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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UV absorber 의 사용은 polymer 의 photodegradation 을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상용 UV absorber 의 낮은 내열성은 고온 

환경에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장시간의 고온 공정이 필요한 polyimide와 같은 고분자에 적용할 수 있는 

고 내구성의 UV absorber 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 가지의 

linker moiety(phenyl, disulfide, biphenyl)을 이용하여 분자량이 증가된 

새로운 dimer 형태의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PBT, 

DSBT, DPBT)를 합성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합성된 dimer 형태의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은 Tinuvin 327 

보다 높은 몰 흡광 계수를 보였다. 또한 합성된  UV absorber 는 높은 

내열성을 보였지만,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dimer 의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pi-pi stacking 과 수소결합과 같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dimer 의 내열성은 

증가하였지만 용해도는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Dimer 에 도입된 

linker moiety 의 종류에 따라 monomer 간의 뒤틀린 각도가 변화하였고, 

뒤틀림이 커짐에 따라 용해도 감소가 최소화되었다. Phenyl linker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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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PBT dimer의 경우 monomer 간의 뒤틀린 각도가 44도로 dimer 

중 가장 많이 뒤틀려 있어 용해도 감소를 최소화하며 향상된 내열성을 

보일 수 있었다.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를 혼합한 polyimide (PI) 

필름을 250℃에서 0 - 4 시간 baking 동안 필름의 투과도 변화를 

관찰하여 필름 내에서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의 내열성을 

분석하였다. 이 후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이 혼합된 PI 필름에 0 

- 40 시간 xenon lamp 를 조사하는 동안 투과도 변화를 관찰하여 

필름상에서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의 내광성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dimer 형태의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이 상용 

monomer 인 Tinuvin 327 보다 향상된 내구성을 가지며 PI 필름내에서 

자외선 흡수제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linker moiety 의 도입을 통해 최적의 광학적 특성, 

용해도 및 내열성을 보이는 dimer 형태의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를 합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dimer 형태의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는 고온 공정을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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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와 같은 고분자 필름과 혼합되어 자외선 흡수제로써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Photodegradation, ESIPT,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imer, 

Solubility, Thermal stability. 

학번: 2018-2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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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자외선에 의한 고분자의 광분해 

자외선은 100-400 nm 의 고 에너지 빛으로 자외선 A(315-400nm), 

자외선 B (280-315nm), 자외선 C (100-280nm)로 나뉜다. 자외선 B 와 

자외선 C 의 경우 파장이 짧아 오존층과 지구의 대기에 의해 대부분이 

흡수된다. 그러나 자외선 A 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흡수되지 못하고 

지표면에 도달하여 인체와 유기물에 피해를 입힌다. 

Fig. 1 에 자외선에 의한 고분자의 광분해 과정을 나타내었다. 

자외선 A 에 노출된 고분자의 경우, 내부의 peroxide, ketone, quinone 

등의 작용기에 자외선 A 가 흡수되어 이들의 결합을 끊고 자유라디칼을 

발생시킨다. 발생한 자유라디칼은 고분자 체인의 연쇄적인 파괴를 일으켜 

고분자 필름 표면에 균열 및 황변을 유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분자 

필름 표면에서 시작된 고분자의 광분해는 내부까지 전파되어 결과적으로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을 잃게 만들어 내구성을 저하시킨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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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General photodegradation mechanism of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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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UV absorber 개발의 필요성 

고분자의 광분해를 막기 위하여 light screeners, UV absorber, peroxide 

decomposer, radical scavenger 등을 고분자에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광안정제와 혼합된 고분자들은 내부에서의 자외선 A 에 의한 

광화학성 반응이 지연되거나 제거되어 자외선 A 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4]. 광 안정제 중 하나인 UV absorber 는 조사된 자외선 A 를 

흡수하여 광분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UV absorber 는 

자외선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무색으로 고분자의 광학적 특성을 해치지 

않아 다양한 고분자의 자외선 안정제로 적용되어왔다 [5].  

현재까지 보고된 UV absorber 들은 고분자 형성 온도가 높은 고분자에 

적용하기에 부족한 내열성을 보인다. 특히, 최근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기반으로 플랙시블 디스플레이로 응용이 가능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투명 polyimide (PI)는 필름 제작 공정에 85-380℃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PI 에 적용된 UV absorber 의 내열성이 부족할 경우 이들은 

고온 및 장시간의 PI 필름 제작 공정 동안 분해되어 outgassing 을 

유발하거나 석출되어 가시광 파장 영역 내 PI 필름의 투과도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분해된 UV absorber 는 고분자 내부의 불순물로 작용하여 



 

４ 

 

새로운 광분해의 개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용 UV 

absorber 의 부족한 내열성으로 인해 공정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V absorber 의 분자 구조를 개선하여 내열성을 증진시키려는 

기존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PI 와 같은 고온 공정이 필요한 

고분자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정한 UV absorber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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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ydroxyphenyl benzotriazole UV absorber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은 excited state intramolecular proton 

transfer (ESIPT) UV absorber 로 분자 내 proton donor 와 acceptor 

쌍에 의해 분자가 흡수한 UV 에너지를 분자 내 keto-enol 

tautomerization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한다.  

Fig. 2 는 ESIPT 를 통해 흡수된 UV 에너지가 방출되는 메커니즘이다. 

ESIPT UV absorber 들은 처음엔 안정한 enol ground state (S0)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외선에 의해 excitation 되면 enol excited state 

(S1)가 되는데 이때 proton transfer 가 일어나며 keto excited state 

(S1')로 바뀌게 된다. 이후 더 안정한 keto ground state (S0')로 이동하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방출 과정은 빛을 발생하지 않는 비 발광적 

특성을 가진다. 이후 back proton transfer 에 의해 원래의 enol ground 

state 로 돌아오게 된다 [6, 7]. 이러한 ESIPT 의 특성에 의해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는 투명 고분자의 광학적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외선 A 에 의한 광분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은 proton 

donor 와 proton acceptor 사이의 수소결합으로 인해 높은 내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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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여러 치환기의 도입을 통하여 흡수 스펙트럼, 용해도 그리고 

내열성과 같은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8, 9].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고 내열성 UV absorber 로 사용하기 위해 

monomer 에서 dimer 로 분자량을 증가시킨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를 디자인하고 합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증가될 수록 분자 간 intermolecular pi-pi stacking, 

intermolecular hydrogen bonding 과 같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어 내열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 가지 다른 linker moiety 

