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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carbon fiber, CF)와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를 포함하는 PMMA/PVDF 및 
PET/PVDF 블렌드 나노복합재료를 이축성형 압출기를 이용하여 용융삽입법으로 제조하였다. SEM을 이용하여 
PMMA/PVDF/CF/CNT 나노복합재료의 모폴로지를 관찰한 결과, CNT가 matrix에서 효과적으로 분산되지 못한 반면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에서는 CNT가 잘 분산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상분리된 PET/PVDF 블렌드에서 CNT
가 PET 상에 효과적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PET의 페닐렌기와 CNT 표면의 그라파이트 시트가 π-π 
interaction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CF도 PET와의 계면 접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ET/PVDF/CF 나노
복합재료의 전기전도도는 CNT를 첨가함으로써 증가하였으나 PMMA/PVDF/CF 나노복합재료에 CNT를 첨가한 경우 
전기전도도가 향상되지 않았다. 모폴로지 관찰결과에서 CNT의 분산 정도는 전기전도도 물성 결과와 일치하였다. 
DSC 분석 결과,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에서는 결정화 온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CF 및 CNT가 PET의 결정
화를 촉진 시키는 조핵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굴곡물성 결과,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에서 
PET와 CF의 친화성이 우수하여 굴곡탄성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Nanocomposites based on poly(methyl methacrylate) (PMMA)/poly(vinylidene fluoride) (PVDF) and poly(ethylene tereph-
thalate) (PET)/(PVDF) blended with carbon fibers (CF) and carbon nanotube (CNT) were prepared by melt mixing in the twin 
screw extruder. Morphologies of the PMMA/PVDF/CF/CNT and PET/PVDF/CF/CNT nanocomposites were investigated using 
SEM. The aggregation of CNT was observed in PMMA/PVDF/CF/CNT nanocomposites while the good dispersion of CNT 
was shown in PET/PVDF/CF/CNT nanocomposites. In SEM image of PET/PVDF/CF/CNT nanocomposite, the CNT were 
mainly located at the PET domain of phase-separated PET/PVDF blend due to the π-π interaction between the phenyl ring 
of PET and graphite sheet of the CNT’s surface. In addition, a fairly good compatibility between PET/PVDF matrix and 
CF was shown in the SEM image. In the case of PET/PVDF nanocomposites blended with the co-addition of CF and CNT, 
the volume electrical resistivity decreased while no change was observed in PMMA/PVDF/CF/CNT composites. The degree 
of CNT dispersion in morphology results was consistent with the electrical conductivity results. From the DSC results, the 
crystallization temperature (Tc) of PET/PVDF/CF/CNT nanocomposites increased due to the co-addition of CF and CNTs act-
ing as a nucleating agent. Flexural modulus of PET/PVDF/CF/CNT were sharply enhanced due to increasing the interaction 
between PET and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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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고분자 연료전지(PEMFC)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화학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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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직접 전기를 얻는 신기술 에너지이며,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이다. 고분자 연료전지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전극, 전해질, 
분리판(bipolar plate) 등이 있다. 이 중 고분자 연료전지의 필수 부품

인 분리판은 수소와 산소의 이동, 전자의 이동, 반응에 의해 발생한 

물의 제거 등의 역할을 한다. 분리판 소재는 낮은 전기저항, 낮은 산

소와 수소투과도 등의 특성이 요구되어지며 열전도도, 기계적 물성 

등이 우수해야 한다. 고분자 연료전지의 분리판에 사용되는 소재로는 

흑연, 금속소재, 고분자 복합소재 등이 적용되고 있다[1-3].
고분자 복합소재 제조에 사용되는 수지는 poly(methyl 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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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Designation of PMMA/PET/PVDF/CF/CNT Nanocomposites
Composition (wt%)

Sample designation
PMMA PET PVDF CF CNT

50 - 50 - - M/V-0-0

50 - 50 5 - M/V-5-0

50 - 50 10 - M/V-10-0

50 - 50 15 - M/V-15-0

50 - 50 20 - M/V-20-0

50 - 50 10 2.5 M/V-10-2.5

50 - 50 10 5.0 M/V-10-5.0

- 50 50 - - E/V-0-0

- 50 50 5 - E/V-5-0

- 50 50 10 - E/V-10-0

- 50 50 15 - E/V-15-0

- 50 50 20 - E/V-20-0

- 50 50 10 2.5 E/V-10-2.5

- 50 50 10 5.0 E/V-10-5.0

(PMMA), polyamide,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oly(vinyl-
idene fluoride) (PVDF) 등이 대표적이며 수지들을 블렌드하여 연료전

