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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Hydrogen terminated PDMS와 allyl alcohol를 Karstedt's 촉매 존재하에서 hydrosilylation 반응을 이용하

여 hydroxypropyl terminated PDMS를 합성한 후, 3관능 HDI isocyanurate trimer와 hydroxyethyl meth-

acrylate를 one-pot 반응으로 초분지 형태의 다관능 실리콘 변성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올리고머(PUA 올리고머)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PUA 올리고머의 특성은 FT-IR과 GP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들의 중량평균 분자량은 

약 9000 g/mol 이었다. 합성된 PUA 올리고머와 반응성 모노머인 phenylthioethyl acrylate를 여러 가지 조성비로 

혼합하고 UV-광경화반응을 이용하여 연성 경화물을 제조하였다. 연성 경화물의 굴절률은 phenylthioethyl acrylate 

첨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반응성 모노머 함량과 관계가 없었다. 또한, 연성 경화필름의 광투과도 변화도 없었다.

ABSTRACT：Hydroxypropyl terminated PDMS was synthesized by the hydrosilylation reaction with allyl alcohol in the 
presence of Karstedt’s catalyst. And them, an one-pot reaction with HDI isocyanurate trimer and hydroxyethyl methacrylate 
was conducted to give a silicone-modified urethane acrylate oligomer (PUA oligomer) having 9000 g/mol,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The synthesized PUA oligomer was characterized by using FT-IR and GPC. The UV-curable coatings 
were prepared by PUA oligomer blending with a reactive monomer (phenylthioethyl acrylate) under the different mole 
ratios. It was found that the refractive index of cured film increased when the reactive monomer was added bu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refractive index and amount of reactive monomer. Also, their transmittance for cured films 
was not change as increasing the content of reactive mon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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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리콘 고분자는 규소(Si)와 산소(O)의 전기음성도의 차

이에 의해 열과 산화에 안정적이며, 실록산 결합(Si-O-Si)
의 무기적 특성에 의해 전기절연성, 내열성, 내마소성, 내
화학성 등이 우수하고, 곁사슬의 유기적 반응성에 의해 다

양한 화합물로 응용되어 왔다.1,2 최근에는 투과도 측면에

서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는 Hydrogen terminated poly-
dimethylsiloxane를 이용하여 굴절률이 제어된 다양한 조성

의 실리콘 소재를 제조하여 LED (Light Emitting Diode)에 

응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6

  일반적으로, LED는 고효율, 고속응답, 장수명, 소형화, 
경량화, 저소비 전력에 의한 에너지 절감 등의 장점과 함

께, 일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고 무수은 광원이므로 폐기

물 처리가 간편한 친환경 광원 등의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많은 용도에 응용되고 있다.7 이는 1993년부터 청색 

LED가 제품화로 완성됨으로써 휴대전화의 수신신호, 신
호등, 조명 (Light-illumination) 시장으로 확대되고, 풀-컬러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응용되고 있으며 점광원 및 초

소형 광소자로 선, 면, 공간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서 활용분야가 표시, 신호, 디스플레이, 조명, 바이오, 통신, 
휴대전화, LCD, 자동차 산업 등 매우 넓게 사용되고 있다.
  LED는 점발광으로 사용되는 광원으로 연속적인 배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배치되는 구조는 전체적인 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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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Reagents and conditions: (i) Karstedt‘s Cat., THF, reflux; (ii) DBTL, THF, reflux.

사용자에게 얼마나 전달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준다. 보통

의 LED Display 구조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도광판을 

통과하여 패널로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광원에

서 발생하는 과도한 발열로 인한 수축률과 팽창률에 따른 

패널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원과 도광판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존재하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굴절률이 서로 

다른 다층구조에서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도광판으로 통

과되는 동안 산란과정을 통해 광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LED 광원과 도광판 사이에 광손실을 줄이기 위한 봉지재가 

삽입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LED 칩과 도광판 사이에 채워

지는 소재로서 에폭시나 실리콘 수지 등과 같은 봉지재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굴절률은 약 1.3-1.5 정도로 

PMMA로 만들어진 도광판의 굴절률인 1.49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굴절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도파

