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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을 이용한 spin-on 법 유 재료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

    - 반도체 층간재료 유  물질 제조

    - Spin-on법에 의한 막 제조 조건 확립

    - 유 율, 투자율 등에 의한 물성 평가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반도체 배선물질로 기  항이 낮은 물질  낮은 유 율을 갖는 층간 

연물질의 개발이 요구

    - 비메모리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Ⅲ. 연구개발의 내용  결과 

  1. 유 막의 제조  특성

    - 다공성 무기-고분자 복합체 막의 제조  특성

    - Polyamic acid(PAA)와 활성탄(coconut based activated carbon)을 이용하여 

e-beam경화를 통해 다공성 무기-고분자 복합체 막의 제조  특성

  2. 기타 연구 결과

    - 도성이 향상된 탄소나노섬유의 제조  특성

    - 탄소도핑된 TiO2의 제조  특성

    - CNT-TiO2 복합재의 제조  특성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낮은 유 율을 갖는 층간 연물질의 개발로 비메모리 소자의 고집 화·고속화

를 한 신호지연(RC delay) 최소화 가능

  2. Spin coating법을 이용하여 량생산이 용이

  3. 불소화 방법을 이용하여 유기  무기물을 매체에 코 함으로써 다기능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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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ement of  low-k  materials by spin-on using 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Objective of research

    - Preparation of low-k material as a inter-layered material in semiconductor

    - Investigation of Spin-on conditions for preparation of film

    - Characterization by permittivity and permeability

  

  2. Importance of research project

    - Highly increasing demands for low-k  material with low electrical 

conductivity as a a inter-layered material in semiconductor

    - High independence by importing low-k  material especially in 

semiconductor industry 

Ⅲ. Contents and Result of Project

  1.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low-k material film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rous inorganic-polymer complex film

    - Porous activated carbon and polyamic acid complex film prepared by 

e-beam curing process

  2. Other research results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electrical property improved carbon 

nanofibers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arbon coated titania

    -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NT-TiO2 complex

Ⅳ. Proposal for Applications

  1. Effective minimization of RC delay for high density and speed by low-k  

material as a inter-layered material in semiconductor

  2. Easy application in industrial fields by Spin coating method

  3. Multi-functional application of inorganic and organic materials by surface 

coaring using fluorin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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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른 일반 인 화학반응과 비교하여 유해한 매 등이 

필요 없어 깨끗한 수단임과 동시에, 고체 상태나 온에서도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한 단시간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 지 소비도 은 장 이 있어 방사

선 경화기술로 활용가능.

 2. 탄소 나노 튜 는 다양한 물성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복합재료의 보강재로 사용되

는 데는  기지내에 균일한 분산이 어렵고 같은 성질, 같은 직경, 같은 길이를 갖는 

탄소나노튜 로 분리하기 어려움이 있어 탄소 나노 튜 의 표면을 다양한 물리화학

 처리를 통하여 개질하여 분산력을 증 시키고 복합재의 계면 결합력을 증 시키

는 연구가 한 필요.

 3.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얻어진 기계 /화학  특성이 향상된 복합재의 제조가 가능.

 4. 충진제로 사용된 탄소나노튜 의 화학  특성을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하여 기

 는 학  분야에 용하여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 창출 기 .

 5. 충진제  보강재로 사용되는 탄소나노튜 의 표면을 다양한 화학  처리  자

빔,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모재인 에폭시 수지와의 결합력을 극 화시켜서 차폐재로

의 용.

