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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arbon composites for flexible fiber heating element were examined to improve  the 
electrical conductivity in this study. Carbon composites using  carbon black, denka black, super-c, 
super-p with/without CNF or dispersant such as BCS03 and Sikament-nn were prepared. Carbon 
composite slurry was coated on plane film and yarns(cotton, polyester) and the performances of 
prepared heating materials were investigated by checking electrical surface resistance, adhesion 
strength. The plane heating element using carbon black under natural drying condition(25℃) had 
better physical properties such as surface resistance(185.3 Ohm/sq) and adhesion strength(above 
90%) than those of other carbon composite heating elements. From these results, polyester heating 
element coated by carbon black showed better electrical line resistance(33.2 kOhm/cm) than cotton 
heating element. Then, it was found that polyester heating element coated by carbon black with 
CNF(3 wt%) and BCS03(1 wt%) appeared best properties(0.604 kOhm/cm).  

Keywords : flexible plane heater, conductive ink, carbon black, carbon nano fiber, dispersant.

1. 서 론

  최근 전자산업의 기술발전 추세는 디스플레이, 
PCB를 중심으로 연성화, 대면적화, 저가화에 대
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
향에 부합하고 기존의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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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지는 고비용, 저 효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전도성 잉크를 이용한 많은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전도성 잉크 기술은 디스플레이, 
TFT, 차세대모바일IT 기기, RFID, 메모리, 조명, 
센서, 바이오, 에너지 소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 제조공정으로 
한계가 있던 다양한 유기 전자 재료분야의 가능
성이 높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전도성 잉크 소재들의 개발을 통해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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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딱딱한 소재나 부품뿐만 아니라 유연한 기
판에 전도성 잉크를 코팅하여 유연성을 지닌 전
자 제품 또는 발열체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에 요구되는 스마트 의
류[1], 사용자의 생리적 모니터링을 확인하는 군
사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제품[2]을 제조할 수 있
고 또한 난방 제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난방시스템은 주로 가스보일러, 기름보일
러이며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이용 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석유가 생산되지 않으며, 세계적으
로도 석유는 매장량이 한정되어있는 유한에너지 
자원으로서 대체에너지가 절실히 개발 요구되는 
자원이다. 또한 석유 가격변동이 우리나라 전반적
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
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나 
고가의 설치비와, 비싼 전기료 등의 이유로 아직 
보편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니크롬선, 세라믹발
열선 등을 이용한 전기난방기기가 전체 난방기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도태되는 원인으
로는 열효율이 떨어지고, 전자파 다량 발생, 유지 
및 보수 어려움, 화재 위험성 등과 같은 문제점
이 있기 때문이다[3,4].
  면상발열체는 난방시스템의 새로운 발열 소재
로써, 얇은 면상의 전도성 발열체 위에 금속 전극을 
양끝에 설치한 후 절연재로 절연 처리하여 면 발열
을 하는 발열체를 말한다. 기존의 저항선 발열을 하
는 일반히터와는 달리 필름 전체 면상에서 고른 열
이 발산되어 열효율이 높아 절전효과가 있으며, 탄
소를 이용한 제품이므로 전자파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5-7]. 국내에는 대부분 탄소 또는 흑연 
파우더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펄프, 섬유 등에 분
산시키거나 코팅하여 제조하는 면상발열체, 또는 
카본블랙 등의 도전재료에 바인더를 첨가하여 도
료 형태로 제작된 발열도료 등이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발열체 방식은 봉 히터, 니크롬선, 리본
히터 등이 있으며 고온으로 발열하여 주위로 열
전달이 이뤄지는 형태로서 이때 열손실 및 고온
으로 발열하며 화재의 위험이 있다. 또한 하나의 
저항체로서 선의 도중이 끊기면 전체적으로 발열
이 안 되는 히터소재이다. 반면에 면상발열체는 
얇은 필름 상, 또는 면상 자체가 발열함으로서 
주변으로 열손실이 거의 없으며 고온으로 발열하
지 않고 골고루 일정온도로 균일 발열함으로서 
안정성이 향상된 히터이다. 또한 저항체 일부분이 
손상되어도 그 부분외의 발열에는 지장이 없어서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8-10].

