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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능 폴리페닐렌 에테르 올리고머에 다관능 (메트)아크릴레이트기를 도입함으로써 폴리페닐렌 에테르의 우수한 특

성을 갖으며, 내열성 및 유전특성이 우수하고, 우수한 반응성을 갖는 다관능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 및 높은 유리

전이온도 및 낮은 유전율 및 저유전 손실 탄젠트를 갖는 이의 경화물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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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폴리페닐렌 에테르(이하, 'PPE'라 하기도 한다.) 골격을 갖는 새로운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 이를 포함

하는 경화수지조성물 및 이의 경화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메트)아크릴 화합물 자

체의 중합 혹은 (메트)아크릴 화합물과 다른 불포화 화합물의 공중합에 의해 내열성 및 유전특성이 우수한 고분자 재

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광중합 개시제와 배합함으로써 감광성 수지 조성

물이 얻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감광성 수지 조성물은 레지스트용 수지, 빌드업 배선판용수지, 액정 표시패널 봉지용 

수지, 액정 칼라필터용 수지, UV 도료, 각종 코팅제, 접착제, 첨가제등의 광범위한 적용에 이용될 수 있다.

종래,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감광재료, 광학재료, 치과재료, 전자재료, 각종 고분자의 가교제등과 같은 각종 

기능성 고분자재료의 원료로서 광범위하 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 이들의 응용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의 고도

화로 인하여, 기능성 고분자 재료로서 요구되는 물성이 현저하게 증대되었다. 예를들면, 내열성, 내후성, 저흡수성, 고

굴절률, 고파괴인성, 저유전율, 및 저유전 손실 탄젠트(low dielectric loss tangent)와 같은 물리적 특성이 요구된다(

JP-A-11-214815참조). 현재까지, 이러한 요구되는 물성이 충족되지 못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우수한 내열성을 갖으며, 저유전율, 저유전 손실 탄젠트를 갖는 새로운 (메트)아크릴레이트, 이를 

포함하는 경화수지 조성물 및 이의 경화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의하면, 하기 구조식(1) 혹은 하기 구조식(2)로 나타내어지는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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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식중 R1, R2, R3, R4 및 R5 각각은 독립적으로 수소원자 혹은 메틸기이며, R6, R7 및 R8 각각은 독립적으로 20

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선형, 분지형 혹은 고리형 탄화수소이며, -(O-X-O)-는 구조식 (3)(식중 A는 20이하의 탄소

원자를 갖는 선형, 분지형 혹은 고리형 탄화수소이며, R9, R10, R15 및 R16은 각각 독립적으로 할로겐원자, 6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며, R11, R12, R13 및 R14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원자, 할로겐원자, 6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다.) 혹은 구조식 (4)(R17, R18, R19, R23 및 R24는 각각 독립적으로 할로겐

원자, 6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며, R20, R21, 및 R22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원자, 할로겐원

자, 6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다.)이며, -(Y-O)-는 구조식 (5)로 정의되는 일종류의 구조의 배

열 혹은 구조식 (5)(R25 및 R26은 각각 독립적으로 할로겐원자, 6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며, 

R27 및 R28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원자, 할로겐원자, 6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다)로 정의되

는 최소 2종류의 구조의 랜덤 배열(random arrangement)이며, z는 최소 하나의 탄소원자를 갖으며, 산소원자, 질소

원자, 황원자 혹은 할로겐 원자를 포함할 수 있는 유기기이며, z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개의 탄소원자를 갖으며, 

산소원자를 포함할 수 있는 유기기이며, a 및 b는 각각 0 내지 30의 정수이며, a 혹은 b 중 최소 하나는 0이 아니고, c

및 d는 각각 0 혹은 1의 정수이며, n은 0 내지 10의 정수이다.

본 발명은 나아가 상기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을 포함하는 경화수지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나아가 상기 경화수지 조성물을 경화하여 얻어진 경화물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자들은 PPE의 우수한 유전특성 및 내열성을 갖는 이관능성 PPE 올리고머를 개시한 바 있다(일본 특허출원 2

001-196569). 나아가, 본 발명자들은 상기 올리고머에 라디칼 중합성을 부여하여 얻어진 에폭시(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 JP-A-2001-387968),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일본 특허 출원 제 2002-053653) 및 다관능성 (메트)아

크릴레이트 화합물(일본 특허출원 제 2002-216725 및 2002-227622)를 개시한 바 있다.

연구결과, 본 발명자들은 이관능 PPE 올리고머 화합물(-(O-X-O)-는 구조식(3) 혹은 구조식(4)로 나타내어지며, -(

Y-O)-는 구조식(5)로 정의되는 1종류의 구조의 배열 혹은 구조식(5)로 정의되는 최소 2종류의 구조의 랜덤 배열이

다.)에 최소 2개의 라디칼 중합가능한 (메트)아크릴레이트기를 도입함으로써 상기 목적이 달성됨을 발견하였다. 따라

서, 본 발명자들은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즉, 본 발명은 구조식(1) 혹은 (2)로 나타내어지는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 제공되는 구조식(1) 혹은 구조식(2)로 나타내어지는 화합물로 바람직한 화합물은 구조식(3)의 -(O-X-O

)-에서, R9, R10, R15 및 R16은 3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이며, R11, R12, R13 및 R14는 수소원자 혹은 3이

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이며, 구조식(4)의 -(O-X-O)-에서, R17, R18, R19, R23 및 R24는 3이하의 탄소원자

를 갖는 알킬기이며, R20, R21 및 R22는 수소원자 혹은 3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이며, 구조식(5)의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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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R25 및 R26은 3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이며, R27 및 R28은 수소원자 혹은 3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인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이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구조식(3)의 -(O-X-O)-에서, R9, R10, R15 및 R16은 메틸기이며, R11, R12, R13 및 R14는 수

소원자 혹은 메틸기이며, 구조식(4)의 -(O-X-O)-에서, R17, R18, R19, R23 및 R24는 메틸기이며, R20, R21 및 R2

2는 수소원자 혹은 메틸기이며, 구조식(5)의 -(Y-O)-에서, R25 및 R26은 메틸기이고 R27 및 R28은 수소원자 혹은 

메틸기인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이다.

상기 구조식 (1) 혹은 (2)에서, z는 바람직하게, 1-10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유기기이며, 기는 산소원자를 포함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 예를들어, -O-[z]- 는 -O-[(CH2)n]-, -O-[(CH2)m-O-CH2]- 혹은 이다.

A는 바람직하게는 15개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선형, 분지형 혹은 고리형 탄화수소이다. 보다 상세하게, 이로는 다음

예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구조식(1) 혹은 구조식 (2)의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특히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예를들어, 구조식 (9)로 나타내어지는 화합물과 (메트)아크릴산 혹은 (메트)아크릴

산 유도체를 반응시켜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구조식(9)의 화합물을 촉매로 작용하는 화합물의 존재하에 

(메트)아크릴산과 반응시킨다. 상기 화합물로는 예를들어, 트리에틸아민, 디메틸부틸아민 및 트리-n-부틸아민과 같

은 아민, 테트라메틸암모늄 염, 테트라에틸암모늄 염, 테트라부틸암모늄 염 및 벤질트리에틸암모늄염과 같은 4차 암

모늄염, 4차 포스포늄염, 트리페닐포스핀과 같은 포스핀 및 2-메틸이미다졸 및 2-에틸-4-메틸이미다졸과 같은 이미

다졸을 포함한다.

