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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rmal diffusion performance of the electronic device is a factor for evaluating 

the stability of the electronic device. Therefore, many of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to improve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rmal interface materials, which 

are materials for thermal diffusion of electronic products. In this study, nano thermal 

grease was prepared by blending graphene, silver and copper nano powders into a 

thermal grease, a type of thermal interface materials, and the heat transfer rate was 

measured and compared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improved thermal 

properties. As a result, the thermal properties were good in the order of graphene, 

silver and copper, which is thought to be due to the different thermal properties of 

the nano powder itself

Keywords : Thermal diffusion, Thermal interface materials, Graphene, Thermal 
grease, Heat transfer rate

1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에너지기계공학과, 대학원생

2 한국폴리텍 창원캠퍼스 컴퓨터응용공학과, 교수

3 경상대학교 에너지기계공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에너지기계공학과, 교수 

E-mail: schuh@gnu.ac.kr

1 Graduate student, Dept. of Energy and Mechanical 

Engineering, Gyeongsang Nat’l Univ.

2 Professor, Dept. of Computer Aided Machinery, Changwon 

Campus of Korea Polytechnic

3 Associate professor, Dept. of Energy and Mechanical 

Engineering, Gyeongsang Nat’l Univ.

* Professor, Dept. of Energy and Mechanical Engineering, 

Gyeongsang Nat’l Univ.



768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제22권 제6호

1. 서 론

최근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고성능화에 따른 

발열은 전자 기기의 성능 향상, 안정성 및 소형화

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1-4] 전자

기기의 집적회로는 자체 혹은 주변 부품에서 발생

하는 열에 의해 손상되기 쉬우므로 전자기기의 방

열 성능은 기기의 성능 및 수명에 지대한 향을 

미친다.[5-8]

열전도재 (Thermal Interface Materials :TIMs)

는 발열을 수반하는 전자제품등의 방열기기에서 

열 접촉저항을 감소시켜 방열성능을 향상하는 용

도로 사용된다.[9-10] 하지만 열전도율이 낮은 서

멀그리스는 CPU의 방열성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11]

본 연구에서는 구리, 은 및 그래핀 나노 분말을 

제조하고 이를 서멀그리스에 배합하여 나노 서멀

그리스를 제조했다. 이후 나노 서멀그리스의 향상

된 열적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열전달속도를 측

정하여 비교분석했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재료

2.1.1 그래핀 나노 분말

Figure 1은 연구에 사용된 그래핀 나노 분말의 

사진이며, 미국 소재의 Graphene Laboratories에

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평균두께가 8nm이고, 

평균 분말 크기가 5㎛ 미만인 제품을 사용했다.[12]

2.1.2 전기선폭발법

구리와 은 분말은 전기선폭발법(Pulse Wire 

Evaporation method : PWE)를 이용한 나노분말 

제조장치를 이용하여 제조했다.

Figure 2 는 PWE로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식도와 그 장비사진이다. PWE는 펄스

전기를 이용하여 축전기에 충전된 고밀도 전류가 

금속선을 통과할 때 금속선의 자체저항에 의하여 

열이 발생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금속선이 폭발

하는 것을 이용한 방법이며, 모재와 같은 조성을 

갖는 분말의 합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건과 같이 직경이 0.2mm이

고 33mm 길이의 구리선을 분말로 제조하는데 필요

한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식은 식 (1)과 같다.

Fig. 1 A photograph of the graphene nano 

powder

Fig. 2 (a) A photograph of PWE equipment 

used in study (NTI 5P, Nano technology 

Inc.) (b) A schematic diagram of the 

process of the PW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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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때, Super-heating factor (K)는 2일 때 적합

하므로, 필요한 공급에너지 는 99.2 J이 된다.

이를 이용해 필요한 전압을 계산해보면 식 (2) 

와 같이






× 
≒ (2)

즉, 약 4500V의 전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WE를 이용하여 제조한 

은과 구리 나노 파우더의 제조 조건을 Table 1.에 

나타냈다.

2.1.3 나노 서멀그리스 제조

Table 2. 는 실험에 사용된 시료들의 조건표이

며, 앞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핀과 구리, 

은을 배합한 나노 서멀그리스의 열전달속도를 측

정하여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나노분

말을 배합하지 않은 0번 시료와 그래핀, 구리, 은

을 각각 3개 케이스씩 총 10개 시료를 준비했다.

