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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공유결합 유기 구조체 (Covalent Organic Frameworks, COF)는 

여러 가지 유기 단분자들의 공유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공성 고

분자로서, 안정성과 결정성이 뛰어나고, 넓은 비표면적을 가질 수 

있으며, 2 차원 또는 3 차원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물질이다. 특히, Triazine 을 기반으로 하는 COF 인 Covalent 

Triazine Frameworks (CTF)는 넓은 공액계(Conjugated system)

를 형성할 수 있으며,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CTF 의 building unit 으로 Perylene 을 도입할 시, 

Perylene 과 Triazine 모체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CTF 가 될 수 있다. 하지만, 

Perylene 을 building unit 으로 하는 CTF 는 정확히 합성되어 보고

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CTF 합성 방

법들 중 모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2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Perylene 기반 Triazine Polyimide(PTPI)를 합성하고, 방법에 따

른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Perylene 기반 2 차원 CTF 

합성에 적합한 합성 방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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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TF 합성 방법들 중 Polycondensation method

의 일종인 Imidization 중합 방법을 사용하여 i-PTPI 를 합성하였

고, Brønsted acid method 를 통한 Trimerization 중합 방법을 사

용하여 t-PTPI 를 합성하였다. 두 물질 모두 building units 이 

3,4,9,10-Perylenetetracarboxylic Diimide 와 Triphenyltriazine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중합 방법에서 기인한 물성 및 성

장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물성과 성장 측면에서 우

수한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는 중합 방법을 찾기 위해 두 물질의 

내열성, 결정성, 비표면적, 다공성 등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Imidization 을 통해 중합한 i-PTPI 와 Trimerization 을 통해 

중합한 t-PTPI 모두 고분자로 성장하여 내열성이 향상되었다. 결

정성의 경우, framework 형성 시 perylene 의 구조적 비틀림으로 

인해 두 물질 모두 높은 주기성의 framework 는 형성하지 못하였

지만, i-PTPI 가 t-PTPI 보다 고분자 사슬의 entanglement 를 최

소화하면서 확장된 layered 구조로 성장하여 우수한 결정성을 나타

내었고, t-PTPI 는 전형적인 비정질 구조로 성장하였다. 또한, 다공

성을 분석한 결과, i-PTPI 가 t-PTPI 보다 비표면적이 넓고, 다공

성이 우수한 구조로 성장했음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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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보편적인 CTF 합성 방법인 

Polycondensation method 와 Brønsted acid method 를 사용하여 

Perylene 기반 Triazine Polyimide 를 합성하고 물성을 비교하였을 

때, 두 방법 모두 Perylene 과 triphenyltriazine 의 구조적 특성으

로 인해 높은 주기성의 Framework 는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만, Polycondensation method 의 일종인 Imidization 중합 방법이 

보다 우수한 물성을 갖는 CTF 로의 성장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다양한 Perylene 기반 CTF 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Imidization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를 통해 Perylene 

기반 CTF 의 응용성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Covalent Triazine Frameworks (CTF), Perylene based 

Triazine Polyimide (PTPI), Imidization, Acid catalyzed 

trimerization 

학번 : 2017-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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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Covalent Organic Frameworks (COF) 

공유결합 유기 구조체 (Covalent Organic Frameworks, COF)는 

탄소, 질소, 산소, 수소 등 가벼운 원자들의 공유결합으로 구성된 다

공성 유기 고분자로서, 공유결합을 이용하여 기공(pore)의 크기를 

조절하고, 2차원 또는 3차원의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다. 2005년에 

미국의 O. Yaghi 교수가 Diboronic acid의 연속적인 탈수 반응을 통

해 Fig. 1과 같은 COF-1을 최초로 합성한 이후로 최근까지 매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COF는 높은 내열성, 내화학성, 넓

은 비표면적 등을 가지며, 여러 가지 유기 구조들을 비교적 저렴하

고, 다양한 합성방법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물질들을 합성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잠재적 응용분야로는 

여러 가지 가스들(CO2, CH4, H2, NH3)의 저장[2,3], 촉매제[4-6], 

반도체 및 광전도 분야[7-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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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valent Triazine Frameworks (CTF) 

COF의 하위 개념인 CTF(Covalent Triazine Frameworks)

는 Triazine 모체를 building unit으로 하는 COF로서 주로 2개 

이상의 나이트릴기를 작용기로 가지는 유기 단분자들의 

cyclotrimerization을 통해 합성이 가능하다. 2008년에 독일의 

A. Thomas 교수가 ZnCl2 촉매 하에 nitrile기의 trimerization

을 통해 Fig. 2과 같은 CTF-1을 최초로 합성한 이후로 다양한 

구조의 CTF 합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CTF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넓은 공액계(Conjugated system)를 형성할 수 있으

며, 질소량이 풍부하여 전자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스 흡착 

및 저장 [14, 15], 촉매제 [16-18], 에너지 저장 [19, 20]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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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nthesis of COF-1 

 

Fig. 2. Synthesis of CT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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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valent Triazine Frameworks (CTF)의 합성 방법 

CTF의 합성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

법은 ZnCl2 촉매 하에서 aromatic nitrile기의 trimerization을 

통해 중합하는 ionothermal method이다[14, 21]. A. Thomas 

교수 연구진이 2008년에 최초로 보고한 이 방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CTF 합성 방법이다 [14]. 하지만 고온(400 ℃)에서 

장시간(40시간) 반응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질의 

Carbonization 또는 Decomposition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심각

한 Carbonization으로 인해 물질 구조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Carbonization 현상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초강산인 Trifluoromethanesulfonic 

acid(TFMSA) 하에서 aromatic nitrile기의 trimerization을 통

해 중합하는 Brønsted acid method이다[15, 22-24]. 