그 후, 얻어진 생성물을 카르복시산과 바람직하게는 70∼150℃의 온도에서 p-톨루엔술폰산, 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

산 혹은 황산과 같은 에스테르화 촉매 존재 하에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톨루엔, 자일렌(xylene), 시클로헥산, n-헥산, 

n-헵텐 혹은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용매존재하에서 반응시킨다. 혹은 얻어진 생성물을 카르보닐클로라이드와 -20∼

50℃의 온도에서, 예를들어, 유기아민, 소디움 히드록사이드 혹은 소디움 카보네이트 존재하에서, 그리고 바람직하게

는 톨루엔, 자일렌(xylene), 시클로헥산, n-헥산, n-헵텐, 메틸 클로라이드, 클로로포름 혹은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용매존재하에서 반응시킨다. 그 결과, 의도하는 화합물이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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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중에서, 구조식 (9)의 Z, a, b, c, d 및 n은 구조식 (1) 혹은 (2) 에서 정의한 바와 같으며, 다른 부호는 각각 상

기한 구조식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구조식(9)의 화합물은 일본 특허 출원 제 2001-353194에 개시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일본 특허출원 제 2002-018508에 개시되어 있는 이가 페놀과 일가 페놀의 산화 및 중합에 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2

관능 PPE 올리고머와의 반응으로 얻을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상기 경화수지 조성물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기 경화수지 조성물은 상기한 본 발명의 (메트)아크릴레

이트 화합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경화 수지 조성물은 알려져 있는 에폭시 수지, 옥세탄 수지, 중합가능한 

불포화기를 갖는 화합물, 광중합 및/또는 열-중합 개시제, 광증감제(photosensitizer)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에폭시수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에폭시 수지로 부터 선택될 수 있다. 이들의 예로는 비스페놀 A 타입 에

폭시 수지, 비스페놀 F 타입 에폭시 수지, 비스페놀 타입 에폭시 수지, 페놀 노블락 타입 에폭시 수지, 크레졸 노블락 

타입 에폭시 수지, 자일렌 노블락 타입 에폭시 수지, 트리글리시딜 이소시아누레이트, 지방족고리 에폭시 수지, 디시

클로펜타디엔 노블락 타입 에폭시 수지, 비페닐 노블락 타입 에폭시 수지 및 일본 특허 출원 제 2001-353194 및 20

02-018508에 개시되 어 있는 PPE 구조를 갖는 에폭시 수지를 포함한다. 이들 에폭시수지는 단독으로 혹은 배합하

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옥세탄 수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옥세탄 수지로 부터 선택될 수 있다. 옥세탄 수지의 예로는 옥세탄, 2-메

틸옥세탄, 2,2-디메틸옥세탄, 3-메틸옥세탄 및 3,3-디메틸옥세탄, 3-메틸-3-메톡시메틸옥세탄, 3,3'-비스(트리플

루오로메틸)퍼플루오로옥세탄, 2-클로로메틸옥세탄, 3,3-비스(클로로메틸)옥세탄, OXT-101(상표, TOAGOSEI Co,

Ltd.에서 공급됨) 및 OXT-121(상표, TOAGOSEI Co, Ltd.에서 공급됨)을 포함한다. 이들 옥세탄 수지는 단독으로 

혹은 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에폭시 수지 및/또는 옥세탄 수지가 본 발명의 경화 수지 조성물에 사용되는 경우, 에폭시 수지 경화제 및/또는 옥세

탄 수지 경화제가 사용될 수 있다. 에폭시 수지 경화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화제로 부터 선택된다. 에폭시 수

지 경화제의 예로는 2-메틸이미다졸, 2-에틸-4-메틸이미다졸, 2-페닐이미다졸, 1-시아노에틸-2-페닐이미다졸, 1

-시아노에틸-2-에틸-4-메틸이미다졸, 2-페닐-4,5-디히드록시메틸이미다졸 및 2-페닐-4-메틸-5-히드록시메틸

이미다졸과 같은 이미다졸 유도체; 디시안디아미드, 벤질디메틸아민, 4-메틸-N,N-디메틸벤질아민, 디아미노디페닐

메탄 및 디아미노디페닐술폰과 같은 아민 화합물; 및 포스포늄 화합물과 같은 포스핀 화합물을 포함한다. 옥세탄 수지

경화제는 알려져 있는 양이온 중합 개시제로 부터 선택될 수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예로는 SAN-AID SI-6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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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AID SI-80L, SAN-AID SI-100L(Sanshin Chemical Industry Co., Ltd.에서 공급됨), CI-2064(Nippon Soda

Co., Ltd.에서 공급됨), IRGACURE261(Ciba Specialty Chemicals 에서 공급됨), ADEKAOPTMER SP-170, ADEK

AOPTMER SP-150(Asahi Denka Kogyo K.K.에서 공급됨) 및 CYRACURE UVI-6990(Union Carbide Corporatio

n에서 공금됨)을 포함한다. 양이온 중합 개시제는 에폭시 수지 경화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들 경화제는 단독으로 혹

은 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중합가능한 불포화기를 갖는 화합물은 중합가능한 불포화기를 갖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화합물로 부터 선

택될 수 있다. 이들의 예로는 2-히드록시에틸 (메트)아크릴레이트, 2-히드록시프로필 (메트)아크릴레이트, 폴리프로

필렌 글리콜 디(메트)아크릴레이트, 트리메틸올 프로판 디(메트)아크릴레이트, 트리메틸올 프로판 트리(메트)아크릴

레이트,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메트)아크릴레이트 및 디펜타에리트리톨 헥사(메트)아크릴레이트등의 일가(monohy

dric) 혹은 다가(polyhydric) 알코올의 (메트)아크릴레이트류, 비스페놀 A 타입 에폭시 (메트)아크릴레이트, 비스페놀

F 타입 에폭시 (메트)아크릴레이트 및 일본 특허출원 제 2001-387968 및 2002-038156에 개시되어 있는 PPE 구조

를 갖는 에폭시(메트)아크릴레이트등의 에폭시 (메트)아크릴레이트류, 일본 특허출원 제 2002-053653, 2002-0557

65, 2002-216725 및 2002-227622에 개시되어 있는 PPE 골격을 갖는 (메트)아크릴레이트 및 벤조시클로부텐 수

지를 포함한다. 중합가능한 불포화기를 갖는 이들 화합물은 단독으로 혹은 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광중합 개시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광중합 개시제로 부터 선택될 수 있다. 광중합 개시제의 예로는 벤질 

및 디아세틸과 같은 α-디케톤류, 벤조일 에틸 에테르 및 벤조인 이소프로필 에테르와 같은 아실로인 에테르류(acylo

in ethers), 티옥산톤(thioxanthone), 2,4-디에틸티옥산톤 및 2-이소프로필티옥산톤과 같은 티옥산톤류, 벤조페논 

및 4,4'-비스(디메틸아미노)벤조페논과 같은 벤조페논류, 아세토페논, 2,2'-디메톡시-2-페닐아세토페논 및 β-메톡

시 아세토페논과 같은 아세토페논류 및 2-메틸-1-[4-(메틸티오)페닐)]-2-모르폴리노프로판-1-온 및 2-벤질-2-

디메틸아미노-1-(-4-모르폴리노페닐)-부타논-1과 같은 아미노아세토페논류를 포함한다. 이들 광중합 개시제는 단

독으로 혹은 배합으로 사용된다.

나아가, 상기 광중합 개시제는 1종류 혹은 최소 2종류의 알려져 있는 광감제(photosensitizers)와 함께 사용될 수 있

다. 광감제의 예로는 N,N-디메틸아미노에틸벤조에이트, N,N-디메틸아미노이소아밀벤조에이트, 트리에탄올아민 및 

트리에틸아민을 포함한다.

열 중합 개시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열 중합 개시제로 부터 선택될 수 있다. 이들의 예로는 벤조일 퍼옥사이드,

p-클로로벤조일 퍼옥사이드, 디-t-부틸퍼옥사이드, 디이소프로필 퍼옥시카르보네이트 및 디-2-에틸헥실퍼옥시카

르보네이트와 같은 과산화물 및 아조비스이소부틸로니트릴과 같은 아조 화합물을 포함한다.

나아가, 본 발명의 경화 수지 조성물의 제조시, 무기충진제, 착색안료, 소포 제(antifoamer), 계면조정제(surface con

ditioner), 난연제, 자외선흡수제, 산화방지제, 중합금지제(polymerization inhibitor) 혹은 유동조절제등 알려져 있는

첨가제가 필요에 따라 첨가될 수 있다. 무기충진제의 예로는 천연실리카, 용융 실리카(fused silica), 무정형 실리카등

의 실리카류, 화이트 카본, 티타늄 화이트, 에어로실(aerosil), 알루미나, 탈크, 천연 마이카, 합성 마이카, 카올린, 점

토(clay), 알루미늄 히드록사이드, 바륨 술페이트, E-글라스(glass), A-글라스, C-글라스, L-글라스, D-글라스, S-

글라스 및 M-글라스 G20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얻어진 경화 수지 조성물은 솔더 레지스트 조성물, 빌드업 배선판

재료, 절연도료, 접착제, 인쇄잉크, 코팅제등의 각종 용도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경화물은 상기 방법으로 얻어진 본 발명의 경화수지 조성물을 전자빔, 자외선 혹은 열을 이용한 경화방법

과 같은 알려진 경화방법으로 경화하여 얻을 수 있다. 자외선을 이용하여 경화하는 경우, 자외선의 광원으로는 저압 

수은 램프, 중압 수은 램프, 고압 수은 램프, 초고압 수은 램프, 제논(xeono) 램프, 금속 할라이드 램프등이 사용된다.