시 발생되는 전반사를 막고 LED 광이 공기 중에 굴절 및 

산란 되어 도광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나가

는 것을 막는 손실 보정재료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투과도 

측면에서 유리한 다관능 실리콘 변성 우레탄 아크릴레이

트 올리고머를 합성한 후 고굴절 아크릴레이트 모노머와 

다양한 조성비로 블렌딩 하였다. 각각의 조성물을 광경화 

반응을 통해 연성 경화물을 제조하여 그들의 물리적 및 

광학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Ⅱ. 실 험

1. 시약 및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Hydrogen terminated PDMS (DMS-H11, Mw= 
1000-1100, Gelest Co.), Allyl alcohol (Samchun chemical Co.), 2-Hydroxyethyl 
methacrylate (Junsei Co.), (2,4,6-trioxotriazine-1,3,5(2H,4H,6H)-triyl) tris(hex-
amethylene) isocyanate (HDI isocyanurate trimer, Desmodur S300, Bayer 
Co.)를 정제과정 없이 시약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촉매는 Karstedt’s 
catalyst (Platinum-Divinyltetramethyldisiloxane, Gelest Co.) 와 Dibutyltin 
dilaurate (DBLT, Aldrich Co.)를 사용하였으며, 블렌딩에 사용된 고굴

절 반응성 모노머는 Phenylthioethyl acrylate (KOREMUL PT-011, 한농

화성)를 사용하였다. 광개시제는 2,4,6-Trimethylbenzoyl di-Phenylpos- 
phinoxid (Runtecure 1108, DaeHo Glue Technology Co.)에서 구입하여 

정제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2. Polydimethylsiloxane modified Urethane Acrylate 

(PUA) Oligomer 합성

  상온에서 3구 플라스크에  hydrogen terminated PDMS (50g)
과 allyl alcohol (7.5g)을 1:4의 몰 비로 THF (250mL), Karstedt’s 
촉매 (0.05g)와 함께 투입한 후 교반하며 60oC까지 승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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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tions of the cured films with synthesized PUA 
oligomer.

Entry no. R1 R2 R3 R4 R5 R6
PUA Oligomer (g) 3 3 3 3 3 3
Phenylthioethyl acrylate (g) - 0.15 0.3 0.45 0.6 0.75
Runtecure 1108 (g) 0.15 0.1575 0.165 0.1725 0.18 0.1875
Toluene (mL) 6 6 6 6 6 6

hydroxypropyl terminated PDMS을 얻었다. 합성된 hydroxypropyl 
terminated PDMS (42.68g)에 HDI isocyanurate trimer (41.6g), HEMA 
(20.8g)을 약 1:2:4의 몰비로 플라스크에 THF (300mL)와 DBLT
촉매 (0.05g)를 함께 투입하였다. HEMA의 큰 반응성은 반응

물을 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응온도를 35oC로 조절하여 교반하였다. 반응이 진

행될수록 반응물의 -NCO 피크가 소모되면서 생성물의 우레

탄 피크가 생성되는 것을 FT-IR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확인

하였고, 그 세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시간 (4시간)을 반응 

종결점으로 설정하였다. 반응 후 용매제거는 경화반응을 최

소화하기 위해 35oC에서 수행하였다. 중합된 반응물은 점성

이 있는 투명한 액상이었다. (Scheme 1)

3. 조성물 및 경화필름 제조

  합성된 PUA 올리고머와 phenylthioethyl acrylate, 그리고 

toluene을 Vortex mixer를 사용하여 혼합하였다. PUA 올리

고머 3g을 기준으로 하여 phenylthioethyl acrylate을 각각 

5, 10, 15 20, 25 phr의 비율로 혼합하였고, 광경화에 요구되

는 광개시제를 전체 고형분 대비 5wt.-% 첨가하였다.  Table 
1에 혼합물의 배합 조건을 나타내었다. 조성물을 유리판 

위에 4.0 mm/sec 속도로 닥터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필름 

두께가 일정하도록 하였으며, 120oC, 2분 동안 용매를 제거

하였다. 경화는 40 W 고압 수은등을 사용하여 8분간 조사

하였다.8,9

4. 화학구조 및 분자량 분석

  FT-IR 스펙트럼은 Thermo Scientific사 Nicolet 380 FT-IR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액상시료인 경우, ATR mode하
에서 측정하였다. 분자량 측정은 RI 디텍터가 장착된 GPC 
(Agilent technologies Co.)를 사용하였고, 이동상 용매로 THF
를 사용하였으며, 단일분자량의 표준 폴리스티렌을 사용하

여 측정 분자량을 검정하였다.

5. 투과도 및 굴절률 분석

  Perkin Elmer사 Lambda-350을 이용하여 800-250 nm 영역

에서의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굴절률 측정은 Metricon사 

Prism Coupler 2010/M를 이용하였고, 필름과 프리즘 사이

의 접촉면은 8×8 mm 이었으며, 측정 크기는 1 mm diameter
로 측정하였다.