Ionothermal method에 비해 비교적 낮은 온도(0~110 ℃)에서 

반응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Decomposition 또는 

Carbonization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Microwave를 사용하여 

반응을 시킬 시 빠르게 반응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15]. 하지만, 초강산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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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산에 취약한 유기 단분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합의 정

도를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Triazine 구조를 가지는 building unit을 먼

저 합성한 후, 다른 building unit이 되는 유기 단분자와의 연속

적인 축합반응을 통해 중합하는 Polycondensation method이다

[12, 25-28]. 축합반응을 통해 합성할 수 있는 구조가 다양하

며, Decomposition 또는 Carbonization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방식의 축합반응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장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응 시 물 분자와 같은 작은 

분자들의 이탈이 수반되면서, 동시다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

아 고분자가 framework를 이루지 못하고 선형 성장할 가능성

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CTF가 이와 같은 방법들로 합성되어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Perylene을 기반으로 한 CTF는 정확히 합성

되어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

된 방법들 중 2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Perylene 기반 Triazine 

Polyimide(PTPI)를 합성한 후, 방법에 따른 물질의 특성을 분

석하고 비교하여 어떤 방법이 Perylene을 기반으로 한 2차원 

CTF 합성을 유도하는 데 적합한 방법인지 선정하고자 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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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Polycondensation의 일종인 

Imidization을 통한 중합 방법과 산 촉매 하에 Trimerization을 

통한 중합 방법이다. Ionothermal method는 심각한 

Carbonization과 Decomposition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외하

였다. 각각의 중합방법으로 만들어진 i-PTPI와 t-PTPI의 합성 

scheme은 다음 Fig. 3과 같다. 

Fig.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i-PTPI는 Triazine구조를 가지

는 building unit인 Triaminophenyltriazine (TAPT)를 먼저 합

성한 후, Perylene-3,4,9,10-tetracarboxylic dianhydride 

(PDA)의 Terminal position에 연속적인 imidization 반응을 통

해 중합하였다. t-PTPI의 경우, nitrile기의 trimerization을 유

도하기 위해서 PDA의 Terminal position에 4-

Aminobenzonitrile(PABN)을 먼저 imidization하여 PDI-

PABN을 합성하였다. 그 후, microwave reactor를 사용하여, 

TFMSA 촉매 하에 nitrile기의 연속적인 trimerization을 통해 

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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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ynthetic scheme of (a) i-PTPI and (b) t-PT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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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erylene 기반 Covalent Triazine Frameworks 

본 연구에서는 Perylene 기반 2차원 CTF 합성에 적합한 합성 

방법을 선정하고자 Perylene과 Triphenyltriazine을 building unit

으로 구성하였다. 

색소 소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Perylene은 5개의 평행한 

Benzene 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판상의 분자로서, 넓은 공액계

(conjugated system)형성이 가능하고, 분자 간의 강한 π-π상호

작용(π-π interaction)으로 결정성이 뛰어난 3차원 구조를 형성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기인한 공명 안정화로 내열성, 내

광성이 뛰어나며, 높은 몰 흡광계수와 형광 양자수율을 가진다는 특

성이 있다. 또한, 분자 축 방향의 terminal position을 통해 연결체

(building unit)와의 강한 공유결합을 할 수 있고, bay position에 다

양한 작용기를 도입하여 CTF 물질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조절

할 수 있다. 

Triphenyltriazine은 Triazine을 중심으로 3개의 Benzene 고리

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로서, 넓은 공액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양의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전자 전달이 용이하며, 촉매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building unit으로 사용되고 있다[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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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와 같은 Perylene과 Triphenyltrizine으로 구성된 CTF를 합

성하게 되면 결정성, 내열성 및 내광성이 뛰어나며, 큰 비표면적과 

다공성을 가지고, 넓은 공액계를 형성할 수 있어 가스 저장소, 커패

시터 등으로의 응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bulding unit의 개질

을 통해 CTF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과 광학적, 전기적 특성

을 향상시킬 수 있어 광 촉매 및 센서 분야로의 응용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우수한 물성의 Perylene 기반 2차원 

CTF의 합성에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모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방법에 따른 PTPI의 특성 비교 연구를 진

행하였다. 내열성, 결정성, 비표면적, 다공성 등의 분석을 통해 더 

안정한 구조를 가지며, 성장이 잘 이루어져 비표면적이 넓은 PTPI

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Perylene 기반 CTF의 합성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다양한 Perylene 기반 CTF 합성 연구를 유도하여 그 

응용성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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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시약 및 장비 

2.1.1 시약 

합성에 이용된 시약은 Sigma-Aldrich (Perylene-3,4,9,10-

tetracarboxylic dianhydride: 순도 ~97%, 4-Aminobenzonitrile: 

순도 ~98%), TCI (Quinoline: 순도> 97%, 

Trifluoromethanesulfonic Acid: 순도 > 98%), Alfa Aesar (Zinc 

acetate: 순도 98%-101%) 에서 구입하였고, 별도의 정제 없이 

실험에 이용하였다. 이외의 용매는 모두 삼전화학에서 구입하여 이

용하였다. 

