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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항공 우주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른 냉각 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각종 산업에서 열 전도 향상을 

통한 기기 내에서 외부로의 열 배출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열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료의 경우 매우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여 그 요구조건에 맞는 부품의 생산이 가능하고 가공 편의성으로 인한 마이크로 부품에서부터 큰 부속품까지 그 사

용 범위가 넓다. 방열 소재로 사용되는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전도도 예측 모델 식을 알아보고 방열 소재에 대해 알아보며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충전제에 대해 다룬다. 또한 최근의 고분자 복합재료 방열소재의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Recently the use heat sink material grows where the polymer filled with thermal conductive fillers effectively dissipates heat 

generated from electronic components. Therefore the management of he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time of electronic 

device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rmal conductivity of composites, fillers with excellent thermaly conductive behav-

ior are commonly used. Polymer composites filled with thermally conductive particles have advantages due to their processi-

bility, cheap price, and durability to the corrosion.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thermal interface materials and their model 

equations for predicting the thermal conductivity of polymer composites, and to introduce the commercial thermal conductive 

fillers and thei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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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도를 통한 열의 방출 현상을 이용한 제품은 전자기기의 외부 포

장, 전열기를 통한 가열, 열 교환기의 운용, 공항 활주로의 얼음 제거, 

요리, 그리고 가열과 냉각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사용되

고 있다. 효과적인 열 전달을 위해서는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물질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열이 통하는 수직 방향으로의 두 표면간의 뛰

어난 접착성을 보여야 한다. 뛰어난 열 접합 성능 없이 비싸고 뛰어난 

열전도도를 가지는 열 전달 물질의 사용은 비용만 소모하게 할 뿐이

다[1]. 열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료는 전자기기에서 기존의 금속이 차

지하고 있던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금속

에 비해 고분자 복합재료의 장점은 부식에 강한 내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볍고 그 목적에 맞는 열 전도를 가질 수 있다[2]. 열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료는 전자기기의 열 방출 소재뿐만 아니라 1∼30 W/mK

의 열전도도를 가지는 새로운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3]. 예를 들어, 연료전지 내부부품에 사용하기 위해 열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료는 약 10 W/mK의 열전도도를 가져야 한다[4]. 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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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고분자 복합재료에서 탄소재료나 세라믹(실리카, 알루미나, 알루

미늄 나이트라이드 등)의 첨가는 기존의 고분자 물질에 열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분자 복합재료의 높은 열

전도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충전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열전도도 또는 성질을 가진 충전제를 선택

해야 한다. 고분자 기질 내에서 열이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열의 

이동 통로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충전제

가 고분자 기질 내에 빈틈없이 채워져야 한다[5].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전도도 향상을 위해 현재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나노 충전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의 경우 뛰어난 기계적, 열 전도 성질을 보여 열 전도 복합재료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 중 하나이며 이외

에도 기존의 금속 파우더, 세라믹 재료를 충전제로 사용한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 본    론

2.1. Thermal Interface Materials (TIM)

  두 개의 고체 표면이 서로 접촉할 때 각각의 거친 표면에 의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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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chematic showing that real area of contact is less than 

apparent area of contact. This figure also shows an ideal TIM, which 

completely fills the gap with zero thickness. (b) Schematic representing 

a real TIM[8].

로 접합하는 부위는 약 1∼2 %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7]. 따라서, Figure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표면을 통한 열

의 이동은 실제 접합부위(actual contact, Ac)에서 일어나게 되는 고체

간의 접촉 부분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접촉하지 않은 부분

(noncontact area, Anc)에서 약하게 일어나 고체-고체 접합부위의 전체

적인 열 전도를 일으킨다[8]. 이러한 열 전달에 있어서 접촉부위의 열 

저항(contact resistance, Rc)은 두 표면의 접합에 가해진 압력에 반비례

하는데 이는 두 고체가 plastic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여 압력이 

세게 가해질수록 표면 형태의 변형으로 인해 접촉점이 많아지게 되어 

전체 접촉면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한 것이다. 평탄한 표면을 가진 고

체간의 접촉으로 인한 전체 접촉 열 저항(solid contact resistance, Rcs)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석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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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타나며 이는 두 고체 표면 거칠기를 루

트 평균한 값이다. m은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기울기의 루트 평균 

 


  


  으로 m = tanθ이며 θ는 고체의 거친 면의 기울기

로 σ와의 관계식 m = 0.076(σ×10
6
)
0.5

로 구할 수 있다[9]. 식 (1)에서 

H는 재료의 경도이고 P는 접합에 가해진 압력이다. 식 (1)의 경우 

Figure 2. Thermal resistance without TIM and in presence of ideal 

TIM[10].

(a)                            (b)

Figure 3.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two thermal architecture. (a) 

Architecture I, typically used in laptop applications. (b) Architecture II, 

typically used in desktop and Server applications. I-heat sink; II-TIM; 

III-IHS; IV-TIM; V-die; VI-underfill; VII-package substrate[8]. 

Figure 1(b)에서 보이는 두 고체 표면에 갇힌 공기를 통한 열의 이동

은 무시하고 있다. Figure 2에 주어진 압력이 5∼150 psi로 변할 때 구

리-실리콘 접합에 의한 Rcs를 보여주고 있다. 구리의 경우 H는 1280 

MPa로 나타났으며 Figure 2에 구리와 연마를 거친 실리콘 재료의 σ

는 각각 1 m과 0.1 m이다[10]. 낮은 압력에서 나타나는 Rcs를 가진 재

료는 Figure 3의 (b)에 보이는 CPU가 아닌 곳 또는 대용량의 방열판

을 갖춘 냉각 시스템에 적합하다. Figure 2에서 Rcs는 낮은 압력 부위

에서 매우 높게 측정되는데, 이는 식 (1)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체의 

표면이 매우 평탄하며 모든 압력 부위에서 고체 재료가 plastic한 성질

로 인해 표면 행태가 변형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Figure 3에는 전

자기기 냉각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모습의 방열소

재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에 나와 있는 실리콘 다이와 칩은 

평탄하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열 팽창 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의 차이로 인해 평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TIM은 

재료의 성질에 따라 용도와 장단점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2.1.1. TIM의 열전도도(kTIM)

  TIM의 열전도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매우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입자가 포함된 고분자 TIM의 경우 복합재료라고 볼 수 있다. 예전의 

많은 연구들에서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를 알아보기 위한 모델 식이 많

이 제안되었으나 최근 충전제와 고분자 기질간의 큰 열전도도 차이로 

인해 kTIM을 구하는데 있어 percolation 현상을 이용한 모델 식이 제안

되고 있다[11-18]. Table 2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하고 분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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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type

Thermal resistance 

of fresh samples 

(℃ cm
2
 W

-1
)

General Characteristics Advantages Disadvantages

Greases 0.1

Typically silicone based 

matrix loaded with particles 

to enhance thermal con-

ductivity

∙ High bulk thermal conductivity.

∙ Thin BLT with minimal attach pressure.

∙ Low viscosity enables matrix material to 

easily fill surface crevices.

∙ TIM curing not required.

∙ TIM delamination is not a concern.

∙ Susceptible to grease pump-out and phase 

separation.

∙ Considered messy in a manufacturing envi-

ronment due to a tendency to migrate.

