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C08L 63/00

     C08G 59/24

     B32B 15/08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12월21일

10-0538176

2005년12월15일

(21) 출원번호 10-2003-7000691 (65) 공개번호 10-2003-0031121

(22) 출원일자 2003년01월16일 (43) 공개일자 2003년04월18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3년01월16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1/006134 (87) 국제공개번호 WO 2002/06399

국제출원일자 2001년07월16일 국제공개일자 2002년01월24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EP 유럽특허 : 독일, 프랑스, 영국,

(30) 우선권주장 JP-P-2000-00216726

JP-P-2000-00223225

2000년07월18일

2000년07월25일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교세라 케미카르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 사이타마켄 가와구치시 료케 5쵸메 14-25

오츠카 가가쿠 홀딩스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오사카 540-0021 오사카시 추오쿠 오테도리 3초메 2-27

(72) 발명자 스즈키데츠아키

일본국사이타마켄가와구치시료케5쵸메14-25교세라케미카르가부시키

가이샤가와구치고죠나이

가자마신이치

일본국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가와사키쿠치도리쵸교세라케미카르가부시

키가이샤가와사키고죠나이

스기야마츠요시

일본국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가와사키쿠치도리쵸교세라케미카르가부시

키가이샤가와사키고죠나이

가미야히로키

일본국가나가와켄가와사키시가와사키쿠치도리쵸교세라케미카르가부시

키가이샤가와사키고죠나이

가네마키노리코

일본국사이타마켄가와구치시료케5쵸메14-25교세라케미카르가부시키

가이샤가와구치고죠나이

오가와케이

등록특허 10-0538176

- 1 -



일본국사이타마켄가와구치시료케5쵸메14-25교세라케미카르가부시키

가이샤가와구치고죠나이

타다유지

일본국도쿠시마켄도쿠시마시가와우치쵸가가수노463오츠카가가쿠가부

시키가이샤도쿠시마겐큐쇼나이

(74) 대리인 이재화

심사관 : 박환돈

(54) 할로겐 프리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할로겐 프리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프리

프레그,동장 적층판, 프린트배선판, 동박부착 수지필름,캐리어부착 수지필름, 빌드업형 적층판 및 빌드업

형 다층판

요약

(A)적어도 1종의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B)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등의 적어도 1종의 폴리에폭시드화합물, (C)

비스페놀 A형 노볼락수지 등의 에폭시용 경화제 및 (D)에폭시용 효과촉진제를 필수 성분으로 하고, 또 무기충전제를

0∼50중량% 함유하는 할로겐 프리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할로겐 프리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이것을 함침시킨 프리프레그 및 적층판, 동장 적층판, 프린트배선판, 및

할로겐 프리 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이것을 도포, 반경화한 동박부착 수지필름, 캐리어부착 수지필름

및 빌드업형 적층판, 빌드업형 다층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세계적인 환경문제, 인체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난연성

과 더불어 보다 적은 유해성, 보다 높은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즉, 전기·전자기기는, 단순히 연소되기 어려

운 것만 아니라, 유해가스나 발연(發煙)과 같은 발생이 적은 것이 요구되고 있다.

종래, 전기·전자부품을 탑재하는 글라스기재 에폭시수지 프린트배선판은, 에폭시수지로서, 난연제 브롬을 함유하는 브롬

화 에폭시수지, 특히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브롬화 에폭시수지는, 양호

한 난연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브롬화 에폭시수지는 연소시에 유해한 할로겐화 수소(브롬화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또,

상기 브롬화 에폭시수지는 브로모화 다이옥신, 프란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상기 브롬화 에폭시수지의 사

용이 계속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영국 특허 제1,112,139호 명세서, 일본국 특개평2-269730호 공보에는 질소화합물, 인화합물, 유기화합물

등을 배합한 각종 에폭시수지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간행물에 기재된 화합물로는 에폭시수지의 경화에 악

영향을 미친다. 또, 경화된 조성물은 내습성, 내열성이 저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편, 프린트 배선판에서는 할로겐 프리 난연성과 더불어, 납 프리 땜납의 사용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져 왔

다. 납 프리 땜납은, 주로 신뢰성면에서 Sn/Ag/(Bi)계와 Sn/Zn/(Bi)계의 조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땜납은 그 플

로 또는 리플로 온도가 종래의 Pb/Sn계 공정(共晶) 땜납(mp:183℃)의 일반적인 플로, 리플로 온도(약 240℃)보다

10∼20℃ 상승한다. 이 때문에 기판 재료에도 종래 이상의 내연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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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할로겐 프리로 양호한 난연성을 보이고, 또한 납 프리 땜납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우수한 내열성을 가

지는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술한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에서 함침된 프리프레그, 및 이들 프리프레그를 이용하여 제조되어, 내습성,

내열성에 뛰어난 적층판, 동장 적층판 및 프린트배선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할로겐 프리로 양호한 난연성을 보이고, 또 납 프리 땜납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우수한 내연성을 가지

는 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을 도포, 반경화하여 이루어진 동박부착 수지필름, 또는 캐리

어부착 수지필름, 및 이들 수지필름을 이용하여 제조되어, 내습성, 내열성에 뛰어난 빌드업형 적층판 및 빌드업형 다층판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예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수지조성물에,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을 에폭시드

화합물 기타와 적당하게 조합시키려는 신규 배합에 의해, 할로겐을 포함하지 않고 양호한 난연성을 보임과 동시에, 내습

성, 내열성이 향상하여, 상기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찾아내어, 본 발명을 완성시킨 것이다.

즉, 본 발명에 의하면,

(A) 적어도 1종의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과,

(B) 적어도 1종의 폴리에폭시드화합물과,

(C) 에폭시용 경화제와,

(D) 에폭시용 경화촉진제

를 필수 성분으로 하고, 또 무기충전제를 0∼50중량% 함유하는 할로겐 프리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을 글라스기재에 함침시켜 이루어진 프리프레그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프리프레그를 복수 매 적층하고, 경화하여 이루어진 적층판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프리프레그를 경화하여 이루어진 기판과, 이 기판의 적어도 편면에 접합된 동박을 구비한 동장 적층판

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프리프레그를 경화하여 이루어진 기판과, 이 기판의 적어도 편면에 형성된 동박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구비한 프린트배선판이 제공된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A) 적어도 1종의 가교 포스파젠화합물과,

(B) 적어도 1종의 폴리에폭시드화합물과,

(C) 에폭시용 경화제와,

(D) 에폭시용 경화촉진제와,

(E) 중량 평균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열가소성수지 또는 열경화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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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수성분으로 하고, 또 무기충전제를 0∼50중량% 포함하는 할로겐 프리 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을 동박의 편면에 도포하여 건조, 반경화시켜 이루어진

동박부착 수지필름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내층 회로판의 적어도 편면에 청구항15에 기재한 동박부착 수지필름을 순차적으로 쌓아올림과 동시에,

내부에 위치하는 동박부착 수지필름의 동박을 에칭에 의해 회로를 형성하여 이루어진 빌드업형 적층판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내층 회로판의 적어도 편면에 청구항15에 기재한 동박부착 수지필름을 순차적으로 쌓아올림과 동시에,

내부 및 표면에 위치하는 동박부착 수지필름의 동박을 에칭에 의해 회로를 형성하고, 또한 표면과 내부에 위치하는 소망의

회로를 스루홀에 의해 접속하여 이루어진 빌드업형 다층판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을 캐리어시트의 편면에 도포하여 건조, 반경화시켜 이

루어진 캐리어부착필름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관련된 동장 적층판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2A, 도2B, 도2C는, 본 발명에 관련된 프린트배선판의 제조공정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3은, 본 발명에 관련된 빌드업형 적층판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4A∼도4E는, 본 발명에 관련된 빌드업형 다층 프린트배선판의 제조공정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에 관련된 할로겐 프리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은,

(A) 적어도 1종의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과,

(B) 적어도 1종의 폴리에폭시드화합물과,

(C) 에폭시용 경화제와,

(D) 에폭시용 경화촉진제

를 필수 성분으로 하고, 또한 무기충전제를 0∼50중량% 포함하는 조성을 가진다.

다음에, 각 성분에 관하여 상술한다.

(A)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가교전의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로서는, 디클로로 포스파젠화합물과 페놀류의 알칼리금속염과의 반응으로 얻어지는 것이

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아, 종래 공지의 것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하기

구조식 (1)에 보이는 환상(環狀)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및 하기 구조식 (2)에 보이는 쇄상(鎖狀)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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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식 중, m은 3∼25의 정수를 나타낸다.