제 2  최종목표

 1. 카본계 (탄소나논튜 , 카본블랙, 흑연 등)  속계 도성 충 재를 폴리카본

실란, 폴리비닐실란 등의 구체에 분산기술 확립

  가. 구체를 유기용매에 분산

  나. 구체용액의 도, 분산성, 첨가비 결정

  다. 카본계(카본블랙, CNT, 흑연 등)  속계(Cu, Mn 등) 재료의 분산 방법 연

구  충 재에 의한 도성 변화측정

 2. 용융방사  기방사법으로 기 도성이 증진된 내열성 자  차단용 탄화

규소섬유 개발기술 확립  그 특성 연구

  가. 열처리  자빔 조사에 따른 반응성 고려  최  소성조건 연구

  나. 기방사/용융방사시 여러 조건에 따른 형상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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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나노재료를 강화재로 이용한 방사선 경화 고분자 복합재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

  2. 에폭시 수지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경화하고 그 경화 조건이 물리  성질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됨.

  3. 열  경화법에 의한 탄소나노튜 /에폭시 복합재 제조  물성조사에 한 연

구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최근 수행됨. 

  4. 국에서 Shen 등은 탄소나노튜 /에폭시 복합재에 한 연구를 수행함.

  5. 미국에서는 Zhou 등은 에폭시와 탄소나노튜 의 착성을 증 시키기 하여 

탄소나노튜 의 표면에 아미노기를 도입하는 연구를 수행함.

  6. Alessi 등은 감마선 조사를 통하여 에폭시 수지의 경화에 한 연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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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유 막의 제조  특성

  1. 다공성 무기-고분자 복합체 막의 제조  특성

무기-고분자 복합체의 구체는 스핀코 법을 이용하여 제조하 다(그림 37).

그림 37. 스핀코터 (동아무역, ACE-200).

스핀코 법은 쉽고 간단하게 균일한 박막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산화가 가

능하고, 복합체필름을 제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스핀코 에 의해 각각 제조된 구체를 가장 경제 이면서 효과 인 반응온도 (350 

℃)에서 1시간 동안 소성하 고 이에 한 메카니즘은 그림 38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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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의 제조공정.

제조된 박막의 정성분석을 해 FT-IR 분석을 행하 다(그림 39).

그림 39. 제조된 Polyimide (PI)의 FT-IR.

이미드화 반응을 거쳐 PAA에서 PI으로 합성하 다.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을 제조하기 하여 PAA와 활성탄의 비율에 따

른 실험을 진행하 고 이에 한 비율은 표 20에 나타냈다.

표 20.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 활성탄 첨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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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이름 활성탄 첨가비율 (wt%)

PI 0

1AC 1

3AC 3

5AC 5

KLA Tencar, Alpha-step, surface profiler를 이용하여 제조된 박막의 두께  균일

도를 측정하 다(표 21).

표 21.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의 두께.

샘  이름 박막 두께 (μm)

PI 7±0.1

1AC 9.2±0.3

3AC 10.0±0.3

5AC 10.3±0.5

일정하고 비교  균일한 박막을 얻을 수 있었으며, AC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같

은 속도로 코 시 도의 향으로 조 씩 박막의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

으며, 박막 표면의 균일성은 활성탄의 입자크기에 의해 약간 하되는 경향이 나타

났다.

제조된 PI-AC 복합체 박막의 유 율을 impedance analyzers-LCR meter로 측정하

다(그림 40, 표 22).

그림 40. Agilent/HP 4194A-impedance analyzers-LCR meter.

표 22.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의 정 용량과 유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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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이름 C (F) V (v) κ
PI 1.07 ⅹ 10-10 1.65 2.989

1AC 7.22 ⅹ 10
-11

1.38 2.651

3AC 6.08  ⅹ 10
-11

3.38 2.427

5AC 5.16 ⅹ 10-11 1.50 2.121

Impedance analyzers 분석을 통해서 활성탄을 첨가할수록 유 율이  낮아졌다. 

이는 활성탄의 첨가량에 따라 박막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활성탄의 도성에 의해 

유 특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생각된다.

활성탄의 첨가에 따른 친수성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각  표면에 지

를 측정하 다(그림 41, 표 23).

그림 41. 각 측정 장비(SEO, Phoenix 300).

표 23.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의 각  표면에 지.

