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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그라파이트 폼이 polyvinyl alcohol-acrylic acid (PVA-AAc) 용액에 다양한 함량의 메조페이스 핏치(mesophase pitch, MP)
를 첨가한 후 열처리를 통해 제조되었다. 그라파이트 폼의 공극 크기는 슬러리 농도(고분자 용액에 첨가된 메조페이
스 핏치의 함량)에 따라 조절되며, 그 열 전도도 및 압축강도는 각각의 조건에서 형성된 그라파이트 폼의 공극률에 
의해서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그라파이트 폼은 공극률 0.69에서 53.414 ± 0.002 W/mK의 가장 높
은 열전도도 및 1.348 ± 0.864 MPa의 압축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메조페이스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의 열전도도는 
등방성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에 비하여 흑연화 구조의 발달로 인하여 그 값이 23배로 크게 증가되었다. 

Abstract
Graphite foams (GFs) were prepared by adding different amounts of mesophase pitch (MP) into polyvinyl alcohol-acrylic acid 
(PVA-AAc) solution followed by the heat treat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pore diameters of GFs were controlled by 
the slurry concentration, which was the mesophase content added in polymer solution, and their thermal conductivity and com-
pressive strength were also controlled by porosities of GFs formed at different conditions. The resulting GFs in this study 
had the highest thermal conductivity of 53.414 ± 0.002 W/mK and compressive strength of 1.348 ± 0.864 MPa at 0.69 in 
porosity. The thermal conductivity of MP based GFs increased approximately 23 times higher than that of using isotropic 
pitch based GFs due to the developed graphit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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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그라파이트 폼(graphite foams, GFs)은 공극을 가지는 스폰지 형태

의 다공성 탄소물질이며[1,2], 그 열적, 전기적, 기계적 특성으로 인하

여 배터리와 전극, 전자파차폐(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오

일 흡수, 염료 감응 태양전지, 잠열 에너지 저장(latent heat thermal en-

ergy storage, LHTES) 및 차량 냉각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3,4]. 이러한 다양한 응용분야 때문에 최근 그라파이트 폼의 제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기계적, 전기적/열적 특성 등 우

수한 물성을 가지는 그라파이트 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라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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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의 전구체(precursor)와 기공형성 및 밀도 조절을 위한 템플레이트

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이러한 그라파이트 

폼의 제조방법에는 blowing, 고분자 템플레이트, 및 그라파이트/그라

파이트 시트의 압축 방법 등이 있다[5,6].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 한

계성으로 인하여 높은 열적⋅기계적 특성을 갖는 그라파이트 폼을 얻

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압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7]. 

한편, 석탄, 콜타르 핏치, 및 석유계 핏치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그

라파이트 폼은 비교적 가벼운 질량의 탄소 물질을 형성하게 되는데 

고분자 등의 전구체에 비하여 비교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메조페이스 핏치(mesophase pitch, MP)는 높은 코크

스 수율, 낮은 연화점(softening point, SP), 높은 유동성, 및 우수한 전

기적/열적 전도성을 가짐에 따라 우수한 열적, 기계적 성능을 가지는 

그라파이트 폼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11]. 일반적으

로 조공제로 고분자 템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메조페이스 및 페놀 기반

으로 제조되는 그라파이트 폼은 0.15~60 W/mK의 범위의 열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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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가지며, 또한 0.03~0.61 g/cm3의 범위의 밀도 값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그라파이트 폼은 핏치가 첨

가된 고분자 용액이 폴리우레탄 폼에 함침 되는 정도가 최종 그라파

이트 폼의 물성을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7]. 즉, Yadav 등은 폴리우레탄 폼에 메조페이스 핏

치 기반의 용액을 함침할 때 용액의 흐름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 함침을 진행하였으며, 20~60 W/mK의 범위의 

열전도도 값과 0.37~0.58 g/cm3의 범위의 밀도 값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8]. 또한, Karthik 등은 폴리우레탄 폼에 그라파이트 전구

체로 페놀계 혼합물과의 반응을 진행시켜서 0.15~0.33 W/mK의 범위

의 열전도도 값과 0.03~0.30 g/cm3의 범위의 밀도 값을 가지는 그라

파이트 폼을 제조하였다고 보고하였다[19]. 