단, 식 중, X1은 -N = P (OC6H5)3 또는 -N = P(O)OC 6H5의 기를 나타내고, Y1은 -P(OC6H5)4 또는 -P(O)(OC6H5)2의

기를 나타내고, n은 3∼10000의 정수를 나타낸다.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은, 상기 환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및 쇄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

의 포스파젠화합물이, o-페닐렌기, m-페닐렌기, p-페닐렌기 및 하기 일반식(I)에서 나타나는 비스페닐렌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가교기에 의해 가교되어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단, 식 중, A는 -C (CH3)2-, -SO2-, -S- 또는 -O-를 나타내고, a는 0 또는 1 이상의 정수를 나타낸다.

상기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에 있어서는,

(a) 그 가교기는, 포스파젠화합물에서의 페닐기가 이탈한 2개의 산소 원자간에 개재하고,

(b) 가교되어 이루어진 화합물에서의 페닐기의 함유 비율은, 상기 환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및 상기 쇄상 페녹시포스파

젠화합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 중의 전 페닐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50∼99.9%이며, 또한

(c) 분자내에 프리 수산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상기 구조식 (2)에서의 말단기 X1 및 Y1은, 반응 조건 등에 의해 변화하여, 통상의 반응조건에서, 예를 들면 비수(非

水)계에서 온화한 반응을 행한 경우에는, X1이 -N = P(OC6H5)3기, Y1이 -P(OC 6H5)4기를 가지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한

편,수분 혹은 알칼리금속 수산화물이 반응계내에 존재하는 듯한 반응조건, 또는 이전반응이 발생하는 듯한 과혹한 반응조

건에서 반응을 행한 경우에는, X1이 -N = P(OC6H5)3기, Y1이 -P(OC6H5) 4기인 구조 외에, X1이 -N = P(O)OC6H5기, Y1

이 -P(O) (OC6H5)2기를 가지는 구조인 것이 혼재하는 상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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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의 「분자내에 프리 수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분석화학편람(개정 제3판, 일본분석화학회편, 마루젠

(주), 1981년) 제353페이지에 기재된 무수초산과 피리딘에 의한 아세틸화법에 따라서 정량한 경우에, 프리 수산기량이 검

출한계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검출한계란, 시료(본 발명의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1g당의 수산기 당량으로

서의 검출한계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1×10-6 수산기 당량/g 이하이다. 또한, 상기 아세틸화법으로 본 발명의 가교 페녹시

포스파젠화합물을 분석하면, 잔류하는 원료 페놀의 수산기의 양도 가산된다. 단, 이 원료 페놀은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에 의해서 정량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중의 프리 수산기만을 정량으로 할 수 있다.

상기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 우선, 디클로로 포스파젠화합물에 알칼리금속 페

놀레이트를 혼합하여 반응시킨다. 계속해서, 얻어진 화합물에 알칼리금속 페놀레이트를 또한 반응시킴으로써 가교 페녹시

포스파젠화합물이 제조된다.

상기 제조방법에서 이용되는 디클로로 포스파젠화합물로서는, 공지한 것, 예를 들면 하기 구조식(3)에서 보여지는 환상 디

클로로 포스파젠화합물, 하기 구조식 (4)에서 보여지는 쇄상 디클로로 포스파젠화합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들 디클

로로 포스파젠화합물은 단독 또는 2종류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환상의 것과 쇄상의 것을 병용해도 된다.

단, 식 중, m은 3∼25의 정수를 나타낸다.

단, 식 중, X2는 -N= PCl3 또는 -N = P(O)Cl의 기를 나타내고, Y2는 -PCl 4 또는 -P(O)Cl2기를 나타내고, n은 3∼10000

의 정수를 나타낸다.

상기 디클로로 포스파젠화합물은, 예를 들면 H.R.Allcock저, "Phosphorus·Nitrogen Compounds", Academic Press,

(1972), 및 J.E.Mark, H.R.Allcock, R.West 저, "Inorganic Polymer"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1992) 등에 기재

된 공지의 방법에 따라서 제조할 수 있다.

상기 디클로로 포스파젠화합물과 반응시키는 알칼리금속 페놀레이트로서는, 예를 들면 나트륨 페놀레이트, 칼륨 페놀레이

트, 리튬 페놀레이트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단독 또는 2종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디클로로 포스파젠화합물과 반응시키는 디페놀레이트로서는, 예를 들면 하기 일반식 (II)으로 나타나는 o - , m - , p

- 치환 알칼리금속 디페놀레이트, 하기 일반식 (III)에서 나타나는 알칼리금속 디페놀레이트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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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식 중, M은 알칼리금속을 나타낸다.

단, 식 중, A는 -C (CH3)2-, -SO2-, -S- 또는 -O-를 나타내며, a는 0 또는 1 이상의 정수를 나타내고, M은 알칼리금속

을 나타낸다. 이 일반식 (II)의 페놀레이트의 치환위치는, 오르토, 메타 또는 파라 중 어떤 것이어도 된다.

상기 알칼리금속 디페놀레이트로서는, 예를 들면 레조르시놀, 히드로퀴논, 카테콜,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

A), 4,4'-술포닐디페놀(비스페놀-S), 4,4'-티오디페놀, 4,4'-옥시디페놀, 4,4'-디페놀 등의 나트륨염, 리튬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단독 또는 2종 이상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중 페닐기의 함유 비율은, 환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및 쇄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에

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 중 전(全) 페닐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50∼99.9%, 보다 바람직하게는 70∼9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일반식 (I)에 나타내는 가교기에서 가교한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은, 특히, 분해온도가 250∼350℃이므로 바람

직하다. 이들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은, 단독 또는 2종 이상을 혼합하여 본 발명의 에폭시수지조성물에 제공할 수 있

다.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은, 납 프리 땜납 대응의 내열성을 보존시키기 위해, 분해 개시온도가 300℃ 이상의 것이

적합하다.

상기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은, 에폭시수지조성물 전체에 대하여 2∼50중량%의 비율로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을 2중량% 미만으로 하면, 경화물의 난연성의 불충분해질 우려가 있다. 한편, 상기 가교 페

녹시포스파젠화합물이 50중량%를 넘으면, 경화물의 글라스 전이점이 저하하여 내열성이 저감될 우려가 있다.

(B) 폴리에폭시드화합물

이 폴리에폭시드화합물로서는, 글리시딜에텔계 에폭시수지가 적합하다. 구체적으로는,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비스페

놀 F형 에폭시수지, 노볼락형 에폭시수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단독 또는 2종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에폭시수지에는, 글리시딜에텔계의 변성 에폭시수지도 포함된다. 변성 에폭시수지로서는, 예를 들면 비스마레이미드·트리

아진수지(BT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C) 에폭시용 경화제

이 에폭시용 경화제로서는, 예를 들면 디시안디아미드(DICY)와 그 유도체, 노볼락형 페놀수지, 아미노 변성 노볼락형 페

놀수지, 폴리비닐페놀수지, 삼불화 붕소아민 착체, 유기산 히드라지드, 디아미노마레오니트릴과 그 유도체, 멜라민과 그

유도체, 아민이미드, 폴리아민염, 몰레큘라시이브, 아민, 산무수물(酸無水物), 폴리아미드, 이미다졸 중 적어도 1종을 이용

할 수 있다.

(D) 에폭시용 경화촉진제

이 에폭시용 경화촉진제로서는, 예를 들면 제3아민, 이미다졸, 방향족 아민 중 적어도 1종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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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충전제

이 무기충전제로서는, 예를 들면 실리카, 알루미나, 탈크,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붕산아연, 산화아연, 티탄산칼륨, 질화

규소, 질화붕소,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무기충전제는, 단독 또는 2종 이상 혼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특히, 내열성이 요구되는 에폭시수지조성물을 얻을 경우는, 수산화알루미늄이나 수산화마그네슘 등의 금속수

산화물 이외의 무기충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무기충전제는, 무기충전제를 포함하는 에폭시수지조성물 전체에 대하여 0∼50중량%의 비율로 배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무기충전제의 배합량이 50중량%를 넘으면, 에폭시수지조성물을 유기용제에 용해하고, 다공질 글라스 기재

에 도포, 함침시켜 예를 들면 프리프레그를 제작할 때, 그 용해물(와니스)의 점도가 증가하여, 도포 얼룩이나 보이드가 발

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련된 할로겐 프리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은 본 발명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 또는 필요에 따라

서 멜라민류, 구아나민류 및 멜라민수지, 구아나민수지 등의 난연조제(難燃助劑), 경화제가 될 수 있는 질소화합물을 배합

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에폭시실란, 아미노실란 등의 커플링제를 필요에 따라 배합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음에, 본 발명에 관련된 할로겐 프리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의 용도인 1)프리프레그, 2)적층판, 3)동장 적층판, 4)프

린트배선판에 관하여 설명한다.

