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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에폭시/산무수물 경화제계에 실리카를 필러로 사용하여 에폭시 착제의 경화거동과 특성

을 알아보았다. DSC와 stress rhe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에폭시 수지의 경화거동에서는 승온 속도

를 증가시키거나 등온에서 경화 온도가 높을수록 gelation 온도는 높아졌으나 경화도는 감소함을 확
인하 다. 열 안정성은 실리카 간의 응집  수분으로 인해 미세한 질량 감소 차이 외에 실리카 함

량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카가 첨가된 경화물의 열팽창계수는 실리카를 30 wt% 
첨가하 을 때 약 33%의 감소하여 40 ppm/oC 임을 확인하 다. 동역학 인 물성은 필러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의 장탄성률(2,377 MPa)에 비해 30 wt%의 실리카 함량이 첨가된 시편의 장탄성률

(3,909 MPa)은 약 60% 증가하 다. 실리카의 표면을 실란 커 링제로 처리한 시편의 경우 장탄성

률이 감소하 다. 

Abstract: Epoxy/anhydride systems with silica filler were studied to improve the cure behavior and 
characteristics. To study the curing process of epoxy/anhydride using DSC and a stress rheometer, it was ob-
served that gelation temperature increased by increasing the thermal rate or in high isothermal conditions, while 
it was observed that the degree of cure at gelation decreased. Thermal stability of the epoxy/anhydride system 
showed any increment by increasing silica contents, except slight decrease of weight by containing humidity. 
The epoxy resin cured with 30% of silica filler decreased coefficient thermal expansion (CTE) about 33% to 
show 40 ppm/oC. Specimens filled with 30 wt% of silica showed 60% increase in storage modulus at 30oC 
to show 3909 MPa compared with neat resin to 2,377 MPa. Epoxy/anhydride systems with surface treated sili-
ca by silane coupling agent decreased storage modulus. 

Keywords: epoxy/anhydride, cure behavior, silica filler, CTE

1. 서  론
1)

  에폭시 수지는 착성, 열이나 부식에 한 항성, 
기계․ 기  성질 등이 우수하여 코 , 착, 기

연, 층구조물, 건축 등 산업 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요한 재료 의 하나이다[1,2]. 반도체 

등의 고기능 복합체 물질의 매트릭스로 리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는 기계 , 열  특성 등의 복합  특성이 

†Corresponding author: Kyoung-Mahn Kim (kmkim@krict.re.kr)

요구되므로 다양한 첨가제  필러를 첨가하여 사용하

고 있다. 필러를 에폭시에 사용하는 주목 은 원가 

감, 경화 수축 감소, 경화 시 발열 제어, 기계  강도 

증 , 내마모성 향상  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Ther-
mal Expansion, CTE)의 감소 등과 같이 다양하다. 
  에폭시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로서 그 사용목 에 

따라 다양한 경화제를 첨가하여 경화시킨 후 사용하

는데, 경화 후 에폭시의 성질은 수지와 경화제의 화학 

구조와 혼합비 그리고 경화조건 등에 의존하며[3], 경

화시키는 온도  승온 속도 등에 큰 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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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action scheme of a catalyzed epoxy/anhydride 
system.

[4-7]. 다양한 에폭시 수지와 경화 조성물에 한 많은 

경화 조건의 변화에 따른 경화 거동은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서 범 하게 연구되어 왔다[8-14]. Figure 1
에 에폭시/산무수물의 경화반응은 경화 진제인 3차 

아민의 매 작용에 의해 경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가

장 최근에 알려진 메카니즘을 나타내었다[15]. 에폭시

와 산무수물의 경화반응은 에스테르화 반응(esteri-
fication)이 에테르화 반응(etherification)보다 빨리 일어

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16].
  경화제로서의 산무수물은 가사시간(pot life)이 길고 

도가 낮으며 피부의 자극이 다는 장 이 있고 모

든 종류의 에폭시 수지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화물의 

물성은 후경화에 의존하지만 아민경화물에 비하여 고

온 안정성  기  성능이 좋고 열 변형 온도가 높

으며 고온에서의 물리 , 기  성질도 우수하다. 그

러나 산무수물의 경우 에폭시와의 반응이 느리기 때문

에 일반 으로 3  아민류(tertiary amine), 이미다졸류

(imidazole), 암모늄염(ammonium salt)이나 포스포늄염

(phosphonium salt) 등과 같은 경화 진제(accelerator)를 

첨가하여 경화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일반 이다[17].
  반도체 패키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립 칩 기술