이에 반하여, 폴리우레탄 폼 대신에 기계적 강도가 높은 polyvinyl 

alcohol-polyacrylic acid (PVA-PAAc) 기반의 하이드로겔을 사용하여 

그라파이트 폼을 제조하는 공정은 하이드로겔의 수축반응으로 인하

여 메조페이스 핏치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으

로, 폴리우레탄 폼의 경우처럼 밀도증가를 위한 추가적인 가압 공정

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한편, Hou 등은 그래핀 

시트에 그래핀이 포함된 poly(N-iso-propylacrylamide) (PNIPAAm) 용

액을 함침하고 열처리를 통해서 3차원 망상구조를 갖는 그래핀 하이

드로겔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그래핀 하이드로겔은 전기와 같

은 외부자극에 대하여 부피변화가 매우 용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1]. 또한, Zhao 등은 그래핀이 포함된 PVA 및 PNIPAAm의 혼합용

액을 이용하여 그래핀 기반 하이드로겔/에어로겔을 제조하였다. 이 그

래핀 기반 하이드로겔/에어로겔은 높은 기계적 강도, 전기 전도도, 열 

안정도, 및 흡수용량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주목받는 물질 중에 하나

로 알려졌다[22]. 이처럼 탄소 전구체를 포함한 하이드로겔은 그 기계

적 강도가 높기 때문에 구조체로도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3차원

의 망상구조를 이용하여 그라파이트 폼을 제조하는데도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라파이트 폼의 열적, 기계적 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메조페이스 핏치를 기반으로 하여 PVA-AAc 용액으로

부터 그라파이트 폼의 공극 크기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즉, PVA-AAc 

용액에 다양한 함량의 메조페이스 핏치를 첨가한 후 고온 열처리를 

통해 그라파이트 폼을 제조하고 메조페이스 함량에 따라 얻어진 공극

률이 그라파이트 폼의 열전도도 및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

였다. 또한, 그라파이트 폼의 전구체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

구에서 제조된 메조페이스 핏치 기반 그라파이트 폼과 등방성 핏치로

부터 PVA-AAc 용액을 이용하여 제조된 그라파이트 폼과의 물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2. 실험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메조페이스 핏치(mesophase pitch, MP, Mitsubishi gas chemical 

company, Inc. SP 275~295 ℃)는 그라파이트 폼을 준비하기 위한 전

구체로 사용되었다.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 

98~99%, MW 30,000~50,000, Aldrich, USA) 및 아크릴 산(acrylic 

acid, AAc, 99%, Aldrich, USA)은 하이드로겔을 제조하기 위하여 친

수성 고분자 및 유기 화합물로서 사용되었다. 글루타르 알데히드(glu-

tar aldehyde, GA, 25 wt% dissolved in water, Kanto chemical Co., 

Inc.) 및 에틸렌글리콜 디메타아크릴레이트(ethyleneglycol dimethacry-

late, EGDMA, 98%, Aldrich, USA)는 고분자 가교제로 사용되었다. 

또한, 포타슘 펄설페이트(potassium persulfate, KPS, 99%, Aldrich, 

USA)는 고분자 가교를 위한 라디칼 개시제로서 사용되었다.