  절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도전재
가 있는데 주로 탄소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탄소재료는 결정화도나 결정구조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각각 다른 물성을 나타내어서 서로 응
용되는 분야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 예로 탄
소결정구조, 결정화도에 따라 흑연(Graphite)[11], 
카본블랙(Caron Black)[12], 활성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흑연이 결정화도가 가장 높고, 활성탄은 
결정화도가 거의 0에 가까운 비정질 탄소재료이
다. 물성은 흑연 같은 경우 탄소함량이 높으며, 
대부분 높은 내마모성, 전기전도도, 열전도도가 
높으므로 각종 Brushing 부품 및 전기전도 용도
에 사용되고, 카본블랙은 탄소함량이 보통 98% 
이상이며 수지 및 바인더와 혼합하여 보강, 착색 
및 각종 기능성 용도에 사용되는 반면 활성탄 탄
소함량은 50% 이내로서 표면적이 우수하여 대부
분 흡수/흡착용도에 사용된다[13]. 
  면상발열체의 소재로는 원적외선 방사특성이 
우수한 카본 블랙(Carbon black)을 사용하고 있
다. 카본블랙은 열과 내구성이 강하며 열전도도가 
좋고 열팽창계수가 낮으면서 가벼운 특징이 있다. 
또한, 금속발열체를 애칭 하는 것보다 제작이 쉽
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기존 구리선을 
발열체로 쓰는 전기 난방은 열을 가하면 저항이 
늘어나 시간이 갈수록 절전 능력이 떨어지고 전
자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카본 블랙은 열을 가
하면 오히려 저항이 낮아져 절전 능력이 우수하
고 전자파도 거의 없다. 현재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하여 아파트, 단독주택의 보조 난방시스템과 
오피스텔, 식당호텔, 병원 등의 난방시스템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14,15].
  본 연구에서는 Carbon black, Denka Black, 
Super C 그리고 Super P와 같은 다양한 도전재
에 따라 전도성 잉크를 제조하여 표면 저항을 테
스트하였고, KS표준규격에 맞춰 표면 부착력 특
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가장 
좋은 탄소 복합소재를 가지고 첨가제(CNF) 및 
분산제(BCS03, Sikament-nn)의 조성을 변화시키
면서 코팅 슬러리를 제조하여 실 종류(면사, 폴리
에스터사)에 대한 발열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실의 코팅 횟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저항 
특성과 흡습량을 측정하여 제조된 전도성 잉크가 
발열체 소재로 적합한지를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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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실험재료 및 실험장치

  도전재는 Carbon black(VULCAN XC72, 
CABOT), Denka Black(G2021, LG 
CHEMICAL), Super C(D8.3.1.0001, IMERYS) 
그리고 Super P(D8.3.1.0002, IMERYS)를 사용
하였으며 용제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바인더
는 Poly Vinyl Alcohol(PVA, JP-18), Ethylene 
Vinyl Acetate(EVA) 그리고 우레탄 바인더(UB) 
세 가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침투제와 소포제
는 무지개안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첨가제
는 Carbon nano fiber(~200nm, Carbon 
nano-material Technology), BCS03(Basf)과 
Sikament-nn (Sika Korea Ltd)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고 면사(cotton 100%)와 폴리에스터사
(polyester 100%)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면저항
은 4point probe(FPP-400, DASOL ENG.)로 측
정하고 표면부착력은 KS-M-ISO-2409 규정에 
따라 10x10 테스트[16]를 진행하여 부착성능을 
확인하였다.

2.2. 실험방법

  비커에 물 200 g과 PVA 5 g을 첨가하여 70℃
에서 1시간 교반시킨 다음 도전재를 첨가 후 다
시 1시간동안 교반시켜 준다. 다음 침투제와 소
포제를 도전재의 1 wt% 씩 첨가한 후 50℃에서 
2시간 동안 교반 시켜준 후 볼 밀기에서 
350rpm, 24시간 분산시켜준다. 분산된 시료를 비
커에서 EVA와 우레탄 바인더를 첨가하여 40℃, 
2시간 교반해 전도성 잉크를 제조하였다. 본 실
험의 개략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토론

3.1. 도전재 종류에 따른 표면 특성 분석

  도전재 종류에 따른 표면 저항을 Fig. 2에 나
타내었다. 도전재는  Carbon black, Denka 
Black, Super C 그리고 Super P를 사용하였으며 
네 가지의 도전성 잉크를 제조한 후 유리판에 코
팅하여 4point probe를 이용해 표면 저항을 측정
하였다. 유리판에 코팅 후 건조 시 자연건조(2
5℃)와 오븐건조(70℃)로 나누어 테스트한 결과 
Carbon black의 표면저항은 185.3 Ohm/sq(자
연)과 148.6 Ohm/sq (오븐)으로 나타나 Denka 

Black 표면저항 332.8  Ohm/sq(자연), 267.1 
Ohm/sq(오븐), Super C 표면저항 214.9 
Ohm/sq(자연), 242.5 Ohm/sq(오븐) 그리고 
Super P 표면저항 348 Ohm/sq(자연), 255 
Ohm/sq(오븐)에 비해 가장 작은 저항 값을 나타
내었고, 자연건조를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저항 값을 얻을 수 있었다.

Fig. 1. Preparation of conductive ink.

    Fig. 2. Surface resistances of various 
           conductive carbons.
   