Phase 

change 

materials

0.1

Polyolefin, epoxy, low mo-

lecular weight polyesters, 

acrylics typically with BN, 

or Al2O3 fillers

∙ Higher viscosity leads to increased stabil-

ity and hence less susceptible to pump 

out.

∙ Application and handling is easier com-

pared to grease.

∙ Delamination is not a concern.

∙ Lower thermal conductivity than greases.

∙ Surface resistance can be greater than greases. 

Can be reduced by thermal pre-treatment.

∙ Requires attach pressure to increase thermal 

effectiveness hence can lead to increase me-

chanical stress.

Gels 0.08

Al, Al2O3, Ag particles in 

silicone, Olefin matrices 

that requiring curing

∙ Conforms to surface irregularity before 

cure.

∙ No pump out or migration concerns.

∙ Cure process needed.

∙ Lower thermal conductivity than grease.

∙ Lower adhesion than adhesives delamination 

can be a concern.

Adhesives
Data not 

available

Typically Ag particles in a 

cured epoxy matrix

∙ Conform to surface irregularity before 

cure.

∙ No pump out.

∙ No migration.

∙ Cure process needed.

∙ Delamination post reliability testing is a 

concern.

∙ Since cured epoxies have high post cure 

modulus.

∙ CTE mismatch induced stress is a concern.

Table 1. Summary of Characteristics of Some Typical TIMs[8]

percolation 현상을 포함한 모델 식을 보였다. 이 식들은 거의 구형 충

전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몇몇 논문에서는 2차원적인 시스템에서의 정

렬된 실린더 모양의 입자를 충전제로 사용한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를 

다루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카본나노튜브의 뛰어난 열 전도 성질

을 이용하기 위한 모델 식을 제안하기 위해 1차원적인 충전제가 들어

간 복합재료의 열 전도 모델 식을 제안하고 있다[11,13,17,18,30,31]. 

  Maxwell-Garnet (MG) 모델의 경우 충전제의 부피비율이 40% 이하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모델 식이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

는 TIM 복합재료의 경우 충전제의 양이 최소 60% 이상으로 이 경우

에는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를 예측하는데 MG모델이 사용되지 않는다. 

많은 양의 충전제를 사용할 경우 Bruggeman symmetric model (BSM)

이 복합재료의 전기 전도도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열전도도를 

예측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23]. 하지만 BAM 모델 식의 경우 복

합재료의 열전도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24]. 

BSM 모델 식의 결점은 이 모델 식이 충전제와 고분자 기질간의 표면

저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이후 매우 중요한 문제점으

로 부각된다. BSM 모델 식은 충전제와 고분자 기질간의 열전도도 차

이가 매우 클 경우에 적용 가능한 제약 점이 있지만 이 모델 식을 통

해 percolation threshold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3]. 하지만, Table 2에 나타난 다른 식의 경우 percolation 

thershold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분자 기질과 충전제의 표면저

항은 Rb로 나타낸다. 이후 Bruggeman이 제안한 모델 식에 기초한 

Bruggeman asymmetric model (BAM)[23]이 제안되는데 이 식은 

Every[16]에 의해 개선된 모델 식이다. 이 모델 식의 많은 양의 구형 

충전제가 포함된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Cheng과 Vachon은 충전제의 분산 모습이 복합재료의 중심에서 충

전제가 많이 존재하고 복합재료의 끝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포물선 형

태의 분산형태를 가정하고 그 분산 상수를 구하였다[19,20].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를 모델 식을 제시하였는데 이 식

은 복합재료에 충전된 충전제의 부피비에 따른 식이다. 복합재료의 

단위 부피당 열전도도는 분산 함수와 구성 성분의 열전도도로부터 도

출되었다[19]. 

  Lewis와 Nielsen은 충전제의 모양과 배열 상태를 고려한 새로운 모

델 식을 제시하였는데 열의 흐름과 충전제의 모양에 따른 충전제의 

분산과 정렬 상태를 고려하여 상수 A를 결정하였고 실제 충전제가 들

어간 부피를 최대한 packing하였을 때의 부피로 나누어 Фm을 결정하

였다. 무질서하게 충전된 구형의 충전제의 경우 A = 1.5, Фm = 0.637

이고 뭉침이 일어난 구형 충전제가 충전된 복합재료 또는 모양이 고

르지 않은 충전제가 포함된 복합재료의 경우 A = 1.5, Фm = 0.637로 

계산하였다[19].

  최근 Devpura 연구팀은 충전제와 고분자 기질간의 큰 열전도도차

이로 인한 TIM의 열전도도 예측에 있어서 percolation 모델 식의 사용

을 제안하였다[32]. 이후 Liang 연구팀에서 percolation 모델 식을 이용

해 얇은 박막의 열전도도를 예측하였다[25,26]. Percolation은 기하학

적 현상으로 기본적으로 percolation thershold (Фc)라고 불리는 어떤 

부피비율을 말하는데 Figure 4에 보는 바와 같이 충전제가 특정 부피

비율로 첨가되었을 때 충전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열 전달의 연속적

인 통로로 사용될 때의 충전제 부피비율을 뜻한다. Table 2에 보인 

percolation 모델 식의 경우 percolation threshold 부근에서만 유효한 

모델 식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percolation 모델 식의 사용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perco-

lation 현상이 고분자 기질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of matrix, 

km)와 충전제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of particle, kp)의 차이

가 아주 클 경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전도도가 0에 가까운 

물질을 기질로 사용할 때 유용한데 열전도도의 경우 어떠한 고체 물

질이라고 하더라도 열전도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열전도도에 per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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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the model Formula Remarks source

Maxwell- Garnett 

with Rb

∙Spherical particles

∙Typically valid for 

Ф < 0.4

[11-14]

Bruggeman symmetric 

model

∙Spherical particles

∙Typically good at 

higher Ф

[15,23]

Cheng-Vachon  

model

∙Parabolic dis-

tribution

∙High Ф

[19,20]

Lewis-Nielsen model

randomly packed spherical particle, 

aggregates of sphere or irreqular particle, 

∙Concern the dis-

persion state and 

shape of filler 

[19,21]

Bruggeman asymmetric 

model
∙Spherical particles [16,23]

Percolation model ∙Cubical particles [22-29]

Model for CNT 

incorporated composite
∙CNT filler [30,31]

ke =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of composite, km = thermal conductivity of matrix, kp = thermal conductivity of particles, Rb = interface resistance between particles 

and the matrix, Ф= volume fraction of the particles, p = aspect ratio of CNT and aK = Kapiza radius

Table 2. Various Models to Predict the Thermal Conductivity of Partical-Laden TIMs

tion 모델은 도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힘들다. 충전제의 모양이 구형

일 경우와 큐빅 모양일 때의 percolation threshold를 Table 3에 나타내

었다. 