Figure 3 은 나노 서멀그리스를 제작하는 과정

을 나타낸 그림이다. 분말들은 1.93W/m⸱K수준

의 열전도도를 가진 서멀그리스에 각각 제조 조건

에 맞게 배합시켰으며 모든 시료는 10cc씩 제조

하 다. 서멀그리스는 히트 스프레더 위에서 장기

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점성의 반고체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점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분말이 

고르게 섞이지 않을뿐더러 임펠러가 크게 진동하

는 등 나노 분말을 교반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었

다. 따라서 발열판을 사용하여 100℃가량의 고온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서멀그리스의 점성을 낮춘 

이후 서멀그리스와 나노분말을 300rpm으로 20분

간 교반시켜 분말들이 서멀그리스에 잘 섞이도록 

했다.

Material Voltage
Wire

diameter
Wire length per 
1 evaporation

Cu 4500V
0.2mm 32mm

Ag 5500V

Table 1. Manufacturing conditions of powders

No. Materials
Addition

amount (g)
Contents

0 standard - Standard

1

Graphene

0.226 1 vol%

2 0.453 2 vol%

3 0.680 3 vol%

4

Copper

0.894 1 vol%

5 1.788 2 vol%

6 2.682 3 vol%

7

Silver

1.049 1 vol%

8 2.098 2 vol%

9 3.147 3 vol%

Table 2. Conditions for each sample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process for 

producing nano thermal grease

2.2 실험방법

Figure 4 는 제작된 나노 서멀그리스 시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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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의 모식

도이다. 제조된 시료들의 열적성능을 평가하기 위

하여 시료들은 크기가 같은 구리판 사이에 도포되

어서 하부에 위치한 발열판으로부터 전달받은 열

을 얼마나 빨리 상부까지 전달시키는가를 측정하

다. 제작된 나노 서멀그리스의 열전도성이 뛰

어날수록 전달되는 열량이 더 크기 때문에, 측정

된 데이터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시료의 효율성이 

좋다.

Fig. 4 A schematic diagram of a method designed

to measure heat transfer rate

측정실험은 26℃에서 235℃까지 선형적으로 높

아지는 발열판 위에서 구리판 상단의 표면온도를 

90초간 측정하고 데이터화 하 다. 또한, 측정된 

각 시료의 열전달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서 식 (3) 

을 사용하여 정리하고 가시화했다.

 


(3)

이후 0번 시료를 기준으로 모든 시료의 시간당 

온도의 변화량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토했다.

3. 결과 및 고찰

3.1 재료 제조 결과

Figure 5 는 PWE로 제조한 구리분말을 전계

방사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FE-SEM) 으로 촬 한 

이미지이다. 대부분의 입자들이 지름 50nm 안팎

의 크기를 갖는 것 뿐만 아니라 구형에 가까운 

등축상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체상태로 챔버 내부에 분산된금속 

입자들이 고체로 응고하는 과정에서 표면 의 에

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형으로 나타나기 때

문이다. 

고 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위한 분말시료 전처

리과정 중에서 수 차례 백금 스퍼터링을 하고, 

분말 시료를 접착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분말들

이 응집체의 형태를 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

만, PWE를 이용한 분말 제조과정에서 승화된 

금속 입자들이 폭발하여 비산된 상태에서 각각 

응고되기 때문에 이론상 분리된 파티클로 존재

한다.

Fig. 5 SEI of Cu Nano powder prepared by PWE 

(MIRA3, TE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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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은 제작된 나노-서멀그리스 시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FE-SEM을 통해 촬 한 이

미지이며, 배합된 나노 분말들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노입자가 분산되어있는 

열전도재의 전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나노분말

들이 뭉쳐져 있지 않고 분산되어있어야 좋다. 

Figure 7 은 제조된 나노 서멀그리스 시료를 

EDS(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분석한 그

래프이다. C는 진공 챔버 내의 용존 등, 다양한 

원인으로 검출되며, O는 실리콘오일 및 알루미나 

성분, 산화은의 성분으로 검출되었다. Na, Al, Si 

및 Zn은 서멀그리스에서 검출되는 성분들이므로 

서멀그리스의 성분 이외에 검출된 성분은 Ag 뿐

이기에 순도가 높은 시료임을 알 수 있다.

3.2 열전달속도 측정결과

Figure 8 (a) 는 1번시료부터 3번 시료까지의 

데이터 그래프이다. 최종온도는 1번 시료는 87.