 

2.1.2 장비 

물질의 내열성과 결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열 중량 분석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은 TA instrument사의 SDT 

Q600을 사용하였다. Powder X-ray diffractograms은 Rigaku 

SmartLab instrument를 사용하였으며 Cu-Kα(λ=0.154 nm)선

을 반사시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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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한 물질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1H과 13C NMR은 Bruker

사의 Avance III 500MHz NMR을 사용하였고, 용매는 Dimethyl 

sulfoxide-d6를 사용하였다. Solid-state 13C NMR (Cross-

Polarization Magic-Angle Spinning (CP/MAS))의 경우, Bruker 

Avance III HD 500MHz spectrometer를 사용하였고, 8 kHz에서 

13C을 측정하였다. 또한, FT-IR spectra는 ATR cell이 장착되어 있

는 Bruker TENSOR27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합성

한 물질의 질량은 Gas Chromatography (GC)-Mass 

Spectroscopy (MS)와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MALDI-TOF)를 통해 측정하였고, 

각각 Agilent사의 7890A Gas chromatograph와 Applied 

Biosystems사의 MALDI TOF Voyager DE-STR instrument를 사

용하였다. 

물질의 표면 관찰을 위해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는 JEOL사의 JSM-7800F Prime 

instrument를 사용하였고, HR-TEM(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은 JEOL사의 JEM-3010을 

사용하였다. 

물질의 다공성 분석은 Micromeritics ASAP 2020 instrume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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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Brunauer-Emmett-Teller (BET) 방법으로 질소(N2)가

스의 흡착-탈착량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물질의 원소분석(Element analysis, EA)은 ThermoFisher 

Scientific사의 Flash2000을 사용하였고, X-ray photoelectron 

spectra(XPS)는 ThermoFisher Scientific사의 Sigma Probe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2.2  물질의 합성 및 구조분석 

두 가지의 PTPI 합성 방법은 Perylene에 연속적인 Imidization

을 하기 위한 Triazine building unit 합성과 nitrile기의 

Trimerization을 유도할 수 있게끔 Perylene의 말단을 치환한 전

구체 합성으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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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3,5-tris-(4-aminophenyl)triazine (TAPT)의 

합성 

Fig. 4. Synthetic scheme of TAPT 

4-Aminobenzonitrile(2.363 g, 20 mmol)을 2-neck round 

bottom flask에 담아 온도를 0 ℃까지 떨어트린다. 그 후 15 ml의 

trifluoromethanesulfonic acid를 dropwise로 20분간 떨어트려준다. 

24시간 동안 불활성 기체 하에서 상온에서 교반 시킨 후 200 ml의 

증류수에 부어 2M NaOH로 pH를 7로 맞춰준다. pH가 7에 가까워

질수록 주황색의 침전물은 투명하고 밝은 노랑색의 침전물로 바뀌

게 된다. 침전물은 진공 필터를 이용하여 걸러낸다. 증류수로 수 차

례 세척해준 후, 진공상태의 80 ℃의 오븐에서 12시간 건조시킨다 

(1.276 g, 수득률: 54.0 %). 

1H NMR (500 MHz, DMSO-d6): δ (ppm) 8.35 (m, 6H, Ar-H), 

6.68 (m, 6H, Ar-H), 3.34 (s, 6H, NH2). 13C NMR (500 MHz, 

DMSO-d6): δ (ppm) 169.55 (triazine-C), 152.97 (ar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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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30.13 (aromatic-C), 122.90 (aromatic-C), 113.09 

(aromatic-C). MS (GC-MS), m/z calcd. C21H18N6 354.16, found 

355. 

 

 

Fig 5. 1H NMR spectra of T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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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13C NMR spectra of T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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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DI-PABN의 합성 

 

Fig. 7. Synthetic scheme of PDI-PABN 

Perylene-3,4,9,10-tetracarboxylic dianhydride (0.785 g, 2 

mmol)과 4-Aminobenzonitrile (2.363 g, 20 mmol)을 quinoline 

40 ml에 완전히 용해시킨다. 그 후 Zinc acetate dehydrate (0.439 

g, 2 mmol)을 첨가하여 용액을 210 ℃에서 14시간 동안 불활성 

기체 하에서 교반 시켜준다. 상온으로 식힌 후 메탄올(200 

ml)/10 % 염산(100 ml) 수용액에 부어 교반 시켜준다. 진공 필터

를 사용해 침전물을 걸러내고 진공 하의 80 ℃ 오븐에서 건조시킨

다. 건조된 물질은 다시 200 ml의 Na2CO3 수용액 (10 %)에 넣어 

2시간 동안 교반 시켜준다. 진공 필터를 사용해 침전물을 걸러내고 

다시 진공 하의 80 ℃ 오븐에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물질은 THF 

용매 하에서 reflux를 4시간 동안 하고 다시 침전물을 진공 필터를 

통해 걸러내어 진공 하의 80 ℃ 오븐에서 건조시킨다 (1.079 g, 수

득률: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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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KBr, cm-1): 3055 (Ar-H), 2229 (C≡N), 1733 (C=O). 

Element Analysis: Calcd for C38H16N4O4: C, 77.02; H, 2.72; N, 

9.46; O, 10.80 %. Found: C, 75.89; H, 2.96; N, 9.15; O, 11.99. 

MALDI-TOF MS: m/z 594.03 (100%, [M + H]). 