은 가격, 무연, 낮은 온도에서의 간단한 공정 등으

로 명성을 얻고 있다. 반도체 패키지용 착제에는 

도성 입자를 함유하여 립 칩의 솔더 범 와 기  

극간 도 입자의 에 의해 기  통 이 이루

어지게 하는 이방성 도성 착제와 비 도성 페이

스트 진을 사용하여 립칩 패키지에서 먼지나 흡

습으로 인한 노이즈의 발생문제나 솔더 부분이 손

되거나 부식에 의한 합의 불량을 방지하고자 언더

필(underfill)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비 도성 착제가 

있다[18]. 비 도성 착제는 미경화된 에폭시 수지에 

실리카가 과량 분산된 형태로서 실리콘 칩과 유기체 

기  사이에서 경화되어 칩과 기  사이의 CTE의 차

이로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을 분산  완화시키고 습

기나 다른 모듈에 끼치는 기 , 자기  환경의 향

을 최소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 도성 착제의 이

러한 역할은 반도체가 더욱 발 하는 미래의 40 µm 
이하의 미세피치 간극을 갖는 반도체 패키징시 도

성 입자에 의한 기 인 불량을 막기 해서 더욱 

요한 기술로서 요구되고 있다[19].
  반도체 패키징에서 실리콘 기 의 CTE는 2.5 
ppm/oC이나 에폭시 수지는 55∼75 ppm/oC로서 큰 차

이를 보이고 있어서 경화를 한 가열이나 냉각과정

에서 비틀림, 휘어짐 등에 의해 솔더에 이 가는 등

의 불량이 발생하게 된다. 필러로서 사용되는 실리카

의 CTE는 0.5 ppm/oC로서 실리콘 기 과  에폭시 수

지와의 CTE 차이를 여서 불량을 막는 목 이 크므

로 필러로서 실리카의 크기, 표면 , 표면의 성질 등

이 요한 인자이지만, 사용하는 실리카와 에폭시 수

지간의 상용성이 좋게 분산되는 것도 에폭시 수지의 

물성에 큰 향을 미친다. 즉, 실리카는 친수성으로 

에폭시수지의 도 조 제로 사용되어 왔지만 표면에 

silanol기를 가지고 있어 수소결합으로 인한 실리카간

의 응집으로 인해 분산  물성 하  수분으로 인

해 기⋅ 자 부품의 착제 는 코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실리카의 표면을 개질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패키징용 비 도성 착제의 

개발에 한 기 연구로서 에폭시-산무수물 경화제계

에 DSC를 이용하여 경화반응의 거동과 경화온도에 

따른 유리 이온도(Tg)의 변화를 조사하 고, 한 에

폭시 혼합물에 실리카를 분산하여 열 /기계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실리카의 표면에 실란 커 링제로 처리 

개질하여 분산성  계면결합력의 증  효과 여부를 

비교 분석하 다.

2. 실    험

2.1. 시약 및 필러

  에폭시 화합물은 Bisphenol-A type과 Bisphenol-F Type
을 국도화학에서 제공받아 사용하 고, 산무수물계 경

화제는 hexahydro-4-methylphthalic anhydride (HHMPA, 
Sigma-Aldrich Co.)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반응 진

제로 ethylene glycol (EG), 경화 진제로 benzyldi-
methylamine (BDMA), 커 링제로 3-Glycidoxypropyl-
trimethoxysilane (3-GPTMS)를 Sigma-Aldrich사에서 구

입하여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 다. Table 1에 시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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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structures of reactants in this study

Name of chemicals Chemical structure Formulation

Bisphenol-A type epoxy

100

Bisphenol-F type epoxy

Hexahydro-4-methylphthalic anhydride O

O

O

H3C
100

Benzyl dimethylamine 1.5

Ethylene glycol 1.5

3-Glycidoxypropyl-
trimethoxysilane Si O

OO

O
O 0.5

의 명칭과 화학구조를 나타내었다.  수지에 첨가할 필

러는 fused silica (mega-sil 0020, 평균 직경 2.8 µm, 비

표면  약 550 m2/g)를 한국반도체소재에서 제공받아 

사용하 다. 
  