지의 분리판 소재로 적용되기도 한다. PMMA는 열 안정성 및 성형성

이 우수하고, PVDF는 기계적 강도, 내화학성, 압전성(piezoelectric) 및 

강유전성(ferroelectric)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PET와 PVDF
는 연료전지 환경에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낮은 기체투과성과 열 안정성, 
기계적 강도, 내습성 등이 분리판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PET/PVDF 블렌드에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첨가한 복합

재료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고분자 나노복합재료는 고분자에 나노미터 스케일의 유, 무기 충진

제를 첨가하여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복합화한 것으로, 기존의 복합재

료보다 우수한 특성이 입증되면서 최근에 활발히 연구 중이다. 층상 

실리케이트/고분자 복합재료를 시작으로[5-9] 고분자/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 나노복합재료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10-14]. CNT는 전기전도도, 열적 및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여 고

분자 수지에 적은 함량을 첨가하여도 복합재료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탄소섬유(carbon fiber, CF)는 알루미늄보다 

가볍지만 철보다 강하고 내열성, 내충격성, 탄성이 뛰어나다.
최근 들어 분리판 소재용 고분자/CF 복합재료[15] 및 고분자/CNT 

나노복합재료에[16]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CF 및 CNT가 
동시에 첨가된 고분자 블렌드 나노복합재료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

되지 않았다. 나노복합재료의 여러 가지 물성과 연관 지어 볼 때 고분

자 내에서의 CF 및 CNT의 분산 상태는 고분자와의 상호 친화성(inter-
action)과 관계가 있다. 고분자 블렌드 나노복합재료는 단일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보다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더 어렵고 흥미로운 연구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용융삽입법으로 상용성 고분자 블렌드인 PMMA/PVDF 
및 비상용성 블렌드인 PET/PVDF에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CF와 전기

전도도 물성이 우수한 CNT를 동시 첨가하여 나노복합재료를 제조하고, 
CF 및 CNT의 함량 변화에 따른 나노복합재료의 모폴로지 및 물리적 

물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PMMA는 LG chemical IG-840 (Korea)을 사용

하였고, PET는 SK chemical (Korea) 제품인 SKY PET BB 8055를 사

용하였다. PVDF는 arkema (France)사의 kynar 460을 사용하였다. CF
는 Toho tenax (Japan)의 HTS40 12 K 800 tex 제품을 사용하였고 직

경은 7 µm, 인장강도는 4300 MPa이며 전기전도성은 1.6 × 10-³ Ωcm
이었다. 장섬유상(Filament) 형상의 CF를 chopping (평균 6 mm로 cut-
ting)하여 사용하였다. 탄소나노튜브는 Nanocyl (Belgium)사에서 CVD
공정으로 제조된 NCⓇ-7000을 사용하였으며 직경은 9.5 nm, 길이는 

1.5 µm, 순도는 90%이었다.

2.2. 나노복합재료의 제조 방법

PMMA/PVDF/CF/CNT 및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 제조 

전 PMMA, PET 및 PVDF는 100 ℃에서 12 h 동안 열풍건조 하였고 

CF 및 CNT는 80 ℃에서 4 h 동안 진공건조 하여 사용하였다. 나노복

합재료 조성은 PMMA/PVDF 및 PET/PVDF의 50/50의 중량비를 기

준으로 하였고 CF 및 CNT의 함량은 고분자 중량의 5, 10, 15, 20 wt% 
및 2.5, 5.0 wt%로 각각 첨가하였다. 용융삽입법으로 제조하기 위해 
twin screw extruder (L/D = 40/19)를 사용하였고, 온도범위는 230∼280 ℃
에서 제조하였다. 제조된 PMMA/PVDF/CF/CNT 및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는 100 ℃에서 24 h 건조 후 bar 형태로 시편을 제작하

여 물성을 측정하였다. 수지, CF 및 CNT의 조성에 따른 샘플명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3. 분석 방법

융융삽입법으로 제조된 나노복합재료는 universal test machine (UTM, 
Lloyd Instrument LR100K, UK)을 이용하여 인장 및 굴곡 물성을 측정

하였다. 열적 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TA Instrument DSC2010, USA)를 이용하여 질소 분위기 상태

에서 -120에서 300 ℃까지 20 ℃/min의 승온 속도로 측정하였다.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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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M images of (a) M/V-10-2.5 and (b) E/V-10-2.5 at low 
magnification.