2.2. 메조페이스 핏치기반 그라파이트 폼의 제조

PVA (6 g) 및 1 M의 NaOH 용액(52 mL)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PVA가 NaOH 용액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140 ℃에서 10 min 동안 

교반하였다. 상기 고분자 용액을 실온까지 식힌 후, AAc (15 mL), GA 

(1 mL), EGDMA (1.5 mL), 및 KPS (2 wt% dissolved in water, 1 mL)

를 첨가하고, 이를 실온에서 3 min 동안 교반하였다. 또한, 메조페이

스 핏치는 탄소물질의 가교결합의 증가 및 고온 열처리 동안에 심하

게 팽창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300 ℃에서 2 h 동안 공기분위기

에서 안정화 반응을 진행하였다[23,24]. 이렇게 제조된 100 µm 이하 

크기를 가지는 메조페이스 핏치를 각각 14, 20, 26 및 32 g을 고분자 

용액에 첨가한 후, 고분자 용액과 메조페이스 핏치가 완전히 혼합되

도록 실온에서 1 h 동안 교반하였다. 여기에서 메조페이스 핏치의 질

량 비율은 PVA 및 AAc고분자의 질량 대비 각각 0.65, 0.94, 1.22 및 

1.50 (w/w)으로 첨가되었다. 이렇게 제조된 메조페이스 핏치/고분자 

용액 혼합물을 알루미늄 용기(지름 : 6 cm, 높이 : 5.5 cm)에 넣은 후, 

고분자의 경화를 위하여 60 ℃에서 9 h 동안 열처리하였다. 이 메조페

이스 핏치가 첨가된 하이드로겔은 탄화 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140 ℃

에서 13 h 동안 건조되었다. 이렇게 건조된 메조페이스 피치 함유 하

이드로겔에서 하이드로겔 고분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질소분위기에서 

5 ℃/min 승온속도로 600 ℃에서 1 h 동안 열처리 한 후, 또다시 

1,000 ℃에서 1 h 동안 탄화반응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전 공정을 통

하여 얻어진 탄소 폼은 첨가된 메조페이스 핏치 함량에 따라서 각각 

CMPi-14, -20, -26 및 -32로 명명하였다. 이후, 탄소 폼은 헬륨 분위기

에서 25 ℃/min 승온속도로 2,700 ℃에서 1 h 동안 흑연화 반응을 진

행하였고, 흑연화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그라파이트 폼은 각각 

GMPi-14, -20, -26 및 -32로 명명하였다.

2.3. 열전도도 측정

그라파이트 폼의 열전도도, κ는 수직방향으로 Xenon-flash 시스템

을 통해 분석되었다. 열전도도는 열확산도(α), 밀도(ρ), 및 비열용량

(Cρ, 1.0 J/gK으로 가정)의 곱을 사용하여 얻어졌으며, 이를 식 (1)에 

나타내었다.

κ = α⋅ρ⋅Cρ. (1)

열확산도(ASTM E 1461)는 Netzsch-Geraetebau, LFA447 Nanoflash

을 이용하여 각 열처리 온도 25, 100, 200 및 300 ℃에서 12.5× 12.5 

×3 mm3의 시편 길이를 통해서 측정되었다. 열확산도는 3번 반복 측

정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각 열전도도를 구하는데 사용하였다.

2.4. 메조페이스 핏치기반 그라파이트 폼의 특성 분석

그라파이트 폼의 셀 크기 및 그 단면 형상은 전계방사 주사전자현

미경(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Hitachi, 

S-4700)을 이용하여 관찰되었다. 또한, 그라파이트 폼의 열 안정성은 

질소분위기에서 열중량 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Shimadzu, TGA-50H)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정성은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Rigaku, D/MAX-2200 Ultima/PC)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그라파이트 폼의 진밀도는 헬륨 분위기하에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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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rface morphologies of CMPi-14 (a), CMPi-20 (b), 
CMPi-26 (c), and CMPi-32 (d).

Figure 2. SEM morphologies of GMPi-14 (a), GMPi-20 (b), GMPi-26

(c), and GMPi-32 (d).