2.2. 실리카의 표면처리

  실리카(5 g)을 에탄올(95 g)과 물(5 g)의 혼합액에 

가하고, 실란 커 링제(GPTMS) (1.11 g)을 추가한 후 

교반기를 이용해 30분간 분산시킨 후 음  세척기를 

이용하여 30분간 음  처리를 하 다. 혼합물을 95oC
에서 48시간 환류 교반 시킨 후 진공증류기로 용매를 

제거하고, 110oC의 건조오 에서 6시간 건조시켰다.
  
2.3. 에폭시-산 무수물 혼합 시료의 제조

  Bisphenol-A 타입 에폭시(10 g)와 Bisphenol-F 타입 

에폭시(10 g)를 1:1의 무게비로 혼합하고, 혼합한 에폭

시와 같은 무게의 HHMPA 경화제(20 g)를 추가하고 

마그네틱 바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5분간 교반하여 균

일하게 혼합하 다. 상기 혼합물에 1.5 phr의 EG를 가

한 후 15분간 교반 혼합한 후 BDMA를 1.5 phr를 가한 

후 15분간 더 교반하여 균일한 액상의 에폭시 혼합물

을 제조하 다. 실리카가 충진된 샘 의 제조는 상기

의 에폭시-산 무수물 경화제 혼합물 총량에 하여 

fused silica를 5, 10, 20, 30 wt%를 각각 첨가하여 기

계 으로 30분간 교반하고 10분간 음  처리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후 40oC로 유지된 진공오 에서 30
분 동안 기포를 제거하여 미경화된 에폭시/산무수물 

혼합시료를 제조하 다. 

2.4. 시편 제조 

  열 ․기계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테 론으로 

DMA 시편용 몰드( 비 × 길이 × 깊이 = 12 × 60 × 
3 mm3)와 TMA 시편용 몰드(5 × 5 × 50 mm3)를 각각 

제작하 고, 실리콘계 이형제를 몰드에 도포한 후 균

일하게 혼합된 에폭시-경화제-필러 혼합물 시료를 부

어 130oC로 유지된 건조오 에서 30분간 경화를 실시

하 다.

2.5. 시차주사열량계(DSC) 분석

  시료의 경화 거동과 유리 이온도(Tg)를 알아보기 

하여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
try, DSC 2010, TA Instruments.)를 이용하 다. 경화도

를 측정하기 하여 미경화된 에폭시/산무수물 혼합시

료를 80, 100, 120, 140, 160, 180oC에서 각각 1시간씩 

등온으로 1차 스캔하여 얻은 발열 커  곡선으로부터 

발열 면 의 양을 측정하여 경화도를 분석하 고, 유

리 이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1차 스캔하여 얻은 시

료를 5, 10, 20, 40oC/min의 승온 속도로 각각 2차 스

캔하여 유리 이온도를 찰하 다. DSC를 이용한 실

험 방법을 [Figure 2(a)]  [Figure 2(b)]에 각각 도식으

로 나타내었다.
 
2.6. 열중량 분석(TGA)
  경화된 에폭시 수지의 열안정성을 찰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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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A profile for DSC experiment.

(a) First scan

(b) Second scan
Figure 3. DSC heat flow of the sample at different heating 
rates; (a) first scan, (b) second scan.

열 량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2960 
SDT, TA Instruments)를 이용하여 질소 분 기에서 10 
oC/min의 속도로 800oC까지 측정하 다.

2.7. 열기계 분석(TMA)
  열팽창 거동을 알아보기 하여 열기계분석기(Ther-
momechanical analysis, TMA 2940, TA Instruments)를 

이용하여 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를 측정하 다. 미경화된 에폭시/산무수물 시료는 

몰드에 넣기 에 45oC로 유지된 진공오  내에서 기

포를 완 히 제거하고, 테 론으로 제작된 몰드( 비 

× 길이 × 깊이 = 5 × 5 × 50 mm3)에서 130oC에서 30
분간 경화시켰다. 경화된 시편은 diamond saw를 사용

하여 5 mm씩 단하여 시편을 제작한 후, 질소분 기 

하에서 expansion probe를 사용하여 load 0.05 N, 
2oC/min의 속도로 30∼250oC까지 열팽창 거동을 측정

하 다.

2.8. 동역학 분석(DMA)
  경화 시편의 동역학 거동은 동역학  열분석기(Dy-
namic Mechanical Analysis, Q800, TA Instruments)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용 시편은 TMA 시편과 동일

한 방법으로 제조하 고, dual cantilever clamp를 사용

하여 frequency는 1 Hz, amplitude 15 µm, 2oC/min의 

승온 조건으로 상온에서 250oC까지 측정하 다.