  Figure 5에서 보듯이 구형의 충전제가 포함된 고분자 복합재료의 

경우 충전제 표면의 굴곡으로 인해 입자와 고분자기질의 표면 근처에

서 열의 흐름선이 압축되었다가 다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큰 열

전도도를 가진 구형 충전제가 포함된 복합재료에서의 이러한 열 흐름

선의 압축과 팽창은 percolation 모델에서 고려되지 않는데, 이러한 현

상은 고분자의 열전도도와 충전제의 열전도도의 차이가 작아질수록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구형 충전제가 들어간 복합

재료에서 고분자와 충전제 간의 열전도도의 차이가 작아지게 되면 

percolation 모델 식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큐빅 모양의 충전

제가 들어간 복합재료의 경우에는 고분자와 충전제 간의 열전도도차

이가 어느 정도 작아지더라도 percolation 모델 식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데, 이는 큐빅 모양의 충전제가 복합재료에 열 전달 물질

로 사용되었을 경우 충전제 간에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구형일 때 

보다 넓어지게 되어 열 흐름선의 압축과 팽창 현상이 작아지기 때문

이다. Ganpathy 연구팀은 구형 충전제가 들어간 복합재료에서의 

percolation 모델 식은 kP/km =∞가 될 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8].

  최근 들어 열전도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물질로 탄소나노튜브(CNT)

가 크게 각광받고 있다. 초기의 CNT는 제조 단가가 비싸고 생산량이 

많지 않아 열 전도성 충전제로 사용이 미미하였으나 공정 기술개발로 

인한 단가 하락과 대량생산으로 인한 공급의 증가로 열 전도성 충전

제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다. CNT가 가진 뛰어난 열 전도성에 의해 

기존의 모델 식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열전도도의 증가는 기존 

모델 식으로 해석이 안될 정도로 높았다. 이러한 1차원적 구조를 가진 

충전제를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를 예측하기 

위해 Nan과 Lin 연구팀은 새로운 모델 식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31]. 초기 모델 식은 식 (2)에서 보듯이 매우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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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phenomenon of site percolation occurring with the 

formation of continuous chain between the two surfaces by the highly 

conducting particles[8].

Figure 5. Heat flow through a joint.

설계되었다[33]. 

  



 



(2)

  하지만 이 경우 CNT의 부피비가 0.02 이하에서만 유용한 식으로 1

차원 구조를 가진 CNT의 특징인 종횡비(aspect ratio)를 매우 큰 것으

로 가정하였을 뿐이었다. 이후 연구 결과로 얻어진 모델 식에서 CNT

의 종횡비가 포함된 식을 제안하였다. 

2.1.2. 충전제 양에 따른 TIM의 열전도도 변화

  TIM으로 사용되는 복합재료의 전체 열 저항은 식 (3)과 같다.

   





(3)

  이 식에서 Rbulk는 TIM의 전체 열 저항(bulk thermal resistance)이고 

kTIM은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다. BLT는 bond line thickness로 

Figure 6. Viscosity versus shear stress to obtain yield stress for different 

volume fraction of particles in silicon-based greases[36].

실제 두 고체간의 접촉 거리를 뜻한다. BLT를 해석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Zhou와 Goodson에 의해서 이루어졌다[34]. 하지만 그 연구에

서는 충전제가 들어가 있는 고분자 복합재료를 Newtonian fluid로 가

정하여 오랜 시간(t)이 지난 후에 BLT가 0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Prasher 연구팀은 다양한 실리콘계 복합재료의 점도를 연구하였으며

[35,36], 연구 결과 TIM의 점도는 Herschel-Buckley (H-B) fluid 거동

을 보이는 것을 밝혔는데 H-B fluid의 점도에 대한 관계식은 식 (4)와 

같다[37].

   



 

(4)

 τy는 고분자의 yield stress이고 γ̇는 strain rate, 그리고 K는 con-

sistency index, n은 실험적으로 나온 상수이다. Prasher 연구팀은 평형

상태에서의 BLT는 고분자의 yield stress에만 의존하는 것을 보였으며 

Figure 6에 각각 다른 양의 충전제를 포함한 실리콘 TIM의 stress에 

따른 점도 변화를 보였다[36]. Figure 6에서 보듯이 TIM의 점도는 충

전제의 양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물질의 질량 운동

량 보존법칙을 적용하면 식 (4)는 식 (5)와 같이 간단히 할 수 있다.

   







   (5)

  r은 TIM이 올려지는 판의 반지름이고 P는 두 고체 평판을 접합하

는데 필요한 압력이다. Prasher는 식 (5)를 이용하여 두 평판이 열 전

도성 고분자 복합재료가 모두 올려질 만큼 고체의 평판이 크다는 가

정하에 BLT를 예측하였으며 경험식 (6)을 제안하였다[38].

   

 




                           (6)

  C와 m은 경험적으로 구한 상수로 각각 0.31 × 10
-4
, 0.166의 값을 갖

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식 (6)을 이용하면 Rbulk를 구하기 위

한 식 (3)은 식 (7)과 같이 쓰일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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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xperimental results for resistance versus particle volume 

fraction for silicon-based thermal greases[36].

  Figure 6에서 보인 바와 같이 첨가된 충전제의 부피비는 점도에 영

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복합재료의 yield stress (τy)는 충전제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충전제가 포함된 고분자 복합재

료 내의 전기적 상호작용이 Van der Waals 힘보다 작아 무시 가능할 

경우τy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37].

    








 





 (8)

  A는 상수이고 Фm은 최고 한도로 들어 갈 수 있는 충전제의 부피비

다. 식 (8)은 다음 식 (9)와 같이 쓸 수 있다.

  ′ 













 





(9)

  τ'은 무 차원 yield stress로 식 (9)와 식 (7)을 이용하면 전체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0)

  Bruggeman asymmetric 모델 식과 식 (10)을 이용하여 Prasher는 충

전제의 양에 따라 Rbulk가 최소로 나타나는 것을 보였으며 이를 Figure 

7에서 보듯이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36]. Figure 7에는 열 저항이 최

소가 되는 최적의 충전제 양이 있는데, 최근 Prasher는 가해진 압력, 

충전제의 크기, 충전제 양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복합재료의 

열 저항을 연구한 바 있다[38]. 이러한 Prasher의 중요한 연구 성과 중 

하나는 주어진 압력, 충전제의 모양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TIM의 열 

저항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충전제 부피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2. 열 전도성 복합재료

  매우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물질은 가열이나 냉각에 있어서 열의 

전도에 매우 중요하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는 전자 

산업으로 전자제품의 소형화, 마이크로 제품의 고집적화에 따른 용량

의 증가 등의 이유로 제품에서의 열의 방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

이아몬드나 각종 복합재료를 외부 포장재 또는 방열용 내부소재로 채택 

Table 3. Crital Concentrations for Site Percolation on a Variety of 

Lattices. Pc is for Cubical Particles and Фc is for Spherical Particles 

[27]. fcc: face centered cubic, bcc: body centered cubic, sc: simple 

cubic, rcp: random close packing

Lattice or structure Pc Фc

fcc 0.198 0.147

bcc 0.245 0.167

sc 0.311 0.163

Diamond 0.328 0.146

rcp 0.28 0.16

Table 4. Thermal Properties and Density of Various Materials[1]

Material
Thermal conductivity 

(W/mK)

CTE

(10
-6

/℃)

Density

(g/cm
3
)

Aluminum 247 23 2.7

Gold 315 14 19.32

Copper 398 17 8.9

Lead 30 39 11

Molybdenum 142 4.9 10.22

Tungsten 155 4.5 19.3

Invar 10 1.6 8.05

Kovar 17 5.1 8.36

Diamond 2,000∼3,000 0.9 3.51

Beryllium oxide 260 6 3

Aluminum oxide 18 8.1 3.69

Aluminum nitride 320 4.5 3.3

Silicon carbide 270 3.7 3.3

Silicon nitride 30 3.3 3.3

Boron nitride (XP) 71 0.6 1.9

CNT (single wall) ≈ 6,000 ≈ 10
-7

1.33∼1.40

CNT (multi wall) ≈ 3,000 ≈ 10
-7

1.40∼1.60

Graphite 25∼470 1.2∼8.2 1.3∼1.95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나 기질