6. 표면에너지 측정

  Surface Electro Optics사 Phoenix-300을 이용하여 접촉각

을 측정하였으며, Young’s Equation을 이용하여 표면에너

지를 계산하였다.10

7. 경화거동

  UV-광경화 거동은 Perkin Elmer사 DSC 8500 with EFOS 
UV curing system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광원은 메탈할

라이드 램프와 365 nm UV-LED 램프를 사용하였으며 UV 
조사강도는 35 mW/cm2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광경화거동

을 관찰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PDMS 실리콘 수지에 우레탄 관능기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hydrogen terminated PDMS와 allyl alcohol를 Karstedt’s 
촉매를 이용한 hydrosilylation반응을 통하여 hydroxypropyl 
terminated PDMS를 합성하였다.11 반응이 진행하는 동안, 
반응물내 이중결합 소모는 30분 간격으로 FT-IR 스펙트럼

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반응전과 반응종결 후 생성물의 

FT-IR 스펙트럼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종결 후 1600 cm-1 부근에서 관찰되는 

C=C 특성피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ure 1. FT-IR spectra for (a) before and (b) after the hydrosilylati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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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hoto-DSC results of PUA oligomer formulations: (a) thermograms; (b) reaction conversion.

Figure 2. FT-IR spectra of (a) before and (b) after the urethane cou-
pling reaction.

Figure 3. GPC trace of the synthesized PUA oligomer.

다음 반응에 요구되는 –OH 기가 3400 cm-1 부근에서 특성

피크로 변함없이 관찰되는 것으로 hydrosilylation반응이 완

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된 hydroxypropyl termi-
nated PDMS를 Tin 촉매, HDI isocyanurate trimer, 그리고 

HEMA를 동시에 플라스크에 넣어 반응시켰고, 반응 초기

와 반응종결 후 합성된 생성물의 FT-IR 스펙트럼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초기 반응물에서 HDI isocyanurate trimer
의 –NCO 특성 피크를 2300 cm-1 부근에서 확인하였으며 

[Figure 2(a)], 반응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NCO 특성피크의 

상대적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종결 시점에서는 –NCO 특성피크가 

대부분 소모되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반응이 진

행될수록 반응 초기 FT-IR 스펙트럼 [Figure 2(a)]에서 발견 

할 수 없었던 우레탄 관능기의 특성피크가 1750 cm-1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PUA 올리고머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Figure 3은 GPC를 통해 측정한 PUA 올리고머의 분자

량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PC 결과로부터 PUA 올리

고머를 (~95% 순도) 나타내는 영역 (a)와 (b), 그리고 미반

응물을 (5%) 나타내는 (c)영역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합성된 PUA 올리고머의 중량평균분자량은 약 

9000 g/mol으로 측정되었다. 2관능기인 hydroxypropyl ter-
minated PDMS와 3관능능기인 HDI isocyanurate trimer, 그
리고 1관능기인 HEMA를 one-pot 반응 조건에서 합성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쉽게 초분지 형태의 올리고머가 얻어

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14-16 GPC의 분자량 측정결과로부터 

합성된 PUA 올리고머 분자내 1-3 units의 PDMS를 포함하

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화거동 및 반응속도 연구에 있어 photo-DSC (Photo dif-
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를 사용하고 있다.17 Photo- DSC
는 온도를 변화시켜 얻어지는 샘플의 반응을 보는 일반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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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광(UV) 조사에 의해 일어나는 샘플의 시간에 따른 

발열 또는 흡열반응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소량의 

샘플로도 광중합 반응속도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18-20 
Figure 4에 photo-DSC를 이용하여 반응성 모노머양에 따른 

PUA올리고머의 경화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성 모노머의 양이 증가

함에 따라 경화반응 엔탈피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경화 조성물내 반응성 모노머양이 증가할

수록 단위 질량당 이중결합의 함량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 질량당 엔탈피값도 함께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성 모노머 함량에 따른 경화 조성물의 경화속도는 모든 

조성물에서 비슷한 경화속도를 보여주고 있다.[Figure 4(b)]  
이러한 결과는 PUA 올리고머와 반응성 모노머의 반응속도

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에 연성 경화물의 광투과도를 보여 주고 있다. 
800-400 nm 영역에서 측정한 광투과도인 경우, 반응성 모

노머인 phenylthioethyl acrylate함량이 증가할수록 투과도

는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550 nm 
파장에서 측정한 광투과도는 모든 연성 경화물이 90% 이
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합성

된 PUA 올리고머와 반응성 모노머로 제조된 연성 경화물

의 광학특성은 반응성 모노머 함량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ism coupler를 이용한 연성 경화물의 굴절률을 측정한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굴절률은 파장

의 길이에 의존하는데 이는 파장에 따라 매질 내 진행속도

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굴절률을 확인하기 위한 기

준 파장 영역을 각각 404, 532, 632.8, 829 nm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전체적인 경향성은 낮은 파장 영역에서 높은 

파장의 영역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 굴절률이 낮아진다. 따

Figure 5. Transmittances for the cured films.