  네 가지 도전성 잉크에 대해 KS표준규격에 의
한 표면 부착력 테스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
다. 부착력은 도전재 종류에 따라 자연건조와 오
븐건조에 차이가 있었다. Carbon black은 자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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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90%의 부착력을 보여주었고, Denka 
Black과 Super C는 오븐건조에서 90%의 부착력
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Super P는 자연, 오븐건조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착력을 나타내었다.

Fig. 3. Surface adhesion strength of various 
conductive carbons.

 
3.2. 실 및 첨가제에 따른 특성 분석

  면사와 폴리에스터사를 카본블랙으로 제조한 
도전성 잉크에 1분간 함침 후 24시간, 자연 건조
하여 코팅한 다음 선 저항 측정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면사의 저항은 682.5 kOhm/cm, 폴
리에스터사의 저항은 33.2 kOhm/cm가 측정되며 
면사보다 폴리에스터사의 저항이 매우 낮게 나타
났다. 이는 면사와 폴리에스터사를 도전성 잉크에 
함침 시 흡습 량의 차이로 카본함량이 큰 폴리에
스터사의 저항이 더욱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Fig. 4. Line resistances of carbon black 
          composites.

   면사와 폴리에스터사에서의 저항특성을 낮추

기 위해 첨가제로 전도성이 높은 CNF를 사용하
여 테스트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함침 
시간은 첨가제를 넣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게 1분
간 진행하였다. CNF 첨가량(0.5 wt%, 1 wt%, 3 
wt%)에 따라 테스트 한 결과 3 wt%를 첨가하였
을 때가 가장 낮은 8.92 kOhm/cm의 저항 값을 
나타내었으며, 0.5 wt%를 넣었을 때도 CNF를 
넣지 않았을 때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는 CNF의 높은 전기 전도성과 섬유 
형태의 카본이 실에 잘 흡착된 결과로 보여진다.

   Fig. 5. Line resistances of carbon black 
          composites with CNF.

  Fig. 6은 카본블랙의 분산도를 높이기 위해 분
산제 BCS03과 Sikament-nn 두 가지를 각각 첨
가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분산제를 사용하였을 때 
분산도가 크게 증가하며 일정하게 면사와 폴리에
스터사에 코팅되며 선 저항 특성이 매우 낮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Fig. 6. Line resistances of carbon black 
          composites with disper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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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a) Line resistances, and (b) absorption amount of carbon composite according to coating 

times.

  

(a)                                           (b)

Fig. 8. (a) Line resistances, and (b) absorption amount of carbon with CNF according to coating 
times.

3.3. 코팅 횟수에 따른 특성 분석

  순수한 카본블랙과 첨가제 CNF, 분산제 
BCS03 그리고 Sikament-nn을 사용하여 함침시
간은 10분, 자연건조 24시간으로 통일해 코팅 횟
수에 따른 선 저항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카본블
랙만을 면사와 폴리에스터사에 코팅해 제조한 전
도성 잉크 테스트 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면사와 폴리에스터사 모두 코팅 횟
수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작아졌으며 특히 면사는 
코팅 횟수가 증가할수록 크게 작아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면사의 카본 흡습량이 폴리에스터
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8~10에는 첨가제(CNF)와 분산제(BCS03, 
Sikament-nn)를 사용하여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첨가제와 분산제를 사용하였을 때 모두 
동일하게 코팅 횟수가 증가할수록 선 저항이 작
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첨가제나 분산제를 넣
어주었을 때 코팅 횟수에 따른 카본 함량이 면사
와 폴리에스터사에서 비슷하게 측정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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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a) Line resistances, and (b) absorption amount of carbon with BCS03 according to coating 
times.

    

(a)                                             (b)

Fig. 10. (a) Line resistances, and (b) absorption amount of carbon with sikament-nn according to 
coating time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전재 종류에 따른 도전성 잉
크를 제조하였으며 Carbon black, Denka Black, 
Super C 그리고 Super P 중 Carbon Black을 사
용하해 자연 건조하였을 때 표면저항 185.3 
Ohm/sq, 표면 부착력 90%의 결과로 가장 우수
한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카본블랙을 
기본 도전재로 사용해 면사와 폴리에스터사에 선 
저항 테스트 결과 폴리에스터사의 저항 값이 
33.2 kOhm/ cm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
었고, 첨가제(CNF)와 분산제(BCS03, Sikament- 
nn)를 카본블랙에 넣어주어 선 저항 테스트 결과 

분산제 BCS03을 사용하였을 때 0.604 kOhm/ 
cm로 가장 작은 저항 값을 얻었다. 또한, 코팅 
횟수에 따른 저항 특성 테스트 결과 코팅 횟수가 
증가할수록 저항 값이 작아지며, 첨가제나 분산제
를 넣었을 때 흡습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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