 

2.2.3 Imidization을 통하여 Triazine network를 구축한 

i-PTPI 합성 

Perylene-3,4,9,10-tetracarboxylic dianhydride (0.392 g, 1 

mmol)와 TAPT (3.544 g, 10 mmol)를 quinoline 40 ml에 완전히 

용해시킨다. 그 후 Zinc acetate dehydrate (0.219 g, 1 mmol)을 첨

가하여 용액을 210 ℃에서 14시간 동안 불활성 기체 하에서 교반 

시켜준다. 이후의 과정은 2.2.2와 동일하다 (0.69 g, 수득률: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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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산 촉매 하 Trimerization을 통하여 Triazine 

network를 구축한 t-PTPI 합성 

불활성 기체 하에서 PDA-PABN (0.593g, 1 mmol)을 1-neck 

round bottom flask에 넣어준다. 온도를 0 ℃까지 낮춘 후 10 ml의 

trifluoromethanesulfonic acid를 10분간 dropwise로 천천히 떨어

트린다. 용액은 microwave-treatment에 앞서 0 ℃에서 30분간 

교반 시켜준다. 그 후 CEM Discover SP microwave 기기 내에서 

200W, 110 ℃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용액은 어두운 빨간색

으로 변하면서 침전물이 생긴다. 상온으로 식힌 후 200 ml의 증류

수에 용액을 부어주고 2M NaOH 첨가하면서 pH를 7로 맞춰준다. 

침전물은 진공 필터를 사용하여 걸러내어 증류수와 THF로 수차례 

씻어주고 진공 하의 80 ℃ 오븐에서 건조시킨다 (0.559 g, 수득률: 

94.3 %). 

 

2.3   내열성 측정 

모든 물질의 내열성은 TG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시료는 알

루미나 팬에 10~15 mg을 올려 분당 15 K의 속도로 승온시켰으

며, 700 ℃에 도달하면 기록을 중지하였다. 또한, 내열성 측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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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산소들로 인한 물질들의 산화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100 mL/m 속도로 purging하면서 측정하였다. 

 

2.4  물질의 표면 관찰 

두 PTPI의 표면 관찰은 FE-SEM과 HR-TEM을 이용하였다. 

FE-SEM을 측정하기 전에, 도전성 접착제인 carbon paste를 사

용하여 시료를 원통형 알루미늄 holder에 고정시키고, Pt sputter 

coating 후 측정하였다. 작동 거리(Working distance)는 

10.0~10.5 mm, 가속 전압은 5 kV로 설정하였으며, 배율은 20,000

배, 50,000배로 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관찰된 FE-SEM image는 

Oxford instrument사의 Aztec EDS Analysis program을 이용하여, 

원소 mapping을 통해 SEM-EDS분석을 수행하였다. 

HR-TEM의 경우, 측정 전에 시료가 엉기지 않도록 에탄올 분산

매를 사용하여 sonication을 통해 분산시킨 후, Ted Pella사의 200 

mesh copper grid에 소량(100 μL 이내)을 떨어트리고, 에탄올을 

증발시켜 전처리하였다. 가속 전압은 300 kV로 설정하였으며, 10 

nm~50 nm scale에서 배율을 80,000~200,000배로 하여 관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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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공성 측정 

두 PTPI의 다공성은 BET 비표면적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측정에 앞서, 두 PTPI 시료를 150 ℃에서 12시간 동안 동

적 압력 10-5 torr에 두어 감압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는 원활한 질소 흡착 실험을 하기 위해 시료의 표면 및 pore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 후에 Fig. 6에서 보듯이, 

액체 질소 온도인 77 K에서 상대 압력(P/P0)을 0에서 1로 변화시

킴에 따라 다공성 시료의 표면 및 pore 내에서 물리적으로 흡착

(van der Waal’s Adsorption)되는 질소 가스의 양을 측정하여, 비표

면적 및 pore 크기 분포를 측정하였다. 

BET 비표면적은 상대 압력인 P/P0가 0.05~0.3인 저압 구간에

서 질소 가스가 시료의 표면 및 pore 내의 단분자층(Monolayer)에 

흡착됐을 때의 흡착량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BET equation으로 

시료의 단위 무게당 표면적을 계산하여 측정할 수 있다. 

S =
𝑋𝑋𝑚𝑚
𝑀𝑀

× 𝑁𝑁 × 𝐴𝐴𝑚𝑚 × 10−20 

S : 비표면적(m2/g), Xm : 단분자층 용량, M : 무게, 

N : 아보가드로 수, Am : 피흡착분자가 차지하는 평균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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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e 크기 분포(Pore size distribution, PSD)는 측정된 질소 가

스의 흡착량을 토대로 2D-nonlocal Density Functional 

Theory(NLDFT)를 통해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된 시료의 질

소 흡착량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Generalized Adsorption 

Isotherm(GAI) equation을 통해 최적화된 PSD 모델을 산출할 수 

있다.  

N(P/𝑃𝑃0) = � 𝑁𝑁(𝑃𝑃/𝑃𝑃0,𝑊𝑊)𝑓𝑓(𝑊𝑊)𝑑𝑑𝑊𝑊
𝑊𝑊𝑀𝑀𝑀𝑀𝑀𝑀

𝑊𝑊𝑀𝑀𝑀𝑀𝑀𝑀

 

N(P/P0) : 측정된 질소 흡착량, f(W) : pore 크기 분포 (PSD) 

N(P/P0,W) : W 크기의 pore에 흡착된 질소량, W = pore 크기 

계산 프로그램은 The Solution of the Adsorption Integral 

Equation Using Splines (SAIEUS) NLDFT analysis program을 사

용하였다. 

 

 

 

 

 



- 22 - 

 

 

 

 Fig. 8. Process of N2 physical adsorption to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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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논의 

3.1  PTPIs의 구조 분석 

서로 다른 합성 방법으로 중합된 i-PTPI와 t-PTPI의 구조 분

석을 하기 위해, FT-IR과 Solid-state 13C CP-MAS NMR을 측정

하였다. 두 물질의 용해도가 좋지 않아 고체 상태에서 13C NMR을 

측정하였다. 