(phenyl, disulfide, biphenyl)를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에 도입하여 분자의 특성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각각 

다른 linker moiety 들이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에 도입되었을 때 전체 dimer 분자의 donating power 및 

평면성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입된 linker 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dimer 분자의 광학적 특성, 내열성 및 용해도 특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Monomer 분자와 dimer 분자의 물질 특성은 UV/Vis spectroscopy, 

spectrofluorometer, thermogravimetric analysis, computational 

simulation 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mono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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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phenyl benzotriazole 과 합성된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들을 투명 PI 필름과 혼합하여 이들의 

필름상에서 내열성, 내광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는 고 내열성 UV absorber 로 개발될 

수 있는 hydroxyphenyl benzotriazole 계 dimer 분자의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적의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설계를 위한 linker moiety 선정에 결정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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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Excited state intramolecular proton transfer(ESIPT) process in 

hydroxyphenyl benzotri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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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시약 및 장비 

2.1.1 시약 

합성에 사용된 시약은 Tokyo Chemical Industry(Tinuvin 327: 순도 > 

98% , Tetrakis(triphenylphosphine)palladium(0): 순도 > 97%, 1,4-

Phenylenediboronic Acid: 순도 > 97% , 4,4’-Biphenyldiboronic Acid 

> 95%)에서 구입하였고, 별도의 정제 없이 실험에 이용하였다. 이외의 

용매는 모두 삼전화학에서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2.1.2 장비 

합성된 물질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1H NMR 과 13C NMR 은 Bruker 

사의 Avance Ⅲ 500 (500MHz)를 사용하였고, 용매는 chloroform-d, 

dichloromethane-d2, toluene-d8 그리고 DMSO-d6를 사용하였다.  

합성된 물질의 질량은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MALDI-TOF)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는 cyano-

4-hydroxycinnamic acid(CHCA)를 matrix 이용하여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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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ystems Voyager-DE STR Biospectrometry Workstation 으로 

측정하였다. 합성된 polyimide 의 질량은 DMF 를 이용하여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GPC)로 측정하였고, 이는 Thermo 사의  

Ultimate 3000을 이용하였다. 

합성된 물질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UV-vis absorption 을 

측정하였고, 이는 PerkinElmer Lambda 25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였다. 형광 양자 수율 측정을 위해서 integrating sphere 를 포함한 

Jasco International FP-8500ST spectrofluorometer를 이용하였다. 

 합성된 물질의 내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열 중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을 실행하였고, 이는 TA 

instrument의 SDT Q600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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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질의 합성 및 구조 분석 

2.2.1 6,6'-(1,4-phenylenebis(2H-benzo[d][1,2,3]triazole-

5,2-diyl))bis(2,4-di-tert-butylphenol) (PBT)의 합성 

 

Scheme 1. Synthesis of PBT 

Tinuvin 327(6.02g, 13.52mmol), Pd(PPh3)4(1,29g, 1.12mol) 와 

dimethylformamide(20ml)를  3-neck round bottom flask 에 담은 후 

상온에서 질소 환경을 유지하며 모두 용해될 때까지 교반 한다. 1,4-

phenylenediboronic acid(0.92g, 5.6mmol)와 K2CO3(6.96g, 

50.4mmol)을 넣고 24 시간 동안 질소 기체 하 150℃에서 교반 한 후 

상온에서 냉각시킨다. 반응물을 CH2Cl2 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MgSO4 를 

이용하여 유기물층을 받아 용매를 제거한 후 건조한다. 건조한 반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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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Cl2:Petroleum ether(1:3, v/v)의 전개액으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정제하여 황백색의 고체를 얻는다 (0.4g, 수득률: 10%). 

1H NMR (500 MHz, CD2Cl2), δ (ppm): 11.69 (s, 2H), 8.25 (d, J = 

2.5 Hz, 2H), 8.14 (d, J = 1 Hz, 2H), 7.99 (d, J = 0.5 Hz, 1H), 7.98 (s, 

1H), 7.80 (d, J = 3 Hz, 4H), 7.78 (d, J = 1.5 Hz, 2H), 7.38 (d, J = 2.5 

Hz, 2H), 1.45 (s, 18H), 1.33 (s, 18H). 13C NMR (125 MHz, CD2Cl2), δ 

(ppm): 147.25, 143.91, 142.79, 142.38, 141.17, 140.90, 140.85, 

139.93, 139.13, 129.44, 128.67, 128.38, 128.15, 128.11, 127.52, 

125.79, 118.36, 116.67, 115.21, 36.17, 35.05, 31.78, 29.87. MALDI-

TOF MS: m/z 721.6 (100%, M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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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6,6'-([1,1'-biphenyl]-4,4'-diylbis(2H-benzo[d][1,2,3]triazole-5,2-

diyl))bis(2,4-di-tert-butylphenol) (DPBT)의 합성 

 

Scheme 2. Synthesis of DPBT 

 Tinuvin 327(6.02g, 13.52mmol), Pd(PPh3)4 (,1.29g, 1.12mmol) 와 

DMF(20ml)를  3-neck round bottom flask 에 담은 후 상온에서 질소 

환경을 유지하며 모두 용해될 때까지 교반 한다. 4,4’-

biphenyldiboronic acid(1.35g, 5.6mmol)와 K2CO3(6.96g, 50.4mmol)을 

넣고 24 시간 동안 질소 기체 하 150℃에서 교반 한 후 상온에서 

냉각시킨다. 이후의 과정은 2.2.1과 동일하다 (0.49g, 수득률: 11%).` 

1H NMR (500 MHz, C6D5CD3), δ (ppm): 12.18 (s, 2H), 8.65 (d, J = 

2 Hz, 2H), 7.91 (s, 2H), 7.69 (d, J = 0.5 Hz, 2H), 7.68 (s, 4H),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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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H), 7.63 (q, J = 2 Hz, 2H), 7.57 (d, J = 2.5 Hz, 4H), 7.47 (m, 2H), 

1.71 (s, 18H), 1.38 (s, 18H). 13C NMR (125 MHz, CD2Cl2), δ (ppm): 