의 경우 매우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지고 있어 낮은 값의 열팽창계수

를 가지는 재료가 선호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소재에 사용되는 방

열소재는 높은 열전도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낮은 열팽창계수가 요

구된다. 예를 들어 구리의 경우 매우 좋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물질이

지만 높은 열팽창계수로 인해 반도체용 방열소재로는 부적합하다. 이 

때문에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지는 탄소섬유나 몰리브데늄(molyb-

denum) 금속입자를 충전제로 사용한 복합재료가 사용된다. 이외에도 

노트북, 항공 전자 기기와 같은 낮은 질량을 요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열 전도성 물질은 낮은 밀도를 가진 물질이 선호된다. 알루미늄과 탄

소재료의 경우 구리보다 낮은 밀도를 가지는데 이는 이러한 저질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사용되며 탄소재료의 경우 알루미늄에 비해 부식

이 없다는 강점이 있다[1].

  Table 4에 복합재료의 충전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의 열

전도도를 나타내었다. 복합재료의 경우 많은 전자 기기에서 발생되는 

열 방출 물질로 매우 유용하다[39-42]. 높은 열전도도가 필요한 재료

의 경우 구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높은 열팽창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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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tructure of segregated composite PVC-Ni by optical microscopy[53]; (a) Φ < Φc, (b) Φ ≋ Φc (c) Φ > Φc.

인해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지는 물질에 방열소재로 사용할 경우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지는 물질을 방열소재로 채택한다. 만일, 두 물질의 

열팽창계수가 차이가 나고 제품의 사용 온도 범위가 넓을 경우 두 물

질의 접합부위에서 열 저항이 발생하며 심지어 휘거나 파괴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형상은 구리보다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진 섬유고분자-

복합소재로 이루어진 전자기판에 구리를 방열소재로 사용한 전자기

판에서 흔히 발생한다. 몰리브데늄이나 텅스텐 금속의 경우 구리에 

비해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금속은 구리에 비해 낮

은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경우 가장 낮은 열팽창계

수를 가지며 뛰어난 열전도도를 보이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어렵다. 알루미늄은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어 항공산업이나 휴대용 

전자산업에 많이 사용되지만 구리보다 낮은 열전도도를 보이는 단점

이 있다.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aluminum nitride, AIN)는 낮은 열팽

창계수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이아몬드나 대부분의 세라믹 

재료의 경우 전기 절연 효과에 있어서 다른 금속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열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료의 경우 수많은 용도로의 가능성이 있지

만 고분자 물질 자체가 가지는 낮은 열전도도로 인해 고분자의 경우 

뛰어난 열전도도를 가진 고분자 물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고분자 재료는 열 차단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43,44]. 열 전도성이 

필요한 고분자 물질이 필요할 경우 열 전도성 충전제를 사용하게 되

는데 충전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열전도도의 증가뿐 아니라 강도, 가

격, 경도, 마찰 저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중 중요하게 오랫동

안 고려된 것이 기계적 물성의 증가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충전

제로는 크게 금속재료, 탄소재료, 세라믹재료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충전제의 모양에 따라 섬유, 판상, 구, 큐빅 형태의 충전제로 나뉜다. 

충전제를 고분자에 사용하여 복합재료를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열 전도성과 열 투과율을 높이고 2) 어느 정도의 

전기전도성과 자기적 투과도를 확보하며 3) 고분자 자체적으로 가지

지 못하는 기계적 성질을 만족하고 4) 가공 중에 일어날 수 금형 내에

서의 stress를 고분자를 통해 줄이며 5) 파단을 없애고 6) 재료의 가격

을 낮추고 7) 최종 제품의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 복합재료를 선택하

게 된다.

  낮은 열전도도를 가진 고분자 복합재료(< 0.1 W/mK), 중간 정도의 

열전도도를 가진 고분자 복합재료(< 10 W/mK), 높은 열전도도를 가

진 고분자 복합재료(> 10 W/mK)로 구분하여 볼 때, 낮은 열전도도를 

가진 고분자 복합재료의 경우 공극이 있는 충전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복합재료의 밀도와 가격의 감소 이외에 물성의 증대 효과가 

있다. 상업적으로 유리, 고분자, 세라믹, 탄소 재료로 이루어진 hollow 

microsphere 충전제가 다양한 고분자에 섞여 있는 형태를 가진다.

  중간 정도의 열전도도를 가지는 복합재료는 ‘전통적’인 충전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고분자의 일반적인 열전도도 범위는 0.17∼0.35 

W/mK으로 알려져 있다. 유리 충전제를 사용할 경우 약 20% 정도의 

열전도도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유리 충전제를 사용한 복합

재료의 경우 열 전도성 향상 목적으로는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열 전도성 향상 목적으로 이용되는 충전제는 그라파이트나 금속 충전

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파우더는 열전도도 효과를 보기 위해 

많은 양의 충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폴리이미드의 경우 40%의 그

라파이트 충전으로 1.7 W/mK의 열전도도를 보이며 같은 양에서 알루

미늄 분말을 충전했을 때 열전도도가 약 3 W/mK 증가한다. 

  높은 열전도도를 보이는 복합재료의 경우 섬유형태를 가진 충전제

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가공성의 문제로 충전에 제한이 있다. 일반적

으로 이때 사용되는 충전제의 종횡비는 40 정도로 제한적이다. 매우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고분자 복합재료의 경우 에폭시 기질에 탄소 

섬유를 넣어 660 W/mK의 열전도도를 가지는 물질이 보고된 바 있다

[45]. CNT를 사용하여 열전도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CNT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공정

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열전도도 향상을 위한 CNT의 충전제로의 

사용은 전망이 밝다[46].

2.2.1. 금속/고분자 복합재료

  금속으로 충전된 고분자 복합재료의 경우 많은 공학분야에서 관심

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이나 성형 방법 

등이 고분자와 비슷하면서도 전기적⋅열적 성질이 금속에 가깝게 되

기 때문이다[47]. 이러한 복합재료가 금속 성질을 가지는 데는 많은 

변수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수를 조절하여 제조된 복합재료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적⋅기계적⋅열적 물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렇게 제조된 고분자-충전제 복합재료의 전기 및 열의 이동 상태에 따

라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가 결정되는데 고분자 기질과 충전제의 종

류에 다른 전기적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48-51]. 

몇몇 연구에서는 고분자 기질 내 충전제의 percolation 성질은 충전제의 

모양과 분산에 관련이 있다고 밝혔고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기하학적 모델 식이나 방정식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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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9. Concentration dependence of the composites (a) electrical 

and (b) thermal conductivity; 1-PVC/Cu; 2-ER/Cu; 3-PVC/Ni; 4-ER/Ni 

[53].

  고분자 기질에 금속성 충전제를 사용할 경우 전기전도도와 열전도

도 두 가지 성질 모두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적-열적 특성을 모두 비교하여 연구한 예는 극히 드물다.