PTPIs와 각 물질의 전구체의 FT-IR spectra를 Fig. 7-9에 나

타내었다. i-PTPI는 Fig. 7에서 보듯이, 전구체인 PDA가 TAPT와

의 imidization을 통해 중합이 이루어지면서, 1750, 1730 cm-1 영역

의 anhydride group peaks가 소멸되고, 1703, 1657 cm-1 영역에서 

imide group peaks와 1507, 1352 cm-1에서 triazine group peaks

이 생성되었다. 3300 cm-1에서 amine 작용기 peaks이 굉장히 낮은 

intensity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반응이 일어나지 못한 amine 작

용기가 소량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중합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Fig. 8에서는 t-PTPI와 그 전구체들의 FT-IR spectra를 나

타내었다. 전구체 PDI-PABN을 합성하면서 PDA의 anhydride 

group peaks가 소멸되고, imide group peaks과 2228 cm-1에서 

nitrile 작용기 peak이 생성되었다. PDI-PABN이 t-PTP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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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erization을 통해 중합이 이루어지면서, nitrile 작용기 peak이 

소멸되고, 1507, 1352 cm-1에서 triazine group peak이 생성되었다. 

이를 통해, t-PTPI도 중합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ig. 9에서 두 PTPIs를 비교하였을 때, i-PTPI가 t-PTPI보다 

triazine 작용기 peaks이 강한 것으로 보아, i-PTPI의 triazine 농

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합을 통한 triazine group의 형성 유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Fig. 10-12에서 PTPIs와 그 전구체들의 Solid-state 13C 

CP-MAS NMR을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보듯이, PDA가 i-PTPI

로 중합이 되면서, 162.61 ppm에서 imide group의 Ca peak과 

167.11 ppm에서 triazine group의 Cb peak이 생성되었다. 또한, 

FT-IR 결과와 마찬가지로, 반응이 일어나지 못한 소량의 amine 

작용기로 인해 112.72 ppm과 149.66 ppm에서 각각 Ce, Cf peaks

이 관찰되었다. Fig. 11에서는 PDI-PABN이 t-PTPI로 중합이 되

면서, 113.22 ppm에서의 nitrile 작용기의 Cg peak이 소멸되고, 

167.11 ppm에서 triazine group의 Ca peak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두 PTPIs 모두 중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지만, i-

PTPI의 경우, 반응하지 못한 amine 작용기가 남아있었다. 이는 그 

전구체인 PDA가 반응 시 solvent로 사용되었던 quinoline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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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가 좋지않아, 불완전한 imidization 반응이 일어나 oligomer

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Fig. 9. FT-IR spectra of i-PTPI and precur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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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T-IR spectra of t-PTPI and precursors 

Fig. 11. FT-IR spectra of i-PTPI and t-PT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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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13C CP-MAS NMR spectra of i-PTPI and precursor 

Fig. 13. 13C CP-MAS NMR spectra of t-PTPI and precur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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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13C CP-MAS NMR spectra of i-PTPI and t-PTPI 

 

 

 

 

 



- 29 - 

3.2 PTPIs의 화학 결합 및 원소 분석 

앞에서 관찰하였던 두 PTPIs의 구조분석을 바탕으로, 화학 결합

을 분석하기 위해 XPS를 측정하였다. Fig. 13-15와 Fig. 16-18에

서 각각 i-PTPI, t-PTPI의 C1s, N1s 그리고 O1s의 XPS spectra

를 나타내었다. 

Fig. 13에서 보듯이, i-PTPI의 C1s는 aromatic rings(284.78 

eV), C=N(285.87 eV), N-C=O(288.29 eV) 결합을 하고있다. 여

기서 N1s와의 결합은 Fig. 14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imidization 

중합이 이루어지면서 생성된 imide결합(399.80 eV)과 triazine결합

(398.34 eV)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구체 PDA의 

작용기인 anhydride가 imide로 치환되어 O1s는 C=O 결합

(531.73 eV)만 존재하는 것을 Fig.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6-18에서 t-PTPI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결합이 i-PTPI와 같

지만, triazine의 비율이 i-PTPI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Fig.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의 FT-IR 결과와 XPS 측정 결과를 

보았을 때, 두 PTPIs 모두 중합은 이루어졌지만, t-PTPI의 

triazine 비율이 i-PTPI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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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S 분석뿐만 아니라, EA, SEM-EDS를 추가적으로 측정하여 

두 PTPIs의 원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원소 분석 방법에 따른 두 

PTPIs의 탄소, 산소, 질소, 수소의 조성비, framework를 형성했을 

때의 이론상 원소 조성비 그리고 한번의 trimerization으로 생성된 

t-trimer의 원소 조성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i-PTPI의 경우, 

SEM-EDS 측정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 결과에서, 산소와 질

소의 비율이 이론적인 값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t-

PTPI는 모든 분석 결과에서 산소 비율이 질소 비율보다 2배 가까

이 크게 나타나면서, i-PTPI와는 완전히 다른 원소 조성비를 나타

내었다. Microwave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가열 속도로 고온

에 이르게 되는데, 이 때 nitrile 작용기가 파괴되어 더 이상 성장하

지 못하게 된다[16, 21, 29-31]. 이와 같은 반응으로 인해, t-

trimer와 같이 낮은 중합도의 oligomer들이 많이 생성되어 질소 비

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합성 방법에서 기

인한 중합 정도의 차이로 인해 두 PTPIs는 전혀 다른 물질이 되었

으며, i-PTPI는 이상적인 framework의 원소 조성비에 가까운 물

질로 성장하였지만, t-PTPI는 oligomer들이 많이 생성되어 이론 

값에서 많이 벗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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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1s XPS spectra of i-PTPI 

Fig. 16. N1s XPS spectra of i-PT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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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O1s XPS spectra of i-PTPI 

Fig. 18. C1s XPS spectra of t-PT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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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N1s XPS spectra of t-PTPI 

Fig. 20. O1s XPS spectra of t-PT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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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A, XPS and SEM-EDS results of PT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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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TPIs 의 내열성 분석 

두 PTPIs의 내열성을 분석하기 위해 TGA를 측정하였고 그 결

과를 Fig. 19-21에 나타내었다. 