[실시예]

이하, 실시예 및 비교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본 발명을 후술하는 실시예로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평균분자량 및 중량평균분자량은 겔 침투 크로마토그래피(GPC)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의 GPC 곡

선과 분자 량 교정곡선으로 부터 데이타 처리를 행하였다. 분자량 교정곡선은 표준 폴리스티렌의 분자량과 이의 용출

(dissolution) 시간의 관계를 다음식에 근사시켜서 분자량 교정 곡선을 얻었다.

Log M = A 0 X 3 + A 1 X 2 + A 2 X + A 3 + A 4 /X 2

상기 식에서, M: 분자량, X: 용출시간 - 19분, A:계수이다.

또한, 1H-NMR 분석으로 벤조산에 기인한 피크를 7.4∼8.2ppm에서 확인하였다. 수산기 당량은 2,6-디메틸페놀을 

표질물질로서, 용매로서 건조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사용한 IR 분석(용액 셀법; 셀 길이 = 1㎜)을 행하여, 3,600㎝ -1

의 흡수광도로 부터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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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2 관능성 PPE 올리고머 화합물의 합성)

교반장치, 온도계, 공기도입관 및 배플판(baffleplates)이 장착된 5ℓ의 세로로긴 반응기에 CuCl 3.3g(0.030mol), 디

-n-부틸아민 176.8g(1.34mol) 및 메틸 에틸 케톤 1,000g을 장입하였다. 상기 성분들을 40℃의 반응온도에서 교반

하였다. 2,000g의 메틸 에틸 케톤에 용해된 2가 페놀로서 2,2',3,3'5,5'-헥사메틸-[1,1'-비페닐]-4,4'-디올 108.0g(

0.40mol) 및 2,6-디메틸페놀 146.5g(1.20mol) 용액을 공기(air)를 5ℓ/min으로 버블링하면서 120분에 걸쳐 반응기

에 적가하였다. 첨가완료 후, 공기(air)를 5ℓ/min으로 계속 버블링하면서 60분간 교반하였다. 디소디움 디하이드로

젼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테이트 수용액을 상기 교반된 혼합물에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다. 그 후, 1N 염산수

용액으로 세척하고 그 다음에 순수로 세척하였다. 이에 따라 얻어진 용액을 증발기(evaporator)에서 농축하고 감압

하에 건조하여 2관능성 페닐렌 에테르 올리고머 241.8g을 얻었다. 상기 올리고머는 수평균분자량이 810, 중량평균분

자량이 1,105 그리고 히드록시기 당량이 475이었다.

(에폭시 화합물의 합성)

교반장치, 온도계, 적하 깔대기(dropping funnel)이 장착된 반응기를 100℃로 가열하고 상기 올리고머 200g(히드록

시기 0.44mol) 및 에피클로로히드린 1,168g을 장입하였다. 그 후, 120g의 에탄올에 용해된 소디움 에톡사이드 34.4

g(0.52mol) 용액을 적하 깔대기로 부터 60분에 걸쳐 적가하였다. 첨가완료 후, 5시간동안 교반하였다. 그 후, 순수로 

세척하고 여과하여 발생된 염 및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얻어진 용액에서 과량의 에피클로로히드린을 증류제거하고 

감압하에 건조하여 구조식 (9)로 나타내어지는 에폭시 화합물 212.8g을 얻었다. 얻어진 에폭시 화합물의 IR분석에 따

르면, 페놀히드록시기의 흡수 피크(3,600 ㎝ -1 )가 소멸하고 NMR분석에 따르면, 글리시딜 에테르에 유래한 피크가 

나타났으며, 이로서, 모든 관능기가 변환됨을 확인하였다. 상기 에폭시 화합물은 수평균분자량이 965, 중량평균분자

량이 1,213 그리고 히드록시기 당량은 543이었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장치, 온도계 및 환류관이 장착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화합물 50g, 아크릴산 7.9g, 톨루엔 40g, 트리에틸아민 

0.26g 및 하이드로퀴논 메틸 에테르 26mg을 장입하였다. 상기 혼합물을 120℃로 가열하고 교반하면서 반응되도록 

하였다. 반응도중, 산가(acid value)를 측정하였으며, 산가가 2mgKOH/g이 될때까지 반응을 계속하였다. 120℃에서

의 교반시간은 5시간이었다. 반응용액을 톨루엔 80g으로 희석하였다. 희석 용액을 메탄올에 적가하여 침전물을 얻었

다. 여과하여 고형분을 회수하고 회수된 고형분을 감압하에 건조하여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38.5g을 얻었다. 

상기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분자량이 1,375 그리고 중량평균분자량이 1,656이었다.

(다관능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장치, 온도계 및 적하 깔대기가 장착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25g, 트리에틸아민 5.4g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400g을 장입하였다.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 4.9g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100g을 적하 깔대기에 

주입하였다. 반응기내의 혼합물을 질소 분위기하에서 0℃로 냉각하고 상기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를 교반하면서 1시

간에 걸쳐 혼합물에 적하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실온이 되도록하고 계속하여 교반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샘플

링하고 NMR 측정으로 반 응을 추적하였다. 2시간동안 교반한 후, 반응을 종결하였다. 그 후, 0.1N 염산수용액 및 순

수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농축한 후 메탄올에 적가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여과하여 고형분을 회수하고 회수된 고형

분은 감압하에 건조하여 구조식 (1)로 나타내어지는 다관능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7.4g을 얻었다. 다관능 아크릴레

이트 화합물은 수평균분자량이 1,655 그리고 중량평균분자량이 2,305이었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서 얻어진 것과 동일한 다관능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0g을 150℃에서 용융, 탈기 및 성형하고 그 후, 200

℃에서 6시간동안 열경화하여 경화물을 얻었다.

실시예 3

실시예 1에서 얻어진 동일한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6g을 카르비톨 아세테이트 4g에 용해시키고 Darocur 1

173(Ciba Specialty Chemicals에서 공급, 광중합 개시제) 0.6g을 결과 용액에 첨가하여 수지 조성물을 얻었다. 수지 

조성물을 스크린-인쇄 기계로 구리-클래드 라미네이트 표면에 적용한 다음, 80℃에서 60분동안 공기 건조기로 건조

하였다. 그 후, 패턴 필름을 그 위에 위치시키고 구리-클래드 라미네이트 표면을 UV 방사 장치(EYE GRAPHICS Co.

,Ltd.에서 공급, 광선 공급원:금속 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하여 1,500mJ로 노출하였다. 노출 후에, 메틸에틸케톤으로 

전개하였다. 이 경우에, 비-노출 부분만이 메틸에틸케톤에 용해되어 수지 경화물의 전개 패턴을 얻었다. 수지 경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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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필 흠집 강도(JIS K5400)는 H였다.

비교예 1

실시예 1에서 얻어진 바와 같이 동일한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0g을 150℃에서 용융, 탈기, 및 성형한 다음, 2

00℃에서 6시간동안 열적으로 경화시켜 경화물을 얻었다.

실시예 2 및 비교예 1에서 얻어진 경화물을 다음 방법으로 특성을 평가하였다.

유리 전이 온도(Tg): 동점탄성 측정(DMA)에 따라 결정. 상기 측정은 10Hz 발진 주파에서 수행되었다.

유전율 및 유전 손실 탄젠트: 공동 공진 진동 방법에 따라 결정.

표 1은 상기 물성의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표 1]

실시예 2 비교예 1

Tg(℃) 237 198

유전율(1GHz) 2.66 2.74

유전 손실 탄젠트(1GHz) 0.009 0.018

실시예 4

(이관능성 PPE 올리고머 화합물의 합성)

부피가 2리터이며, 교반기, 온도계, 공기-주입 튜브 및 배플판이 장치된 세로로 긴 반응기에 CuCl 1.3g(0.012mol), 

디-n-부틸아민 70.7g(0.55mol) 및 메틸에틸케톤 400g을 장입하였다. 장입물을 40℃의 반응 온도에서 교반하였다. 