147.29, 143.82, 142.93, 142.44, 140.76, 139.19, 134.42, 134.30, 

134.15, 129.75, 129.44, 129.41, 129.31, 129.26, 129.06, 129.00, 

128.85, 128,67, 128.45, 128.40, 128.15, 128.06, 128.02, 127.88, 

127.83, 127.52, 127.48, 125.93, 125.87, 125.76, 118.63, 118.39, 

116.71, 116.19, 115.22, 36.18, 35.05, 31.77, 31.72, 31.60, 30.17, 

29.87, 29.83. MALDI-TOF MS: m/z 797.7 (1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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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6,6'-(disulfanediylbis(2H-benzo[d][1,2,3]triazole-5,2-

diyl))bis(2,4-di-tert-butylphenol) (DSBT)의 합성 

 

Scheme 3. Synthesis of DSBT 

 DSBT 는 효율적인 합성을 위하여 논문을 참고하여 합성을 진행하였다 

[10]. N-Methyl-2-pyrrolidone(NMP)(75ml), NaH(1.92g, 0.08mol), 

n-butyl mercaptan(8.6ml)을 3-neck round bottom flask 에 담은 후 

70℃에서 1 시간 동안 교반 한다. 이 후 Tinuvin 327 (7g, 0.02mol)을 

넣고 48 시간 동안 환류 한다. 반응물을 상온에서 hydrochloric 

acid(7.5ml)와 증류수(7.5ml)를 천천히 넣어주며 냉각한다. 진공 필터를 

사용해 침전물을 걸러내고 petroleum ether 를 이용하여 수차례 세척하여 

백색의 고체를 얻는다.(2.31g, 수득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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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NMR (500 MHz, CD2Cl2), δ (ppm): 11.53 (s, 2H), 8.22 (d, J = 2 

Hz, 2H), 8.11 (d, J = 1 Hz, 2H), 7.92(s, 1H), 7.90(s,1H), 7.58-7.60 

(q, J = 1.75 Hz, 2H.), 7.41 (d, J = 2.5 Hz, 2H), 1.49 (s, 18H), 1.37 (s, 

18H). 13C NMR (125 MHz, CD2Cl2), δ (ppm): 146.90, 143.15, 142.34, 

142.01, 138.89, 136.24, 127.79, 125.61, 125.25, 118.71, 116.32, 

115.88, 35.90, 34.78, 31.69, 29.76. MALDI-TOF MS: m/z 709.5 

(100%, M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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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투명 polyimide(PI-HD)의 합성 

 투명 polyimide 는 2 단계에 거쳐 합성한다. 효과적인 합성을 위하여 

논문을 참고하였다 [11].  

2.2.4.1 PAA-HD의 합성 

 

Scheme 4. Synthesis of PI-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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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diaminodiphenylmethane (DDPM) (10.16 g, 0.05 mol) 와 NMP 

(150ml) 를 500ml 3 neck round bottom flask에 넣은 후 질소 기체 

하에서 용해시킨다. 반응물에 N,O-Bis(trimethylsilyl)trifluoroacetamide 

(BSTFA) (2.58 g, 0.10 mol) 를 넣어 준 후 0℃에서 45분 동안 교반 

한다. 그 후  1,2,4,5,-cyclohexanetetracarboxylic dianhydride 

(HPMDA) (11.32 g, 0.05 mol) 를 반응물에 넣어주고 0℃에서 2시간 

동안 교반 한다. 최종 반응물을 상온에서 22시간동안 냉각시키면 

투명하고 점성이 있는 poly(amic acid silyl ester) 용액을 얻을 수 있다.  

Poly(amic acid silyl ester)용액을 증류수와 메탄올 혼합용액에 넣어 

침전물을 얻는다. 진공필터를 이용하여 침전물을 걸러내고 

증류수(100ml)와 methanol(100ml)로 세척한다. 진공하의 80℃ 오븐에 

넣어 건조하여 백색의 PAA-HD 고체를 얻는다. (21.13g, 수득률: 

93%)1H NMR (500 MHz, DMSO-d6) 결과는 논문과 동일하며 amide 

protons (N-H)이 9.44 ppm에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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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PI-HD의 합성 

PAA-HD powder (3g) 를 NMP(30ml)에 용해시켜 40℃에서 30분간 

교반 한다. 반응물에 acetic anhydride(6.8ml)와 pyridine(5.8 ml)를 넣어 

PAA-HD를 화학적 imidization 시킨다. 반응물을 상온에서 냉각시킨 후 

증류수(300ml)에 넣어 침전물을 얻는다. 진공필터를 이용하여 침전물을 

걸러내어 증류수(80ml)와 methanol(80ml)로 수차례 세척한다. 세척한 

침전물은 진공하의 80℃ 오븐에 넣어 건조하여 PI-HD 고체를 얻는다. 

PAA-HD가 imidization 된 결과는 1H NMR를 이용하여 알 수 있다. 

PAA-HD의 amide protons (N-H)의 peak(9.44 ppm)가 사라진 것을 

통하여 PI-HD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PC 측정결과 수 평균 

분자량(Mn)은 11000 g/mol로 측정되었고, 중량 평균 분자량(Mw)은 

13000 g/mol 로 측정되었다. 1H NMR (500 MHz, DMSO-d6), δ (ppm): 

7.30–7.32 (m, ArH, 4H), 7.15–7.17 (m, ArH, 4H), 4.00 (s, 2H), 3.18 

(s, 4H), 2.24–2.47 (m, 2H), 1.92–1.94 (m,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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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필름 제작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들을 NMP 용매에 0.1mM의 

농도로 용해시킨 후 10 wt%의 PI-HD 파우더를 넣어 필름용액을 

만든다. Hydroxyphenyl benzotriazole이 혼합된 polyimide 용액을 투명 

유리 기판 위에 doctor blade 방법으로 필름을 제작한다. 제작한 필름은 

80℃에서 1분동안 pre-baking을 거친 후 진공하의 80℃ 오븐에서 

24시간동안 건조한다. 건조된 필름은 컨벤션 오븐에서 80℃ 부터 

250℃까지 post-baking을 진행한다. 컨벤션 오븐의 온도는 순차적으로 

올리며, 80℃에서 30분, 120℃에서 30분, 150℃에서 30분, 200℃에서 

30분 그리고 250℃에서 1시간 또는 4시간 baking을 진행한다. 