진밀도 측정기(automatic gas pycnometer, quantachrome/ultrapycnometer 

1200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라파이트 폼의 압축강도는 3 × 3 × 

3 mm3의 시편을 마이크로 재료 시험기(micro material tester, INSTRON, 

INSTRON 5848, 500N)를 사용하여, 3 반복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라파이트의 폼의 공극 크기 및 공극률은 수은을 이용한 

공극 측정기(autopore apparatus, Micromeritics, ASAP 2460)를 사용하

여 분석되었다. 샘플은 105 ℃에서 열처리 하고, 1 h 동안 실온에서 

가스제거를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탄소 및 그라파이트 폼의 셀의 크기 및 형태

그라파이트 폼의 모체가 되는 탄소 폼(carbon foams, CFs)은 메조페

이스 핏치의 첨가량을 조절하여 다양한 함량으로부터 그 형태를 형성

하고, 1,000 ℃에서 탄화반응을 수행하여 제조되었다. 이렇게 제조된 

메조페이스 핏치 기반의 탄소 폼의 셀 크기 및 형상을 Figure 1에 나

타내었다. Figure 1에 보이는 것처럼 1,000 ℃에서의 탄화반응으로 제

조된 탄소 폼은 메조페이스 핏치 첨가량에 관계없이 그 형태가 균일

하지 못한 하이드로겔 템플레이트의 특성으로 인하여 탄소 폼의 셀의 

두께가 균일하지 못하며 찌그러진 셀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고, 또한 이 셀들은 서로 연결된 셀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

다[25]. 본 실험에서 제조된 탄소 폼 CMPi-14, CMPi-20, CMPi-26, 및 

CMPi-32에 대하여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a)는 CMPi-14 탄

소 폼의 셀의 평균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약 416 ± 73 µm의 비교적 

큰 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 폼의 셀의 크기는 

메조페이스 핏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430 ± 182, 340 ± 100 및 

235 ± 179 µm로, 다소 증가되다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b)~(d) 참조). 이처럼 하이드로겔 고분자 용액을 이용한 경우는 그 

핏치 첨가량에 따라서 탄소 폼의 셀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용이하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탄소 폼이 낮은 온도에서 열

처리되기 때문에 탄화 반응 후에도 잔존하는 PVA가 탄소 폼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Figure 1(a)~(d) 좌측하단의 삽입 구간에 나타낸 것처럼 메조페이스 

핏치 기반의 탄소 폼은 모두 일부 영역에서 흑연구조가 형성되는 것

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열처리에 의해서 메조페이스 핏치가 육각망면

의 구조로 배열하게 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Li 등은 메조페

이스 핏치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흑연구조의 발달 정도를 분석하였으

며, 메조페이스 핏치는 1,000 ℃ 정도로 열이 가해질 경우 흑연구조가 

일부 영역에서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26]. 하지만 탄소 폼의 흑연

구조의 형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하며, 흑연구조의 발달 정도를 

그 표면의 형상만으로 분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흑연구조의 발달 정도를 XRD를 통해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라파이트 폼은 Figure 1에서 보여 준 탄소 폼을 2,700 

℃에서 흑연화 반응을 이용하여 제조되었으며, 이 셀의 구조 및 표면 

형상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그라파이트 폼의 셀 구조도 탄소 폼과 

마찬가지로 찌그러진 구형의 구조가 관찰되었으며, 셀의 평균 크기는 

GMPi-14, GMPi-20, GMPi-26 및 GMPi-32에 대하여 각각 375 ± 65, 

294 ± 56, 333 ± 60 및 248 ± 40 µm로 나타났으며, 이를 Figure 2(a), 

(b), (c) 및 (d)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제조된 그라파이트 폼은 일정 부

피에서 메조페이스 핏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셀벽의 두께가 증

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셀의 크기가 감소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2,700 ℃에서 흑연화 처리된 그라파이트 폼은 그 흑연구조가 발달

하게 되면 그라파이트 폼의 공극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공극은 열 전달을 방해하는 히트 싱크(heat sink)로 작용하여 셀 주변

의 결정구조 발달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7]. 또한, 흑연

화 반응으로 인한 탄소 폼의 부피 수축은 그라파이트 폼의 셀 크기도 

축소 시켰다. 이는 Figure 1의 탄소 폼의 셀의 크기와 Figure 2의 그라

파이트 폼의 셀의 크기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의 삽입(좌측 하단) 그림은 그라파이트 폼의 흑연화 발달 

정도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고온 열처리에 의하여 흑연화 구조

가 더 발달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그라파이트 폼의 흑연구조 

발달 정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XRD 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라파이트 폼의 흑연구조는 탄소 폼에서 보다 더 높은 

2,700 ℃의 온도로 열처리가 진행됨에 따라 탄소 층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서 더욱 발달된 층간 배열구조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2].

