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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전자산업의 발전으로 관련부품들의 소형화, 고성능, 다기능화 및 대

용량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자기기는 작은 온도 차이에도 쉽게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기의 발열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1-3]. 특히 조명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부품의 전기적, 광

학적, 열적 특성이 광효율 향상, 안전성 확보 및 수명연장 등 제품의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는 제품의 열제어를 

위하여 최대 50 W/mK의 효율을 나타내는 고분자 소재의 방열판이 

† Corresponding Auth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cal Eng. And Applied Chemistry, Daejeon 34134, 
Republic of Korea
Tel: +82-42-821-7007  e-mail: youngslee@cnu.ac.kr

pISSN: 1225-0112 eISSN: 2288-4505 @ 2020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ll rights reserved.

주로 활용되고 있다[4,5]. 고분자 이외의 열제어 소재로는 열전도성이 

높은 금속, 세라믹, 탄소 소재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속 소재 

및 세라믹 소재는 사용 온도의 한계, 낮은 내산화성, 낮은 기계적 강

도 및 높은 중량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단점을 나타

내지 않는 탄소계 필러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재료의 열전도도는 기

지재와 충진재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포논의 산란에 의해 결정되며, 

두 재료의 계면에서의 탄성계수의 변화에 따라 포논의 산란 정도가 

변화하므로, 열전도도 또한 변화하게 된다. 즉 재료의 열전도도를 증

가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지재와 충진재 간 계면의 균일한 결합 및 분

산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6-8].

재료의 열전도도 제어기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기지재 내의 충진재 간 열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

로, 포논이 기지재와 충진재 간의 경계면을 통과하는 횟수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고분자 내에 탄소계 충진재를 다량으로 첨가

하면, 재료 자체의 점도상승으로 인해 가공성이 저해되므로 충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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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전자기기의 고도화 및 소형화에 따라, 기기의 효율 및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큰 해결 
난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속 및 세라믹 기반의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재료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낮은 기계적 물성 및 높은 중량으로 인해 가벼우면서도 기계적 특성이 좋은 고분자를 기지재로 사용하고 높
은 열전도도를 갖는 탄소재료를 필러로 사용한 열전도성 복합재가 주목받고 있다. 열전도성 복합재의 열전도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포논의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포논 산란이 억제되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탄소재료/고분자 
복합재의 포논 이동 및 산란 억제에 관련된 연구를 분류하고, 열전도도 향상을 위하여 적용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Abstract
As electronic devices become more advanced and smaller,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o solve is the heat affecting the effi-
ciency and lifetime of instruments. High thermal conductivity materials, in particular, metal or ceramic ones, have been used 
to reduce the heat generated from devices. However, due to their low mechanical properties and high weight, thermally con-
ductive composites composed with polymers having a light-weight and good mechanical properties as a matrix and carbon 
materials having high thermal conductivity as a thermally conductive filler have been attracting great attention. To improve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composites, a phonon scattering must be suppressed to move phonon effectively. In this re-
view, we classified researches related to phonon migration and scattering inhibition of carbon/polymer composites, and dis-
cussed various methods to improve thermal conductivity.

Keywords: Thermally conductive composites, Thermal conductivity, Carbon materials, Pho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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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첨가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3,8,9,16-32]. 두 번째 방법은 기지

재 내에 분포하는 충진재를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탄소재료는 

육각망면의 결정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열전도도를 나타낸다. 이는 규칙적인 격자구조 내에서 

포논의 흐름이 방향성을 가져 포논의 산란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10,33-45]. 마지막 방법은 기지재와 충진재 간 계면 저항성을 감소시

켜, 충진재의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탄소재료의 계면은 고분자 

기지재에 비해 극성을 띄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지재 내에 탄소계 충

진재가 분산되지 않거나 충진재와 기지재 간의 공극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충진재를 열처리, 산처리,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고분자 

합성 등의 다양한 종류의 표면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복합재 내에서 탄

소계 충진재의 분산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6,46-59].

이처럼 재료 내에서 포논의 이동 및 산란을 제어하여 열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내

첨된 탄소계 필러의 종류 및 필러의 표면처리와 다양한 공정변수가 

열전도성 복합재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열전도성 복합재 관련 연구를 포논의 이동 및 산란제어 방법에 따라 

정리 및 기술하였다. 