메틸에틸케톤 800g에 이가 페놀로서 4,4'-(1-메틸에틸리덴)비스(2,6-디메틸페놀) 45.4g (0.16mol) 및 2,6-디메틸

페놀 58.6g(0.48mol)이 용해된 용액을 120분에 걸쳐 반응기의 혼합물에 적가하면서 공기를 2L/min으로 버블링하였

다. 첨가 완료 후에, 60분동안 교반하면서, 공기를 2L/min으로 버블링을 유지하였다. 디소디움 디하이드로겐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아세테이트 수용액을 교반 혼합물에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다. 그 후, 1N 염산 수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순수한 물로 세척하였다. 이와 같이 얻어진 용액을 증발기로 농축한 다음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시켜 이관능성

페닐렌 에테르 올리고머를 98.8g 얻었다. 상기 올리고머는 수평균 분자량이 845, 중량평균 분자량이 1,106 및 수산

화기 당량이 451이었다.

(에폭시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를 100℃로 가열하고 상기 올리고머 49.6g(수산화기 0.11mol) 및 에

피클로로히드린 292g을 장입하였다. 그 후, 에탄올 30g에 소디움 에톡사이드 8.6g(0.13mol)를 용해하여 얻어진 용

액을 적하 깔때기로 60분간 적가하였다. 첨가 완료 후에, 5시간동안 부가적으로 교반하였다. 그 후, 순수한 물로 세척

하고 부가적으로 여과하여 발생된 염 및 불순물을 제 거하였다. 과량의 에피클로로히드린을 얻어진 용액으로부터 증

류제거하고 감압하에서 건조하여 화학식 (9)로 표시되는 에폭시 화합물 53.6g을 얻었다. 얻어진 에폭시 화합물의 IR 

분석에 따라, 페놀의 수산화기 흡수 피크(3,600cm -1 )가 사라졌으며, NMR 분석에 따라, 글리시딜 에테르로부터 유

도되는 피크가 생겼으므로, 모든 작용기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상기 에폭시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998, 중

량 평균 분자량이 1,277 및 에폭시 당량이 565였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환류 튜브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화합물 26g, 아크릴산 3.3g, 톨루엔 20g, 트리페닐포스

핀 0.13g, 및 하이드로퀴논 메틸 에테르 13mg을 장입하였다. 혼합물을 120℃로 가열하고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반응 도중에, 산가를 측정하고 반응을 산가가 2mgKOH/g이 될때까지 유지하였다. 교반 시간은 120℃에서 5시간이었

다. 반응 용액을 40g의 톨루엔과 함께 증류하였다. 증류된 반응 용액을 메탄올에 첨가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고형분

을 여과하여 회수한 다음 회수된 고형분을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26.4g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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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388,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1,679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25g, 트리에틸아민 5.2g 및 메

틸렌 클로라이드 400g을 장입하였다.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 4.6g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100g을 적하 깔때기에 장

입하였다. 반응기내의 혼합물을 질소 분위기 하에서 0℃로 냉각하고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를 상기 혼합물에 교반하

면서 1시간동안 첨가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상온으로 냉각하고 교반을 유지하였다. 반응은 반응 혼합물을 샘플

링하고 NMR로 측정하여 규명하였다. 상기 반응을 2시간 교반한 후에 종결하였다. 그 후, 0.1N 염산 수용액 및 순수

한 물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농축한 다음 메탄올에 적가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고형분을 여과로 회수하고 회수된 

고형분을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7.6g을 얻었다. 다관

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664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2,205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0g을 150℃에서 용융, 탈기 및 성형한 다음, 200℃에서 6시간동안 경화하여 경화물

을 얻었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6g을 카르비톨 에세테이트 4g에 용해하고 Darocur 1173(Ciba Specialty Chemicals

에서 공급, 광중합 개시제) 0.6g을 결과 용액에 첨가하여 수지 조성물을 얻었다. 수지 조성물을 구리-클래드 라미네

이트 표면에 스크린-인쇄 기계로 적용한 다음, 공기 건조기로 80℃에서 60분동안 건조하였다. 그 후, 패턴 필름을 그 

위해 위치시키고 구리-클래드 라미네이트 표면을 UV 방사 장치(EYE GRAPHICS Co.,Ltd.에서 공급; UB0151, 광선

공급원:금속 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하여 2000mJ에서 노출시켰다. 노출 후에, 메틸에틸케톤으로 전개시켰다. 이 경우

에, 비-노출 부분만이 메틸에틸케톤에 용해되어 수지 경화물의 전개 패턴을 얻었다. 수지 경화물의 연필 흠집 강도(JI

S K5400)는 H였다.

실시예 5

(이관능성 PPE 올리고머 화합물의 합성)

부피가 2리터이며, 교반기, 온도계, 공기-주입 튜브 및 배플판이 장치된 세로로 긴 반응기에 CuCl 1.3g(0.012mol), 

디-n-부틸아민 70.7g(0.55mol) 및 메틸에틸케톤 400g을 장입하였다. 장입물을 40℃의 반응 온도에서 교반하였다. 

메틸에틸케톤 800g에 이가 페놀로서 4,4'-시클로헥실리덴비스(2,6-디메틸페놀) 51.8g (0.16mol) 및 2,6-디메틸페

놀 58.6g(0.48mol)이 용해된 용액을 120분에 걸쳐 반응기의 혼합물에 적가하면서 공기를 2L/min으로 버블링하였다.

첨가 완료 후에, 60분동안 교반하면서, 공기를 2L/min으로 버블링을 유지하였다. 디소디움 디하이드로겐 에틸렌디아

민 테트라아세테이트 수용액을 교반 혼합물에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다. 그 후, 1N 염산 수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순수한 물로 세척하였다. 이와 같이 얻어진 용액을 증발기로 농축한 다음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시켜 이관능성 페닐

렌 에테르 올리고머를 102.6g을 얻었다. 상기 올리고머는 수평균 분자량이 877, 중량평균 분자량이 1,183 및 수산화

기 당량이 477이었다.

(에폭시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를 100℃로 가열하고 상기 올리고머 52.5g(수산화기 0.11mol) 및 에

피클로로히드린 292g을 장입하였다. 그 후, 에탄올 30g에 소디움 에톡사이드 8.6g(0.13mol)를 용해하여 얻어진 용

액을 적하 깔때기로 60분간 적가하였다. 첨가 완료 후에, 5시간동안 부가적으로 교반하였다. 그 후, 순수한 물로 세척

하고 부가적으로 여과하여 발생된 염 및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과량의 에피클로로히드린을 얻어진 용액으로부터 증

류제거하고 감압하에서 건조하여 화학식 (9)로 표시되는 에폭시 화합물 54.1g을 얻었다. 얻어진 에폭시 화합물의 IR 

분석에 따라, 페놀의 수산화기 흡수 피크(3,600cm -1 )가 사라졌으며, NMR 분석에 따라, 글리시딜 에테르로부터 유

도되는 피크가 생겼으므로, 모든 작용기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상기 에폭시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029, 중

량 평균 분자량이 1,301 및 에폭시 당량이 576였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환류 튜브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화합물 26.5g, 아크릴산 3.3g, 톨루엔 20g, 트리페닐포

스핀 0.13g, 및 하이드로퀴논 메틸 에테르 13mg을 장입하였다. 혼합물을 120℃로 가열하고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반응 도중에, 산가(acid value)를 측정하고 반응을 산가가 2mgKOH/g이 될때까지 유지하였다. 교반 시간은 120℃에

서 5시간이었다. 반응 용액을 40g의 톨루엔과 함께 증류하였다. 증류된 반응 용액을 메탄올에 첨가하여 침전물을 얻

었다. 고형분을 여과하여 회수한 다음 회수된 고형분을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에폭시 아크릴레이 트 화합물 26

.5g을 얻었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411,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1,7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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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25g, 트리에틸아민 5.1g 및 메

틸렌 클로라이드 400g을 장입하였다.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 4.5g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100g을 적하 깔때기에 장

입하였다. 반응기내의 혼합물을 질소 분위기 하에서 0℃로 냉각하고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를 상기 혼합물에 교반하