1) 프리프레그

먼저, 상술한 에폭시수지조성물을 예를 들면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텔과 같은 유기용제로 희석하여 와니스를 조제한

다. 이어서, 이 와니스를 글라스부직포, 글라스직포와 같은 다공질 글라스기재에 도포, 함침시켜, 예를 들면 150∼170℃로

가열함으로써 프리프레그를 제조한다.

2) 적층판

상기 1)의 방법에 의해 얻어진 프리프레그를 복수 매 서로 겹친 후, 이것을 통상의 조건으로 가열, 가압, 예를 들어 170℃,

4MPa의 압력으로 100분간 가열, 가압함으로써 적층판을 제조한다.

상기 적층판의 제조에 즈음하여, 내부에 위치시키는 프리프레그에 동박을 적층마다 겹쳐, 가열, 가압한 후, 그 동박을 에칭

처리하여 내층회로를 갖춘 적층판을 제조해도 된다.

3) 동장 적층판

상기 1)의 방법에 의해 얻어진 프리프레그를 복수 매 서로 겹치고, 그 적층구조의 편면 또는 양면에 동박을 서로 겹친 후,

이것을 통상의 조건으로 가열, 가압, 예를 들면 170℃, 4MPa의 압력으로 100분간 가열, 가압하여 글라스 에폭시 동장 적

층판을 제조한다.

이와 같은 동장 적층판을 도1에 구체적으로 도시한다. 이 동장 적층판은, 적층판(1)의 적어도 편면(예를 들면 양면)에 동박

(2)이 접착된 구조를 가진다.

상기 동장 적층판의 제조에 즈음하여, 내부에 위치시키는 프리프레그에 동박을 적층마다 겹쳐, 가열, 가압한 후, 그 동박을

에칭처리하여 내층회로를 갖춘 동장 적층판을 제조해도 된다.

4) 프린트배선판

상기 1)의 방법에 의해 얻어진 프리프레그를 복수 매 서로 겹쳐, 그 적층구조의 편면 또는 양면에 동박을 서로 겹치고, 이

것을 통상의 조건으로 가열, 가압, 예를 들면 170℃, 4MPa의 압력으로 100분간 가열, 가압하여 글라스 에폭시 동장 적층

판을 제작한다. 이어서, 동장 적층판의 소망 개소에 구멍을 개구하여, 스루홀도금을 행한 후, 도금막을 포함하는 동박을 에

칭처리하여 회로를 형성함으로써 프린트배선판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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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프린트배선판의 제조공정을 도2A, 도2B, 도2C를 참조하여 상술한다. 먼저, 프리프레그를 복수 매 서로 겹치고,

그 적층구조의 예를 들어 양면에 동박을 서로 겹쳐, 이것을 통상의 조건으로 가열, 가압, 예를 들면 170℃, 4MPa의 압력으

로 100분간 가열, 가압함으로써 도2A는 도시하는 적층판(1)의 양면에 동박(2)이 각각 서로 덮인 글라스 에폭시 동장 적층

판(3)을 제작한다. 이어서, 도2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이 동장 적층판(3)의 소망 개소에 구멍을 개구하고, 스루홀도금을

행하여 스루홀(4)을 형성한다. 이 때, 양면의 동박(2)상에도 도금막(5)이 각각 형성된다. 계속해서, 도2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도금막(5)을 포함하는 동박(2)을 도시하지 않은 에칭마스크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에칭처리함으로써 양면에 동박

(2) 및 도금막(5)으로 이루어진 회로(6a, 6b)를 형성함으로써 프린트배선판을 제조한다.

상기 프린트배선판의 제조에 즈음하여, 내부에 위치시키는 프리프레그에 동박을 적층마다 겹쳐, 가열, 가압한 후, 그 동박

을 에칭처리하여 내층 회로를 갖춘 동장 적층판을 제조해도 된다.

다음에, 본 발명에 관련된 빌드업 다층판용 수지조성물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빌드업 다층판용 수지조성물은,

(A) 적어도 1종의 가교 포스파젠화합물과,

(B) 적어도 1종의 폴리에폭시드화합물과,

(C) 에폭시용 경화제와,

(D) 에폭시용 경화촉진제와,

(E) 중량 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열가소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를 필수 성분으로 하고, 또 무기충전제를 0∼50중량% 포함하는 조성을 가진다.

상기 (A)∼(D)의 성분은, 상기 할로겐 프리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것이 이용된다.

상기 (E)성분인 중량 평균분자량 10000이상의 열가소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는, 빌드업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을 이용하여 필름화하기 쉽게 하기 위해 배합되는 것으로서, 접착성 및 가소성에 우수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수지로서

는, 예를 들면 에폭시수지, 페녹시수지, 우레탄수지, 폴리이미드수지, 폴리비닐부티랄, 폴리비닐아세탈, 폴리비닐폴말, 폴

리아미드, 폴리아세탈, 폴리카보네이트, 변성폴리페닐렌옥사이드,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강화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 폴리아릴레이트, 폴리술폰, 폴리에텔술폰, 폴리에텔이미드, 폴리아미드이미드,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폴리에텔에

텔케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수지는, 단독 또는 2종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화 같은 수지에서, 그 중량 평균 분자량을 10000 미만으로 하면, 필름 형성능이 저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열경화성기를 주쇄, 측쇄로 가지는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연화점 온도가 90℃ 이상의 열가소성수지는 빌드업용 난연

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의 내열성, 내습성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상기 (E)성분은, 전체의 에폭시수지조성물에 대해서 5∼80중량%의 비율로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무기충전제로서는, 예를 들면 실리카, 알루미나, 탈크,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붕산아연, 산화아연, 티탄산칼륨, 질

화규소, 질화붕소,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무기충전제는, 단독 또는 2종 이상 혼합하여 사

용할 수 있다. 특히, 내열성이 요구되는 에폭시수지조성물을 얻을 경우는, 수산화알루미늄이나 수산화마그네슘 등의 금속

수산화물 이외의 무기충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무기충전제는, 무기충전제를 포함하는 에폭시수지조성물 전체에 대해서 0∼50중량%의 비율로 배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무기충전제의 배합량이 50중량%를 넘으면, 에폭시수지조성물을 유기용제에 용해하여, 이것을 도포하여 예

를 들면 수지필름을 형성할 때, 그 용해물의 점도가 증가하여 도포 얼룩이나 보이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상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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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를 포함하는 에폭시수지조성물로 수지필름을 형성할 경우에는 상기 무기충전제를 에폭시수지조성물 전체에 대해서

3∼50중량%의 비율로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무기충전제의 배합량을 3중량% 미만으로 하면, 에폭시수지조성물

을 이용하여 형성된 수지필름에 충분한 내열성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본 발명에 관련된 할로겐 프리 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의 용도인 1)동박부착 수지필름, 2)빌드업형 적

층판, 3)빌드업형 다층 프린트배선판, 4)캐리어부착 수지필름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동박부착 수지필름

우선, 상술한 빌드업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을 예를 들어 메틸셀로솔브와 같은 유기용제로 희석하여 와니스를 조제한

다. 이 와니스를 동박의 편면에 도포하여, 건조, 반경화시킴으로써 동박부착 수지필름을 제조한다.

2) 빌드업형 적층판

상기 1)의 방법에 의해 얻어진 동박부착 수지필름을 내층회로판의 적어도 편면에 적어도 1매 이상 겹쳐 쌓음으로써 빌드

업형 적층판을 제조한다.

상기 동박부착 수지필름을 2매 이상 겹쳐 쌓을 경우는, 내부에 위치하는 동박부착 수지필름의 동박을 에칭에 의해 회로를

형성함과 동시에, 도금에 의해 형성한 스루홀에 의해 그 회로를 상기 내층회로판의 회로에 접속한다.