250℃에서 필름의 baking을 진행하는 이유는 NMP 용매를 증발시키고, 

hydroxyphenyl benzotriazole의 polyimide 내부에서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제작된 polyimide 필름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10-

11 μm였으며,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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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논의 

3.1 분자 구조 디자인 및 합성  

 

Scheme 5. Molecular design of linear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우리는 hydroxyphenyl benzotriazole 계 상용 UV absorber 인 

Tinuvin327 과 3 종의 linker moiety(phenyl, disulfide, biphenyl)를 

이용하여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을 합성하였다. DSBT는 

문헌을 참고하여 sulfide linker 를 가지는 dimer 를 합성하였다. Sodium 

n-Butanethiolate 와 Tinuvin 327 분자 말단의 염소와 반응하여 

이황화결합으로 Tinuvin 327 의 두분자가 결합된 DSBT 를 합성할 수 



 

２２ 

 

있었으며 최종 수득률은 33% 였다. PBT 와 DPBT 는 새로운 dimer 

형태의 UV absorber 구조로써 크로스 커플링인 스즈키·미야우라 반응을 

이용하여 linker moiety와 Tinuvin 327을 연결하였다. 스즈키·미야우라 

반응은 유기붕소화합물과 유기 할로겐화물을 팔라듐 촉매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반응으로 입체장애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12]. PBT 와 

DPBT 의 경우 linker 인 1,4-phenylenediboronic acid , 4,4'-

biphenyldiboronic acid와 염소를 가진Tinuvin 327 분자가 팔라듐 촉매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하여 연결되어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을 합성할 수 있다. PBT 와 DPBT 의 효율적인 합성을 

위하여 용매와 팔라듐 촉매 그리고 반응 조건 등을 바꿔 합성을 

진행하였고, PBT와 DPBT의 최종 수득률은 10%와 11% 였다.  

합성된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은 dimer 의 형태로 

monomer 인 Tinuvin 327 보다 증가된 분자량을 갖는다. 유기물에서 

분자량의 증가는 분자간의 pi-pi stacking 과 같은 분자 사이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분자량이 커짐에 따른 

용해도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monomer 사이의 

central linker moiety 를 도입하여 분자량을 증가시켜 내구성을 

https://www.tcichemicals.com/eshop/ko/kr/commodity/B2490/
https://www.tcichemicals.com/eshop/ko/kr/commodity/B2490/


 

２３ 

 

향상시키고, linker moiety 의 변화에 따른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들의 광학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용해도 및 

내구성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합성된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을 적용하기 위해 

transparent polyimide 를 합성을 진행하였다.  Polyimide 의 기존 

합성법의 경우 160-350℃의  thermal imidization 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완전히 imidization 된 polyimide 필름 형성 및 

polyimide 의 열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imidization 을 이용하여 

polyimide를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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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학적 특성 분석  

합성된 hydroxyphenyl benzotriazole UV absorber 의 광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UV/Vis spectroscopy 와 integrating sphere 를 포함한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monomeric, dimeric UV absorber(PBT, 

DSBT, DPBT)의 흡수와 형광 양자수율을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N-

methyl-2-pyrrolidone (NMP) 용매에서 10-5 mol/L 의 농도로 

측정되었다. 이는 NMP 용매가 투명 PI 를 용해시킬 수 있는 높은 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에 의해 PI 필름 공정 용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성된 UV absorber 들의 NMP 용매에서의 광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Fig. 2 는 hydroxyphenyl benzotriazole UV absorber 의 NMP 에서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Table 1 은 UV absorber 의 광학적 특성을 

수치로 나타내었다. Monomer 의 최대 흡수 파장(λabs.max)은 310 nm 와 

347 nm 로 자외선 B 영역과 자외선 A 영역을 넓게 흡수한다. 그러나 

dimer 형태의 PBT, DSBT, DPBT 의 최대 흡수 파장은 각각 370, 357, 

369 nm 로 자외선 A 영역에 단일 최대 흡수 파장을 가지며 monomer 

보다 10 - 23 nm 장파장화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BT, DSBT, 



 

２５ 

 

DPBT 의 몰 흡광 계수는 각각 35000, 37000, 40000 M-1cm-1 로 

monomer의 몰 흡광계수인 11000 M-1cm-1 보다 3.2 – 3.6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BT와 DPBT는 dimer를 형성할 때 linker에 의하여 

분자 사이의 conjugation length 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분자 내 

conjugation system 은 최고준위 점유 분자궤도(HOMO) 준위를 

증가시키고 최저준위 비점유 분자궤도(LUMO) 준위를 감소시켜 energy 

gap 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dimer 인 PBT, DPBT 의 흡수 스펙트럼은 

장파장으로 이동하고, 몰 흡광계수가 증가한다[13, 14]. DSBT 는 linker 

인 이황화결합에 포함된 lone pair electron의 electron donating에 의해 

HOMO 및 LUMO 의 준위가 증가한다. 그러나 HOMO 준위의 증가가 

LUMO 준위의 증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nergy gap 은 

감소한다. 따라서 DSBT 의 흡수 스펙트럼 또한 장파장으로 이동하고, 몰 

흡광계수가 증가한다 [15]. Dimer 들과 monomer 의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dimer 들의 UV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350nm-400nm 에서 

강한 단일 흡수 peak 은 π– π* 전이에 의한 흡수를 보이며, 350nm 

이하의 흡수 peak 은 n-π* 전이의 흡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6, 

17]. 또한 monomer 와 dimer 의 형광 양자 수율을 측정한 결과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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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 가까워 측정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dimer 로 합성되었을 때에도 

ESIPT 현상이 유지되고 분자가 비 발광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합성된 UV absorber 의 형광 양자 수율 측정이 필요한 이유는 

benzotriazole 과 유사한 benzothiazole 구조에서는 ESIPT 현상을 통해 

강한 형광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8]. 그러나 dimer 의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에서는 형광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합성된 dimer 들이 

투명 고분자의 광학적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적합한 광학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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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sorption spectra of hydroxyphenyl benzotriazole 

UV absorbers in NMP. 

 

Table 1. Numerical values of optical property. 