  Lebedev는 polyvinylchloride (PVC)와 epoxy resin (ER)에 구리와 

니켈 금속을 충전제로 사용하여 전기 전도도 특성과 열전도도 특성을 

연구하였다[53]. PVC에 니켈 금속을 충전하였을 때 percolation은 니

켈의 부피비가 약 0.05에서 나타났다. 충전제의 부피비가 percolation

보다 작을 때, 비슷할 때, 클 때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Figure 8의 (a), 

(b), (c)에 각각 나타내었다. 열전도도측정에서는 전기 전도도와는 다

르게 percolation 성질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전

도도는 충전제의 열전도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였다. Figure 9

의 (a)와 (b)에 위에서 제조된 복합재료의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Tavman은 구리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polyethylene (PE) 고분자 복

합재료를 제조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하여 Maxwell, Cheng and Vachan, 

Lewis and Nielsen 모델 식과 비교하였다. 구리의 경우 충전제의 모양

이 완벽한 구형이 아니고 뭉침 현상이 일어나 Lewis and Nielsen 모델 

식과의 비교를 위해 A = 1.5, Фm = 0.637로 계산하였다. Figure 10에서 

보듯이 실험적으로 측정된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는 Lewis and Nielsen 

모델 식과 비슷한 거동을 보였으며 낮음 함량의 금속 파우더가 충전 

Figure 10.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predicted thermal con-

ductivities of HDPE with Cu[19].

되었을 때에는 Cheng and Vachan모델 식을 가장 잘 따르는 것으로 보

았다[19].

2.2.2.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

  열 전도에 있어서 세라믹은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세라믹에서 열

의 전도는 포논(phonon) 격자의 진동에 의한 열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낮은 원소질량, 원자간 강한 인력, 높은 결정성, 격자 간의 높은 조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 열 전도는 증가될 수 있다[54,55]. 세라믹의 경우 

역사적으로 3만 5천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물질이나 새로운 적용에 사

용되는 새로운 세라믹이 지금까지도 개발되고 있다[56]. 세라믹 재료

의 적용은 고온 안전성에 기인하고 있는데, 최근 새로운 공학용 세라

믹은 세라믹 자체를 사용하거나 고분자 복합재료 개념, 격자 구조의 

제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라믹/고분자 복합재료는 전자 산업에

서 전기 부품으로부터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데 쓰이는 가장 흔히 사

용되는 열 전도성 복합재료이다[57,58]. 고분자의 경우 매우 낮은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세라믹 재료를 

충전제로 많이 사용하는데 값싼 알루미나(Al2O3) 또는 실리카(SiO2)가 

흔히 사용되는 재료이다. 하지만 갈수록 더 높은 열전도도를 요구하

는데 있어서 위의 두 물질은 적합하지 않은데, 이는 알루미나와 실리

카 자체적으로 큰 열 전도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열 전

도성 충전제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세라믹 재료에는 알루미늄 나이

트라이드(AlN), 실리콘 나이트라이드(Si3N4), 보론 나이트라이드(BN) 

등과 금속 산화물이 있다[59]. 

  AlN은 새로운 물질은 아니지만 지난 10여 년간 AlN이 가진 열적 

성질이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AlN의 적용분야는 특히 전자기기 분

야가 많은데, 이는 AlN이 높은 열 전도성을 가졌으며 실리콘과의 열

팽창 계수가 비슷하여 좋은 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60,61]. Si3N4

의 경우 실온에서의 열전도도가 200∼320 W/mK에 이루는 매우 좋은 

물질이며 또한 물성은 AlN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59]. 

  Goh 연구팀은 알루미나와 ZnO를 충전제로 각각 사용한 실리콘 고

무의 열 전도 특성을 연구하였다[62]. Figure 11(a)에 측정된 열전도도

를 Table로 나타내었는데, 충전제의 양에 따라 복합재료의 열전도도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같은 양의 충전제가 충전되

었을 때 ZnO가 첨가되었을 때의 복합재료에서 더 높은 열전도도를 보

였는데, 이는 ZnO 자체의 열전도도(60 W/mK)가 알루미나의 열전도

도(30 W/mK)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Figure 11(b)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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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1. (a) Thermal conductivity of Al2O3 and ZnO filled thermal pads, (b) Comparison of thermal conductivity of ZnO filled thermal pads

with theoretical predictions[62].

(a)

      

(b)

Figure 12. (a) The molecular structure of modifying agents, (b) Effect of modifying agents on the thermal conductivity of EVA-ZnO (27 vol%)

composites[64].

적으로 얻은 열전도도 결과를 Maxwell, Bruggeman, Cheng and Vachon 

모델 식들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는 Maxwell, Bruggeman 모델 식과 

많은 차이를 보이며 Cheng and Vachon 모델 식과는 충전제 양 8% 이

하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Maxwell, Bruggeman 모델 식의 

경우 낮은 함량의 충전제에서는 충전제의 분산 정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63]. Dai 연구팀은 ZnO의 표면처리에 의한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EVA) 복합재료의 열전도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였는데 열전도도 결과와 표면처리에 사용된 시약을 Figure 12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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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Effect of particle sizes of HDPE on the thermal conduc-

tivities of composites[66].

내었다[64]. Figure 12에서 보듯이 일정량 이상의 커플링 에이전트 농도

에서는 오히려 열전도도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반응하지 못한 커

플링 에이전트가 충전제와 고분자 기질 사이에서 여러 겹의 층을 여

러 겹으로 형성하게 되어 고분자 기질과 충전제 간의 상호작용을 방

해하고 포논 진동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알맞은 커플링 에이

전트의 사용은 고분자 기질과 충전제 간의 결합력을 강하게 하여 고분

자 기질-충전제 사이에서의 포논 이동을 수월하게 하여 열 전도를 높일 

수 있다[5,65].

  Liu의 경우 고밀도 polyethylene에 BN 충전제를 배합한 고분자 복

합 재료의 열전도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66]. 그 중 사용된 고

분자의 입자 크기에 대한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를 비교하였는데 입자

의 직경이 큰 고분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열전도도는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다른 크기를 가진 고밀도 

polyethylene이 사용된 경우 같은 양의 BN 사용되었을 때 단위 부피

당 다른 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큰 입자의 HDPE

를 사용할 경우 열이 전달될 수 있는(BN이 차지하는 공간) 통로가 넓

어지게 되고 그 결과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전도도의 상승을 가져 왔

다(Figure 13). 이와 반대로 Kou 연구팀은 충전제의 크기에 따른 열 

전도 특성을 보였다(Figure 14)[67]. 충전제의 크기에 따른 고분자 복

합재료의 열전도도는 충전제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고분자에 충전된 충전제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단위 

부피당 충전제가 차지하는 표면적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열이 충전제

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게 되면서 복합재료의 열전도

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고분자에 충전된 충전제의 입자 크기에 따른 다른 연구는 Diao 연

구팀에 의해 진행되었다. Diao 연구팀은 실리콘 고무에 다른 크기의 

ZnO 입자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열 전도 향상 효과를 보았는데 구형

인 ZnO 충전제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혼합해서 들어간 충전제의 

크기 차이가 클수록 같은 부피의 충전제를 충전하였을 때 열전도도가 

큰 것을 관찰하였다[68]. 이는 Figure 15에서 보듯이 작은 크기의 충전

제가 큰 크기의 충전제 사이에 존재하여 전체 충전제간의 열 이동 통

로를 같은 단위 부피 내에서 더 많이 확보하기 때문이다. 