3.2. 탄소 및 그라파이트 폼의 열중량 분석

온도에 따른 탄소 및 그라파이트 폼의 열적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질소분위기에서 10 ℃/min의 승온속도로 25~1,000 ℃ 온도범위

에서 열중량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

었다. Figure 3의 결과로부터 탄소 폼의 질량손실은 380 ℃ 부근에서 

열분해가 개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질량손실은 탄화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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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TGA analysis of CFs (a) and GFs (b).

(a)

        

(b)

Figure 4. XRD analysis of CFs (a) and GFs (b).

Interlayer spacing, d002 (nm) Crystalline size, Lc (nm)

CMPi-14 0.369134 1.803

CMPi-20 0.360547 17.425

CMPi-26 0.361107 17.522

CMPi-32 0.358879 14.925

GMPi-14 0.338357 29.215

GMPi-20 0.338270 32.921

GMPi-26 0.338025 32.379

GMPi-32 0.337966 38.973

Table 1. Crystalline Structures of CFs and GFs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PVA 및 탄소의 열분해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Pandey 등은 PVA-PAA기반의 하이드로겔의 열분해 온도를 분

석하였으며, PAA는 400~440 ℃의 온도범위에서, PVA는 440 ℃의 

온도에서 열분해가 시작된다고 보고하였다[28]. 탄소의 열분해 시작

온도는 Park 등의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 연구결과에서는 

다양한 온도에서 안정화된 핏치계 탄소섬유의 열분해 온도를 나타냈

으며, 낮은 분자량의 핏치 화합물은 400 ℃의 온도에서 열분해가 시

작되어 질량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보고되었다[29].

탄소 폼의 질량 손실은 CMPi-14, CMPi-20, CMPi-26 및 CMPi-32

에서 각각 16.20, 11.22, 13.33 및 12.02%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이

는 Figure 3 (a)에 나타내었다. 탄소 폼의 질량 손실은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서 크게 나타났으며, 첨가된 메조페이스 핏치의 함량에 따라

서는 다소 교차 되는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그 첨가량이 많을수록 질

량감소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라파이트 폼은 탄소 폼을 

2,700 ℃에서 흑연화 반응을 통하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그라파이트 

폼의 열 안정성은 Figure 3 (b)에 나타내었는데, 탄소 폼과 비교하여 

육각 탄소망면이 거대하게 성장하게 됨에 따라 열 안정성이 크게 증

가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질소분위기하에서 그라파이트 폼의 열중

량 분석에 의한 질량 변화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주 미미하게 증

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량 변화는 분위

기 가스로 사용한 질소가스의 불순물 정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30]. 

3.3. 탄소 및 그라파이트 폼의 결정성

열처리 온도에 따른 탄소 및 그라파이트 폼의 결정성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

었다. 전형적인 탄소재료에서 나타나게 되는 특성 피크인 (002) 및 

(101) 피크가 2θ 값이 25.5° 및 43°에서 나타났다. Figure 4(a)에 보여

주는 것처럼, 첨가량이 적은 핏치 함량으로부터 제조된 CMPi-14 및 

CMPi-20의 탄소 폼의 특성 피크의 세기는 제한된 열처리 조건에서 

셀의 두께가 비교적 적어서 탄소망면의 적층과 배열이 비교적 용이하

게 이루어져 다소 크게 나타나는 반면에, 첨가량이 많은 핏치로부터 

제조된 CMPi-26 및 CMPi-32의 탄소 폼의 특성 피크 세기는 두꺼운 

셀 두께로 인하여 충분한 열처리 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탄소 육

각망면의 적층 및 배열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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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i-14 CMPi-20 CMPi-26 CMPi-32 GMPi-14 GMPi-20 GMPi-26 GMPi-32