샘  이름 Pure water 
(°)

Diiodomethane 
(°)

Energy 
(mJ/m

2
)

Dispersive 
(mJ/m

2
)

Polar 
(mJ/m

2
)

PI 50.50 29.90 56.93 39.22 17.71 

1AC 44.32 45.47 56.96 31.37 25.59 

3AC 38.43 47.95 60.04 29.70 30.34 

5AC 30.44 48.50 64.47 29.01 35.46 

활성탄이 첨가됨에 따라 물의 각이 작아지고 표면에 지가 작아져, 친수성이 

높아진다.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의 소수화  낮은 표면에 지를 해 불소화를 

실행하 다(그림 42, 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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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불소화 장비.

표 24.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의 불소화에 따른 각  표면에 지.

샘  이름
Pure water 

(°)
Diiodomethane 

(°)
Energy 

(mJ/m2)
Dispersive 

(mJ/m2)
Polar 

(mJ/m2)

0.1F+PI 57.49 16.06 56.20 44.41 11.79 

0.1F+1AC 47.43 43.81 55.44 32.45 22.98 

0.1F+3AC 40.62 49.59 58.43 28.95 29.48 

0.1F+5AC 31.66 40.54 65.08 33.15 31.92 

0.3F+PI 72.41 36.11 44.86 38.42 6.44 

0.3F+1AC 56.91 8.59 57.39 45.76 11.63 

0.3F+3AC 52.12 15.39 58.86 44.09 14.77 

0.3F+5AC 50.49 20.34 58.88 42.63 16.25 

0.1F: F2:Ar = 0.1 : 0.9, 상압, 30  // 0.3F: F2:Ar = 0.1 : 0.9, 상압, 30

F2:Ar의 부피비가 3:7일 때, 소수성이 향상되고, 표면에 지 한 낮아졌다.

   2. Polyamic acid(PAA)와 활성탄(coconut based activated carbon)을 이용하여 

e-beam경화를 통해 다공성 무기-고분자 복합체 막의 제조  특성

무기-고분자 복합체의 구체는 스핀코 법을 이용하여 제조하 다.

스핀코 에 의해 각각 제조된 구체를 300 kGy의 e-beam을 10분 동안 조사하여 

PI로 제조하 다(그림 43).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약 300 kGy의 자빔 조사가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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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am 조사 방법은 유해한 매 등이 필요 없어 깨끗한 수단임과 동시에, 고체 

상태나 온에서도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에 지 소비가 은 장 이 있기에 

본 실험에 이용하 다.

그림 43. E-beam 경화법을 이용한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 제조공정.

제조된 박막의 정성분석을 해 FT-IR 분석을 했다(그림 44).

그림 44. 제조된 Polyimide (PI)의 FT-IR.

FT-IR분석으로 E-beam을 통해 이미드화 반응을 거쳐 PAA에서 PI으로 합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을 제조하기 하여 PAA와 활성탄의 비율에 따

른 실험을 진행하 다(샘 이름-P, PA1, PA3, PA5:0, 1, 3, 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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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활성탄을 BET를 통해서 비표면 (표 25)과 흡착등온선을 확인하 다(그림 

45).

그림 45. 사용된 활성탄의 흡착 curve.

표 25. 사용된 활성탄의 BET 데이터.

일반 으로 PI의 유 율보다 공기의 유 율이 낮으므로 기공이 많은 활성탄을 첨가

함으로써 기공 속에 있는 공기의 향으로 PI의 유 율을 낮춰  수 있다.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의 소수화  낮은 표면에 지를 해 불소화를 

실행하 다(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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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 박막의 각.

불소 조건에 따라 P-F1, P-F3, P-F5, PA5-F1, PA5-F3, PA5-F5로 

명명하 다.

F2:Ar의 부피비에서 불소의 비율을 높여 수록 소수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된 샘 의 표면 특성  능기 정성  정량 분석을 해 XPS 분석을 했다

(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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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제조된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의 XPS peaks (a) P, (b) P-F3.