2.2.3. 탄소재료/고분자 복합재료

  탄소재료는 열전도도를 위한 복합재료의 충전제로의 사용에 매우 

이상적인 물질인데, 이는 금속보다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며 금속보다  

Figure 14. Effect of Al2O3 with different particle sizes on the thermal 

conductivity of silicone rubber[67].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지고 더욱이 부식에 저항성이 있으며 가볍기 때

문이다. 충전제와 기질이 모두 탄소물질로 되어 있을 때 탄소-탄소 복

합재료로 불리는데 이렇게 제조된 복합재료는 방열 재료로 매우 뛰어

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경우 가격이 비싸다

는 단점이 있어 탄소 소재의 뛰어난 열전도도를 이용하면서도 값싼 

복합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탄소 소재를 충전제로 이용한 고분자 복합

재료의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열 전도성 복합재료의 충전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탄소재료로는 

그라파이트, 탄소 섬유, 다이아몬드, 탄소 나노튜브(CNT)가 있다. 탄

소 섬유가 발견된 이후 탄소섬유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

이 있어 왔으나 그 중 대표적인 사용 예로는 열, 전기, 기계적 물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충전제로의 사용이었다[69,70]. 최근 탄소 섬유가 포

함된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는 탄소 섬유를 약 1% 첨가했을 때 

150% 정도의 열전도도 상승이 보고된 바 있다[69]. 반면 탄소 섬유가 

가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분석을 위한 모델 식은 아직 부족한 실

정이다. 

  다이아몬드의 경우 2300 W/mK에 달하는 높은 열전도도를 보이는

데 이는 다이아몬드가 가지는 탄소 간의 공유결합에 의한 것 탄소 원

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대부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렇게 공유된 전자는 분자 간 어느 정도 저항이 있는 다른 물질보다 

다이아몬드 내에서 열을 더욱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공 

다이아몬드의 경우 자연적으로 채취된 다이아몬드보다 열전도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이아몬드 자체의 높은 가격으로 인

해 열 전도성 충전제로의 사용은 극히 드물지만 최근 나노다이아몬드

를 충전제로 사용한 열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료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osenberg와 Garrett은 에폭시 기질에 다양한 분말을 넣은 복합

재료의 열 전도에 관한 연구에서 각 물질에 대한 소리의 진동 속도가 

다이아몬드에서 매우 빠르고 밀도가 고분자 기질에 비해서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성질은 acoustic phonon에 의한 열 전달에 있어서 

기질과 다이아몬드 간에 진동속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 분말이 들어간 복합재료의 경우 충전제와 기질간 표

면 저항이 크게 나타나게 되어 열 전도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71]. 

  이에 반해 CNT의 경우 기계적 물성, 전기 및 열전도도가 매우 뛰어난 

물질로 열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충전제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론적, 실험적으로 CNT의 열전도도는 다중 벽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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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ermal conductivity of ZnO filled silicone rubber with theoretical predictions[68].

3000 W/mK에 달하고 단일 벽일 경우 6000 W/mK에 달한다. 큰 종횡 

비로 인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량의 첨가만으로도 열전도도 향상

을 기대할 수 있다[72,73]. 이론적으로 0.1 wt%의 첨가만으로 기존 고

분자의 열전도도를 약 6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실

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론적인 열전도도 수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4-77]. 이는 CNT가 고분자 기질 내에서 뭉쳐 cluster 

형태를 띠는 이유로 CNT 분산이 열전도도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기질과 CNT가 가지는 표면 저항을 최소화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CNT를 충전제로 사용한 고분자 복합

재료의 열전도도 향상에 있어서 CNT 분산 방법, 분산 매질의 종류, 

CNT의 배열, CNT의 종횡비를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Yodh 연구팀은 CNT의 분산 방법과 매질의 종류에 따른 열전도도

를 비교하여 1 wt%의 CNT 첨가만으로도 열전도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보였다(Table 5)[78]. 또한 CNT의 정렬상태 또한 CNT/고분자 복

합재료의 열전도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렬이 잘된 

CNT의 경우 단순 분산된 CNT복합재료에 비해 매우 높은 열전도도 

증가를 보였다(Figure 16)[79]. CNT가 적은 양으로 복합재료의 열전

도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로 CNT가 가지는 매우 큰 

종횡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분산된 상태에서는 CNT가 이상적

으로 곧게 펴지는 현상은 드물며 오히려 고분자 기질 내에서 말려 있

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너무 큰 종횡비를 가진 CNT의 특성이 오

히려 열전도도 증가에 있어서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Figure 17) 

[80]. 이 연구에서 CNT가 충전된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는 길이 

효율(length efficiency, ηa)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수식으로 나

타내었다. 이러한 길이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CNT를 볼밀링을 통해 

평균 길이를 줄여 충전제로 사용하였고 이 때 열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Figure 18에서 보듯이 CNT의 평균 길이가 약 600∼1000 

nm 사이일 때 CNT가 충전된 고분자 복합재료가 가장 높은 열전도도를

Table 5. Table of Thermal Conductivity Enhancement and Calculated 

Interfacial Resistance. Enhancements are Quoted for 1 wt% Nanotube 

Loadings[78]

Composite type Enhancement RK(m2K/W)

SWCNT/epoxy (DMF) 80% (fit) (2.4 ± 1.3) × 10
-9

SWCNT/epoxy (surfactant) <8% (2.6 ± 0.9) × 10
-8

SWCNT/epoxy 125% ...

MWCNT/silicone ∼ 15% ...

MWCNT/oil 160% 8 × 10
-8

SWCNT/water ... 8.3 × 10
-8

보였으며 이후 볼밀링 시간을 더 길게 하였을 때는 감소하였다. 

Haddon 연구팀은 복합재료에 충전된 CNT의 순도에 따른 열전도도 

향상율을 측정하여 CNT의 순도가 증가할수록 열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81]. 이 연구에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SWCNT)를 질산

으로 처리하여 순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연구되었는데 탄소를 산으로 

처리할 경우 결함을 발생할 수 있어 전기적 특성을 위한 복합재료로는 

적당하지 않으나 열전도도 향상을 위한 복합재료의 충전제로는 좋은 

성능을 보였다[82]. Shim 연구팀은 CNT가 충전제로 들어간 실리콘 

고무(polydimethylsiloxane, PDMS)의 열전도도 향상에 관한 연구에서 

CNT의 분산도를 CNT관련 모델 식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30]. CNT가 

충전된 PDMS의 경우 분산이 잘 되었을 경우 CNT충전제의 종횡 비는 

크게 계산되었는데, 이는 분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 CNT의 뭉침 현상

으로 인해 bulk 상태에서의 CNT 종횡비가 작게 나왔기 때문이다

(Figure 19). 또한 CNT 분산을 위한 표면 처리에 관한 많은 방법과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복합재료의 열전도도 증가를 위해 연구된 CN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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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he enhanced values of thermal conductivity k vs weight 

fractions of CNT[79].

Figure 17. (a)∼(c) The length efficiency of three types of CNT, (d) 

Cutting of CNT is effective to improve length efficiency[80].

사용하여 열전도도 증가를 보였다[83-86]. 

  최근에는 금속, 세라믹, 탄소재료 충전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열 전도성 충전제를 함께 사용하여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 전도 성능

과 함께 기계적 물성 또한 높이는 방법이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87,88]. 