면서 1시간동안 첨가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상온으로 냉각하고 교반을 유지하였다. 반응은 반응 혼합물을 샘플

링하고 NMR로 측정하여 규명하였다. 상기 반응을 2시간 교반한 후에 종결하였다. 그 후, 0.1N 염산 수용액 및 순수

한 물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농축한 다음 메탄올에 적가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고형분을 여과로 회수하고 회수된 

고형분을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8.3g을 얻었다. 다관

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710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2,341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0g을 150℃에서 용융, 탈기 및 성형한 다음, 200℃에서 6시간동안 경화하여 경화물

을 얻었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6g을 카르비톨 아세테이트 4g에 용해하고 Darocur 1173(Ciba Specialty Chemicals

에서 공급, 광중합 개시제) 0.6g을 결과 용액에 첨가하여 수지 조성물을 얻었다. 수지 조성물을 구리-클래드 라미네

이트 표면 에 스크린-인쇄 기계로 적용한 다음, 공기 건조기로 80℃에서 60분동안 건조하였다. 그 후, 패턴 필름을 그

위해 위치시키고 구리-클래드 라미네이트 표면을 UV 방사 장치(EYE GRAPHICS Co.,Ltd.에서 공급; UB0151, 광선

공급원:금속 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하여 2000mJ에서 노출시켰다. 노출 후에, 메틸에틸케톤으로 전개시켰다. 이 경우

에, 비-노출 부분만이 메틸에틸케톤에 용해되어 수지 경화물의 전개 패턴을 얻었다. 수지 경화물의 연필 흠집 강도(JI

S K5400)는 H였다.

실시예 6

(이관능성 PPE 올리고머 화합물의 합성)

부피가 2리터이며, 교반기, 온도계, 공기-주입 튜브 및 배플판이 장치된 세로로 긴 반응기에 CuCl 1.3g(0.012mol), 

디-n-부틸아민 70.7g(0.55mol) 및 메틸에틸케톤 400g을 장입하였다. 장입물을 40℃의 반응 온도에서 교반하였다. 

메틸에틸케톤 800g에 이가 페놀로서 4,4'-메틸리덴비스(2,3,6-트리메틸페놀) 45.4g (0.16mol) 및 2,6-디메틸페놀 

58.6g(0.48mol)이 용해된 용액을 120분에 걸쳐 반응기의 혼합물에 적가하면서 공기를 2L/min으로 버블링하였다. 

첨가 완료 후에, 60분동안 교반하면서, 공기를 2L/min으로 버블링을 유지하였다. 디소디움 디하이드로겐 에틸렌디아

민 테트라아세테이트 수용액을 교반 혼합물에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다. 그 후, 1N 염산 수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순수한 물로 세척하였다. 이와 같이 얻어진 용액을 증발기로 농축한 다음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시켜 이관능성 페닐

렌 에테르 올리고머를 97.4g을 얻었다. 상기 올리고머는 수평균 분자량이 852, 중량평 균 분자량이 1,133 및 수산화

기 당량이 460이었다.

(에폭시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를 100℃로 가열하고 상기 올리고머 50.6g(수산화기 0.11mol) 및 에

피클로로히드린 292g을 장입하였다. 그 후, 에탄올 30g에 소디움 에톡사이드 8.6g(0.13mol)를 용해하여 얻어진 용

액을 적하 깔때기로 60분간 적가하였다. 첨가 완료 후에, 5시간동안 부가적으로 교반하였다. 그 후, 순수한 물로 세척

하고 부가적으로 여과하여 발생된 염 및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과량의 에피클로로히드린을 얻어진 용액으로부터 증

류제거하고 감압하에서 건조하여 화학식 (9)로 표시되는 에폭시 화합물 53.8g을 얻었다. 얻어진 에폭시 화합물의 IR 

분석에 따라, 페놀의 수산화기 흡수 피크(3,600cm -1 )가 사라졌으며, NMR 분석에 따라, 글리시딜 에테르로부터 유

도되는 피크가 생겼으므로, 모든 작용기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상기 에폭시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005, 중

량 평균 분자량이 1,275 및 에폭시 당량이 566였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환류 튜브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화합물 26g, 아크릴산 3.3g, 톨루엔 20g, 트리페닐포스

핀 0.13g, 및 하이드로퀴논 메틸 에테르 13mg을 장입하였다. 혼합물을 120℃로 가열하고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반응 도중 에, 산가를 측정하고 반응을 산가가 2mgKOH/g이 될때까지 유지하였다. 교반 시간은 120℃에서 5시간이

었다. 반응 용액을 40g의 톨루엔과 함께 증류하였다. 증류된 반응 용액을 메탄올에 첨가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고형

분을 여과하여 회수한 다음 회수된 고형분을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26.7g을 얻었

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395,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1,687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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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25g, 트리에틸아민 5.2g 및 메

틸렌 클로라이드 400g을 장입하였다.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 4.6g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100g을 적하 깔때기에 장

입하였다. 반응기내의 혼합물을 질소 분위기 하에서 0℃로 냉각하고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를 상기 혼합물에 교반하

면서 1시간동안 적가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상온으로 냉각하고 교반을 유지하였다. 반응은 반응 혼합물을 샘플

링하고 NMR로 측정하여 규명하였다. 상기 반응을 2시간 교반한 후에 종결하였다. 그 후, 0.1N 염산 수용액 및 순수

한 물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농축한 다음 메탄올에 적가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고형분을 여과로 회수하고 회수된 

고형분을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6.5g을 얻었다. 다관

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705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2,298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0g을 150℃에서 용융, 탈기 및 성형한 다음, 200℃에서 6시간동안 경화하여 경화물

을 얻었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6g을 카르비톨 아세테이트 4g에 용해하고 Darocur 1173(Ciba Specialty Chemicals

에서 공급, 광중합 개시제) 0.6g을 결과 용액에 첨가하여 수지 조성물을 얻었다. 수지 조성물을 구리-클래드 라미네

이트 표면에 스크린-인쇄 기계로 적용한 다음, 공기 건조기로 80℃에서 60분동안 건조하였다. 그 후, 패턴 필름을 그 

위에 위치시키고 구리-클래드 라미네이트 표면을 UV 방사 장치(EYE GRAPHICS Co.,Ltd.에서 공급; UB0151, 광선

공급원:금속 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하여 2000mJ에서 노출시켰다. 노출 후에, 메틸에틸케톤으로 전개시켰다. 이 경우

에, 비-노출 부분만이 메틸에틸케톤에 용해되어 수지 경화물의 전개 패턴을 얻었다. 수지 경화물의 연필 흠집 강도(JI

S K5400)는 H였다.

실시예 7

(이관능성 PPE 올리고머 화합물의 합성)

부피가 2리터이며, 교반기, 온도계, 공기-주입 튜브 및 배플판이 장치된 세로로 긴 반응기에 CuCl 1.3g(0.012mol), 

디-n-부틸아민 70.7g(0.55mol) 및 메틸에틸케톤 400g을 장입하였다. 장입물을 40℃의 반응 온도에서 교반하였다. 

메틸에틸케톤 800g에 이가 페놀로서 4,4'-[1,4-페닐렌비스(1-메틸에틸리덴) 비스(2,3,6-트리메틸페놀) 68.8g (0.1

6mol) 및 2,6-디메틸페놀 58.6g(0.48mol)이 용해된 용액을 120분에 걸쳐 반응기의 혼합물에 적가하면서 공기를 2L

/min으로 버블링하였다. 첨가 완료 후에, 60분동안 교반하면서, 공기를 2L/min으로 버블링을 유지하였다. 디 소디움 

디하이드로겐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테이트 수용액을 교반 혼합물에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다. 그 후, 1N 염산

수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순수한 물로 세척하였다. 이와 같이 얻어진 용액을 증발기로 농축한 다음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시켜 이관능성 페닐렌 에테르 올리고머를 114.6g을 얻었다. 상기 올리고머는 수평균 분자량이 934, 중량평균 분

자량이 1,223 및 수산화기 당량이 496이었다.