Fig. 19에서 i-PTPI와 PDA의 TGA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i-

PTPI가 600 ℃ 이상에서 60 % 이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고

분자로 성장하면서 분자량이 커져 내열성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150 ℃와 250 ℃에서 5 %의 1차 질량 감소가 나타나고, 그 이후

로 600 ℃에 도달할 때까지 미세하게 2차 질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1차 질량 감소는 imidization 중합에서 사용된 solvent인 

quinoline이 끓는점 이상으로 가열되자 기화된 양상이며, 2차 질량 

감소는 크게 성장하지 못한, 소량의 oligomer들의 decomposition

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600 ℃ 이후의 주된 질

량 감소는 고분자 network가 붕괴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0에서는 t-PTPI와 그 전구체들의 TGA 결과를 나타내었

는데, 전구체인 PDI-PABN은 반응 시 촉매로 사용되었던 Zn 

acetate로 인해 350 ℃에서 10 %의 질량 감소가 발생하였다. t-

PTPI도 i-PTPI와 마찬가지로, 고분자로 성장하면서 내열성이 향상

되었지만, 고분자 network의 붕괴가 일어나는 600 ℃전에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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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에서 각각 10 %, 20 %의 큰 폭으로 질량 감소가 발생하였다. 

이는 낮은 중합도의 동일한 oligomer의 양이 많아 질량 감소가 크

게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Fig. 21에서 두 PTPIs를 비교하였을 때, 두 물질 모

두 고분자로 성장하여 내열성이 향상되었지만, 중합도가 낮은 

oligomer들도 생성되어 온도에 따라 질량이 감소하였다. 

 

Fig. 21. TGA thermograms of i-PTPI and precursor in N2 

 

 



- 37 - 

Fig. 22. TGA thermograms of t-PTPI and precursors in N2 

Fig. 23. TGA thermograms of i-PTPI and t-PTPI in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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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TPIs의 결정성 분석 및 표면 관찰 

두 PTPIs의 결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PXRD를 측정하였고, 그 

결정성이 microstructure scale의 시료 표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HR-TEM을 이용하였다. 또한, 

microstructure에서의 결정성을 바탕으로, macrostructure scale

에서는 두 PTPIs가 어떤 morphology를 나타내는 지 관찰하기 위

해 FE-SEM을 이용하였다. 

Fig. 22 (a)에서 두 PTPIs의 PXRD 패턴을 나타내었다. 두 물

질 모두 broad한 패턴을 나타내었고, 이는 고분자로 성장하여 전

반적으로 비정질 구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i-PTPI가 t-

PTPI보다 sharp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i-PTPI는 3차원 

상에서 규칙적인 구조의 결정질을 포함하고 있는 고분자가 되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추측을 토대로, Simulation을 통해 이상적인 

Framework 구조의 PXRD 패턴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Simulation 프로그램은 Materials Studio 2017 software를 사용하

였고, Fig. 22 (b), (c)에 각각 AA stacking, AB stacking 구조를 

나타내었다. AA stacking 구조는 z축을 중심으로 연속된 구조들이 

eclipsed 되어있는 형태이며, Hexagonal P6/mmm(no. 191) space 

group에 최적화되었다. AB stacking 구조는 z축을 중심으로 



- 39 - 

staggered 되어있는 형태로, Hexagonal P63(no. 173) space 

group에 최적화되었다. 비교하였을 때, 두 물질 모두 AA stacking 

구조 (100)면이 반사되는 9.0o 에서의 peak을 가지고 있었으며, 

AB stacking 구조에서의 peak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i-PTPI

는 9.0o 에서 sharp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t-PTPI는 굉장히 

broad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두 물질 모두 부분적으로 

hexagonal framework를 형성하였지만, i-PTPI가 t-PTPI보다 높

은 주기성의 framework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계산을 통해 geometry 

optimization된 분자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론상의 

framework와 한번의 trimerization으로 생성된 oligomer인 t-

trimer의 분자 구조 이미지를 Fig. 23, Fig. 24에 나타내었다. 분자 

구조들은 semi-empirical PM3 geometry optimization을 수행하

여 최적화되었다. Fig. 23에서 기저 상태 (Ground state) 의 

framework 형상을 보면, perylene building unit과 triazine 

building unit의 사이에서 비틀림이 발생하여 평면구조를 이루지 못

한다. 따라서 두 PTPIs에 frameworks가 존재하지만, framework

의 구조적 비틀림으로 인해 entanglement가 발생하여, PXRD 결과

에서 broad한 패턴을 나타내게 된다. 하지만 t-PTPI는 i-PTPI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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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훨씬 심한 비정질 구조를 나타낸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nitrile

기의 파괴로 인해, Fig. 24에 나타나있는 t-trimer와 같이 비틀림

이 심하고, 중합도가 낮은 oligomer들이 생성되어 entanglement

를 심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21]. 