1℃이고 3번 시료는 89.5℃로 2.4℃ 차이가 나

며, 열전달속도는 각각 0.816, 0.830, 0.848℃/s

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핀 

함량이 늘어남에 따라 열전달 매체의 표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열전달이 더 원활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Figure 8 (b) 은 4번 시료부터 6번 시료까지의 

데이터 그래프이고, 최종 온도에서 4번 시료는 

85.1℃ 이고 6번 시료는 86.6℃로 약 1.5℃ 차이

가 나며, 열전달속도는 각각 0.792, 0.807, 0.81

2℃/s이다. 마찬가지로 구리 분말의 함량이 늘어

남에 따라 나노분말간의 열전달이 보다 자주 일어

났기 때문이다. 또한 그래핀보다 온도차이가 더 

적게 나는 이유는 구리 분말의 표면적이 및 열전

도도가 그래핀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8 (c) 은 7번 시료부터 9번 시료까지의 

데이터 그래프이고, 최종온도에서 7번 시료는 

87.2℃이고 9번 시료는 89℃로 약 1.8℃ 차이가 

나며, 열전달속도는 0.812, 0.816, 0.827℃/s를 보

여 다른 시료들과 마찬가지로 선형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모든 시료를 최종온도에 대해 비교하기 위하여 

나타낸 그래프를 Figure 8 (d)에 나타냈고, 최종

온도를 통하여 계산된 열전달속도를 Table 3. 에 

정리했다. 9개의 시료 모두 어떠한 나노 분말도 

배합하지 않은 0번 시료보다 열전달성능이 높으

며, 나노분말 함량이 높아질수록 열전달성능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래핀, 은, 구리 순으로 효율이 좋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A BEI of Ag nano thermal grease 

(MIRA3, TESCAN)

Fig. 7 EDS Spectrum of Ag nano thermal 

grease (MIRA3, TESCAN)



772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제22권 제6호

No.
Start
(℃)

End
(℃)

Gradient
(℃/s)

Difference

0 26.7 83.1 0.762 Standard
1 26.7 87.1 0.816 7.1% faster
2 26.7 88.1 0.830 8.9% faster
3 26.8 89.5 0.848 11.3% faster
4 26.5 85.1 0.792 3.9% faster
5 26.6 86.3 0.807 5.9% faster
6 26.5 86.6 0.812 6.6% faster
7 26.8 87.2 0.816 7.1% faster
8 26.7 87.9 0.827 8.5% faster
9 26.8 89.0 0.84 10.2% faster

Table 3. heat transfer rate (velocity)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그래핀과 전기선폭발법으로 

제조한 구리, 은 나노분말을 상용 서멀그리스에 배

합하여 나노 서멀그리스를 제작하 다. 제조된 나

노 서멀그리스를 크기와 두께가 동일한 구리판 사

이에 도포한 후 열전달속도를 측정하여 열전달성능

을 비교분석하 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서멀그리스에 나노분말을 배합시킬 때, 100℃ 

분위기에서 300rpm에서 20분간 실시하고 FE-SEM

(a) t-T curves of samples stirred with 
graphene nano powder (#1∼3)

(b) t-T curves of samples stirred with 
copper nano powder (#4∼6) 

(c) t-T curves of samples stirred with 
silver nano powder (#7∼9) 

(d) Final temperature of upper copper 
plate

Fig. 8 Graphs of Experimental results for al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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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BEI로 관찰한 결과 나노 분말들이 고르게 분

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번 시료와 9번 시료가 90초에서 각각 89.5℃와 

89℃를 보여 가장 효율이 좋았으며, 4번 시료가 

90초에서 85.1℃로 효율이 가장 좋지 못했다. 이를 

비교 분석해보면 4번 시료를 기준으로 3번 시료 

가 4%, 9번 시료의 열전달성능이 2% 더 좋았다.

t-T curve에서 모든 시료의 평균 기울기로 열

전달속도를 구해보니, 어떠한 나노 분말도 배합하

지 않은 0번 시료의 열전달속도 0.762℃/s를 기준

으로 3번 시료가 0.848℃/s로 약 11.3% 빠르며, 

9번 시료가 0.84℃/s로 약 10.2% 더 빠르다.

본 연구결과는 추후 나노 서멀그리스의 열적특

성을 향상시키고 전기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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