2.3. 응용분야

  열 전도성 복합재료의 개발 기술은 디스플레이 제품의 중량, 영상 

부착도, 열점, 광도 및 제품의 신뢰도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현

재 LED 기술이 적용된 수많은 디스플레이 제품에 응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방성 열 전도 복합재료의 사용으로 제품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은 원하는 방향으로 방출하는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으며 일본의 한 

연구업체는 노트북에 적용한 이방성 열 전도 복합재료를 선보여 노트북 

내의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동시에 무릎 위에 올려 놓았을 때 무릎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해결하였다. 또한 열 전도성 복합재료는 새로운 

공정 기술 개발에 있어서 설비를 단순화 하고 제품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되기도 한다.  

(a)

(b)

Figure 18. (a) List of CNT samples with different ball-milling times, 

(b) Thermal conductivity enhancements of the composites by different 

CNT ball-milling times[80].

(1)

(2)

Figure 19. (1) Comparison of the (a) poor dispersion and (b) excellent 

dispersion state of  MWCNT/PDMS composites containing 0.1 phr 

MWCNT after curing, (2) Thermal conductivity (open symbol) and 

calculated aspect ratio (solid symbol) of MWCNT incorporated PDMS 

composite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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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군사산업에 있어서 열 전도 복합재료의 경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군사제품 성격상 발생되는 열의 효율

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군사제품 상당부분이 금속으로 만들어짐

을 감안할 때 금속 성능에 버금가는 열 전도성 복합재료를 개발할 경

우 그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또한 군사 방위 산업 및 우주항공, 일반 

생활에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방송/광대역 설비, 네트워킹, 네

트워킹 네비게이션, 인공위성, 우주 항공용에 이르는 다방면에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3. 결    론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전도도에 관한 연구는 지난 수 십 년간 다양

한 금속, 세라믹, 탄소 물질을 충전제로 이용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 따른 뛰어난 열 전도성 방열소재의 요구로 현재에도 많

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또 다른 요구가 계속되어

지고 있다. 열 전도성 복합재료의 사용 가능한 각종 분야별로 요구하

는 물성 및 전도성을 확보하는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 

  충전제/고분자의 열전도도 예측을 위한 모델 식은 오랫동안 계속하

여 제안되고 발전해 왔지만 아직까지 실험데이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정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완벽한 정립은 힘들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 전도 예측을 위한 모델 식의 이해는 열 전도

성 고분자 복합재료의 개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학

문이다. 각종 충전제/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는 충전제의 양, 모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충전제의 제조방법, 후 처리과정, 커플링제

의 종류 및 사용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충전제를 단독 혹은 함께 사용하는 등 이러한 수많은 변수에서 오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적 지식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을 통한 열 전도성 복합재료에 관한 수많은 지식은 하

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각종 모바일, 자동차, 항공 산업 등 각종 산업

에서 우리나라가 열 전도성 소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원고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과제번호:40272, 협약기관:

(주)창성)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고 문 헌

 1. D. D. L. Chung, Appl. Therm. Engin., 21, 1593 (2001).

 2. K. Sanada, Y. Tada, and Y. Shindo, Compos. Part A, 40, 724 

(2009).

 3. J. A. King, K. W. Tucker, B. D. Vogt, E. H. Weber, and C. Quan, 

Polym. Compos., 20, 643 (1999).

 4. B. D. Cunningham, J. Huang, and D. G. Baid, Int. Mater. Rev., 

52, 1 (2007).

 5. G. W. Lee, M. Park, J. Kim, J. I. Lee, and H. G. Yoon, Compos. 

Part A, 37, 727 (2006).

 6. M. M. Tovanovich and E. E. Marotta, Thermal Spreading and 

Contact Resistances. in Heat Transfer Handbook, eds. A. Bejan, 

and A. D. Kraus, Wiley, New Jersey (2003).

 7. C. V. Madhusudana, Thermal Contact Conductance, Springer- 

Veralag, New York (1996).

 8. R. Prasher, Preceedings of the IEEE, 94, 1571 (2006). 

 9. M. A. Lambert and L. S. Fletcher, J. Heat. Transf., 124, 405 (2002).

10. A. Iwabuchi, T. Shimizu, Y. Yoshino, T. Abe, K. Katagiri, I. Nitta, 

and K. Sadamori, Cryogenics, 36, 75 (1996).

11. D. P. H. Hassleman and L. F. Johnson, J. Compos. Mater., 21, 508 

(1987).

12. L. C. Davis and B. E. Artz, J. Appl. Phys., 77, 4954 (1995).

13. C.-W. Nan, R. Birringer, D. R. Clarke, and H. Gleiter, J. Appl. 

Phys., 81, 6692 (1997).

14. J. D. Felske, Int. J. Heat Mass Transf., 47, 3453 (2004).

15. H. T. Davis, L. R. Valencourt, and C. E. Johnson, J. Amer. 

Ceramic Soc., 58, 446 (1975).

16. A. G. Every, Y. Tzou, D. P. H. Hassleman, and R. Raj, Acta 

Metallurgica et Materialia., 40, 123 (1992).

17. P. E. Phelan and R. C. Niemann, J. Heat Transf., 120, 971 (1998).

18. D. Ganapathy, S. Singh, P. Phelan, and R. S. Prasher, J. Heat 

Transf., 127, 553 (2005).

19. I. H. Tavman, Powder Technol., 91, 63 (1997).

20. S. C. Cheng and R. I. Vachon, Int. J. Heat Mass Tran., 12, 249 

(1969).

21. T. Lewis and L. Nielson, J. Appl. Polym. Sci., 14, 1449 (1970).

22. S. Kirkpatrick, Rev. Mod. Phys., 45, 574 (1973).

23. R. Landauer, Electrical conductivity in inhomogeneous media, AIP 

Conf. Proc., vol. 40, Electrical Transport and Optical Properties of 

Inhomogeneous Media, eds. J. C. Garland and D. B. Tanner, 1, 

2-45 (1978).

24. B. Hakansson and R. G. Ross, J. Appl. Phys., 68, 3285 (1990). 

25. X.-G. Liang, J. R. Lukes, and C.-L. Tien, Heat Tran. Conf., 9, 33 

(1998).

26. X.-G. Liang and X. Ji, Int. J. Heat Mass Tran., 43, 3633 (2000).

27. R. Zallen, The Physics of Amorphous Solids, Wiley, New York 

(1983).

28. A. E. Morozovskii and A. A. Snarskii, J. Exp. Theor. Phys., 82, 

361 (1996).

29. J. Wu and D. S. McLachlan, Phys. Rev. B., 56, 1236 (1997).

30. J. Hong, J. Lee, C. K. Hong, and S. E. Shim, Current Appl. Phys., 

10, 359 (2010). 

31. C.-W. Nan, G. Liu, Y. Lin, and M. Li, Appl. Phys. Lett., 85, 3549 

(2004).

32. A. Devpura, P. E. Phelan, and R. S. Prasher, Percolation theory 

applied to the analysis of thermal interface materials in flip-chip 

technology, in: Proceedings of the Inter Society Conference on 

Thermal Phenomena, 21 (2000).

33. C.-W Nan, Z. Shi, and Y. Lin, Chem. Phys. Lett., 375, 666 (2003).

34. P. Zhou and K. E. Goodson, Modeling and measurement of 

pressure-dependent junction-spreader thermal resistance for inte-

grated circuits, in Proc. ASME Int. Mechanical Engineering Congr. 

