37

250oC 2.83 58.20 3.20

300oC 3.48 79.35 2.94

Figure 9. SEM images (×30,000) of PHA films: (a) PH-6; (b) PH-

5; (c) PH-3; (d) PH-1.

Figure 10. XRD patterns of PHA films.

Figure 11. XRD patterns of PH-4 films after heat treatment: (a)

not annealed; (b) annealed at 250 oC; (c) annealed at 300 oC; (d)

annealed at 33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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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및 330 oC에서 단계별로 열처리하여 측정한 회절곡선들

을 보였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열처리 전보다

(PHA 상태) 미약하지만 좀 더 강한 세기를 보여 주었다. 이는

PHA가 PBO로 전환 되면서 생긴 단단한 막대형의 벤즈옥사

졸 고리 구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단단한 막대형의 벤

즈옥사졸 고리 구조는 PHAs 보다 효율적으로 패킹 할 것으

로 생각되며, 이러한 PBO의 효율적인 패킹은 PHA 보다 용

매에 대한 시험에서 낮은 용해도를 유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중합 및 공중합체의 한계산소지수(LOI)

제조된 중합 및 공중합체들의 필름으로 난연성 테스트를 위

해 LOI 시험기를 사용하여 한계산소지수(limited oxygen

index; LOI)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6에 보였다. 일반적

으로 고분자 물질의 난연 특성을 평가하는 지수인 LOI 값은

고분자 필름을 산소/질소의 혼합가스 내에서 연소시켜서 불

꽃이 사라질 때 산소의 부피 퍼센트 지수를 측정하는데 이 지

수가 높을수록 난연 특성이 우수하다.21

중합 및 공중합체들의 LOI 값은 oligo(oxyethylene)치환기

를 갖는 단위와 1,3-phenylene imide 고리를 갖는 단위의 조

성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단독중합체인 PH-1과 PH-6의

LOI 값을 비교하면 PH-1의 경우 26.0%를 보였고, PH-6의 경

우는 29.5%로 PH-1 보다 3.5% 높은 LOI 값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PH-1의 경우 열에 약한 지방족사슬인

oligo(oxyethylene) 치환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제조된 중합 및

공중합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LOI 값을 보였다. 또한 다른 공

중합체들을 살펴보면 PH-2~5의 경우에 26.6, 27.0, 28.0, 및

29.5%의 값을 보여서 1,3-phenylene imide 고리를 갖는 단위

의 조성 증가와 비례하여 LOI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PH-4와 PH-5는 지방족사슬인 oligo(oxyethylene)

치환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Kevlar의 LOI 값에 근접하는

매우 높은 난연성을 보여 주었다. Table 6에 본 연구와 비교

하기 위해서 제시된 PE, PET 및 Kevlar의 LOI 값은 각각 17.0,

19.0, 및 30.0%의 LOI 값을 보였다. p-아라미드 섬유인 고내

열성의 방향족 고분자인 Kevlar의 경우 지방족 사슬만을 갖

는 PE보다 무려 13%나 높은 LOI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조된 중합 및 공중합체들

의 LOI 값이 최고 29.5%로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LOI 값은 산업현장의 난연재료를 취급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한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oligo(oxyethylene) 치환기/1,3-phenylene imide

고리의 조성비에 따라 직접중합법에 의해 중합 및 공중합체

를 합성하였고 그 특성들을 조사하였다. 모든 중합 및 공중합

체들은 용해도, 열적특성, 모폴로지, 기계적특성 및 난연특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23

1. 합성된 PHAs의 고유점성도는 0.89~1.12 dL/g의 값을 보

였다. Oligo(oxyethylene) 치환기 단위 조성비가 증가 할수록

용매에 대한 좋은 용해도를 보인 반면에 1,3-phenylene imide

고리 단위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저하되는 용매특성을 보였다.

PH-4와 PH-5의 경우 m-cresol과 pyridine에 비록 열을 가하거

나 염을 첨가해야 용해되었지만 NMP 등 극성 용매에는 매우

좋은 용해도를 보였다. 반면에 PBOs는 황산에서만 극히 일부

만이 용해되는 매우 낮은 용해도를 보였다.

2. DSC 분석에 의하면 중합 및 공중합체들의 열적고리화 반

응은 대략 200~380 oC의 광범위한 온도 영역에서 일어났으며,

TGA에 의한 PBOs의 10% 초기분해온도와 잔류량은 약 358~

625 oC와 38.8~73.1% 범위의 값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초기분

해온도와 최대분해온도가 각각 579 oC와 645 oC를, 잔류량은

66.4%를 보인 공중합체 PB-5는 열안정성이 매우 높은 고분

자임을 보였다.

3. SEM에 의한 모폴로지 관찰에서는 oligo(oxyethylene) 치

환기 단위 조성비가 큰 경우는 파단면이 부드러운 반면에 1,3-

phenylene imide 고리 단위 조성비가 큰 경우는 파단면이 거

칠었다. PH-1~3까지는 매우 유연한 필름이 제조되었고, PH-

5와 PH-6은 약간 brittle 하거나 상당히 brittle한 필름이 제조

되었는데 필름 제조와 모폴로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공중합체들의 초기 탄성률 값은 0.54~2.46 GPa, 인장강

도는 13.11~49.55 MPa, 신장률은 7.25~5.51%의 범위를 보여

주었고, PH-1에 공중합체인 PH-5의 초기탄성률과 인장강도

를 비교하면 전자는 8.4배(0.29→2.46 GPa) 후자는 5.9배(8.32

→49.55 MPa) 향상된 값을 보여주었다. PH-3과 PH-4 공중합

체들을 300 oC에서 열처리하여 PBO로 전환 시킨 다음 기계

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초기탄성률과 인장강도가 증가함을 보

였다.

5. LOI 시험기를 이용한 난연 테스트에서 PH-1~6의 경우에

26.0~29.5%의 LOI 값들을 보였다. 1,3-phenylene imide 고리

Table 6. LOI Values of PHA Films

PHAs LOI (%)

PH-1 26.0

PH-2 26.6

PH-3 27.0

PH-4 28.0

PH-5 29.0

PH-6 29.5

PEa 17.0

PETa 19.0

Kevlara 30.0

a The values of adopted from literatur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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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조성이 커질수록 높은 LOI 값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PH-4 와 PH-5의 경우 28.0%와 29.0%를 보여 Kevlar와 유사

한 난연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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