불소화된 활성탄이 첨가된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에서 불소기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그림 48. 제조된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의 유 상수.

Polyimide(PI)-활성탄 복합체의 유 상수는 활성탄을 첨가할수록 떨어지고 불소화 

향에 의해 더욱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기타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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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성이 향상된 탄소나노섬유의 제조  특성

도성 탄소나노섬유의 구체는 기방사법을 이용하여 본 실험을 시행하 다(그

림 19).

도성 탄소나노섬유의 구체를 제조하기 하여 도성 충진재로 MWCNT와 불

소화된 MWCNT를 첨가하여 기방사법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표 26).

표 26. 구체 용액의 PAN과 MWCNT/불소화된 MWCNT의 비율.

샘  
이름 CF

CF-
C5

CF-
C10

CF-
C15

CF-
C20

CF-F
C5

CF-F
C10

CF-F
C15

CF-F
C20

CF-F
C25

CF-F
C30

1)
C - 5 10 15 20 - - - - - -

2)
FC - - - - - 5 10 15 20 25 30

1)
C: the ratio of CNT/PAN, 

2)
FC:theratio of fluorinated CNT/PAN

불소화는 경험 으로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불소:아르곤 = 3:7 vol%의 혼합

가스를 이용하여 1 bar, 303 K에서 반응하 다.

본 실험에서 각각의 구체는 973, 1273, 1573 and 1873K에서 각각 열처리하여 온

도에 따른 도성 특성을 조사하 다.

PAN과 MWCNT로부터 제조된 샘 의 표면 형태  구조를 찰하기 해 SEM 

분석하 다(그림 49).

CF-C20      CF-F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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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FC30

그림 49. PAN과 MWCNT로부터 열처리 의 구체 SEM 이미지.

그림 49 (a)를 보면 기방사 용액에 MWCNT를 넣음으로써 분산성이 해결되지 못

해 비드형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b), (C)의 경우 불소화에 의

해 MWCNT의 분산성이 향상되어 섬유 안쪽으로 MWCNT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므로 MWCNT의 불소화는  MWCNT의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된 샘 의 표면 특성  능기 정성  정량 분석을 해 XPS 분석을 하여 

그림 50에 나타내었다.

그림 50. PAN과 MWCNT로부터 1873 K에서 열처리하여 제조된 탄소나노섬유의 

XPS peaks (a) CF-C20, (b) CF-FC20.

불소화된 MWCNT가 첨가된 탄소나노섬유에서는 불소기가 나타났다. 이는 섬유에 

고루 분산되어 있는 MWCNT 표면에 있는 불소기가 검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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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화된 MWCNT를 첨가한 탄소나노섬유의 열처리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하

여 Raman spectra를 분석하 다(그림 51).

그림 51. CF-FC30의 열처리 (a) 과 열처리(1873 K) 후(b)의 Raman spectra 

peak. 

1873 K 열처리에 의해 G-band(1573~1591 cm
-1
)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873 K에서 열처리된 각각의 탄소나노섬유의 도도를 측정하 다(그림 52, 53).

그림 52. 불소화 처리되지 않은 MWCNT를 첨가한 탄소나노섬유의 기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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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불소화 처리한 MWCNT를 첨가한 탄소나노섬유의 기 도도.

탄소나노섬유의 기 도도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열처리에 따른 G-peak의 증가로 생각된다.

탄소나노섬유의 기 도도는 첨가된 MWCNT의 양이 많을수록 기 도성이 향

상되다가 불소처리되지 않은 것의 경우 15 wt%이상에서 오히려 기 도도가 감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불소화한 MWCNT를 첨가한 탄소나노섬유의 경우 25 

wt%이상에서 기 도도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소화 처리한 MWCNT를 첨가한 탄소나노섬유의 불소화 처리하지 않은 MWCNT

를 첨가한 탄소나노섬유에 비해 분산성의 향상에 따라 기 도성이 향상되지만 

무 많은 양이 첨가되면 오히려 기 도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2. 탄소도핑된 TiO2의 제조  특성

탄소도핑된 TiO2를 제조하기 하여 수크로오스 3 g과 아나타제 TiO2 12 g을 섞고 

10 mL의 황산을 첨가하여 교반하고, 증류수로 세척  거름. 건조 후 각기 다른 온

도로 열처리하여 도핑하 다.