결정성 차이는 HR-TEM으로 촬영한 물질의 표면에서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그 이미지를 Fig. 25, Fig. 26에 나타내었다. Fig. 

25 (a)에서 보듯이, i-PTPI는 평행한 layer들이 규칙적으로 쌓여, 

2D sheet를 굉장히 넓게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t-PTPI의 경우, 

Fig. 26 (a)가 Fig. 25 (a)와 같은 scale, 배율로 확대하여 분석한 

이미지임을 감안할 때, 결정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짧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고분자들의 entanglement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PTPI는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광범위하게 성장하여 

결정성이 뛰어났지만, t-PTPI는 고분자로 성장하면서 사슬의 

entanglement가 심해져 비정질 구조가 되었으며, 넓게 성장하지 

못했다. 

두 PTPI의 표면을 FE-SEM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Fig. 27, Fig. 

28에 나타내었다. 두 물질 모두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불규칙적으로 

aggregation되어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차이점이 있다면, i-PTPI는 

전반적으로 길고, 예리한 형태의 입자들이 촘촘하게 쌓여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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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지만, t-PTPI는 짧고, 둥근 형태의 입자들이 뭉쳐 있는 

구조를 나타내었다. 

Fig. 24. Crystallinity of PTPIs :  

(a) PXRD pattern of experimental, simulated AA stacking and 

simulated AB stacking of PTPIs (b) Simulated unit cell 

structures of PTPI in eclipsed mode and (c) staggered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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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Optimized structures of Perylene based 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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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Optimized structures of t-trimer 

 

 

 

Fig. 27. TEM images of i-PTPI : 

(a) At low-magnification(× 80K) 

(b) At high-magnification(× 1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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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TEM images of t-PTPI : 

(a) At low-magnification(× 80K) 

(b) At high-magnification(× 150K) 

 

 

Fig. 29. SEM images of i-PTPI : 

(a) At low-magnification(× 20K) 

(b) At high-magnification(× 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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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SEM image of t-PTPI : 

(a) At low-magnification(× 20K) 

(b) At high-magnification(× 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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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TPIs의 다공성 분석 

두 PTPIs 의 다공성을 분석하기 위해 액체 질소 온도(77K)에서 

시료 표면의 질소 가스 흡착, 탈착량을 측정하여, 두 물질의 등온흡

착곡선을 Fig. 29 에 나타내었다. 

두 PTPIs 모두 Type II 의 질소흡착곡선을 나타내는데, 이는 물

질이 micro-porous 구조와 meso-porous 구조 모두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Fig. 6 에서 보듯이, Type II 질소흡착곡선의 흡착 과정

은 다음과 같다. 상대 압력이 저압(P/P0 < 0.01)구간일 때, 질소가 

입자의 micropore 에 흡착되면서 monolayer 를 형성한다. 그 후 상

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monolayer 위에 소량의 질소가 쌓이면서 

multilayer 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고압(P/P0 ≒ 1.0)구간에 가

까워지면서, 질소가 mesopore 에 압축되어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게 

된다. 이 때 mesopore 는 입자의 porous 한 구조에 질소가 흡착되

는 것이 아니라, aggregation 된 입자 사이의 비어 있는 공간이 

mesopore 역할을 하게 되어, 그 공간에 질소가 고압으로 인해 압

축되어 흡착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Fig. 29 를 분석하면, 두 PTPIs 는 공

통적으로 저압 구간인 micropore 영역에서의 질소 흡착량이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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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구간인 mesopore 영역에서 많은 양의 질소가 흡착되는 것으

로 보아, meso-porous 구조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물

질 모두 고분자로 성장하면서, aggregation 된 입자가 많이 생성되었

다. 하지만 micropore 영역에서는 i-PTPI 가 t-PTPI 보다 많은 양

의 질소를 흡착하는 것으로 보아, t-PTPI 보다 입자 자체의 

micropore 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micropore 영역에 흡착한 질소 가스의 양을 토대로, 

BET equation 을 사용하여 물질의 BET 비표면적을 계산하였고, 

Table. 2 에서 두 PTPIs 의 BET 비표면적과 pore 의 부피를 나타내

었다. 

두 PTPIs 의 BET 비표면적을 비교하였을 때, i-PTPI 는 

34.0326 m2/g, t-PTPI 는 5.8668 m2/g 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i-

PTPI 가 t-PTPI 보다 6 배 더 넓은 다공성 구조로 성장하였다. 또

한, micropore 의 부피를 나타내는 저압 구간(P/P0 < 0.1)에서의 부

피 V0.1 와 전체 pore 부피인 Vtot 에서도 6 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

었다. 전체 pore 부피 대비 micropore 의 부피는 물질의 

microporosity 를 의미하는데[15], i-PTPI, t-PTPI 모두 각각 9 %, 

8 %의 낮은 microporosity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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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microporosity 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질소흡착곡

선 결과를 토대로 2D-NLDFT(Non Local Density Functional 

Theory)를 사용하여 pore 크기 분포(Pore Size Distribution, PSD)

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Fig. 30 에 나타내었다. i-PTPI 는 0.36 

nm에서 2.0 nm영역의 넓은 구간에서 micropore 부피가 크게 나타

나지만, t-PTPI 는 0.36 nm 부터 0.53 nm 의 좁은 구간에서 

micropore 부피가 굉장히 작게 나타났다. 측정된 pore 분포에 이

론적인 값인 4.3 nm 크기의 pore 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두 물질 

모두 전체적으로 높은 주기성을 갖는 framework 를 형성하지 못하

고, Fig 31 과 같이, 서로 aggregation 된 입자들이 겹쳐짐으로써 

pore size 가 작아졌기 때문이다[32]. 특히, 비정질 구조의 t-PTPI

는 입자들의 엉김 현상이 i-PTPI 보다 심하여 더 낮은 

microporosity 를 나타냈다[21]. 