Compressive strength (MPa) 3.571 4.687 4.999 7.446 0.441 1.026 1.348 0.965

Thermal conductivity (W/mK) 2.677 2.355 2.736 3.611 30.910 37.240 53.414 44.694

True density (g/cm3) 2.143 2.032 2.116 2.169 1.248 1.913 2.313 2.093

Apparent density (g/cm3) 0.686 0.783 0.721 0.679 0.325 0.389 0.585 0.364

Porosity - - - - 0.74 0.71 0.69 0.70

Table 2.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MP based GFs

Figure 5. Log Differential Intrusion vs. Pore Size of GFs.

(a)
 

(b)

(c)
 

(d)

Figure 6. Thermal conductivities (a) and compressive strengths (b) of 
GFs, and thermal conductivities (c) and compressive strengths (d) of 
CFs.

한편, 그라파이트 폼은 2,700 ℃에서 열처리 후에 더욱 성장, 발달

된 흑연화 구조를 가지게 되며[31], 이는 탄소 폼과 비교하여 매우 증

가된 특성 피크 세기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라파이트 폼의 특

성 피크 세기는 Figure 4 (b)에 나타낸 것처럼, 2,700 ℃에서 탄소 육

각망면이 성장 적층하기에 충분히 높은 고온에서 열처리가 진행되었

기 때문에 첨가량이 많은 메조페이스 핏치로부터 제조된 그라파이트 

폼은 특성 피크의 세기가 증가되어 매우 우수한 배향을 보이고 있으

며 또한 셀 크기도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흑연화 결정성 변

수(층간간격, d002 및 평균결정두께, Lc)는 제조된 탄소 및 그라파이트 

폼에서 핏치의 첨가함량이 증가됨에 따라 각각 층간간격의 감소 및 

평균 결정 두께가 증가 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를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이러한 층간간격 및 평균 결정 두께는 첨가된 메조페이스 핏치

의 함량에 따라서 그라파이트 폼의 셀의 크기가 감소되고, 셀벽의 두

께가 증가되기 때문에 층간간격 감소 및 평균결정두께의 증가가 발생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32]. 

또한, 일반적으로 그라파이트 폼의 층간간격은 0.337에서 0.358 nm

의 범위의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3], 본 실험에서 

제조된 그라파이트 폼의 층 간격은 0.337에서 0.338 nm의 범위의 값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형적인 흑연의 층간간격인 0.335 

nm보다는 큰 값을 갖지만, 그라파이트 폼의 층간 간격으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층간간격으로 인하여 매우 우수한 열전도도

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된 그라파이트 폼 중에서 GMPi-32는 

참가된 메조페이스 핏치 함량이 가장 많은 조건에서 제조됨에 따라 

흑연화 구조가 발달되어 가장 작은 흑연 층간 간격 및 가장 큰 셀벽 

두께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탄소 및 그라파이트 폼의 열전도도 및 압축강도

메조페이스 핏치의 함량에 따라서 제조된 그라파이트 폼의 공극 크

기 변화를 공극 측정기로부터 구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그라파

이트 폼의 공극 평균 크기는 GMPi-14, GMPi-20, GMPi-26, 및 

GMPi-32에 대하여 각각 27.19, 38.09, 21.65, 및 56.35 µm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그라파이트 폼의 공극 평균 크기

는 공극률이 0.74로부터 0.69로 감소됨에 따라 그 크기가 감소되는 것

이 확인되었으며, GMPi-32의 공극 평균 크기는 흑연화 반응 동안 증

가되는 부피팽창 때문에 오히려 56.35 µm로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공

극률도 0.70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라파이트 폼의 열전

도도는 고상부분에서 더욱 효율적이며, 공극률이 작아짐에 따라 그 

값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34]. 본 실험에서 그라파

이트 폼의 열전도도는 GMPi-14, GMPi-20, GMPi-26, 및 GMPi-32에 

대하여 각각 30.910 ± 0.073, 37.240 ± 0.043, 53.414 ± 0.002 및 

44.694 ± 0.156 W/mK로 비교적 큰 전도도 값이 얻어졌다. GMPi-32

는 공극률이 증가됨에 따라 열전도도가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GMPi-26은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Figure 6 (a) 및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한편, 그라파이트 폼의 압축강도는 일반적으로 공극의 크기보다는 