이와 같은 빌드업형 적층판을 도3에 구체적으로 도시한다. 빌드업형 적층판은, 내층회로판(11)의 예를 들면 양면에 상기

1)의 방법에 의해 얻어진 동박부착 수지필름(211, 212)을 적층한 구조를 가진다. 상기 내층회로판(11)은, 절연판(12)과, 이

절연판(12)을 관통하고, 그 양면에 랜드(13)을 가지는 스루홀(14)과, 상기 절연판(12)의 양면에 각각 형성된 제1회로(15),

제2회로(16)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스루홀(14) 안은 절연재료로 이루어진 충전물(17)이 매설되어 있다. 상기 동박

부착 수지필름(211, 212)은, 상기 내층회로판(11)의 양면에 각각 접착되는 수지필름(22)과, 이 수지필름(22)의 상기 내층

회로판(11)과 반대측의 면에 부착된 동박(23)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빌드업형 다층 프린트배선판

상기 1)의 방법에 의해 얻어진 동박부착 수지필름을 내층회로판의 적어도 편면에 순차적으로 쌓아올림과 동시에, 내부 및

표면에 위치하는 동박부착 수지필름의 동박을에칭에 의해 회로를 형성하고, 또한 표면과 내부에 위치하는 소망의 회로를

스루홀에 의해 접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상기 동박부착 수지필름을 2매 이상 겹쳐 쌓을 경우는, 내부에 위치하는 동박부착 수지필름의 동박을 에칭에 의해 회로를

형성함과 동시에, 도금에 의해 형성한 스루홀에 의해 그 회로를 상기 내층회로판의 회로에 접속한다.

이와 같은 빌드업형 다층 프린트인쇄판을 도4A, 도4B, 도4C, 도4D, 4E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내층 회로판(11)의 예를 들면 양면에 상기 1)의 방법에 의해 얻어진 수지필름(22) 및 동박으로 이루어진 동박부착 수지필

름(211, 212)의 상기 수지필름(22)을 각각 가열, 가압하여 적층함으로써 도4A에 도시하는 구조의 빌드업형 적층판구조

(31)를 제작한다. 또, 상기 내층 회로판(11)은, 절연판(12)과, 이 절연판(12)을 관통하여, 그 양면에 랜드(13)를 갖춘 스루

홀(14)과, 상기 절연판(12)의 양면에 각각 형성된 제1회로(15), 제2회로(16)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스루홀(14)안은 절연

재료로 이루어진 충전물(充塡物)(17)이 매설되어 있다.

계속해서, 도4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1회로(15)에 대응하는 상기 동박부착 수지필름(211)의 동박(23)의 일부를 에칭

제거하여 개구부(32)를 형성한다. 또, 제2회로(16)에 대응하는 상기 동박부착 수지필름(212)의 동박(23)의 일부를 에칭제

거하여 개구부(33, 34)를 각각 형성한다. 이어서, 도4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상기 개구부(32, 33, 34)로부터 노출하는 수

지필름(22)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상기 제1회로(15)에 도달하는 구멍(35)을 개구함과 동시에, 상기 제2회로(16)에 도달

하는 구멍(36, 37)을 각각 개구한다. 이 후, 무전해도금 또는 전기도금을 실시하여 도4D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1회로

(15) 및 제2회로(16)에 접속되는 스루홀(38, 39, 40)을 각각 형성한다. 이 때, 양면의 상기 동박부착 수지필름(211, 2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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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23)에 도금막(41)이 각각 형성된다. 이 후, 상기 동막부착 수지필름(211, 212)의 동박(23) 및 도금막(41)을 선택적으

로 에칭제거함으로써 도4E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양면에 2층째인 제1회로(42), 제2회로(43)를 각각 형성하여 빌드업형

다층 프린트배선판을 제조한다.

4) 캐리어부착 수지필름

먼저, 상술한 빌드업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을 예를 들면 메틸셀로솔브와 같은 유기용제로 희석하여 와니스를 조제한

다. 이 와니스를 예를 들면 폴리에스텔, 폴리이미드와 같은 수지로 이루어진 캐리어시트의 편면에 도포하여, 건조, 반경화

시킴으로써 캐리어부착 수지필름을 제조한다.

또, 본 발명에 관련된 할로겐 프리 빌드업 다층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은 본 발명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 또는

필요에 따라서 멜라민류, 구아나민류 및 멜라민수지, 구아나민수지 등의 난연조제, 경화제가 될 수 있는 질소화합물을 배

합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에폭시실란, 아미노실란 등의 커플링제를 필요에 따라서 배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하,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단,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의 실시

예 및 비교예에서 「부(部)」란 「중량부」를 의미한다.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의 합성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합성예 1>

(파라페닐렌에 의한 가교 구조를 갖춘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의 합성)

페놀 103.5g(1.1몰), 수산화나트륨 44.0g(1.1몰), 물 50g 및 톨루엔 50mL의 혼합물을 가열 환류하여, 물만을 계외(系外)

로 제외함으로써, 나트륨 페놀레이트의 톨루엔용액을 조제하였다.

상기 반응과 병행하여, 2L의 네 입구 플라스크에 히드로퀴논 16.5g(0.15몰), 페놀 94.1g(1.0몰), 수산화리튬 31.1g(1.3

몰), 물 52g 및 톨루엔 600mL의 혼합물을 넣고 가열 환류하여, 물만을 계외로 제외함으로써, 히드로퀴논과 페놀의 리튬염

의 톨루엔 용액을 조제하였다. 이 톨루엔 용액에 디클로로 포스파젠 올리고머(3양체(量體) 62%, 4양체 12%, 5양체 및 6

양체 11%, 7양체 3%, 8양체 이상 12%의 혼합물) 1.0 유닛몰(115.9g)을 함유하는 20% 크롤벤젠용액 580g을, 교반하면

서 30℃ 이하에서 적하한 후, 110℃에서 3시간 교반 반응하였다. 이어서, 먼저 조제한 나트륨 페놀레이트의 톨루엔 용액을

교반 하에서 첨가한 후, 110℃에서 4시간 반응을 계속하였다.

반응 종료후, 반응혼합물을 3%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L로 3회 세정한 후, 물 1.0L로 3회 세정하고, 유기층을 감압하에

서 농축하였다. 얻어진 생성물을 80℃, 3mmHg 이하에서 11시간 가열 진공건조하여, 211g의 미황색 분말(화합물X)을 얻

었다.

얻어진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은, 가수분해염소가 0.04%, 인 함유율 및 CHN원소 분석치에 의해 최종물의 조성이 [N

= P (-O-p-C6H4-O-) 0.15 (-O-C 6H5) 1.7]였다. 중량 평균분자량(Mw)은, 폴리스틸렌 환산(GPC분석에 의한다)으로

1100, TG/DTA분석으로는 명확한 융점은 보이지 않고, 분해개시온도는 306℃, 5%중량 감소온도는 311℃이었다. 또, 아

세틸화법에 의해 잔존 히드록시기의 정량을 행한 결과, 검출한계(샘플 1g당의 히드록시 당량으로서 : 1×10-6당량/g 이

하)이하 이었다.

<합성예 2>

(2, 2 - 비스(p - 옥시페닐) 이소프로리덴기에 의한 가교구조를 갖춘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의 합성)

페놀 65.9g(0.7몰) 및 톨루엔 500mL를 1L의 네 입구 플라스크에 넣고, 교반하, 내부의 액체 온도를 25℃로 유지하면서,

금속나트륨 0.65그램 원자(14.9g)를 세밀하게 재단하여 투입하였다. 투입 종료후, 77∼113℃로 금속 나트륨이 완전히 소

실할 때까지 8시간 교반을 계속하였다.

상기 반응과 병행하여, 비스페놀A 0.25몰(57.1g), 페놀 1.1몰(103.5g) 및 테트라히드로푸란(THF) 800mL를 3L의 네 입

구 플라스크에 넣고, 교반하, 내부의 액체 온도를 25℃로 유지하면서, 금속리튬 1.6그램 원자(11.1g)을 세밀하게 재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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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였다. 투입 종료후, 61∼68℃로 금속리륨이 완전히 소실할 때까지 8시간 교반을 계속하였다. 이 슬러리 용액에 디

클로로 포스파젠 올리고머(농도: 37%, 클로로벤젠 용액 313g, 조성 : 3양체 75%, 4양체 17%, 5양체 및 6양체 6%, 7양체

1%, 8양체 이상 1%의 혼합체) 1.0몰(115.9g)을 교반 하에서, 내부의 액체 온도를 20℃ 이하로 보존하면서, 1시간 걸쳐

적하하였다. 이 후, 80℃에서 2시간 반응하였다. 계속하여, 교반 하에서, 내부의 액체 온도를 20℃로 보존하면서, 별도 조

제한 나트륨 페놀레이트 용액을 1시간 걸쳐 첨가한 후, 80℃에서 5시간 반응하였다.