탄소 도핑된 TiO2의 정성  정량 분석을 하여 EDS를 통하여 분석하여 표 27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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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제조된 샘 의 EDS 분석 결과.

샘  이름 열처리 온도(K)
원소

Ti (%) C (%) O (%)

a-TiO2 - 48.5 - 51.5

RTST 298 41.3 12.3 46.4

450ST 723 52.6 8.0 39.4

a-TiO2 : 순수한 아나타제 TiO2, RTST : 298 K에서 열처리, 450ST : 723 K에서 

열처리

EDS분석을 통해 수크로오스와 교반하여 열처리한 샘 에서 탄소도핑이 생성된 것

을 확인하 다.

제조된 샘 의 표면 형태  구조를 찰하기 해 SEM 분석을 하 다(그림 54).

   a-TiO2      Sucrose carbon

RTST  450ST

그림 54. 제조된 샘 의 SEM 이미지.

SEM분석을 통해 탄소도핑 후 열처리 온도에 따른 표면 형태  구조의 변화는 거

의 없는 것을 확인하 다.

제조된 샘 의 표면 특성  능기 정성  정량 분석을 해 FT-IR 분석하 다

(그림 55).



- 17 -

그림 56. 제조된 샘 의 FT-IR peak.

RTST와 450ST의 FT-IR peak에서 1400과 1700 cm
-1
에서

 
C–O–C 의 구조가 

찰되었다. 이는 탄소가 TiO2 표면에 도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상이다.

450ST의 탄소표면도핑을 확인하기 하여 XPS 분석을 했다(그림 57).

그림 57. 450ST의 XPS C1s curve.

XPS 분석을 통해서 Ti-C의 peak를 확인하 고 탄소도핑이 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처리에 따른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XRD를 분석하 다(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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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a-TiO2와 450ST의 XRD patern.

450 ℃의 열처리한 샘 에서도 TiO2의 아나타제 구조는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된 샘 의 빛의 장에 따른 활성화 정도를 조사하기 해 UV-DRS(diffuse 

reflectance spectra) 분석을 행하 다(그림 59).

그림 59. 샘 의 UV-DRS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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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을 통해서 a-TiO2는 자외선 장의 빛만 흡수하지만, RTST와 450ST는 긴 

장의 빛도 흡수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가시 선 역에서 빛을 흡수하는 것을 

보아 가시 선 역에서 분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 된다.

제조된 샘 의 암실에서의 메틸 블루 염료 흡착량 측정하 다(그림 60).

그림 60. 샘 의 암실에서의 메틸 블루 염료 흡착 정도.

본 측정을 통해 고온 열처리된 탄소에 의해 샘  에서 450 ST의 흡착량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조된 샘 의 메틸  블루 염료의 태양  분해정도를 측정하 다(그림 61).

그림 61. 태양  조사 시간에 따른 각 샘 의 메틸  블루 염료 분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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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ST는 고온에서 처리된 탄소재료의 향으로 메틸  블루 염료의 높은 흡착량을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온에서 탄소도핑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상이고 한 탄소 도핑된 TRST와 450ST의 태양 에서의 분해능이 가

장 높았다.

태양 에서 가장 분해능이 높은 450ST의 pH에 따른 메틸 블루 염료의 분해

능을 비교하 다(그림 62).

그림 62. pH에 따라 태양 조사시간에 따른 450ST의 메틸 블루 염료 분해정도.