 Monomer PBT DSBT DPBT 

λabs.max (nm) 347 370 357 369 

Extinction coefficient (M-1cm-1) 11000 35000 37000 40000 

Fluorescence quantum yiel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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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해도 분석 및 내열성 분석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에 포함된 linker moiety 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용해도와 내열성을 

분석하였다. Dimer 에 포함된 linker moiety 의 변화는 monomer 사이의 

뒤틀림 각도를 변화시켜 pi-pi stacking 과 같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분자의 stacking 변화는 

용해도와 내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자의 용해도와 내열성은 

반비례의 관계에 놓여있어,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큰 분자의 경우 유기 

용매에 용해되기 어려워 낮은 용해도를 보이지만 내열성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반대로 분자 간 상호작용이 약화된 분자의 경우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내열성이 감소할 수 있다 [19]. 따라서 dimer 의 용해도와 

내열성의 관계를 관찰하여 분자 내  포함된 linker moiety 의 변화가 분자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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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용해도 분석 

합성한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들의 linker moiety 에 

따른 용해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정 용매로 주로 사용되는  

NMP와 PGMEA(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에서의 용해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Table 2 는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의 용해도를 요약하고 있다. 

Table 2 에서 요약한 것과 같이 monomer 의 경우 NMP 에서 1.1wt%의 

용해도를 보이며 PGMEA에서 0.9wt%의 용해도를 보인다. Dimer의 경우, 

PBT 는 NMP 용매에서 0.2wt%, PGMEA 용매 0.15wt%의 용해도를 

보인다. DSBT는 NMP와 PGMEA 용매에서 0.01wt%보다 낮은 용해도를 

보이며, DPBT 는 NMP 용매에서 0.15wt%, PGMEA 용매에서 

0.10wt%의 용해도를 보인다. 모든 dimer 는 monomer 보다 낮은 

용해도를 보이며, PBT 와 DPBT 의 경우 NMP 용매에서 5.5-7.3 배 

감소하였고, PGMEA 에서 6-9 배 감소하였다. DSBT 의 경우에는 90 배 

이상의 급격한 용해도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분자량이 증가한 

dimer 에서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어 유기 용매에 대한 

용해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dimer 의 linker 의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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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용해도의 차이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PBT 와 DPBT 의 

경우 DSBT 보다 NMP 용매에서 각각 20 배, 15 배 이상의 높은 용해도를 

보였으며, PGMEA 용매에서 각각 15 배, 10 배 이상의 높은 용해도를 

보였다.  

Linker moiety 에 따른 dimer 분자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computational calculation (DFT/B3LYP/6-31G, Gaussian 09 program 

package)을 이용해 optimized geometry structure를 계산하였다. 계산한 

dimer 의 optimized geometry 구조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Fig. 4 (a) 

PBT 와 (c) DPBT 의 구조를 확인하면 monomer 와 monomer 가 

44°와 40°로 뒤틀린 것을 알 수 있다. PBT 와 DPBT 의 linker 와 

monomer 의 수소원자에 의해 입체장애가 유도되어 monomer 와 

monomer 사이의 뒤틀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ig. 4 (b) 

DSBT의 구조를 확인하면 monomer와 monomer 가 평행을 이루어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뒤틀림의 각도는 PBT> DPBT> 

DSBT 의 순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NMP 와 PGMEA 용매에서의 

용해도 순서인 PBT > DPBT > DSBT 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21]. 따라서 linker moiety의 변화가 분자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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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구조의 변화에 의해 분자 간 상호작용이 변화하여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용해도 결과를 통하여 DSBT 

> DPBT > PBT > monomer 순으로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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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mized geometry structures of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a)PBT,(b)DSBT,(c)DPBT. 

 

Table 2. Solubility of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in solvents. 

 Monomer PBT DSBT DPBT 

NMP 1.1 wt% 0.2 wt% < 0.01 wt% 0.15 wt% 

PGMEA 0.9 wt% 0.15 wt% < 0.01 wt% 0.1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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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내열성 분석 

합성된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들의 내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와 derivative 

thermogravimetric analysis (DTG)를 이용하였다. TGA 는 질소 

분위기에서 10℃/min 씩 온도를 높여가며 측정하였다. Fig. 5 는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들의 0℃~550℃ 온도 

구간에서의 질량 변화를 나타냈다. Dimer 들의 질량 변화 기울기는 

monomer 보다 완만하여 느린 속도로 분해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dimer 의 분자량이 monomer 보다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인 pi-pi stacking 이 강화되어 내열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linker 의 종류에 따라 dimer 의 분해 그래프 개형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는 monomer 와 dimer 의 TGA 와 DTG 그래프이다. Table 3 은 

TGA 그래프의 분해 개요를 나타내었다. T1,T5,T10은 전체 질량의 1wt%, 

5wt%, 10wt% 가 분해되는 온도를 나타낸다. Monomer의 T1은 183℃ , 

T5는 227℃ 그리고 T10은 247℃ 이다. PBT의 T1은 256℃, T5는 303℃, 

T10은 329℃이며, DSBT의 T1은 142℃, T5는 198℃, T10은 29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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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PBT의 T1은 221℃, T5는 281℃ T10은 305℃ 이다. 이를 통해 

전체 질량의 1wt%, 5wt%, 10wt%가 분해되는 온도는 PBT 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6 (a)의  monomer 는 single stage 의 분해 특성을 보이며, 

불안정한 중간체의 생성없이 320℃ 에서 1.9wt%/℃의 단일의 기울기를 

보인다. Dimer 는 linker 의 종류에 따라 분해되는 양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b)의 PBT는 monomer와 같은 single stage로 

안정적으로 분해되고 있다. PBT 가 stageⅡ에서  monomer 보다 높은 

온도인 404℃에서 0.9wt%/℃의 기울기로 천천히 분해되는 것을 보아 

monomer 보다 내열성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c)의  

DSBT 는 multi stage 의 분해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분해 특성은 

linker 의 특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PBT 의 경우 phenyl 

linker(-Aryl-)로 linker 와 monomer 가 연결된 곳에서 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DSBT 의 linker 인 이황화결합(-S-S-)은 monomer 와 

연결된 부분을 제외하고 linker 내부의 sulfide 사이에서 분해가 일어날 

수 있어 PBT 보다 많은 지점에서 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DSBT 는 3 번의 주요한 분해 단계를 보인다. StageⅡ에서 0.1wt%/℃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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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되며 stageⅣ에서 0.2wt%/℃, stageⅤ에서 0.6wt%/℃ 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d)의 DPBT 는 multi stage 분해특성을 

보이며 이는 biphenyl linker(-Aryl-Aryl-) 또한 monomer 와 연결된 

곳을 제외하고 linker 내부의 benzene 과 benzene 사이에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PBT 는 2 번의 주요한 분해를 보이며, 

stageⅡ에서 0.4wt%/℃, stage Ⅲ에서 0.8wt%/℃의 온도당 질량 변화를 

보인다. 