 

Figure 2. SEM images of (a) M/V-10-2.5 and (b) E/V-10-2.5 at high 
magnification.

(a)

(b)
Figure 3. Electrical resistivity results of (a) PMMA/PVDF/CF/CNT 
and (b) PET/PVDF/CF/CNT nanocomposites.

curve에서 유리전이온도(Tg)는 onset point로 결정하였다. 나노복합재

료의 CF 및 CNT의 분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단면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Jeol JSM-5600, Hitachi Ultra-high Resolution 
S-4800, Japan)를 이용하여 모폴로지를 확인하였다. 저항 측정값은 

필름형태 시편의 앞, 뒤 양면에 silver를 도포하여 저저항 측정기

(Digital Multimeter, Hung Chang Protek 608, Korea) 및 고저항 측정기

(Megohmmeter TOA Electronic SM-8210,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나노복합재료의 형태학적 분석

SEM 사진을 통해 PMMA/PVDF 및 PET/PVDF 블렌드와 CF의 계면 
접착성 및 CNT의 분산 상태를 확인하였다. M/V-10-2.5에서 PMMA/PVDF
와 CF의 계면 접착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배율 SEM 사진을 Figure 1(a)
에 나타내었는데, CF와 PMMA/PVDF 블렌드 계면에서의 접착성이 

좋지 않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에폭시수지(epoxy resin)로 

사이징(sizing)된 CF와 PMMA/PVDF 블렌드의 상호 친화력이 약한 

것으로 보였다. Figure 1(b)는 E/V-10-2.5의 저배율 SEM 사진 관찰결과

인데, Figure 1(a)와 비교해 보면 PET/PVDF 블렌드가 PMMA/PVDF 
블렌드 보다 CF의 표면에 잘 wetting되어 상호 친화성이 더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CF 표면을 에폭시수지로 사이징하여 CF와 시아네이트 

에스터(cyanate ester)수지의 계면 접착성을 향상시켜 기계적 물성이 

증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17]. CF의 사이징제(sizing agent)와 PET
가 친화성이 우수하여 계면 접착력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Figure 1(a), (b)에 삽입된 SEM 사진 관찰결과, M/V-10-2.5 보다 

E/V-10-2.5에서 CF가 좀 더 효과적으로 분산된 것을 확인하였다. 
M/V-10-2.5 및 E/V-10-2.5에서 CNT의 분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

배율 SEM 사진을 Figure 2(a), (b)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ure 2(a)를 

보면 CNT가 PMMA/PVDF 블렌드에 뭉쳐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데 이는 CNT가 PMMA 및 PVDF와 상호 친화성이 좋지 않아서 분산

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준상용성 블렌드인 PET/PVDF는 상분리(phase separation) 거동을 

보이는데, Figure 2(b)를 보면 CNT가 PET/PVDF 블렌드의 분리된 상

에서 한쪽으로 위치하고 효과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분자 수지의 phenyl ring과 CNT의 표면의 그라파이트 시트(graphite 
sheet)가 π-π interaction에 의해 상호 친화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18], 이를 근거로 CNT가 phenyl ring을 가지고 있는 PET 
상에 위치하고 효과적으로 분산된 것으로 사료된다.

3.2. 나노복합재료의 전기적 물성

PMMA/PVDF/CF/CNT 나노복합재료의 전기전도도를 Figure 3(a)에 

나타내었다. Figure 3(a)에서 PMMA/PVDF 블렌드에 CF가 5 wt%, 
10 wt% 첨가되어도 체적저항(volume electrical resistivity)은 5.2 × 
1013 Ωcm으로 크게 향상되지 않았으며 CF가 15 wt% 첨가되어서야 

체적저항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M/V-10-0에 CNT를 2.5 wt%, 5.0 wt% 첨가한 결과, 체적저항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SEM 사진 결과(Figure 2(a))에서 보았듯

이 M/V-10-2.5에서 CNT가 효과적으로 분산되지 못하고 뭉쳐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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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SC thermograms of PMMA/PVDF/CF/CNT nanocomposites :
(a) M/V-0-0, (b) M/V-10-0, (c) M/V-10-2.5, and (d) M/V-10-5.0.

Figure 5. Melting temperature of PET/PVDF/CF/CNT nanocomposites : 
(a) E/V-0-0, (b) E/V-10-0, (c) E/V-10-2.5, and (d) E/V-10-5.0.

Figure 6. Crystallization temperature of PET/PVDF/CF/CNT nanocom- 
posites : (a) E/V-0-0, (b) E/V-10-0, (c) E/V-10-2.5, and (d) E/V-10-5.0.