공극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5], 본 실험에서 그

라파이트 폼의 압축강도는 GMPi-14, GMPi-20, GMPi-26 및 GMPi-32

에 대해서 각각 0.441 ± 0.043, 1.026 ± 0.131, 1.348 ± 0.864 및 0.965 

± 0.281 MPa의 값이 얻어졌다. 이를 Figure 6 (b) 및 Table 2에 나타내

었다. GMPi-32는 공극률이 증가됨에 따라 열전도도와 마찬가지로 압

축강도도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MPi-26에서 가장 높

은 압축강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그라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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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emplate methods Density (g/cm3) Thermal conductivity (W/mK) Compressive strength (MPa) References

PI based GFs Polyurethane foam 0.03~0.17 - - [1]

MP based GFs Polyurethane foam 0.37~0.58 20~60 3.0~5.0 [18]

Graphitized CFs Polyurethane foam 0.03~0.30 0.15~0.33 0.45~1.25 [19]

IP based GFs Hydrogel 0.12~0.61 1.43~5.17 0.42~7.90 [20]

MP/GF Hydrogel 0.33~0.59 30.91~53.41 0.44~1.35 This work

PI : Polyimide, MP : Mesophase pitch, IP : Isotropic pitch, GF : Graphite foam, CF : Carbon foam

Table 3. Properties of GFs Using Polymer based Template Methods

Figure 7. Relation of thermal conductivities and compressive strengths 
of GFs with apparent densities.

폼의 열전도도 및 압축강도는 그 겉보기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6], 그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그라파이트 폼의 열적 및 기계적 값과 비교하

여 보면, 탄소 폼은 0.679~0.783 g/cm3의 범위의 겉보기 밀도에서 

2.677 ± 0.006~3.611 ± 0.005 W/mK의 범위의 낮은 열전도도를 가지

며, 탄소 폼의 열전도도는 CMPi-14, CMPi-20, CMPi-26 및 CMPi-32

에 대하여 각각 2.677 ± 0.006, 2.355 ± 0.004, 2.736 ± 0.003, 및 3.611 

± 0.005 W/mK로 값이 얻어졌으며, 그 결과를 Figure 6 (c) 및 Table 

2에 나타내었다. 탄소 폼의 겉보기 밀도 값은 앞서 제시된 탄소 폼의 

결정성에서 CMPi-26 및 CMPi-32의 탄소 폼의 특성 피크 세기는 두꺼

운 셀 두께로 인하여 충분한 열처리 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탄소 

육각망면의 적층 및 배열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러한 영향에 의해 CMPi-32의 탄소 폼의 겉보기 밀도가 CMPi-26과 비

교하여 오히려 다소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GMPi-32에서 흑

연화 반응 동안 부피팽창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탄소 폼의 

압축강도는 CMPi-14, CMPi-20, CMPi-26 및 CMPi-32에 대하여 각각 

3.571 ± 0.013, 4.687 ± 1.563, 4.999 ± 1.886 및 7.446 ± 1.093 MPa의 

값이 얻어졌으며, 그 결과를 Figure 6 (d) 및 Table 2에 나타내었다. 탄

소 폼의 압축강도는 겉보기 밀도 값과 메조페이스 핏치 사이의 결합 

작용 역할을 하는 비 탄소 분률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 값은 

그라파이트 폼과 비교하여 높음에 따라 탄소 폼의 압축강도가 그라파

이트 폼의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또한, 본 실험에서 얻어진 그라파이트 폼은 0.585 g/cm3의 겉보기 