 온도 구간에 따른 monomer 와 dimer 의 분해 양상을 관찰한 결과, 0-

250℃의 구간에서 monomer, PBT, DPBT 는 질량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DSBT 의 경우 이 온도 구간에서 5wt%의 

질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inker 로 사용된 이황화결합의 

내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황화결합은 탄소의 결합보다 약한 

결합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DSBT 내부의 이황화결합(-S-S-)과 황-

탄소 결합(-S-C-)이 0-250℃의 구간에서 균일 분해 또는 불균일 

분해가 일어나 낮은 내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00℃ 이상의 온도 

구간에서 PBT 의 경우 질량 변화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DSBT 와 DPBT 의 경우 monomer 와 PBT 보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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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로 천천히 분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DSBT 는 

400℃이상에서 가장 많은 질량이 잔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DSBT 의 분자 구조가 monomer 와 monomer 가 평면을 이루는 

평면구조를 이루고 있어 분자 간 상호작용인 pi-pi stacking 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자 구조에 의한 pi-pi stacking 의 

영향으로 DSBT는 높은 내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DPBT의 경우 

PBT 보다 큰 분자량을 갖기 때문에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크게 작용하여 

내열성이 증가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400℃이상에서 DSBT 와 

DPBT 는 분자 간 상호작용의 의하여 PBT 보다 높은 내열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3.3.1 용해도 분석에서 관찰한 분자 간 상호작용에서 

DSBT 와 DPBT 가 PBT 보다 높은 분자간 상호작용을 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linker의 종류에 의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용해도와 

내열성이 반비례하여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３７ 

 

 

Fig. 5. TGA of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３８ 

 

 

Fig. 6. TG and DTG curves of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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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composition profile of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in thermogravimetric analysis. 

1(dm/dT) max
 = Maximum gradient of mass change during TG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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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olyimide 필름 내에서 물질의 내구성 평가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들의 PI 필름 안에서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monomer 와 dimer 가 혼합된 PI 필름을 

제작하였다. 필름에 사용된 투명 polyimide 는 aromatic ring 이 최소화된 

구조를 선정하여 합성하였다. PI 내의 aromatic ring이 최소화 되면 PI는 

높은 투명성을 갖기 때문에 PI의 광분해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22].  

Fig.7 에 UV absorber 가 혼합된 PI 필름의 내구성 평가를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UV absorber 를 최적의 농도로 PI 에 혼합하여 필름을 

제작한다. 그리고 제작된 필름을 250℃에서 0~4 시간의 baking 을 하여, 

baking 시간에 따른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들의 

내열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1 시간과 4 시간 baking 한 필름을 xenon 

lamp 를 이용하여 0~40 시간동안 외광을 조사한 후 필름의 투과도를 

측정하여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들이 PI 의 광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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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image of stability evaluation procedure of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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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UV absorber 농도에 따른 필름의 투과도 변화 

 Fig. 8 은 hydroxyphenyl benzotriazole의 투입 농도에 따른 PI 필름의 

투과도 변화를 나타낸다. PI 필름 내 UV absorber 를 

0.03wt%~1.6wt%로 저농도와 고농도로 나누어 필름을 제작하였다. 이는 

UV absorber 를 첨가하였을 때 UV absorber 에 의해 PI 의 투과도가 

감소하지 않고, 본래의 투과도를 유지하는 최적의 농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을 PI 무게대비 0.5 wt%~1.6 

wt%의 농도로 첨가한 PI 필름에서는 400nm 초반 구간의 투과도가 

저하되어 황백색의 색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필름에 PI 대비 

동일한 wt%농도로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을 첨가한 경우, 

monomer 는 dimer 보다 약 2 배 작은 분자량을 갖기 때문에 dimer 보다 

더 많은 양의 monomer가 첨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monomer의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dimer 보다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입량 

차이에 따른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어하기 위하여 NMP 용매내 동일한 

몰 농도 (10-4M) 의 UV absorber 를 첨가하여 PI 필름을 제작하였다. 

10-4M 농도는 monomer 는 PI 무게 대비 0.03 wt% 농도이며, dimer 는 

0.06 wt%에 해당하는 농도이다. Fig. 8 에서 보이듯이 monomer 를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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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대비 0.03 wt% 첨가한 PI 필름과 dimer 들을 0.06wt% 첨가한 

PI 필름 모두 400nm 초반의 투과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Transmittance change of transparent PI film mix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monomer, (b)PBT, (c)DSBT and 

(d)D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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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필름 내부에서의 UV absorber의 내열성 평가 

3.4.2.1 Baking 시간에 따른 필름의 투과도 변화 

 Fig. 9 에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를 첨가한 PI 

필름의 250℃에서 baking 시간에 따른 투과도 변화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PI 필름에 UV absorber 를 동일한 몰 농도로 첨가하였으며, PI 필름의 

투과도 변화를 측정하여 필름 내부에서 UV absorber 의 내열성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내열성 관찰에 따른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의 

투과도 변화에 대한 수치를 Table 4 에 나타내었다. PI 와 UV 

absorber 혼합 필름을 1 시간 baking 한 경우, 모든 PI 와 UV 

absorber 혼합 필름에서 거의 투과도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bak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필름에서 급격한 투과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Monomer 는 8%, PBT 는 1%, DSBT 는 9% 그리고 

DPBT 는 7%의 투과도 차이를 보였으며, PBT 를 제외한 monomer, 

DSBT, DPBT 를 첨가한 필름에서의 눈에 띄는 투과도 감소는 UV 

absorber 의 낮은 내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낮은 내열성의 UV 

absorber 를 PI 필름에 첨가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과도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i) 구조가 분해 되거나 변형된 분자들이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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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로부터 분리 되면서 필름에 산란을 유발하여 PI 필름의 가시광 

영역 투과도가 저하될 수 있다 [23]. (ii) 구조가 분해되거나 변형된 

분자들의 흡수가 가시광 영역에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PI 필름 가시광 

영역 투과도가 저하될 수 있다 [24, 25].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의 경우 자외선 영역을 흡수하고 가시광 영역의 빛을 

투과하여 PI 필름의 투과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이 열분해에 의하여 2-

(Phenylazo)phenol 과 같은 fragment 로 분해되면 400-500nm 에서 

흡수가 발생하여 PI 필름의 투과도가 저하될 수 있다 [26, 27]. 