And Exposition, 51 (2001).

35. R. S. Prasher, J. C. Shipley, S. Prstic, P. Koning, and J. Wang, 

Rheological Study of Micro Particle Laden Polymeric Thermal 

Interface Materials: Experimental (Part 1) and Modeling (Part 2), 

Proc. Int. Mech. Engin. Congress Expo., ASME, New York (2002).

36. R. S. Prasher, J. Shipley, S. Prstic, P. Koning, and J.-L. Wang, J. 

Heat Transf., 125, 1170 (2003).

37. A. V. Shenoy, Rheology of Filled Polymer System. Norwell, MA: 

Kluwer (1999).

38. R. V. Prasher, IEEE Trans. Compon. Packag. Technol., 28, 230 

(2005).

39. J. M. Ting and M. L. Lake, Microelectron Int., 38, 30 (1995).



128 홍진호⋅심상은

공업화학, 제 21 권 제 2 호, 2010

40. C. Zweben, JOM, 44, 15 (1992).

41. C. Zweben, the future of advanced composite electronic packaging. 

In: D. D. L. Chung, editor, Materials for electronic packaging, 

Butterworth-Heinemann, Boston (1995).

42. B. Nysten and J. P. Issi, Compos. Part A, 21, 339 (1990).

43. Y. S. Song and J. R. Youn, Carbon, 43, 1378 (2005).

44. G.-W. Lee, M. Park, J. Kim, J. I. Lee, and H. G. Yoon, Compos. 

Part A, 37, 727 (2006).

45. Y. Chen and J. Ting, Carbon, 40, 359 (2002).

46. E. Guyer, Handbook of Applied Thermal Design, Chapter 6, CRC 

Press, Boca Raton, FL, (1999).

47. S. K. Bhattacharya, Metal-filled polymers (properties and applica-

tions). Marcel Dekker, New-York (1986).

48. F. Lux, J. Mater. Sci., 28, 285 (1993).

49. B. Bridge, M. J. Folkes, and B. R. Wood, J. Phys. D: Appl. Phys., 

23, 890 (1990).

50. M. Q. Zhang, J. R. Xu, H. M. Zeng, Q. Huo, Z. Y. Zhang, and 

F. C. Yun, J. Mater. Sci., 30, 4226 (1995).

51. F. Carmona and C. Mouney, J. Mater. Sci., 27, 1322 (1992).

52. I.-G. Chen and W. B. Jonson, J. Mater. Sci., 26, 1565 (1991).

53. Y. P. Mamunya, V. V. Davydenko, P. Pissis, and E. V. Lebedev, 

Eur. Polym. J., 38, 1887 (2002).

54. G. A. Slack, Phys. Rev., 126, 427 (1962).

55. G. A. Slack, J. Phys. Chem. Solids, 34, 321 (1973).

56. P. Greil, Adv. Eng. Mater., 4, 247 (2002).

57. C.-Y. Hsieh and S.-L. Chung, J. Appl. Polym. Sci., 102, 4734 (2006).

58. W. Zhou, S. Qi, H. Li, and S. Shao, Thermochim. Acta, 452, 36 

(2007).

59. T. M. Tritt, Thermal Conductivity-Theory, Properties, and Applica-

tions, Springer Science, New York (2003). 

60. D. G. Brunner and K. H. Wienand, Interceram, 37, 29 (1988).

61. N. Ichinose, Mater. Sci. Forum, 34, 663 (1988).

62. W. Zhou, C. Wang, T. Ai, Ke, W. F. Zhao, and H. Gu, Compos. 

Part A, 40, 830 (2009).

63. S. Yu, P. Hing, and X. Hu, Compos. Part A, 33, 289 (2002).

64. B. Lee and G. Dai, J. Mater. Sci., 44, 4848 (2009).

65. T. C. Clancy and T. S. Gates, Polymer, 47, 5990 (2006). 

66. W. Zhou, S. Qi, Q. An, H. Zhao, and N. Liu, Mater. Res. Bull., 

42, 1863 (2007).

67. W. Zhou, S. Qi, C. Tu, H. Zhao, C. Wang, and J. Kou, J. Appl. 

Polym. Sci., 104, 1312 (2007).

68. Q. Mu, S. Feng, and G. Diao, Polym. Compos., 28, 125 (2007).

69. S. U. S. Choi, Z. G. Zhang, W. Yu, F. E. Lockwood, and E. A. 

Grulke, Appl. Phys. Lett., 79, 2252 (2001).

70. M. J. Biercuk, M. C. Llaguno, M. Radosavljevic, J. K. Hyun, A. 

T. Johnson, and J. E. Fischer, Appl. Phys. Lett., 80, 2767 (2002).

71. K. W. Garrett and H. M. Rosenberg, J. Phys. D: Appl. Phys., 7, 

1247 (1974).

72. S. Berber, Y. K. Kwon, and D. Tamánek, Phys. Rev. Lett., 84, 

4613 (2000).

73. D. J. Yang, S. G. Wang, Q. Zhang, P. J. Sellin, and G. Chen, 

Phys. Lett. A, 329, 207 (2004). 

74. F. H. Gojny, M. H. G. Wichmann, B. Fiedler, I. A. Kinloch, W. 

Bauhofer, and A. H. Windle, Polymer, 47, 2036 (2006).

75. T. Kashiwagi, E. Grulke, J. Hildong, K. Groth, R. Harris, and K. 

Butler, Polymer, 45, 4227 (2004).

76. H. Xia and M. Song, Soft Matter., 1, 386 (2005).

77. Y. Xu and G. Ray, Compos. Part A, 37, 114, (2006).

78. M. B. Bryning, D. E. Milkie, M. F. Islam, J. M. Kikkawa, and A. 

G. Yodh, Appl. Phys. Lett., 87, 161909 (2005).

79. H. Huang, C. H. Liu, Y. Wu, and S. S. Fan, Adv. Mater., 17, 1652 

(2005).

80. P. C. Song, C. H. Liu, and S. S. Fan, Appl. Phys. Lett., 88, 153111 

(2006).

81. A. Yu, M. E. Itkis, E. Bekyarova, and R. C. Haddon, Appl. Phys. 

Lett., 89, 133102 (2006).

82. J. I. Lee and H. T. Jung, Korean Chem. Eng. Res., 46, 7 (2008).

83. M. Kim, J. Hong, J. Lee, C. K. Hong, and S. E. Shim, J. Colloid 

Interf. Sci., 322, 321 (2008).

84. M. Kim, C. K. Hong, S. Choe, and S. E. Shim, J. Polym. Sci. 

Polym. Chem., 45, 4413 (2007).

85. J. Hong, C. K. Hong, S. Choe, and S. E. Shim, J. Polym. Sci. 

Polym. Chem., 45, 3477 (2007).

86. J. Hong, J. Lee, C. K. Hong, and S. E. Shim, J. Therm. Anal. 

Calorim., to be published (2010).

87. L. Kumari, T. Zhang, G. H. Du, W. Z. Li, Q. W. Wang, A. Datye, 

and K. H. Wu, Compos. Sci. Technol., 68, 2178 (2008).

88. Y. Kai and G. Mingyuan, Compos. Part A, 41, 215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