따라서 두 PTPIs 모두 입자 간 aggregation 으로 인해 meso-

porous 구조가 지배적이었지만, i-PTPI 가 t-PTPI 보다 micro-

porous 구조로 더 크게 성장하였고, 다공성이 우수한 고분자가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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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of PTPIs 

 

 

 

Table 2. Porosity data for PTPIs from N2 sorption isotherms 

a)V0.1, pore volume at P/P0 = 0.1 at 77 K; 

b)Vtot, total pore volume calculated at P/P0 = 0.97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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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NLDFT pore size distribution(PSD) curve of PTPIs 

Fig. 33. Illustration of amorphous frameworks of PT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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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Perylene 기반 2차원 CTF 에 적합한 합성 방법

을 선정하고자, 보편적인 CTF 합성 방법 중 Perylene 의 특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Perylene 기반 Triazine 

Polyimides(PTPIs)를 합성하였다. Polycondensation 의 일종인 

Imidization 반응을 통해 i-PTPI 를 합성하였고, 산 촉매 하 

trimerizaion 반응을 통해 t-PTPI 를 합성하였다. 물성과 성장 측면

에서 우수한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는 중합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

한 기기 분석을 통해 두 PTPIs 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여러 분석에서 두 PTPIs 모두 고분자로 성장하였다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하지만 t-PTPI 의 경우, 반응 특성 상 매우 빠른 가

열 속도로 고온에 이르면서 전구체의 nitrile 작용기가 파괴되어, 연

속적인 trimerization 반응이 일어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낮은 중합

도의 oligomer들이 생성되어, 이상적인 Framework 와는 많이 벗어

나는 원소 조성비를 나타냈고, 내열성 분석에서도 i-PTPI 보다 

oligomer 로 인한 질량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결정성 분석에서는 i-PTPI 와 t-PTPI 가 고분자로 성장하면서 

Perylene 의 비틀림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비정질 구조를 나타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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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i-PTPI 가 t-PTPI 보다 높은 주기성의 framework 를 형성하여 

결정성이 뛰어났다. 또한, 물질의 표면 관찰을 통해, i-PTPI 가 고분

자 사슬의 entanglement 를 최소화한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광

범위하게 성장하여 결정성이 더 뛰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두 PTPIs 의 다공성을 분석했을 때, 두 물질 모두 micropore 와

mesopore 를 가지고 있지만, aggregation 된 입자가 많아 전반적으

로 meso-porous 구조를 나타냈다. 하지만, i-PTPI 가 t-PTPI 보다 

microporosity 가 뛰어난 고분자로 성장하여 비표면적이 넓고, 우수

한 다공성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Imidization 반응을 통한 중합 방법이 산 촉매 하 

Trimerization 을 통한 중합 방법보다 물성과 성장 측면에서 우수한 

Perylene 기반 Triazine polyimide 를 합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Perylene 의 낮은 용해도로 인해 반응성이 좋지 않았고, Perylene 

모체의 비틀림 현상과 생성된 oligomer 들이 결정성을 방해하여 높

은 주기성의 framework 형성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Perylene 을 평면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Triazine building unit 을 

도입하거나, Perylene 의 용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Imidization 합

성 방법을 적용한다면, 높은 수득률로 다양한 Perylene 기반 CTF

를 합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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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valent Organic Framework (COF) is an emerging 

class of porous materials constructed by covalently linked 

building blocks including reactive organic functional groups. 

COFs are characterized by their ordered structures, high 

stability, large surface areas, and structural diversity. Covalent 

Triazine Framework (CTF) is a subclass of COFs, which 

consists of triazine building units. CTFs have attracted broad 

interests because of the large conjugated system with high 

nitrogen contents, good thermal and chemical stability. 

 Perylene derivative is one of the superior building units 

for practical applications of CTFs. However, the rational study 

about the synthesis of Perylene based CTF has been scarcely 

conducted so far. Thus, in this work, we explore which 

synthetic strategy is appropriate for constructing the high-

performance Perylene based CTF by comparing two synthetic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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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rylene based Triazine Polyimides (i-PTPI, t-

PTPI) were synthesized by general methods to construct CTFs. 

The i-PTPI was synthesized by the imidization reaction which 

is one of the polycondensation reactions. The t-PTPI was 

synthesized by the acid catalyzed trimerization reaction. 

Because of these different synthesis routes, the resultant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perties such as chemical 

composition, thermal stability, crystallinity and porosity even 

they consist of same building units. 

 As constructing a triazine network, both i-PTPI and t-

PTPI showed high thermal stability. In crystallinity, however, 

the i-PTPI exhibited relatively higher crystallinity than t-PTPI 

due to a crystalline network with the extended 2D layer 

structure. The structural disadvantages of t-PTPI restricted 

highly crosslinked networks and caused a low degree of 

crystalline order because of entanglements of polymer chains. 

Also, at low pressure, the i-PTPI showed higher N2 adsorption 

capacity with large BET surface area than t-PTPI due to the 

presence of abundant microp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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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imidization method 

is more suitable to construct highly crystalline, porous and 

stable Perylene based CTF than the acid catalyzed trimerization 

metho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sed more widely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Perylene based CTFs and open a new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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