반응 종료후, 반응 혼합물을 농축하고, THF를 제외한 후, 새롭게 톨루엔 1L를 첨가하였다. 이 톨루엔용액을 2% NaOH수

용액 1L로 3회 세정하고, 다음에 물 1L로 3회 세정한 후, 유기층을 감압하에서 농축하였다. 얻어진 생성물을 80℃,

3mmHg 이하에서 11시간 가열 진공건조하여, 229g의 백색 분말(화합물 Y)을 얻었다.

얻어진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은, 가수분해염소가 0.07%, 인 함유율 및 CHN원소 분석치에 의해 최종물의 조성이 [N

= P(-O-C6H4-C(CH3) 2-C6H4-O-)0.25(-O-C6H5)1.50]이었다. 중량 평균 분자량(Mw)는, 폴리스틸렌 환산(GPC분석

에 의한다)으로 1130이며, TG/DTA분석에서는 명확한 융점은 보이지 않고, 분해개시 온도는 308℃, 5%중량 감소온도는

313℃였다. 또, 아세틸화법에 의해서 잔존 히드록시기의 정량을 행한 결과, 검출한계(샘플 1g 당 히드록시 당량으로서 :

1×10-6 당량/g 이하)이하였다.

<합성예 3>

(4, 4 - 술포닐디페닐렌(비스페놀 - S잔기(殘基))에 의한 가교 구조를 갖춘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의 합성)

페놀 37.6g(0.4몰) 및 THF 500mL을 1L의 네 입구 플라스크에 넣고 교반하에서, 내부의 액체 온도를 25℃로 유지하면서,

금속나트륨 0.45그램 원자(9.2g)를 세밀하게 재단하여 투입하였다. 투입 종료후, 65∼72℃에서 금속나트륨이 완전히 소

실할 때까지 5시간 교반을 계속하였다.

상기 반응과 병행하여, 1L의 네 입구 플라스크에, 페놀 160.0g(1.70몰)과 비스페놀 - S12.5g(0.05몰)을 THF 500mL에

용해하고, 25℃ 이하에서 금속나트륨 1.8그램 원자(41.4g)을 투입하고 투입 종료후 1시간 걸쳐 61℃까지 승온, 61∼68℃

에서 6시간 교반을 계속하여, 나트륨 페놀레이트 혼합용액을 조제하였다. 이 용액을 디클로로 포스파젠 올리고머(조성 : 3

양체 62%, 4양체 12%, 5양체 및 6양체 11%, 7양체 3%, 8양체 이상 12%의 혼합체) 1.0유닛몰(115.9g)을 함유하는 20%

클로로벤젠용액 580g에, 25℃ 이하의 냉각, 교반하에서 적하 후, 71∼73℃에서 5시간 교반 반응하였다.

계속해서, 먼저 조제한 나트륨 페놀레이트 혼합용액을 적하한 후, 71∼73℃에서 3시간 반응을 계속하였다.

반응 종료후, 반응 혼합물을 농축하여 클로로벤젠 500mL에 재용해한 후, 5% NaOH 수용액의 세정을 3회, 5% 유산(硫酸)

수용액의 세정, 5%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의 세정, 물 세정 3회를 행하고, 농축 건조하여 담황색의 왁스형상물(화합물Z)

218g을 얻었다.

얻어진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은, 가수분해염소가 0.01% 이하로, 인 함유율 및 CHN원소 분석치에 의해 최종물의 조

성이 거의, [N = P(-O-C6H4-SO2 -C6H4-O-)0.05(-O-C6H5)1.90]으로 결정하였다. 중량 평균 분자량(Mw)은, 폴리스

틸렌 환산(GPC분석에 의한다)으로 1080이며, TG/DTA분석에 의해 융해온도(Tm)는 103℃, 분해개시 온도는 320℃, 5%

중량 감소온도는 334℃였다. 또, 아세틸화법에 의해서 잔존 히드록시기의 정량을 행한 결과, 검출한계(샘플 1g 당 히드록

시 당량으로서 : 1×10-6 당량/g 이하) 이하였다.

<실시예 1>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 노

볼락 에폭시수지 YDCD-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비스페놀 A형 노

볼락수지 에피크론N850A(다이니폰잉키카가쿠사제 상품명, 수산기가(水酸基價) 118, 수지고형분 70중량%) 337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1의 화합물X) 420부, 및 2-에틸-4-메틸 이미다졸(2E4MZ) 0.7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을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

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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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 노

볼락 에폭시수지의 YDCN-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디시안디아미

드(DICY) 2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1의 화합물X) 350부, 및 2-에틸-4-메틸 이미

다졸(2E4MZ) 0.8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과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3>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노

볼락 에폭시수지의 YDCN-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비스페놀 A형

노볼락수지 에피크론N850A(다이니폰잉키카가쿠사제 상품명, 수산기가(水酸基價) 118, 수지고형분 70중량%) 337부, 가

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2의 화합물Y) 420부, 및 2-에틸-4-메틸 이미다졸(2E4MZ) 0.7부

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을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

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4>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 노

볼락 에폭시수지의 YDCN-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디시안디아미

드(DICY) 2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2의 화합물Y) 350부 및 2-에틸-4-메틸 이미다

졸(2E4MZ) 0.8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과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가

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5>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노

볼락 에폭시수지의 YDCN-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비스페놀 A형

노볼락수지 에피크론N850A(다이니폰잉키카가쿠사제 상품명, 수산기가(水酸基價) 118, 수지고형분 70중량%) 337부, 가

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3의 화합물Z) 420부, 및 2-에틸-4-메틸 이미다졸(2E4MZ) 0.7부

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을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

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6>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 노

볼락 에폭시수지의 YDCN-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디시안디아미

드 2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2의 화합물Y) 350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

(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물3의 화합물Z) 420부 및 2-에틸-4-메틸 이미다졸(2E4MZ) 0.8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

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과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

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7>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노

볼락 에폭시수지의 YDCD-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비스페놀 A형

노볼락수지 에피크론N850A(다이니폰잉키카가쿠사제 상품명, 수산기가(水酸基價) 118, 수지고형분 70중량%) 337부, 가

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1의 화합물X) 270부, 용융 실리카 270부 및 2-에틸-4-메틸 이미

다졸(2E4MZ) 0.7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을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

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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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 노

볼락 에폭시수지의 YDCN-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디시안디아미

드(DICY) 2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1의 화합물X) 230부, 용융 실리카 230부 및 2-

에틸-4-메틸 이미다졸(2E4MZ) 0.8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과 디메틸 포

름아미드(DMF)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9>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노

볼락 에폭시수지의 YDCN-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비스페놀 A형

노볼락수지 에피크론N850A(다이니폰잉키카가쿠사제 상품명, 수산기가(水酸基價) 118, 수지고형분 70중량%) 337부, 가

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1의 화합물X) 270부, 수산화알루미늄 270부 및 2-에틸-4-메틸

이미다졸(2E4MZ) 0.7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을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

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10>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 노

볼락 에폭시수지의 YDCN-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디시안디아미

드(DICY) 2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1의 화합물X) 230부, 수산화 알루미늄 230부

및 2-에틸-4-메틸 이미다졸(2E4MZ) 0.8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과 디메

틸 포름아미드(DMF)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비교예 1>

브롬화 에폭시수지 에피코트5045(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80, 수지고형분 80중량%) 600부, 비스페놀 A형 노

볼락수지 에피크론N850A(다이니폰잉키카가쿠사제 상품명, 수산기가(水酸基價) 118, 수지고형분 70중량%) 169부 및 2-

에틸-4메틸이미다졸(2E4MZ) 0.6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을 가하여 수지

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비교예 2>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 노

볼락 에폭시수지의 YDCN-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비스페놀 A형

노볼락수지 에피크론N850A(다이니폰잉키카가쿠사제 상품명, 수산기가(水酸基價) 118, 수지고형분 70중량%) 337부, 트

리페닐렌 포스페이트 541부, 수산화 알루미늄 361부 및 2-에틸-4-메틸 이미다졸(2E4MZ) 0.9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을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비교예 3>

브롬화 에폭시수지 에피코트5045(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80, 수지고형분 80중량%) 600부, 디시안디아미드

(DICY) 13부 및 2-에틸-4메 틸이미다졸(2E4MZ) 0.5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

(PGM)과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비교예 4>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56, 수지고형분 70중량%) 651부, 글레졸 노

볼락 에폭시수지의 YDCN-704P(도또카세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210, 수지고형분 70중량%) 300부, 디시안디아미

드(DICY) 25부,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융점 100℃) 230부, 수산화 알루미늄 230부 및 2-에틸-4-

메틸 이미다졸(2E4MZ) 0.7부로 이루어진 혼합물에 용매로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에텔(PGM)과 디메틸 포름아미드

(DMF)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65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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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10 및 비교예 1∼4에서 얻은 에폭시수지 와니스의 각각을 글라스 부직포 또는 글라스 직포에 연속적으로 도포,

함침시켜, 160℃의 온도에서 건조하여 프리프레그를 제조하였다.