CNT의 network에 의해 체적저항(3.3 × 104 Ωcm)이 감소한 것으로 보였

다. CF가 15 wt%, 20 wt% 첨가된 PMMA/PVDF/CF 복합재료는 10 wt% 
CF와 2.5 wt%, 5.0 wt% CNT를 동시 첨가한 PMMA/PVDF/ CF/CNT 
나노복합재료와 유사한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다.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의 전기전도도를 Figure 3(b)에 

나타내었다. Figure 3(b)에서 PET/PVDF 블렌드에 5 wt%의 CF 첨
가로 인해 체적저항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CF를 10 wt% 첨가할 때 

더 감소하였다. 이는 Figure 1(b)의 SEM 사진 결과에서 보았듯이 

E/V-10-2.5에서 PET/PVDF 블렌드가 CF의 표면에 잘 wetting되어 

체적저항을 큰 폭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보였다. CF함량을 10 wt%에

서 15 wt%, 20 wt%로 첨가시킨 PET/PVDF/CF 복합재료와 10 wt% 
CF와 2.5 wt%, 5.0 wt% CNT 동시에 첨가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CF
를 단독으로 첨가하는 것 보다 CF와 CNT를 동시에 첨가하는 나노복

합재료의 전기적 물성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F 및 CNT가 동시에 첨가된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의 

체적저항은 CNT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더 감소하였다. 최근에 상분리

된 고분자 블렌드에서 CNT가 한쪽 상에 위치하면서 침투역치(percolation 
threshold)가 감소하여 체적저항이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9]. 
Figure 2(b)의 SEM 사진 결과에서 보았듯이, 상분리된 E/V-10-2.5에

서 CNT가 한쪽의 상에서 효과적으로 분산되면서 나노복합재료의 침

투역치 감소에 의해 체적저항(1.8 × 102 Ωcm)을 더 감소시킨 것으로 

보였다. 
 
3.3. 열적 물성

DSC를 이용하여 PMMA/PVDF 블렌드 및 PMMA/PVDF/CF/CNT 
나노복합재료의 열적 거동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DSC 분석결과, 
순수한 PMMA 및 PVDF의 유리전이온도(Tg)는 각각 105 ℃ 및 -40 ℃
이었다. 상용성 블렌드인 PMMA/PVDF는 두 수지의 Tg의 중간 온도

인 42.9 ℃에서 하나의 Tg를 나타내었다. PMMA/PVDF 블렌드의 

중량비 50/50에서는 PVDF의 용융온도(melting temperature, Tm) 및 결

정화 온도(crystallization temperature, Tc)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량비 

50/50인 PMMA/PVDF 블렌드의 Tg는 약 60 ℃에서 나타나며, PMMA
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희석효과(dilution effect)에 의해 PVDF의 결정

이 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20]. M/V-10-0의 Tg는 41.6 ℃로 PMMA/PVDF 
블렌드에 CF가 첨가되어도 차이가 없었다. 이는 CF가 PMMA/PVDF 

블렌드와 친화성이 없어서 Tg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반
면 M/V-10-0에 CNT가 각각 2.5 wt%, 5.0 wt% 첨가되면서 Tg가 각각 

43.1 ℃, 46.1 ℃로 증가하였다. 이는 CNT가 PMMA/PVDF 블렌드의 

무정형(amorphous) 사슬에 위치하고 사슬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Tg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PET/PVDF 블렌드 및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의 Tm과 Tc 

측정 결과를 Figures 5와 6에 나타내었다. Figure 5에서는 비상용성 블

렌드인 PET/PVDF의 PET (255.5 ℃)와 PVDF (158.8 ℃) 각각의 Tm이 

나타났다. E/V-10-0의 PET 수지 흡열량은 E/V-0-0의 흡열량보다 증가

하였으나, Tm은 유사한 온도를 보였다. 이는 CF가 E/V-10-0에서 조핵

제 역할을 하여 결정화 온도는 증가하였으나 CF가 첨가되어도 결정

의 구조가 비슷하여 유사한 Tm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E/V-10-0에 CNT를 2.5 wt%, 5.0 wt% 첨가한 경우 흡열량이 감소하는

데 이는 PET 수지 내에서 CNT의 효과적인 분산에 따른 결정화 방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6에서는 PET/PVDF 블렌드 및 PET/PVDF/CF/CNT 나노복

합재료의 Tc를 나타내었는데, PET/PVDF의 PET와 PVDF 각각의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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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7. Flexural (a) strength and (b) modulus of PMMA/PVDF/CF/CNT
nanocomposites.