2.9. 유변학 분석(Stress rheometer)
  시료의 경화거동과 gelation 시간  온도를 알아보

기 해 stress rheometer (ARES-G2, TA Instruments)를 

사용하 다. 실험 조건은 frequency 1 Hz, parallel plate 
geometry, oscillation mode에서 80, 100, 120, 140, 160, 
180oC의 등온에서 각각 1시간씩 측정하 고, 한 5, 
10, 20, 40 oC/min의 승온 속도로 30∼250oC까지 각각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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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ynamic modulus of the sample at a heating rate 
of 5oC/min.

Table 2. Total reaction heat and degree of cure at gelation at 
different heating rate

Sample
Heating 

rate
(oC/min)

Total 
reaction heat

(J/g)

gelation 
temperature

(oC)

Degee 
of cure 

at gelation

BPA+BPF
Type epoxy

5 267.1 123 0.46
10 287.4 133 0.38
20 272 139 0.20
40 261.4 158 0.22

Figure 5. Complex viscosity of sample at different heating 
rates.

2.10. 파단면 관찰(SEM)
  매트릭스와 실리카의 계면특성  분산 등을 찰

하기 해 자주사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JSM-6300, JEOL)으로 실리카와 표면처리된 실

리카를 첨가한 시편에 해 단면을 찰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경화거동 관찰

  에폭시/산무수물 계에 한 경화 거동을 DSC를 이

용하여 얻은 값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a)
는 에폭시/산무수물 수지의 경화반응 거동을 알아보기 

하여 시차주사열량계로 [Figure 2(b)]의 방법에 의해 

1차로 스캔한 것으로 온도에 따른 반응열 변화를 

찰한 thermogram을 보여 다. Figure 3(a)의 경화반응

의 진행에 따른 샘 의 DSC thermogram의 발열 커  

곡선으로부터 발열 면 의 양을 측정한 에폭시 수지

의 총 경화 반응열은 략 270 J/g이었다. Figure 3(b)
는 DSC를 이용하여 에폭시/산무수물 계에 해 유리

이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각각 5, 10, 20, 40oC/min
의 승온 속도로 [Figure 2(b)]의 방법에 의해 2차로 스

캔하여 찰한 그래 이다. 승온 속도가 5oC/min일 때

의 유리 이온도는 122oC 부근이었으나, 20oC/min의 

승온 속도로 2차로 스캔하여 찰한 에폭시 수지의 

유리 이온도는 125oC 부근에서 나타났으며, 40oC/min 
승온할 때에는 128oC 부근으로 상승함을 확인하 다. 
이는 온도가 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경화 역시 격

하게 일어나게 되고 분자 사슬들이 빠르게 반응하여 

분자 간 가교구조를 많이 형성하기 때문으로 단되

었다. 
  Gel point는 장탄성률(G')과 손실탄성률(G")이 같

아지는 지 으로 정의한다. Figure 4는 stress rheometer
로 탄성률을 DSC 측정시와 같이 5oC/min의 일정한 승

온 속도로 측정하여 gelation되는 온도를 찰한 것이

다. Figure 4의 gelation이 일어날 때의 반응열과 경화

도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 다. 아래

의 식은 DSC 곡선으로부터 경화도(Degree of cure, α)
는 아래 식과 같은 정의로 결정할 수 있다.

   ∆
∆

  ΔH는 특정 구간에서의 반응열이고, ΔH0는 총 반응열

을 나타낸다. 총 반응 면 에서 특정 구간의 반응면

의 비로 경화도를 결정하 다. Figure 5에서는 다양한 

승온 속도로 stress rheometer를 측정하 을 때의 com-
plex viscosity를 측정한 것을 나타내었다. 승온 속도가 

5oC/min 일 때 gelation 온도는 123oC이었으나, 승온 속

도가 40oC/min로 상승함에 따라 gelation 온도 한 상

승하여 gelation 온도는 158oC임을 확인하 다. 승온속

도가 빨라질수록 도가 격히 상승하는 온도가 높

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gelation이 높은 온도에

서 일어남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화도는 승온 속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승온 

속도가 높을 때 격하게 도가 상승하여 분자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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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nge of dynamic moduli of the sample during 
isothermal rheology experiment.