얻어진 180㎛의 각 프리프레그를 8매 서로 겹쳐, 이들의 적층체의 양면에 두께 18㎛의 동박을 서로 겹쳐 117℃의 온도,

4Mpa의 압력으로 100분간 가열·가압하여, 두께 1.6mm의 글라스 에폭시 동장 적층판을 얻었다.

얻어진 각 동장 적층판에 관하여, 이하에 설명하는 1)난연성, 2)흡수율, 3)박리강도, 4)땜납 내열성 및 5)내미즐링성을 평

가하였다. 그 결과를 하기 표1∼표3에 나타낸다. 또, 하기 표1∼표3에는 실시예1∼10 및 비교예1∼4의 에폭시수지 와니

스의 배합비율을 병기한다.

1) 난연성

난연성은, UL94 난연성시험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2) 흡수율

흡수율은, JIS-C-6481에 의해 측정하였다.

3) 박리강도

박리강도는, JIS-C-6481에 준하여 상태(A) 및 에이징(E) [1000시간/180℃] 후의 동장 적층판을 측정하였다.

4) 땜납 내열성

땜납 내열성은, 300℃ 땜납 중에 동장 적층판의 시료를 3분, 5분, 10분 부유시켜, 그 때의 부풀음의 유무를 관찰함으로써

평가하였다.

5) 내미즐링성

내미즐링성은, 동장 적층판 표면의 동박을 에칭에 의해 제거한 폭 50mm, 길이 50mm의 시료에 대하여 4시간 열탕(D-4/

100) 및 프레셔쿠커 테스트, 120℃에서 2시간(PCT/2hr)의 조건에서 각각 처리한 후, 260℃ 땜납욕 중에 30초간 침적했

을 때의 부풀음의 유무를 관찰함으로써 평가하였다.

또, 실시예1∼10 및 비교예1∼4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이용하여 제조한 프레프레그를 서로 겹치고, 그 양면에 두께 35㎛

의 석박(錫箔)을 서로 겹쳐 마찬가지로 가열, 가압하여 판 두께 0.8mm의 내층판을 제조하였다. 이 내층판에 회로를 형성

하여, 동박 표면을 산화처리한 후, 그 양면에 상기 프리프레그를 서로 겹치고, 그 위에 각각 두께 18㎛의 동박을 서로 겹쳐

마찬가지로 가열·가압하여 판 두께 1.6mm의 다층판을 제조하였다.

얻어진 다층판에 관하여, 이하에 설명하는 1)보이드, 2)비백(飛白) 3)내층 박리강도 및 4)내미즐링성의 특성을 평가하였

다. 그 결과를 동 표1∼표3에 나타낸다.

1) 보이드

보이드는, 다층판 표면의 동박을 에칭제거하고, 눈으로 관찰하였다.

2) 비백

비백은, 다층판 표면의 동박을 에칭제거하고, 눈으로 4개의 코너부의 비백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하였다.

3) 내층 박리강도

박리강도는, JIS-C-6481에 준하여 상태(A)의 내층판과 프리프레그의 박리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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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미즐링성

내미즐링성은, 표면의 동박을 에칭에 의해 제거한 폭 50mm, 길이 50mm의 시료에 대해 2시간 열탕(D-2/100) 및 4시간

열탕(D-4/100)의 조건으로 각각 처리한 후, 260℃ 땜납욕 중에 30초간 침적한 때의 부풀음의 유무를 관찰함으로써 평가

하였다.

[표 1]

  항목  실시예(부)

 1  2  3  4  5

배

합

 에피코트1001  651  651  651  651  651

 에피코트5045  -  -  -  -  -

 YDCN-704P  300  300  300  300  300

 에피크론N850A  337  -  337  -  337

 DICY  -  25  -  25  -

 가교 포스파젠

화합물X

 420  350  -  -  -

 가교 포스파젠

화합물Y

 -  -  420  350  -

 가교 포스파젠

화합물Z

 -  -  -  -  420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

 -  -  -  -  -

 트리페닐렌포스

페이트

 -  -  -  -  -

 용융실리카  -  -  -  -  -

 수산화알루미늄  -  -  -  -  -

 2E4MZ  0.7  0.8  0.7  0.8  0.7

 PGM  적량  적량  적량  적량  적량

 DMF  -  적량  -  적량  -

 고형분(%)  65  65  65  65  65

 적층

판특

성

 난연성(UL94)  V-0  V-0  V-0  V-0  V-0

 흡수율 D-24/

23(%)

 0.03  0.05  0.03  0.04  0.02

박리강도

(KN/m)

 A  1.4  1.5  1.4  1.5  1.5

 E-1000/180  1.35  1.45  1.35  1.45  1.45

내열성

[300℃

땜납]

 1분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5분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10분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내미즐링성  D-4/100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PCT2hr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다층

판특

성

 보이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비백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내층 박리강도

A(KN/m)

 0.9  0.9  0.9  0.9  1

 내미즐링성  D-2/100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D-4/100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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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실시예(부)

 6  7  8  9  10

배

합

 에피코트1001  651  651  651  651  651

 에피코트5045  -  -  -  -  -

 YDCN-704P  300  300  300  300  300

 에피크론N850A  -  337  -  337  -

 DICY  25  -  25  -  25

 가교 포스파젠

화합물X

 -  270  230  270  230

 가교 포스파젠

화합물Y

 350  -  -  -  -

 가교 포스파젠

화합물Z

 420  -  -  -  -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

 -  -  -  -  -

 트리페닐렌포스

페이트

 -  -  -  -  -

 용융실리카  -  270  230  -  -

 수산화알루미늄  -  -  -  270  230

 2E4MZ  0.8  0.7  0.8  0.7  0.8

 PGM  적량  적량  적량  적량  적량

 DMF  적량  -  적량  -  적량

 고형분(%)  65  65  65  65  65

 적층

판특

성

 난연성(UL94)  V-0  V-0  V-0  V-0  V-0

 흡수율 D-24/

23(%)

 0.04  0.02  0.04  0.03  0.04

박리강도

(KN/m)

 A  1.7  1.5  1.6  1.5  1.6

 E-1000/180  1.7  1.45  1.55  1.45  1.55

내열성

[300℃

땜납]

 1분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5분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10분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일부부풀음  일부부풀음

 내미즐링성  D-4/100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PCT2hr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다층

판특

성

 보이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비백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내층 박리강도

A(KN/m)

 1  1  1  1  1

 내미즐링성  D-2/100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D-4/100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표 3]

  항목  비교예(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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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합

 에피코트1001  -  651  -  651

 에피코트5045  600  -  600  -

 YDCN-704P  -  300  -  300

 에피크론N850A  169  337  -  -

 DICY  -  -  13  25

 가교 포스파젠화

합물X

 -  -  -  -

 가교 포스파젠화

합물Y

 -  -  -  -

 가교 포스파젠화

합물Z

 -  -  -  -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

 -  -  -  230

 트리페닐렌포스

페이트

 -  541  -  -

 용융실리카  -  -  -  -

 수산화알루미늄  -  361  -  230

 2E4MZ  0.6  0.9  0.5  0.7

 PGM  적량  적량  적량  적량

 DMF  -  -  적량  적량

 고형분(%)  65  65  65  65

 적층

판특

성

 난연성(UL94)  V-0  V-0  V-0  V-0

 흡수율 D-24/

23(%)

 0.07  0.13  0.08  0.04

박리강도

(KN/m)

 A  1.4  1  1.5  1.5

 E-1000/180  0.1  0.7  0.1  1.45

내열성

[300℃

땜납]

 1분 일부

부풀음있음

일부

부풀음있음

일부

부풀음있음

일부

부풀음있음

 5분  부풀음  부풀음  부풀음  부풀음

 10분  부풀음  부풀음  부풀음  부풀음

 내미즐링성  D-4/100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PCT2hr  부풀음없음 일부

부풀음있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다층

판특

성

 보이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비백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내층 박리강도

A(KN/m)

 0.9  0.4  1  0.8

 내미즐링성  D-2/100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D-4/100  부풀음없음 일부

부풀음있음

 부풀음없음  부풀음없음

상기 표1∼3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실시예 1∼10의 에폭시수지조성물은 할로겐을 함유하지 않고 우수한 난연성을 보이

며, 또 내열성, 내습성, 내약품성 등이 뛰어난 글라스 에폭시 적층 제품을 얻을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글라스 에폭시 동장 적층판을 사용함으로써, 양호한 환경특성을 부여하고, 또한 각종 특성에 우수한 프린트

배선판을 제조할 수 있다.