(에폭시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를 100℃로 가열하고 상기 올리고머 54.6g(수산화기 0.11mol) 및 에

피클로로히드린 292g을 장입하였다. 그 후, 에탄올 30g에 소디움 에톡사이드 8.6g(0.13mol)를 용해하여 얻어진 용

액을 적하 깔때기로 60분간 적가하였다. 첨가 완료 후에, 5시간동안 부가적으로 교반하였다. 그 후, 순수한 물로 세척

하고 부가적으로 여과하여 발생된 염 및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과량의 에피클로로히드린을 얻어진 용액으로부터 증

류제거하고 감압하에서 건조하여 화학식 (9)로 표시되는 에폭시 화합물 56.9g을 얻었다. 얻어진 에폭시 화합물의 IR 

분석에 따라, 페놀의 수산화기 흡수 피크(3,600cm -1 )가 사라졌으며, NMR 분석에 따라, 글리시딜 에테르로부터 유

도되는 피크가 생겼으므로, 모든 관능기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상기 에폭시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092, 중

량 평균 분자량이 1,408 및 에폭시 당량이 612였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환류 튜브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화합물 28.1g, 아크릴산 3.3g, 톨루엔 20g, 트리페닐포

스핀 0.13g, 및 하이드로퀴논 메틸 에테르 13mg을 장입하였다. 혼합물을 120℃로 가열하고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반응 도중에, 산가를 측정하고 반응을 산가가 2mgKOH/g이 될때까지 유지하였다. 교반 시간은 120℃에서 5시간이

었다. 반응 용액을 40g의 톨루엔과 함께 증류하였다. 증류된 반응 용액을 메탄올에 첨가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고형

분을 여과하여 회수한 다음 회수된 고형분을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28.3g을 얻었

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497,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1,841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25g, 트리에틸아민 4.8g 및 메

틸렌 클로라이드 400g을 장입하였다.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 4.3g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100g을 적하 깔때기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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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다. 반응기내의 혼합물을 질소 분위기 하에서 0℃로 냉각하고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를 상기 혼합물에 교반하

면서 1시간동안 적가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상온으로 냉각하고 교반을 유지하였다. 반응은 반응 혼합물을 샘플

링하고 NMR로 측정하여 규명하였다. 상기 반응을 2시간 교반한 후에 종결하였다. 그 후, 0.1N 염산 수용액 및 순수

한 물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농축한 다음 메탄올에 적가하여 침전물을 얻 었다. 고형분을 여과로 회수하고 회수된 

고형분을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7.6g을 얻었다. 다관

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788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2,407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0g을 150℃에서 용융, 탈기 및 성형한 다음, 200℃에서 6시간동안 경화하여 경화물

을 얻었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6g을 카르비톨 아세테이트 4g에 용해하고 Darocur 1173(Ciba Specialty Chemicals

에서 공급, 광중합 개시제) 0.6g을 결과 용액에 첨가하여 수지 조성물을 얻었다. 수지 조성물을 구리-클래드 라미네

이트 표면에 스크린-인쇄 기계로 적용한 다음, 공기 건조기로 80℃에서 60분동안 건조하였다. 그 후, 패턴 필름을 그 

위에 위치시키고 구리-클래드 라미네이트 표면을 UV 방사 장치(EYE GRAPHICS Co.,Ltd.에서 공급; UB0151, 광선

공급원:금속 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하여 2000mJ에서 노출시켰다. 노출 후에, 메틸에틸케톤으로 전개시켰다. 이 경우

에, 비-노출 부분만이 메틸에틸케톤에 용해되어 수지 경화물의 전개 패턴을 얻었다. 수지 경화물의 연필 흠집 강도(JI

S K5400)는 H였다.

실시예 8

(이관능성 PPE 올리고머 화합물의 합성)

부피가 2리터이며, 교반기, 온도계, 공기-주입 튜브 및 배플판이 장치된 세로로 긴 반응기에 CuCl 1.3g(0.012mol), 

디-n-부틸아민 70.7g(0.55mol) 및 메틸에틸케톤 400g을 장입하였다. 장입물을 40℃의 반응 온도에서 교반하였다. 

메틸에틸 케톤 800g에 이가 페놀로서 4,4'-메틸렌비스(2,6-디메틸페놀) 41.0g (0.16mol) 및 2,6-디메틸페놀 58.6g(

0.48mol)이 용해된 용액을 120분에 걸쳐 반응기의 혼합물에 적가하면서 공기를 2L/min으로 버블링하였다. 첨가 완

료 후에, 60분동안 교반하면서, 공기를 2L/min으로 버블링을 유지하였다. 디소디움 디하이드로겐 에틸렌디아민 테트

라아세테이트 수용액을 교반 혼합물에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다. 그 후, 1N 염산 수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순수한 

물로 세척하였다. 이와 같이 얻어진 용액을 증발기로 농축한 다음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시켜 이관능성 페닐렌 에테

르 올리고머를 94.6g을 얻었다. 상기 올리고머는 수평균 분자량이 801, 중량평균 분자량이 1,081 및 수산화기 당량

이 455이었다.

(에폭시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를 100℃로 가열하고 상기 올리고머 50.1g(수산화기 0.11mol) 및 에

피클로로히드린 292g을 장입하였다. 그 후, 에탄올 30g에 소디움 에톡사이드 8.6g(0.13mol)를 용해하여 얻어진 용

액을 적하 깔때기로 60분간 적가하였다. 첨가 완료 후에, 5시간동안 부가적으로 교반하였다. 그 후, 순수한 물로 세척

하고 부가적으로 여과하여 발생된 염 및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과량의 에피클로로히드린을 얻어진 용액으로부터 증

류제거하고 감압하에서 건조하여 화학식 (9)로 표시되는 에폭시 화합물 50.2g을 얻었다. 얻어진 에폭시 화합물의 IR 

분석에 따라, 페놀의 수산화기 흡수 피크(3,600cm -1 )가 사라졌으며, NMR 분석에 따라, 글리시딜 에테르로부터 유

도되는 피크가 생겼으므로, 모든 작용기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상기 에폭시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956, 중

량 평균 분자량이 1,204 및 에폭시 당량이 545였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환류 튜브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화합물 25.1g, 아크릴산 3.3g, 톨루엔 20g, 트리페닐포

스핀 0.13g, 및 하이드로퀴논 메틸 에테르 13mg을 장입하였다. 혼합물을 120℃로 가열하고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반응 도중에, 산가를 측정하고 반응을 산가가 2mgKOH/g이 될때까지 유지하였다. 교반 시간은 120℃에서 5시간이

었다. 반응 용액을 40g의 톨루엔과 함께 증류하였다. 증류된 반응 용액을 메탄올에 첨가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고형

분을 여과하여 회수한 다음 회수된 고형분을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25.4g을 얻었

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359,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1,657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25g, 트리에틸아민 5.3g 및 메

틸렌 클로라이드 400g을 장입하였다.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 4.8g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100g을 적하 깔때기에 장

입하였다. 반응기내의 혼합물을 질소 분위기 하에서 0℃로 냉각하고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를 상기 혼합물에 교반하

면서 1시간동안 적가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상온으로 냉각하고 교반을 유지하였다. 반응은 반응 혼합물을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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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하고 NMR로 측정하여 규명하였다. 상기 반응을 2시간 교반한 후에 종결하였다. 그 후, 0.1N 염산 수용액 및 순수

한 물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농축한 다음 메탄올에 적가하여 침전물을 얻었다. 고형분을 여과로 회수하고 회수된 

고형분을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6.6g을 얻었다. 다관

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623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2,278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0g을 150℃에서 용융, 탈기 및 성형한 다음, 200℃에서 6시간동안 경화하여 경화물

을 얻었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6g을 카르비톨 아세테이트 4g에 용해하고 Darocur 1173(Ciba Specialty Chemicals

에서 공급, 광중합 개시제) 0.6g을 결과 용액에 첨가하여 수지 조성물을 얻었다. 수지 조성물을 구리-클래드 라미네

이트 표면에 스크린-인쇄 기계로 적용한 다음, 공기 건조기로 80℃에서 60분동안 건조하였다. 그 후, 패턴 필름을 그 

위에 위치시키고 구리-클래드 라미네이트 표면을 UV 방사 장치(EYE GRAPHICS Co.,Ltd.에서 공급; UB0151, 광선

공급원:금속 할라이드 램프)를 사용하여 2000mJ에서 노출시켰다. 노출 후에, 메틸에틸케톤으로 전개시켰다. 이 경우

에, 비-노출 부분만이 메틸에틸케톤에 용해되어 수지 경화물의 전개 패턴을 얻었다. 수지 경화물의 연필 흠집 강도(JI

S K5400)는 H였다.