결과적으로, 4시간동안 baking이 진행될수록 DSBT > monomer > DPBT 

> PBT 순서로 빠르게 PI + UV absorber 필름의 투과도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투과도 감소는 3.3.2 에서 관찰한 0-250℃ 온도구간에서 관찰된 

내열성 순서인 DSBT > monomer >  DPBT > PBT 순서와 일치하였다. 

또한 PI 필름내에서도 PBT 가 가장 높은 내열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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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ormalized transmittance change of transparent PI film mixed 

with (a)Monomer, (b) PBT, (c)DSBT and (d)DPBT depending on 

baking time (0-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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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merical values of normalized transmittance of transparent 

PI films mixed with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Monomer PBT DSBT DPBT 

T0h (%) 96 94 96 97 

T40h (%) 88 93 87 90 

∆T (%) 8 1 9 7 

(T0h= Transmittance of unbaked PI film , T4h=Transmittance of PI film baked for 4 hours , ∆T= T4h - T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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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필름 내에서 UV absorber의 분광 특성 

 Fig. 10 은 250℃에서 4 시간 baking 을 진행한 PI + UV absorber 

필름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Fig. 10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UV 

absorber 가 첨가된 PI 필름 일부에서 약한 청색 발광이 관찰 되었다. 

이러한 청색 발광은 hydroxyphenyl benzotriazole 모체가 분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Hydroxyphenyl benzotriazole 모체의 분해는 

proton donor와 proton acceptor 사이의 원활한 ESIPT 과정을 저해하여 

흡수한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게 한다. PBT 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내열성이 낮았던 monomer, DSBT, DPBT 에서 baking 후에 청색발광이 

관찰되었다. 반면 내열성이 가장 높았던 PBT 는 250℃ 에서 4 시간의 

baking 후에도 비 발광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BT 는 

장시간의 고온공정을 거친 후에도 PI 의 광학적 특성을 저해하지 않고 UV 

absorber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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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mission spectra of 10-4 M hydroxyphenyl benzotriazole in 

the polyimide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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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투명 PI 필름의 내광성 평가 

 투명 PI 필름 그리고 UV absorber 를 첨가한 PI 필름의 자외선에 대한 

내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xenon 램프로 외광을 조사한 후 투과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투명 PI 필름은 가시광 영역의 빛을 흡수하지 않고 모두 

투과시켜 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PI 가 자외선을 흡수하여 

광분해가 발생하면 400nm 초반의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빛의 흡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PI 필름의 가시광 파장 영역에서 투과도가 저하된다[28]. 

따라서 400nm 의 투과도 변화를 관찰하여 자외선 A 에 의한 PI 의 광분해 

정도를 관찰할 수 있다. 외광 조사는 ATLAS 사의 CPS+ SUN TEST 

장비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단위면적당 조사량은 700W/m2 였으며, 

온도는 50℃를 유지하는 가혹 조건에서 40 시간 동안 가속테스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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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1 투명 PI 필름의 투과도 변화 

 Fig. 11 은 투명 PI 필름의 외광 조사에 따른 투과도 변화를 나타낸다. 

Xenon 램프의 빛을 PI 필름에 조사할 때에 PI 필름의 투과도는 빛을 

조사한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I 필름의 400nm 에서의 

초기 투과도는 79%였으나, 외광 조사 조건 하에서 40 시간 후의 PI 

필름의 400nm 투과도는 71%를 나타내었다. 400nm 에서 PI 필름의 

투과도는 8%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외광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400nm 

이상의 가시광 영역에서의 투과도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투과도 감소는 외광 조사에 의한 PI 필름의 광분해 때문이다. 

고분자의 광분해는 가시광 초반 영역의 투과도를 감소시켜 고분자가 

노란색을 띄게 되는 황변 현상을 유발하며, 가시광 영역에서의 높은 

투과도를 요구하는 투명 PI 필름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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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Transmittance change of transparent PI under irradiation of 

xenon lamp (0-4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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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UV absorber 혼합 PI 필름의 내광성 평가 

3.4.4.1 1시간 baking 후 PI필름의 투과도 변화 

 Fig. 12 는 hydroxyphenyl benzotriazole 과 혼합된 PI 필름을 

250℃에서 1 시간 baking 한 후 , 40 시간 동안 xenon lamp 를 조사했을 

때 시간에 따른 투과도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hydroxyphenyl 

benzotriazole 과 혼합된 PI 필름의 초기 투과도와 40 시간 후의 투과도 

그리고 투과도 차이에 대한 수치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Fig. 12 (a) 는 

monomer 의 250℃ 1 시간 baking 한 후 의 투과도 변화를 나타낸다. 

Monomer의 400nm에서 초기 투과도는 81%이고, 40시간 외광을 조사한 

후의 투과도는 77%로 3%의 감소를 보였다. Fig. 12 (b)는 PBT의 투과도 

그래프 이며 400nm 에서 초기 투과도는 79%이고, 외광을 조사한 후의 

투과도는 77%로 2%의 투과도 감소를 보였다. Fig. 12 (c)는 DSBT 의 

투과도 그래프이며, 400nm 에서 초기 투과도는 81%, 외광을 조사한 후의 

투과도는 78%로 3%의 투과도 감소를 보였다. Fig. 12 (d)는 DPBT 의 

투과도 그래프이며, 400nm 에서 초기 투과도는 80%이고, 외광을 조사한 

후의 투과도는 78%로 2%의 투과도 감소를 보였다. PI 단독 필름의 

투과도 감소가 8%인 것과 비교하면, hydroxyphenyl benzotriazole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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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필름의 투과도 감소가 적게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이 UV absorber 로써 작용하여 PI 가 

흡수할 자외선 A 를 대신 흡수하여 PI 의 광분해를 방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로부터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들은 

250℃ 1 시간 baking 을 거쳤음에도 필름 상에서 분해되지 않고 UV 

absorber로써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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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ransmittance change of transparent PI film mixed with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under xenon lamp irradiation 

for 40h (films were baked for 1h): (a) Monomer, (b) PBT, (c)DSBT 

and (d)D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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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merical values of transmittance of transparent PI film mixed 

with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under xenon lamp 

irradiation (films were baked for 1h). 