<실시예 11>

중량 평균 분자량 50000의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256(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7900, 수지고형

분 40중량%) 75부,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75) 28부, 노볼락형 페

놀수지 BRG-558(쇼와고분시사제 상품명, 수산기 당량 106) 6.3부, 멜라민 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

가쿠사제, 합성예1의 화합물X) 12부, 수산화 알루미늄 25부, 및 2-에틸-4-메틸 이미다졸(2E4MZ) 0.2부에, 메틸셀로솔

브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50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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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2>

중량 평균 분자량 50000의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256(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7900, 수지고형

분 40중량%) 75부,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75) 28부, 디시안디아미

드 0.62부, 멜라민 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1의 화합물X) 12부, 수산화 알루미늄 25

부, 및 2-에틸-4-메틸 이미다졸(2E4MZ) 0.2부에, 메틸셀로솔브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50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13>

중량 평균 분자량 50000의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256(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7900, 수지고형

분 40중량%) 75부,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75) 28부, 노볼락형 페

놀수지 BRG-558(쇼와고분시사제 상품명, 수산기 당량 106) 6.3부, 멜라민 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

가쿠사제, 합성예1의 화합물X) 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2의 화합물Y) 20부, 수산화

알루미늄 25부 및 2-에틸-4-메틸이미다졸(2E4MZ) 0.2부에, 메틸셀로솔브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50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14>

중량 평균 분자량 50000의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256(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7900, 수지고형

분 40중량%) 75부,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75) 28부, 디시안디아미

드 0.62부, 멜라민 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2의 화합물Y) 20부, 수산화 알루미늄 25

부 및 2-에틸-4-메틸이미다졸(2E4MZ) 0.2부에, 메틸셀로솔브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50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15>

중량 평균 분자량 50000의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256(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7900, 수지고형

분 40중량%) 75부,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75) 28부, 노볼락형 페

놀수지 BRG-558(쇼와고분시사제 상품명, 수산기 당량 106) 6.3부, 멜라민 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

가쿠사제, 합성예3의 화합물Z) 18부, 수산화 알루미늄 25부 및 2-에틸-4-메틸이미다졸(2E4MZ) 0.2부에, 메틸셀로솔브

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50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 16>

중량 평균 분자량 50000의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256(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7900, 수지고형

분 40중량%) 75부,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001(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75) 28부, 디시안디아미

드 0.62부, 멜라민 5부, 가교 페녹시포스파젠 올리고머(오즈카카가쿠사제, 합성예3의 화합물Z) 18부, 수산화 알루미늄 25

부 및 2-에틸-4-메틸 이미다졸(2E4MZ) 0.2부에, 메틸셀로솔브를 가하여 수지고형분 50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비교예 5>

중량 평균 분자량 50000의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256(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7900, 수지고형

분 40중량%) 75부, 브롬화 에폭시수지 에피크론1121(다이니폰잉키카가쿠고교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90) 28부, 노볼

락형 페놀수지 BRG-558(쇼와고분시사제 상품명, 수산기 당량 106) 6.1부, 수산화 알루미늄 25부, 및 2-에틸-4-메틸이

미다졸(2E4MZ) 0.2부에, 메틸셀로솔브를 가함으로써 수지고형분 50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비교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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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평균 분자량 50000의 비스페놀 A형 에폭시수지 에피코트1256(유카셰르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7900, 수지고형

분 40중량%) 75부, 브롬화 에폭시수지 에피크론1121(다이니폰잉키카가쿠고교사제 상품명, 에폭시 당량 490) 35부, 디아

민디아미드0.8부, 수산화 알루미늄 25부, 및 2-에틸-4-메틸이미다졸(2E4MZ) 0.2부에, 메틸셀로솔브를 가하여 수지고

형분 50중량%의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조제하였다.

실시예11∼16 및 비교예5, 6에서 얻은 에폭시수지 와니스를 두께 18㎛의 동박 편면에 연속적으로 도포하고, 150℃의 온

도에서 건조하여 동박부착 수지필름을 제작하였다. 계속해서, 이들 동박부착 수지필름을 미리 할로겐을 포함하지 않는 수

지조성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적층판의 양면에 170℃의 온도, 40MPa의 압력으로 90분간 각각 가열, 가압하여, 두께

0.6mm의 빌드업형 다층판을 제조하였다.

얻어진 각 빌드업형 다층판에 관하여, 이하에 설명하는 1)난연성, 2)절연저항, 3)박리강도, 4)땜납 내열성, 5)내미즐링성

및 6)연소가스분석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하기 표4에 나타낸다. 또, 하기 표4에는 실시예11∼15 및 비교예5, 6의 에폭

시수지 와니스의 배합 비율을 병기한다.

1) 난연성

난연성은, UL94 난연성시험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2)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IEC-PB112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3) 박리강도

박리강도는, JIS-C-6481에 준하여 상태(A) 및 에이징(E)[500시간/177℃] 후의 다층판을 측정하였다.

4) 땜납 내열성

땜납 내열성은, 300℃ 땜납욕 중에 다층판의 시료를 3분, 5분, 10분 부유시켜, 그 때의 부풀음의 유무를 관찰함으로써 평

가하였다.

5) 내미즐링성

내미즐링성은, 표면의 동박을 에칭에 의해 제거한 폭 50mm, 길이 50mm의 시료에 대해 2시간 열탕(D-2/100) 및 4시간

열탕(D-4/100)의 조건에서 각각 처리한 후, 260℃ 땜납욕 중에 30초간 침적한 후, 부풀음의 유무를 관찰함으로써 평가하

였다.

6) 연소가스분석

연소가스분석은, 다층판의 시료를 750℃, 10분간의 조건 아래, 공기중에서 연소시켜, 그 때 발생하는 가스를 흡수액에 흡

수시켜,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하였다.

[표 4]

  항목  실시예(부)  비교예(부)

 11  12  13  14  15  1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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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합

 에피코트1256  75  75  75  75  75  75  75  75

 에피코트1001  28  28  28  28  28  28  -  -

 에피크론1121  -  -  -  -  -  -  28  35

 BRG-558  6.3  -  6.3  -  6.3  -  6.1  -

 디시안디아미

드

 -  0.62  -  0.62  -  0.62  -  0.8

 멜라민  5  5  5  5  5  5  -  -

 가교 포스파

젠화합물X

 12  12  5  -  -  -  - -

 가교 포스파

젠화합물Y

 -  -  20  20  -  -  - -

 가교 포스파

젠화합물Z

 -  -  -  -  18  18  - -

 수산화알루미

늄

 25  25  25  25  25  25  25 25

 2E4MZ  0.2  0.2  0.2  0.2  0.2  0.2  0.2 0.7

 메틸셀로솔브  적량  적량  적량  적량  적량  적량  적량  적량

 고형분(%)  50  50  50  50  50  50  50  50

적층

판특

성

 난연성(UL94)  V-0  V-0  V-0  V-0  V-0  V-0  V-0  V-0

절연저항

(×1014Ω)

lEC-PB112

 3  2.9  3.2  3.1  2.7  2.5  2  2

 박리강도(KN/

m)

 A  1.1  1.28  1.16  1.3  1.2  1.33  1.18  1.3

 E-500/

177

 0.98  1.2  1.1  1.22  1.16  1.27  0.2  0.22

내열성

[300℃땜납]

 3분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5분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10분 일부

부풀음

일부

부풀음

일부

부풀음

일부

부풀음

일부

부풀음

일부

부풀음

일부

부풀음

일부

부풀음

 내

습

성

 D-

2/

100

부

풀

음

없

음

부

풀

음

없

음

부

풀

음

없

음

부

풀

음

없

음

부

풀

음

없

음

부

풀

음

없

음

부

풀

음

없

음

부

풀

음

없

음

 D-4/100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부풀음

없음

연소가스분석

브롬화수소농

도

(g/100g)

 0  0  0  0  0  5.2  5.4

상기 표4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실시예11∼16의 빌드업용 수지조성물, 수지필름을 사용한 빌드업형 다층판은, 어떤 특성

에 있어서도 종래의 브롬화 에폭시수지를 이용한 비교예5, 6의 빌드업형 다층판과 손색이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실시

예11∼16의 빌드업용 수지조성물, 수지필름을 사용한 빌드업형 다층판은 장기 열화의 박리강도가 브롬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양호한 결과가 얻어진다.