(a)

(b)
Figure 8. Flexural (a) strength and (b) modulus of PET/PVDF/CF/CNT 
nanocomposites.

피크를 보였다.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에서 PVDF의 Tc 

(124.9 ℃)는 차이가 없었으나 PET의 Tc (187.6 ℃)는 E/V-10-0에서 

CF의 첨가로 인해 약 19.1 ℃만큼 증가하였는데 이는 CF의 사이징제인 
에폭시와 PET의 계면접착성이 우수하여 결정화를 촉진 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E/V-10-0에 CNT를 2.5 wt%, 5.0 wt% 첨가한 경우 Tc는 증가

하였지만 발열량은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CNT가 PET 수지에서 

효과적으로 분산되어 결정화를 방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분자 수지

/CNT 나노복합재료에서 CNT의 효과적인 분산이 수지의 결정화를 방해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21].
  
3.4. 기계적 물성

나노복합재료의 굴곡 물성 결과를 Figures 7과 8에 나타내었다. 
Figure 7(a), (b)에서 PMMA/PVDF/CF는 CF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굴

곡 강도 및 탄성률이 증가하였다. CF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굴곡 탄성

률의 증가율은 굴곡 강도의 증가율보다 낮았다. 이는 SEM 사진 결과

(Figure 1(a))에서 보였듯이 PMMA/PVDF 블렌드와 CF의 사이징제인 

에폭시가 계면 접착성이 좋지 않아서 굴곡 탄성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CF 고유의 우수한 기계적 물성이 PMMA/PVDF/CF/CNT의 굴

곡 강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10 wt% CF 및 5.0 wt% 
CNT가 동시 첨가된 M/V-10-5.0의 굴곡 강도 및 탄성률은 M/V-10-0
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SEM 사진(Figure 2(a))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PMMA/PVDF 블렌드에 CNT가 효과적으로 분산되어있지 

않은 것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a), (b)에서 PET/PVDF/CF는 CF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굴

곡 강도 및 탄성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CF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굴곡 

탄성률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SEM 사진 결과(Figure 1(b))에서 

PET/PVDF 블렌드와 CF의 사이징제가 계면 접착성이 좋아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CF 및 CNT가 동시 첨가된 PET/PVDF/CF/CNT
의 굴곡 강도 및 탄성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상분리 된 

E/V-10-2.5의 SEM 사진(Figure 2(b))에서 CNT가 한쪽 상에 잘 분산

되었지만 비상용성 블렌드인 PET와 PVDF의 상용성을 높여 주지는 

못하여 굴곡 강도 및 탄성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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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MMA/PVDF 및 PET/PVDF 블렌드에 CF 및 CNT
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분자 나노복합재료의 형태학 및 물리적 물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SEM 사진에서, CF의 사이징제인 에폭시수지와 PET의 친화성이 

우수하여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에서 PET/PVDF는 CF와 

잘 wetting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CNT는 PMMA/PVDF/CF/CNT 
나노복합재료에 효과적으로 분산되지 못하고 응집되어 있었으나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에서는 분리된 한쪽의 상에서 효과

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PET 수지의 phenyl 
ring과 CNT 표면의 그라파이트 시트가 π-π interaction에 의해 상호 

친화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PMMA/PVDF/CF/CNT 및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에서 고분자 매트릭스와 CF와의 계

면접착성은 체적저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CNT의 동시 첨가로 인해 

체적저항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DSC 분석을 통해 상

용성 블렌드인 PMMA/PVDF에서 하나의 Tg를 확인하였으며 CF 및 

CNT가 첨가되면서 Tg가 조금 상승하였는데, 이는 PMMA 및 PVDF 
사슬의 움직임을 방해한 것으로 여겨졌다. PET/PVDF/CF/CNT 나노

복합재료의 DSC 분석 결과에서 CF와 CNT가 PVDF의 결정화온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PET의 결정화온도는 많이 증가시

켰다. 이는 PET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조핵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PMMA/PVDF/CF/CNT 및 PET/PVDF/CF/CNT 나노복합

재료에서 CF의 첨가는 굴곡 물성을 향상시켰고, 특히 PET/PVDF/CF/ 
CNT 나노복합재료에서 CF의 첨가에 의한 굴곡 탄성률이 크게 증가

하였다. CF 및 CNT를 동시에 첨가한 경우에는 PET/PVDF/CF/CNT 
나노복합재료가 PMMA/PVDF/CF/CNT 나노복합재료보다 전기적 물

성이 더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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