비교예 2

실시예 2에서 얻어진 동일한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0g을 150℃에서 탈기, 및 성형한 다음, 200℃에서 6시간

동안 열적으로 경화하여 경화물을 얻었다.

실시예 4~8 및 비교예 2에서 얻어진 경화물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표 2는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실시예 4 실시예 5 실시예 6 실시예 7 실시예 8 비교예 2

경화물 경화물 경화물 경화물 경화물 경화물

Tg(℃) 224 225 223 230 235 182

유전율

(1GHz)
2.74 2.77 2.76 2.74 2.71 2.81

유전 손실 탄젠트

(1GHz)
0.013 0.012 0.011 0.012 0.011 0.025

실시예 9

(이관능성 페닐렌 에테르 올리고머 화합물의 합성)

부피가 2리터이며, 교반기, 온도계, 공기-주입 튜브 및 배플판이 장착된 세로로 긴 반응기에 CuBr2 3.88g(17.4mol),

N,N'-디-t-부틸에틸렌디아민 0.75g(4.4mol), n-부틸디메틸아민 28.04g(277.6mmol) 및 톨루엔 2,600g을 장입하

였다. 장입물을 40℃의 반응 온도에서 교반하였다. 메탄올 2,300g에 용해된 2,2',3.3',5,5'-헥사메틸-(1,1-비페닐)-4

,4'-디올 129.32g(0.48mol), 2,6-디메틸페놀 292.19g(2.40mol), N,N'-디-t-부틸에틸렌디아민 0.51g(2.9mmol) 및

n-부틸디메틸아민 10.90g(108.0mmol)의 혼합 용액을 반응기내의 혼합물에 230분간 적가하면서 질소 및 가스의 산

소 함량이 8%인 공기의 혼합 가스를 5.2L/min으로 버블링하였다. 교반하였다. 첨가 완료 후에, 물 1500g에 용해된 

테트라소디움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테이트 19.89g(52.3mmol)을 교반 혼합물에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다. 그

후, 유기층을 1N 염산 수용액으로 세척하고 순수한 물로 세척하였다. 이와 같이 얻어진 용액을 증발기로 농축하고 이

관능성 페닐렌 에테르 올리고머 50중량% 용액 833.40g을 얻었다. 상기 올리고머는 수평균 분자량이 930, 중량 평균

분자량이 1,460 및 수산화기 당량이 465였다.

(에폭시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를 100℃로 가열하고 상기 올리고머 50중량% 용액 560g(수산화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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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ol) 및 에피클로로히드린 1,599g을 장입하였다. 그 후, 소디움 에톡시드(20.7중량%; Nippon Soda Co.,Ltd에서 

공급)의 에탄올 용액 237.60g(0.72mol)을 적하 깔때기로 60분간 적가하였다. 첨가의 완료 후에, 추가로 5시간동안 

교반하였다. 그 후, 순수한 물로 세척하고 부가적으로 여과하여 발생된 염 및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과량의 에피클로

로히드린을 얻어진 용액에서 증류 제거하고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에폭시 화합물 316.10g 얻었다. 얻어진 에

폭시 화합물의 IR 분석에 따라 페놀의 수산화기의 흡수 피크(3600cm-1)가 사라졌으며, 1H-NMR 분석에 따라, 글리

시딜 에테르에서 유도되는 피크가 생겼으므로 모든 작용기가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에폭시 화합물은 수평균 분

자량이 960, 중량 평균 분자량이 1,205 및 에폭시 당량이 520이었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환류 튜브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화합물 300.08g(0.58mol), 아크릴산 49.89g(0.69mol),

톨루엔 330.57g, 트리에틸아민 1.50g 및 하이드로퀴논 메틸 에테르 0.30g을 장입하였다. 혼합물을 120℃로 가열하

고 교반하면서 반응 시켰다. 반응 도중에, 산가를 측정하고 반응을 산가가 9mgKOH/g이 될때까지 유지하였다. 교반

시간은 120℃에서 10시간이었다. 에폭시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405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1,99

5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50중량% 용액 120.05g, 트

리에틸아민 15.30g(0.15mol)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500g을 장입하였다. 벤조일 클로라이드 21.20g(0.15mol) 및 메

틸렌 클로라이드 170g을 적하 깔때기에 첨가하였다. 반응기내의 혼합물을 질소 분위기하에서 0℃로 냉각시키고 벤

조일 클로라이드를 혼합물에 1시간동안 교반하면서 적가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상온으로 내리고 교반을 유지

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샘플링하고 반응을 NMR 측정으로 규명하였다. 반응을 2시간 교반 후에 종결하여싸. 그 후, 0,

1N 염산 수용액 및 순수한 물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농축한 다음 메탄올에 적가하여 고형화하였다. 고형분을 여과

로 회수하고 회수된 고형분을 건조된 감소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59.07g을 얻었다. 다

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형균 분자량이 1,840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2,425였다. 다 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0g을 150℃에서 용융, 탈기 및 성형한 다음 200℃에서 6시간동안 가열하면서 경화하여 경화물을 얻었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6g을 카르비톨 아세테이트 4g에 용해하고 Darocur 1173(Ciba Specialty Chemicals

에서 공급, 광중합 개시제) 0.6g을 결과 용액에 첨가하여 수지 조성물을 얻었다. 수지 조성물을 구리-클래드 라미네

이트 표면에 스크린-인쇄 기계로 적용한 다음, 공기 건조기로 80℃에서 60분동안 건조하였다. 그 후, 패턴 필름을 그 

위에 위치시키고 구리-클래드 라미네이트 표면을 UV 방사 장치(EYE GRAPHICS Co.,Ltd: UB0151, 광선 공급원:금

속 할라이드 램프)을 사용하여 1,500mJ에서 노출시켰다. 노출후에, 메틸에틸케톤에 전개시켰다. 이 경우에, 비-노출

된 부분은 메틸에틸케톤에 용해되며, 수지 경화물의 전개 패턴을 얻었다.

실시예 10

(이관능성 페닐렌 에테르 올리고머 화합물의 합성)

부피가 2리터이며, 교반기, 온도계, 공기-주입 튜브 및 배플판이 장착된 세로로 긴 반응기에 CuBr2 2.77g(12.5mol),

N,N'-디-t-부틸에틸렌디아민 0.54g(3.1mol), n-부틸디메틸아민 20.03g(198.3mmol) 및 톨루엔 2,600g을 장입하

였다. 장입물을 40℃의 반응 온도에서 교반하였다. 메탄올 2,300g에 용해된 페놀로서 4,4'시클로헥실리덴비스(2,6-

디메틸페놀) 155.18g(0.48mol), 2,6-디메틸페놀 175.31g(1.44mol), N,N'-디-t-부틸에틸렌디아민 0.36g(2.1mmol)

및 n-부틸디메틸아 민 7.79g(77.1mmol)의 혼합 용액을 반응기내의 혼합물에 230분간 적가하면서 질소 및 가스의 

산소 함량이 8%인 공기의 혼합 가스를 5.2L/min으로 버블링하였다. 교반하였다. 첨가 완료 후에, 물 1500g에 용해된

테트라소디움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테이트 14.20g(37.4mmol)을 교반 혼합물에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다. 그

후, 유기층을 1N 염산 수용액으로 세척하고 순수한 물로 세척하였다. 이와 같이 얻어진 용액을 증발기로 농축하고 이

관능성 페닐렌 에테르 올리고머 50중량% 용액 655.22g을 얻었다. 상기 올리고머는 수평균 분자량이 655, 중량 평균

분자량이 940 및 수산화기 당량이 335였다.