Table 3. Degree of cure at gelation at different isothermal temperature

Sample Isothermal temperature (oC) Total reaction heat (J/g) gelation time (s) Degee of cure at gelation

BPA+BPF
type epoxy

100 270 715 0.65
120 263.9 175 0.48
140 - -
160 - -

Figure 7. Thermal stability of unfilled and fused silica filled 
epoxy composites.

임의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어 미처 반응하지 못한 분

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 경화도가 떨어진 것이라 

단되었다. 
  Figure 6은 stress rheometer를 이용하여 100oC로 등

온 경화 실험을 진행하여, 시간에 따른 장탄성률(G')
과 손실탄성률(G") 그리고 tan δ 값을 나타낸 그래

이다. G'이 격하게 상승하여 G"과 교차되는 지 인 

gel point에서 tan δ 곡선 피크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때 에폭시 수지의 도는 격하게 

상승하게 되어 성을 가지는 액상에서 탄성을 가지

는 고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등온 실험을 다양한 온도로 측정하 고, 동일한 온도 

조건으로 DSC를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gelation이 

일어나는 시간  그 시 에서의 경화도(degree of 
cure)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등온 실

험 결과 역시 총 반응열은 략 270 J/g이었다. 온도

가 140oC 이상에서는 gelation되는 속도가 무 빨라 

gelation 시간을 측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양한 승

온 속도로 실험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온도가 

증가할수록 gelation이 일어날 때 경화도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에폭시 수지를 경화시키는 공정에서 경화 온도를 제

어하는 것이 매우 요함을 알 수 있었다.

3.2. 열 안정성

  Figure 7은 경화시킨 순수한 에폭시/산무수물 수지

에 실리카를 10wt%와 30 wt%를 분산시킨 에폭시/산
무수물 수지에 한 질소 분 기에서의 등온 열안정

성을 TGA를 사용하여 량감소를 조사하 다. 실리카

를 첨가하지 않은 에폭시 수지는 약 300oC 부근까지 

안정하 고 400oC 부근부터 격한 분해를 일으켰다. 
실리카를 첨가한 에폭시 수지의 열 안정성도 비슷한 

거동을 보이나, 실리카 함량이 많을수록 량 감소가 

좀 더 일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 는데 이는 실리카 

표면에 완 히 제거되지 않은 수분이 존재하며, 실리

카가 고르게 분산 되지 않고 응집이 되어 매트릭스와 

계면결합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단된다.

3.3. 열 팽창거동 관찰

  Table 4에 에폭시/산무수물 수지 경화물에 해 첨

가된 실리카의 함량별 열팽창계수(CTE)를 실리카를 

첨가하지 않은 에폭시/산무수물 수지와 함께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열팽창계수(CTE)는 유리 이온도(Tg) 
과 후의 선  변화 역의 기울기로부터 각각 결정하

다. 30 wt%의 실리카를 분산시켰을 때 열팽창계수

가 40 ppm/oC로 실리카를 첨가하지 않은 에폭시 진

의 59.7 ppm/oC에 비해 약 33%의 감소하 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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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TMA results of epoxy composites

Filler content (wt%) 
CTE (ppm/oC)

α1 (below Tg) α2 (above Tg)
0 59.7 167.2
10 45.6 160.0
30 40.0 132.0

(a)

(b)
Figure 8. Storage modulus and tan δ vs. temperature curves 
for neat resin and cured resin with silica filler.

Figure 9. Comparison of storage modulus at 30oC for cured 
neat resin and resins with various filler contents.

Figure 10. FTIR spectra of silica and 3-GPTMS treated 
silica.

실리카의 함량이 늘어날수록 열팽창계수의 감소폭은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실리카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실리카간의 응집 문제와 에폭시와 고르게 

분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내부에 기공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4. 동역학 성질에 미치는 필러의 영향

  필러는 열팽창계수 뿐 아니라 열 /기계  성질에도 

향을 미치므로 Figure 8에서는 실리카가 분산된 시

편에 하여 동역학 분석을 실시하 다. Figure 8(a)는 

에폭시/산무수물 수지에 실리카를 함량별로 분산하여 

제조한 복합재료의 장탄성률(G')을 나타낸 것이고, 
Figure 8(b)는 tan δ값의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실리카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리 역(glassy region)에서의 

G‘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tan δ 피크로

부터 얻은 유리 이 온도는 약 b)8oC로 나타났으며, 
실리카 함량에 따른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Figure 9
는 Figure 8(a) 그래 에서 30oC 온도를 선택 그래 에

낸 유리 역에서의 장탄성률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 온도에서 순수한 에폭시 복합체의 장탄성률이 

2,377 MPa이고, 30 wt%의 실리카가 분산된 에폭시 복

합체는 3,824 MPa로써 약 60% 이상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열팽창 계수가 실리카의 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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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1. Storage modulus vs. temperature curves for cured 
epoxy composites with untreated silica and surface treated 
silica by coupling agent (a) 10 wt%, (b) 30 wt%.