본 측성을 통해 pH가 높을수록 메틸 블루 염료의 분해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CNT-TiO2 복합재의 제조  특성

CNT-TiO2를 제조하기 하여 정해진 양의 MWCNT와 TiCl4를 용매 1 M HCl에 

넣고 교반하고, 증류수로 세척  거름. 건조 후 350 ℃에서 6시간동안 열처리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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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제조된 샘 의 첨가양과 샘  이름.

샘  이름 TiCl4 MWCNT 탄소 비율 (wt%)

C0 3.0 ㎖ - 0

C1 3.0 ㎖ 0.052 g 1

C5 3.0 ㎖ 0.273 g 5

제조된 샘 의 정성  정량 분석을 하여 EDS 분석을 했다(표 29, 그림 63).

표 29. 제조된 샘 의 EDS data.

샘  이름 C (at%) O (at%) Ti (at%)

C0 - 69.35 30.65

C1 3.91 71.66 24.43

C5 20.94 57.60 21.46

     C0   C1      C5

그림 63. 제조된 샘 의 EDS 곡선.

MWCNT가 많이 첨가되면 C원소가 증가하고 상 으로 Ti 원소가 감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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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Ti 원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에 MWCNT가 도

핑되면서 Ti 표면을 둘러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된 샘 의 표면 형태  구조를 찰하기 해 SEM 분석을 했다(그림 64).

   

   C0      C1

C5

그림 64. 제조된 샘 의 SEM 이미지.

MWCNT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TiO2 표면에 MWCNT가 도핑되어 찰됨을 

SEM분석을 통해서 확인하 다.

열처리에 따른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XRD 분석을 하 다(그림 65).



- 23 -

그림 65. 제조된 샘 의 XRD 분석 결과.

일반 으로 350 ℃의 열처리에 의해 TiCl4에서 아나타제 TiO2로 상 환이 일어난

다. 본 열처리를 통해서 TiO2가 효과 으로 결정화를 이룬 것을 XRD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UV 조사하에서 제조된 샘 의 염료 분해능을 측정하 다(그림 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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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UV 조사에 따른 메틸 블루 염료 분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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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UV 조사에 따른 루션블루 염료 분해 정도.

본 실험을 통해서 MWCNT가 첨가됨에 따라 높은 탄소의 흡착능과 탄소도핑에 의

한 분해능 향상에 의해 난분해성 유기염료가 탄소 기공에 흡착하면서 TiO2의 분

해반응에 의해 흡착한 염료가 빨리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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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제 1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반도체 층간재료 

유  물질 제조

 - 방사선 경화기술 이용이 가능한 폴리이미드

   층간유 재료 제조기술개발

 - 불소화방법을 이용한 표면 능기 제어  

이를 통한 유 율 재료의 개발 

100

 - spin-on법에 의한 막 

제조 조건 확립

 - 용액의 도와 코  조건에 따른

  필름의 두께를 결정

 - 방사선 경화 조건  열처리 조건에 따른 막 

물성 평가

100

 - 유 율, 투자율 등에 

의한 물성 평가
 - 층간유 체의 유 율, 내에칭성 등 물성평가 100

제 2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 용매에 구체의 분산정도  - 구체제조를 한 용매 선정  분산 방법 우수

 - 박막의 균일성  - 고분자 구체를 이용하여 균일한 박막 유지

 - 이미드화에 의한 폴리이미드 제조 여부  - 열처리  자빔에 의한 제조 방법 제시

 - 제조된 유기-무기 복합필름의 유 율 평가  -  유 율 달성

 - 불소화 방법을 이용한 유 율 재료 개발  - 표면 능기 제어를 통해 수분흡습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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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낮은 유 율을 갖는 층간 연물질의 개발로 비메모리 소자의 고집 화·고속화를 

한 신호지연(RC delay) 최소화 가능

2. Spin coating법을 이용하여 량생산이 용이

3. 불소화 방법을 이용하여 유기  무기물을 매체에 코 함으로써 다기능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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