밀도 값을 가질 때, 53.414 ± 0.002 W/mK 및 1.348 ± 0.864 MPa의 

가장 높은 열전도도와 압축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본 저자는 하이드

로겔을 이용하여 등방성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을 제조하였으며, 

0.61 g/cm3의 가장 높은 겉보기 밀도 값에서 각각 5.17 ± 0.02 W/mK 

및 7.90 MPa의 값의 열전도도 및 압축강도를 얻었다[20](Table 3 참

조). 메조페이스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은 등방성 핏치 기반의 그

라파이트 폼과 비교하여 발달된 흑연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열전도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메조페이스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의 압축강도는 등방성 핏치 기반의 그라파

이트 폼의 압축강도에 비하여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등방성과 이방성 핏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마이크

로 도메인(microdomain)에 의한 영향이 크며,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도메인은 핏치 간의 결합이 용이하여 큰 압축강도를 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38]. 즉,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도메인

을 가지는 등방성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이 이방성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과 비교하여 핏치 간의 더 좋은 상호 결합력에 의하여 

더 높은 압축강도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

서 나타난 것처럼, 메조페이스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은 등방성 

핏치기반의 그라파이트 폼과 비교하여 발달된 흑연 적층구조로 인하

여 약 23배 증가된 열전도도를 가지지만, 메조페이스 핏치 기반의 그

라파이트 폼은 메조페이스 핏치의 낮은 결합세기 때문에 등방성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과 비교하여 낮은 압축강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에 본 실험에서 얻어진 그라파이트 폼과 기 발표된 다양한 

탄소 전구체로부터 폴리우레탄 폼을 템플레이트로 사용한 방법으로 

제조된 그라파이트 폼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Table 3으로부터 알 수 있

듯이, 폴리우레탄 폼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은 약 0.03~0.58 g/cm3의 범

위의 겉보기 밀도에서 0.15~60 W/mK의 범위의 열전도도 및 0.45~5.0 

MPa의 범위의 압축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8-19].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폴리우레탄 폼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은 탄소의 

전구체, 폴리우레탄 폼의 함침 조건인 핏치 혼합물의 농도, 열처리 온

도, 및 가압 정도에 따라 다양한 그라파이트 폼의 물성을 가지는 것으

로 여겨진다. 하이드로겔 조공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메조페이스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의 압축강도는 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하여 제조

된 그라파이트 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폴리

우레탄 폼의 제조 공정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가압 공정 없이 매우 우



712 김지현⋅이상민⋅정의경⋅이영석

공업화학, 제 26 권 제 6 호, 2015

수한 열전도도를 가지는 그라파이트 폼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하이드로겔 조공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등방성 핏치 기반의 그라

파이트 폼은 앞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도메인

으로 이루어진 등방성 핏치를 이용하여 제조됨에 의해 0.12~0.61 

g/cm3의 범위의 겉보기 밀도에서 1.43~5.17 W/mK의 범위의 낮은 열

전도도를 가지지만 0.42~7.90 MPa의 범위의 높은 압축강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등방성 핏치 간의 결합력이 높아 이를 사용하

여 제조된 그라파이트 폼은 그 압축강도도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4. 결    론 

PVA-AAc 용액에 첨가된 메조페이스 핏치 함량에 따라서 탄소 및 

그라파이트 폼이 제조되었으며, 이때 폼의 기계적 강도 및 열전도도

는 공극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GMPi-32의 평균 공

극률은 흑연화 반응 동안에 부피팽창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증가되

었으며, GMPi-26에서 0.69의 가장 낮은 공극률 값을 가질 때 53.414 

± 0.002 W/mK의 가장 높은 열전도도 값과 1.348 ± 0.864 MPa의 압축

강도 값이 얻어졌다. 또한, 메조페이스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은 

발달된 흑연 구조 때문에 등방성 핏치 기반 그라파이트 폼과 비교하

여 23배 증가된 열전도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메조

페이스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은 메조페이스 핏치 내 존재하는 

도메인의 낮은 결합세기 때문에 등방성 핏치 기반의 그라파이트 폼과 

비교하여 낮은 압축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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