Figure 12. Storage modulus at 30oC for cured epoxy compo-
sites with untreated silica and surface treated silica by cou-
pling agent (a) 10 wt%, (b) 30 wt%.

비례하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탄성률 증가는 함량에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리카의 표면개질 여부를 확인하기 해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Figure 10은 이번 실험에 사용

된 실리카와 실란 커 링제로 표면개질 한 실리카의 

IR 스펙트럼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면처리 과 

후의 특성피크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란 커 링제로 

처리한 실리카는 2900 cm-1 근처에서 특성 피크가 새

롭게 나타나며, 1,000∼1,200 cm-1
에서 피크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란 커 링제에서 

찰되는 2,900 cm-1 근처의 sp3 C-H stretching 피크이며, 
1,000∼1,200 cm-1 근처의 Si-O-Si stretching 피크로써 

이들의 변화를 통해 실리카에 실란 커 링제가 결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1과 Figure 12는 표면을 개질하지 않은 실리

카와 개질한 실리카를 필러로 사용한 에폭시/산무수물 

수지 경화물 시편들을 동역학 분석에 의해 장탄성

률을 비교하여 기계  물성의 향상 여부를 찰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11과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리카 표면에 실란 커 링제를 처리하여 에폭시 수

지에 분산시킨 복합체의 장탄성률은 처리를 하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감소하 다. 이를 확인하기 해 

실리카 표면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실리카를 첨

가한 에폭시 복합체의 단면을 SEM을 이용하여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Figure 13(a)는 실리카가 비교

 고르게 분산이 되었으며, 실리카 간 응집 한 거

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Figure 13(b)에서는 실리카의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리카가 매트릭스에서 떨

어져 나온 흔 들을 찰할 수 있었다. 이는 실리카 

표면을 개질하는 과정에서 실리카끼리 반응을 하여 

응집이 일어나 에폭시 수지와 잘 분산되지 않았고, 실

리카끼리 응집된 내부의 기공들의 향으로 계면 결

합력이 약해져 기계  물성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재료  반도체용 착제로서의 

비 도성 착제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에폭

시/산무수물 경화제계에 비 도성인 실리카를 필러로 

사용하여 에폭시 착제의 공정  경화거동  열팽

창 거동, 기계  성질을 알아보았다. DSC와 stress 
rheometer 실험에서 승온 속도를 증가시킬수록 에폭시 

수지의 gelation 온도는 높아졌으나 경화도는 감소함을 

확인하 다. 등온 조건에서는 경화 온도가 높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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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3. SEM micrographs of fractured epoxy composites: 
(a) silica/epoxy (b) 3-GPTMS treated silica/epoxy. 

gelation되는 시간이 빨라졌으나, 경화도 역시 떨어짐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온도가 격하게 상승하게 되

면 경화 역시 격하게 일어나게 되고 분자 사슬들이 

빠르게 반응하여 분자 간 가교구조를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경화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리카 함량

이 많아질수록 열 안정성은 실리카 간의 응집  수

분으로 인해 미세한 질량 감소 차이 외에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카가 첨가된 경화물의 열팽

창계수를 측정한 결과 실리카를 30 wt% 첨가하 을 

때 열팽창계수가 첨가하지 않은 수지에 비해 약 33%
의 감소하여 40 ppm/oC 임을 확인하 다. 동역학 인 

물성은 실리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확연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필러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의 장탄성률

(2,377 MPa)에 비해 30 wt%의 실리카 함량이 첨가된 

시편의 장탄성률(3,909 MPa)은 약 60% 증가하 다. 
하지만 실리카의 표면을 실란 커 링제로 처리한 시

편의 경우 장탄성률이 표면처리 하지 않은 시편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감소하 는데, 이는 실리카 간 결

합으로 응집이 일어나 매트릭스와의 계면결합력이 떨

어졌기 때문이라 단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에

폭시 착제가 실제 공정에서 요구되는 요한 요소

인 경화 거동과 열팽창 거동  기계  성질을 확인

하 고, 이를 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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