(에폭시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를 100℃로 가열하고 상기 올리고머 50중량% 용액 560g(수산화기 0

.84mol) 및 에피클로로히드린 2,219.8g을 장입하였다. 그 후, 소디움 에톡시드(20.7중량%; Nippon Soda Co.,Ltd에

서 공급)의 에탄올 용액 329.80g(0.72mol)을 적하 깔때기로 60분간 적가하였다. 첨가의 완료 후에, 추가로 5시간동

안 교반하였다. 그 후, 순수한 물로 세척하고 부가적으로 여과하여 발생된 염 및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과량의 에피클

로로히드린을 얻어진 용액에서 증류 제거하고 감소된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에폭시 화합물 327.90g 얻었다. 얻어진 

에폭시 화합물의 IR 분석에 따라 페놀의 수산화기의 흡수 피크(3600cm -1 )가 사라졌으며, 1H-NMR 분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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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시딜 에테르에서 유도되는 피크가 생겼으므 로 모든 작용기가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에폭시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710, 중량 평균 분자량이 915 및 에폭시 당량이 370이었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환류 튜브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화합물 300.03g(0.81mol), 아크릴산 70.11g(0.97mol),

톨루엔 344.43g, 트리에틸아민 1.50g 및 하이드로퀴논 메틸 에테르 0.30g을 장입하였다. 혼합물을 120℃로 가열하

고 교반하면서 반응 시켰다. 반응 도중에, 산가를 측정하고 반응을 산가가 12mgKOH/g이 될때까지 유지하였다. 교반

시간은 120℃에서 10시간이었다.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평균 분자량이 1,135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1,5

50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합성)

교반기, 온도계, 및 적하 깔때기가 장치된 반응기에 상기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의 50중량% 용액 120.03g, 트

리에틸아민 20.60g(0.20mol)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500g을 장입하였다. 벤조일 클로라이드 28.690g(0.20mol) 및 

메틸렌 클로라이드 200g을 적하 깔때기에 첨가하였다. 반응기내의 혼합물을 질소 분위기하에서 0℃로 냉각시키고 

벤조일 클로라이드를 혼합물에 1시간동안 교반하면서 적가하였다. 그 후, 상기 혼합물을 상온으로 내리고 교반을 유

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샘플링하고 반응을 NMR 측정으로 규명하였다. 반응을 2시간 교반 후에 종결하였다. 그 후, 

0,1N 염산 수용액 및 순수한 물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농축한 다음 메탄올에 적가하여 고형화하였다. 고형분을 여

과로 회수하고 회수된 고형분을 건조된 감소 압력하에서 건조하여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62.65g을 얻었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수형균 분자량이 1,600 및 중량 평균 분자량이 2,050였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10g을 150℃에서 용융, 탈기 및 성형한 다음 200℃에서 6시간동안 가열하면서 경화하여 경화물을 얻었다.

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화합물 6g을 카르비톨 아세테이트 4g에 용해하고 Darocur 1173(Ciba Specialty Chemicals

에서 공급, 광중합 개시제) 0.6g을 결과 용액에 첨가하여 수지 조성물을 얻었다. 수지 조성물을 구리-클래드 라미네

이트 표면에 스크린-인쇄 기계로 적용한 다음, 공기 건조기로 80℃에서 60분동안 건조하였다. 그 후, 패턴 필름을 그 

위에 위치시키고 구리-클래드 라미네이트 표면을 UV 방사 장치(EYE GRAPHICS Co.,Ltd: UB0151, 광선 공급원:금

속 할라이드 램프)을 사용하여 1,500mJ에서 노출시켰다. 노출후에, 메틸에틸케톤에 전개시켰다. 이 경우에, 비-노출

된 부분은 메틸에틸케톤에 용해되며, 수지 경화물의 전개 패턴을 얻었다.

비교예 3

비스페놀 A 타입 에폭시 아크릴레이트(SP4509: SHOWA HIGHPOLYMER CO.,LTD에서 공급) 10g을 120℃에서 

용융, 탈기 및 성형한 다음 200℃에서 6시간동안 가열하여 경화하여 경화물을 얻었다.

비교예 4

노볼락 타입 에폭시 아크릴레이트(SP4010, SHOWA HIGHPOLYMER CO.,LTD에서 공급) 10g을 120℃에서 용융, 

탈기 및 성형한 다음 200℃에서 6시간동안 가열하여 경화시켜 경화물을 얻었다.

실시예 9 및 10 및 비교예 3 및 4에서 얻어진 경화물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표 3은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표 3]

실시예 9 실시예 10 비교예 3 비교예 4

경화물 경화물 경화물 경화물

Tg(℃) 175 160 140 142

유전율 (1GHz) 2.65 2.66 3.31 3.1

유전 손실 탄젠트

(1GHz)
0.008 0.009 0.052 0.032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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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관능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은 비스페놀 A-타입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혹은 노블락 타입 에폭시 아

크릴레이트보다 높은 유리전이 온도를 갖으며, 저유전율 및 저유전 손실 탄젠트를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의 (메트)아

크릴레이트 화합물은 고기능성 중합체 재료로서 매우 유용하며, 열적 및 전기적으로 우수한 재료로서 각종 코팅제, U

V 도료, 첨가제, 접착제, 레지스트, 빌드업 배선판 재료등의 광범위한 적용에 사용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구조식(1) 혹은 하기 구조식(2)로 나타내어지는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

단, 식중 R1, R2, R3, R4 및 R5 각각은 독립적으로 수소원자 혹은 메틸기이며, R6, R7 및 R8 각각은 독립적으로 20

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선형, 분지형 혹은 고리형 탄화수소이며, -(O-X-O)-는 식(3)(식중 A는 20이하의 탄소원자

를 갖는 선형, 분지형 혹은 고리형 탄화수소이며, R9, R10, R15 및 R16은 각각 독립적으로 할로겐원자, 6이하의 탄소

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며, R11, R12, R13 및 R14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원자, 할로겐원자, 6이하의 탄

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다.) 혹은 식(4)(R17, R18, R19, R23 및 R24는 각각 독립적으로 할로겐원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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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며, R20, R21, 및 R22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원자, 할로겐원자, 6이

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다.)로 나타내어지며, -(Y-O)-는 식 (5)로 정의되는 일종류의 구조의 배

열 혹은 식(5)(R25 및 R26은 각각 독립적으로 할로겐원자, 6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며, R27 

및 R28은 각각 독립적으로 수소원자, 할로겐원자, 6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혹은 페닐기이다)로 정의되는 최

소 2종류의 구조의 랜덤 배열(random arrangement)이며, z는 최소 하나의 탄소원자를 갖으며, 산소원자, 질소원자, 

황원자 혹은 할로겐 원자를 포함할 수 있는 유기기이며, a 및 b는 각각 0 내지 30의 정수이며, a 혹은 b 중 최소 하나

는 0이 아니고, c 및 d는 각각 0 혹은 1의 정수이며, n은 0 내지 10의 정수이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O-X-O)-의 상기 구조식 (3)에서 R9, R10, R15 및 R16은 3개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이

며, -(O-X-O)-의 상기 구조식 (3)에서 R11, R12, R13 및 R14는 수소원자 혹은 3개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이며, -(Y-O)-의 상기 구조식 (5)에서 R25 및 R26은 3개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이며, -(Y-O)-의 상기 구조

식 (5)에서 R27 및 R28은 수소원자 혹은 3개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O-X-O)-의 상기 구조식 (4)에서 R17, R18, R19, R23 및 R24는 3개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

킬기이며, -(O-X-O)-의 상기 구조식 (4)에서 R20, R21 및 R22는 수소원자 혹은 3개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이며, -(Y-O)- 의 상기 구조식 (5)에서 R25 및 R26은 3개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이며, -(Y-O)-의 상기 구

조식 (5)에서 R27 및 R28은 수소원자 혹은 3개이하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메트)아크릴레이

트 화합물.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O-X-O)-는 상기 구조식 (3) 혹은 구조식 (4)로 나타내어지며, -(Y-O)-는 구조식 (7) 혹은 구조

식 (8)의 배열 혹은 구조식 (7) 혹은 구조식 (8)의 랜덤 배열임을 특징으로 하는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O-X-O)-는 상기 구조식 (6)으로 나타내어지며, -(Y-O)-는 구조식 (5)로 나타내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O-X-O)-는 상기 구조식 (6)으로 나타내어지며, -(Y-O)- 는 구조식 (7) 혹은 구조식 (8)로 나타

내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

청구항 7.
청구항 1항의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을 포함하는 경화수지 조성물.

청구항 8.
청구항 1항의 (메트)아크릴레이트 화합물 및 광중합 개시제를 포함하는 감광수지조성물(photosensitive resin comp

osition).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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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항의 경화수지 조성물 혹은 청구항 8항의 감광수지 조성물을 경화하여 얻어진 경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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