 Monomer PBT DSBT DPBT 

T0h (%) 81 79 81 80 

T40h (%) 77 77 78 78 

∆T (%) 4 2 3 2 

(T0h = transmittance of film unirradiated with light , T40h= transmittance of film irradiated light for 40h ,  

∆T = T0h- T4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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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4시간 baking 후 PI필름의 투과도 변화 

 Fig. 13 은 hydroxyphenyl benzotriazole 과 혼합된 PI 필름을 

250℃에서 4시간 baking한 후, 40시간 동안 xenon lamp를 조사했을 때 

시간에 따른 투과도 변화를 나타낸다. PI 혼합 필름을 4 시간 baking 했을 

때와 1 시간 baking 했을 때의 투과도 변화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13 (a)에서 보이듯이 4 시간 baking 한 monomer 와 PI 혼합 

필름의 400nm 에서의 초기 투과도는 65% 였고 40 시간 외광 조사 후의 

투과도는 62%였다. Monomer 와 PI 혼합 필름은 400nm 에서 1 시간 

baking 한 필름과 비교하였을 때 급격한 투과도 감소를 나타냈다, 또한 

400nm 이상의 파장영역에서 70% 이상의 투과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Fig. `13 (b)의 PBT 와 (d)의 DPBT 의 400nm 에서의 투과도는 각각 

79%와 72%로 monomer 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특히 PBT 의 

400nm 의 초기 투과도는 1 시간 baking 했을 때와 비교해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또한 40 시간의 외광 조사 후에도 75%의 투과도를 가지며, 초기 

투과도와 비교하였을 때 4%의 투과도 감소를 보였다. Fig. 13 (c) 

DSBT 의 초기 투과도는 59% 로 4 종의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중에 가장 낮은 400nm 에서의 초기 투과도를 보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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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phenyl benzotriazole 과 PI 혼합 필름의 초기 투과도 감소는 

250℃ 4 시간 baking 과정이 monomer, DSBT, DPBT 의 분해를 유발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DSBT의 경우 이황화결합의 내구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baking 과정에서 DSBT 의 구조 분해 및 변형을 일으켜 

PI 필름의 가시광 영역 파장 전체의 투과도를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PBT 는 250℃ 4 시간 baking 과정에서도 초기 투과도를 유지하는 

것을 보아 분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와 PI 혼합 필름의 내광성 

평가 결과 250℃ 1 시간 baking 을 거친 후에는 모든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들이 분해되지 않고 필름 내에서 UV 

absorber 의 기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50℃ 4 시간 baking 이후 PI 

필름 내에서 분해되지 않은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은 PBT 가 

유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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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ransmittance change of transparent PI film mixed with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under xenon lamp irradiation 

for 40h (films were baked for 4h): (a) Monomer, (b) PBT, (c)DSBT 

and (d)D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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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요약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고온 공정용 고분자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는 새로운 선형 dimer 형태의 hydroxyphenyl 

benzotriazole 3 종을 합성하였다. Hydroxyphenyl benzotriazole 

monomer 두 분자 사이에 linker moiety인 phenyl, disulfide, biphenyl을 

도입하여 분자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linker moiety 변화에 따른 특 

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Dimer 내 linker moiety의 도입은 분자 내 conjugation length 증가 및 

donating power 를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dimer 의 흡수 스펙트럼을 

장파장영역으로 이동시키고, 몰 흡광계수를 증가시켰다. 또한 

도입된 linker moiety 의 종류에 따라 dimer 분자의 뒤틀림 각도가 

변화하여 pi-pi stacking과 같은 분자 간 상호작용이 변화하였다. 그 결과 

dimer 분자들은 monomer 에 비해 전체적으로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감소하였으나, 내열성은 향상되었다. 특히 phenyl linker를 포함한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 (PBT)는 장시간 동안의 고온 

baking 과정을 거치고도 투명 polyimide 필름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안정하였다. 따라서 PBT 는 polyimide 와 같이 필름 형성에 고온 공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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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고분자의 UV absorber 로써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을 dimer 형태로 변형함에 따라  

용해도 감소하는 현상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Hydroxyphenyl 

benzotriazole 의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낮을 경우 고분자 필름에 

혼합되었을 때 필름 내에서 응집 및 석출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분자 구조의 뒤틀림을 극대화할 수 있는 linker moiety 를 

도입하여 용해도 감소가 최소화된 새로운 분자 구조의 디자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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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V absorber is useful to prevent the photodegradation of polymers. 

However, the poor thermal stability of commercial UV absorber is 

difficult to apply in a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Thus, we 

developed highly stable UV absorbers for transparent polyimide(PI), 

which required a lengthy high temperature process. In this study, new 

linear UV absorbers(PBT, DSBT, DPBT) with increased molecular 

weight were synthesized using hydroxyphenyl benzotriazole and linker 

moieties(phenyl, disulfide, biphenyl) and were characterized.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had a higher molar 

extinction coefficient than Tinuvin 327. Also, they had high thermal 

stability but had low solubility in the organic solvent. As the molecular 

weight increased, the intermolecular interaction such as pi-pi stacking 

and the intermolecular hydrogen bonding enhanced. Therefore, the 

thermal stability of dimeric UV absorbers was increased, but the 

solubility was reduced by inverse proportion. 



 

６６ 

 

The type of linker moieties which applied in dimer UV absorbers 

changes the distortion angle between monomers. As the distortion 

angle increased, the decrease in solubility minimized. In the case of 

PBT dimer, where phenyl linker was introduced, the distortion angle 

between monomers was 44 degrees, the most twisted of the dimer. 

Therefore, the PBT was able to show improved thermal stability with 

minimal solubility reduction. 

After baking PI film mixed with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for 0-4 hours at 250℃, the thermal stability of 

hydroxyphenyl benzotriazole in the film was analyzed by observing the 

transmittance of the films. The PI films baked at 250℃ were irradiated 

for 40 hours using xenon lamps, and the photostability of 

hydroxyphenyl benzotriazole in the film was analyzed by observing the 

transmittance of the film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had improved durability than the 

commercial monomeric UV absorber, Tinuvin 327, and acted as a UV 

absorber within the PI film. 



 

６７ 

 

Finally, the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showed 

optimal optical property, solubility and thermal stability can be 

synthesized by introducing appropriate linker moiety.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dimeric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erivatives 

could be mixed with polymer film such as PI, which required a high 

temperature process to be applied as a UV absorber. 

 

 

Keywords: Photodegradation, ESIPT, Hydroxyphenyl benzotriazole, 

Dimer, Solubility, Therm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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