또한, 실시예11∼16의 빌드업용 수지조성물, 수지필름을 사용한 빌드업형 다층판은 연소시의 문제가 되고 있는 브롬화수

소 발생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난연화수법으로서 할로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연소시에 유독가스인

브롬화수소 등을 발생시키는 일 없이 내열성, 내습성에 뛰어난 빌드업용 수지조성물이 제공된다. 그에 따라, 내열성, 내습

성에 뛰어난 캐리어시트부착 수지필름 및 빌드업형 다층판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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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적어도 1종의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과,

(B) 적어도 1종의 폴리에폭시드화합물과,

(C) 에폭시용 경화제와,

(D) 에폭시용 경화촉진제

를 필수 성분으로 하고, 또 무기충전제를 0∼50중량% 포함하고, 상기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이 20∼50중량% 포함하

는 할로겐 프리 적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은, 하기 구성식 (1)에 도시하는 환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및 하기 구

조식 (2)에 도시하는 쇄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포스파젠화합물이, o-페닐렌기, m-페닐렌

기,p-페닐렌기 및 하기 일반식 (I)에서 나타나는 비스페닐렌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가교기에 의해 가교된 화합물

이고,

(a) 상기 가교기는, 상기 포스파젠화합물에서의 페닐렌기가 이탈한 2개의 산소 원자간에 개재되고,

(b) 가교된 화합물에서의 페닐렌기의 함유 비율은, 상기 환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및 쇄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 중의 전체 페닐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50∼99.9%이며, 또한,

(c) 분자내에 프리 수산기를 가지지 않는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 프리 적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단, 식 중, m은 3∼25의 정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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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식 중, X1은 -N = P (OC6H5)3 또는 -N = P(O)OC6H5의 기를 나타내고, Y1은 -P(OC6H5)4 또는 -P(O)(OC6H5)2의 기

를 나타내고, n은 3∼10000의 정수를 나타낸다.

단, 식 중, A는 -C(CH3)2-, -SO2-, -S- 또는 -O-를 나타내며, a는 0또는 1 이상의 정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폭시드화합물은, 글리시딜에텔계 에폭시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 프리 적층판용 난

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폭시용 경화제는, 디시안디아미드와 그 유도체, 노볼락형 페놀수지, 아미노 변성 노볼락형 페놀수

지, 폴리비닐페놀수지, 삼불화 붕소아민 착체, 유기산 히드라지드, 디아미노마레오니트릴과 그 유도체, 멜라민과 그 유도

체, 아민이미드, 폴리아민염, 몰레큘라시이브, 아민, 산무수물, 폴리아미드 및 이미다졸 중 적어도 1종의 화합물로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 프리 적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폭시용 경화촉진제는, 제3아민, 이미다졸 및 방향족 아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 프리 적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청구항 6.

(A) 적어도 1종의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과, (B) 적어도 1종의 폴리에폭시드화합물과, (C) 에폭시용 경화제와, (D) 에

폭시용 경화촉진제를 필수 성분으로 하고, 또 무기충전제를 0∼50중량% 함유하는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을 글라스기

재에 함침시켜 이루어진 프리프레그.

청구항 7.

제6항의 프리프레그를 복수 매 적층하고, 경화하여 이루어진 적층판.

청구항 8.

제6항의 프리프레그를 경화하여 이루어진 기판과, 상기 기판의 적어도 편면에 접합된 동박을 구비하는 동장 적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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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6항의 프리프레그를 경화하여 이루어진 기판과, 상기 기판의 적어도 편면에 형성된 동박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구비하는

프린트배선판.

청구항 10.

(A) 적어도 1종의 가교 포스파젠화합물과,

(B) 적어도 1종의 폴리에폭시드화합물과,

(C) 에폭시용 경화제와,

(D) 에폭시용 경화촉진제와,

(E) 중량 평균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열가소성수지 또는 열경화성수지

를 필수성분으로 하고, 또 무기충전제를 3∼50중량% 포함하고, 상기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20∼50중량%, 상기 열

가소성수지 또는 열경화성수지가 5∼80중량% 포함하는 할로겐 프리 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은, 하기 구성식 (1)에 도시하는 환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및 하기

구조식 (2)에 도시하는 쇄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포스파젠화합물이, o-페닐렌기, m-페닐

렌기,p-페닐렌기 및 하기 일반식 (I)에서 보여지는 비스페닐렌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가교기에 의해 가교된 화합

물이고,

(a) 상기 가교기는, 상기 포스파젠화합물에서의 페닐렌기가 이탈한 2개의 산소 원자간에 개재되고,

(b) 가교된 화합물에서의 페닐렌기의 함유 비율은, 상기 환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및 쇄상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 중의 전체 페닐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50∼99.9%이며, 또한,

(c) 분자내에 프리 수산기를 가지지 않는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 프리 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단, 식 중, m은 3∼25의 정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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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식 중, X1은 -N = P (OC6H5)3 또는 -N = P(O)OC 6H5의 기를 나타내고, Y1은 -P(OC6H5)4 또는 -P(O)(OC6H5)2의 기

를 나타내고, n은 3∼10000의 정수를 나타낸다.

단, 식 중, A는 -C (CH3)2-, -SO2-, -S- 또는 -O-를 나타내고, a는 0또는 1 이상의 정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폭시드화합물은, 글리시딜에텔계 에폭시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 프리 빌드업 다

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에폭시용 경화제는, 디시안디아미드와 그 유도체, 노볼락형 페놀수지, 아미노 변성 노볼락형 페놀

수지, 폴리비닐페놀수지, 삼불화 붕소아민 착체, 유기산 히드라지드, 디아미노마레오니트릴과 그 유도체, 멜라민과 그 유

도체, 아민이미드, 폴리아민염, 몰레큘라시이브, 아민, 산무수물, 폴리아미드, 이미다졸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의 화

합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 프리 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에폭시용 경화촉진제는, 제3아민, 이미다졸 및 방향족 아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의 화합물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할로겐 프리 빌드업 다층판용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

청구항 15.

(A)적어도 1종의 가교 포스파젠화합물과, (B)적어도 1종의 폴리에폭시드화합물과, (C)에폭시용 경화제와, (D)에폭시용

경화촉진제와, (E)중량 평균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열가소성수지 또는 열경화성수지를 필수 성분으로 하고, 또 무기충전

제를 3∼50중량% 함유하고, 상기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20∼50중량%, 상기 열가소성수지 또는 열경화성수지가

5∼80중량% 포함하는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을 동박의 편면에 도포하여 건조, 반경화시켜 이루어진 동박부착 수지필

름.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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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층회로판의 적어도 편면에 청구항 15의 동박부착 수지필름을 순차적으로 겹쳐 쌓아올림과 동시에, 내부에 위치하는 동

박부착 수지필름의 동박을 에칭에 의해 회로를 형성하여 이루어진 빌드업형 적층판.

청구항 17.

내층 회로판의 적어도 편면에 청구항 15의 동박부착 수지필름을 순차적으로 겹쳐 쌓아올림과 동시에, 내부 및 표면에 위치

하는 동박부착 수지필름의 동박을 에칭에 의해 회로를 형성하고, 또한 표면과 내부에 위치하는 소망의 회로를 스루홀에 의

해 접속하여 이루어진 빌드업형 다층판.

청구항 18.

(A)적어도 1종의 가교 포스파젠화합물과, (B)적어도 1종의 폴리에폭시드화합물과, (C)에폭시용 경화제와, (D)에폭시용

경화촉진제와, (E)중량 평균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열가소성수지 또는 열경화성수지를 필수 성분으로 하고, 또 무기충전

제를 3∼50중량% 함유하고, 상기 가교 페녹시포스파젠화합물 20∼50중량%, 상기 열가소성수지 또는 열경화성수지가

5∼80중량% 포함하는 난연성 에폭시수지조성물을 캐리어시트의 편면에 도포하여 건조, 반경화시켜 이루어진 캐리어부착

수지필름.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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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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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도면4D

도면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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