라서 본 논문에서는 404 nm 파장에서 반응성 모노머인 phe-
nylthioethyl acrylate의 함량에 따라 굴절률을 측정하여 비교

하였다. PUA 올리고머 연성 경화물보다  phenylthioethyl 
acrylate를 포함하고 있는 연성 경화물의 굴절률이 증가되

었지만, 함량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는 차이가 없었다.
  고체 표면에 액체 방울을 떨어뜨리면 표면장력 (surface 
tension) 및 계면장력(interface tension)의 균형에 의해 액체 

방울은 특정한 형태를 형성한다. 따라서 액체의 표면 접선

과 액체-고체 간 계면이 이르는 각을 접촉각이라 하며, 이
는 액체가 고체 표면 위에서 열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룰 

때 가지는 각을 말한다. 표면과 시약 사이에서 이루는 접촉

각의 측정은 접착 (adhesion), 표면처리 그리고 폴리머 표면 

분석과 같이 많은 분야에서 잘 알려진 분석 기술로서, 수Å 

단위의 단일 층 변화에도 민감한 표면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PDMS의 화학구조는 실리콘과 산소의 반복결합 구

조 (-Si-O-)로 되어 있으며, 측쇄구조인 메틸 (CH3)가 실리

콘 고무의 낮은 표면에너지를 유도한다. 이러한 현상은 메

틸기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분자간 상호 작용하는 힘이 

작기 때문이다.21 연성 경화필름의 상부 표면과 기재면과 

접촉하고 있는 바닥면의 접촉각과 표면에너지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의 나타낸 접촉각은 증류수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고, 얻어진 접촉각값을 Young’s equation에 대

입하여 표면에너지를 계산하였다. 연성 경화물의 상부 표

면부분과 기재면과 접촉한 바닥면이 서로 다른 표면에너

지값을 보여주고 있다.22,23 연성 경화필름 상부 표면에서는 

반응성 모노머 함량이 증가할수록 표면에너지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기재면과 접촉한 바닥면에서는 반

응성 모노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표면에너지가 감소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합성된 PUA 올리고머와 반응성 모노머

가 혼합되었을 때, PUA 올리고머 내 PDMS 부분은 공기층

Figure 6. Refractive indexes of the cured films as reactive monom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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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act angles and surface energies of the cured films as reactive monomer content.

Entry no. R1 R2 R3 R4 R5 R6

Contact angle (Top, °) 78.36 83.17 99.29 104.32 103.19 108.67

Surface Energy (Top, mN/m) 28.880 26.183 19.683 18.512 18.741 17.819

Contact angle (Bottom, °) - 72.99 76.85 78.99 82.37 83.37

Surface Energy (Bottom, mN/m) - 32.247 29.793 28.536 26.607 26.071

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필름 상부 표면부분으로 이동하여 

연성 경화필름의 상부 표면과 하부 바닥면 사이에 조성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henylthioetyl 
acrylate 함량이 증가할수록 PUA 올리고머의 상분리 현상

을 수월하게 하여서 상부 표면부분에 PUA올리고머가 상

대적으로 많은 양이 분포하게 되고 바닥면 부분은 phenyl-
thioetyl acrylate성분이 증가하게 되어 필름 상부 표면과 하

부 바닥면의 표면에너지가 서로 반대경향을 보여주는 것

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단계 반응으로 실리콘을 함유한 PUA 올리

고머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PUA올리고머는 중량 평균분자

량이 약 9000 g/mol인 초분지 형태의 올리고머로 합성되어졌

다. 합성된 PUA 올리고머와 반응성 모노머 (phenylthioethyl 
acrylate)를 여러 가지 조성비로 혼합하여 광경화반응을 통해 

LED 패널에 사용 가능한 고 굴절률 연성 경화물을 제조하였

다. 경화물의 광학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 phenylthioethyl 
acrylate를 첨가에 따라 투과도 측면에서 약 2% 정도의 손실

이 발생하지만, 반응성 모노머 함량의 증가에 따른 투과도 

변화는 없었다. PUA 올리고머에 반응성 모노머인 phenyl-
thioethyl acrylate 첨가는 연성 경화필름의 굴절률을 증가시키

지만, 함량에 따른 굴절률 변화는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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