2. 열전도 및 포논산란 제어

모든 고체는 입자간 상호작용에 의하여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도된다. 이 때, 물질 내 자유전자 또는 포논이 주된 매

개체로 열전도가 일어난다. 금속의 경우 내부의 자유전자가 주된 열

전도 매개체이고, 비금속의 경우 음파에 의하여 일어나는 격자진동인 

포논이 주된 열전도 매개체로 탄소 소재의 경우 열의 이동은 주로 포

논에 의한 격자 진동으로부터 일어난다. 비금속에서의 열전도는 주로 

포논에 의한 격자 이동에 의하여 일어나며, 포논 이동 시 열에너지가 

다방면으로 반사되거나 분해되는 현상이 나타는데 이를 포논산란이

라고 한다. 포논산란은 주로 포논 간의 충돌, 포논과 계면의 충돌, 포

논과 결점/불순물과의 충돌에 의한 열저항으로부터 발생된다. 정상적

인 열전도 과정과 세 가지의 포논산란의 유형에 따른 열전도 효율 감

소과정을 Figure 1에 정리하였다. 먼저 포논과 포논이 충돌할 경우 정

상과정(normal-process) 또는 반전과정(umklapp-process)이 발생한다. 

정상과정은 서로 다른 포논이 충돌 후 하나의 포논으로 결합되는 경

우와 충돌 후 포논이 산란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가 나눠지

는 현상이며, 반전과정이란 포논의 결합과 분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예측이 어렵다. 포논과 불순물 간의 충돌이란 결함, 공극 및 

전위에서 발생하는 탄성산란을 의미한다. 탄성산란 시 포논의 에너지 

손실은 없고 방향만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포논과 계면과의 충돌은 

포논의 자유이동거리와 큰 관련이 있다. 포논의 자유이동거리란 한 

결정 내에서 기본적으로 산란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의미하며 나노물질에서의 포논 자유이동거리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

내는 기준이 된다[11-16]. 이러한 포논산란은 포논의 불필요한 이동에 

따른 열전도 효율을 감소시키기 효과적인 열전도 위해서 포논산란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포논산란 제어 유형에 따른 복합재의 
열전도도 제어

포논의 산란 제어 유형은 크게 충진재 간의 열적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방법, 규칙적 배향을 통해 산란 발생 빈도를 줄이는 방법, 그리

고 충진재와 기지재 간의 계면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각각의 산란 제어 유형에 따라 복합재의 열전도도를 향상시

킨 대표적인 연구들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ure 1. Phonon transport scheme; (a) no scattering occurred, and scattering occurred by (b) phonon-phonon, (c) phonon-boundary, (d) pho- 
non-impurity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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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열적 네트워크 구축

Matthiessen’s 법칙에 따르면 포논 평균자유행로의 최대값은 3가지 

산란 현상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16].




 = 


 


 


(1)

식 (1)에서 는 포논 평균자유행로, 은 포논 간 충돌에 의한 평

균자유행로, 는 포논과 경계면의 충돌에 의한 평균자유행로 그리고 

은 포논과 결점/불순물의 충돌에 의한 평균자유행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은 와 보다 수치 값이 크기 때문에 포논의 평균자

유행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정크기를 키우거나 불순물 및 결함

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필러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값이 커지

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어 필러의 첨가량을 최대로 

증가시키거나 공정상의 압력을 가해서 필러 간 열적 네트워크를 향상

시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6,17].

Sung 등은 탄소섬유(carbon fiber, CF)의 부피비(48.5%; 46.3, 33.6, 

34.5, 63.6, 66.9, 69.2, 69.5 vol%)에 따른 에폭시 복합재를 제조하고 

추가 변수로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의 첨가 및 공정상 

압력 변화를 통하여 열전도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예상대로 CF의 

부피비와 열전도도는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대 22 W/mK까지 

확인되었다. 동시에 공정상 압력이 증가할수록 열적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함을 확인하였다[3]. Liang 등은 CF/에폭시 기반 복합재를 제조할 

때, 탄소나노섬유(carbon nano fiber, CNF)를 추가하여 복합재의 열전

도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이 때, CNF를 복합화 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CNF를 에폭시 수지에 

초음파를 사용하여 직접 분산시킨 후, CF와 복합화 시키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CF 직물 위에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으로 CNF를 성장시킨 후 에폭시 수지와 복합화 하는 방법이다. 

CNF가 첨가되지 않은 CF/에폭시 복합재 대비, 첫 번째와 두 번째 방

법으로부터 제조된 복합재가 각각 10, 30%의 열전도도 향상을 나타

내었다. 이는 에폭시 자체에 CNF가 분포하는 것 보다는, CF 직물에 

Reference
Thermal conductivity 

control strategy
Fillers used

Thermal conductivity
test method

Thermal 
conductivity 

[W/mK]
Remarks

[3]
Formation of

thermal network
Carbon fibe, carbon nanotube Laser flash method 22

Volume contents of carbon fiber and pressure 
variation on composite preparation

[20]
Formation of

thermal network
Carbon fiber, graphene 

nanoplatelet, expanded graphite
Wind-tunnel calorimeter 6.5

Thermal network by well-dispersed conductive 
fillers

[21]
Formation of

thermal network
Carbon fiber, erythritol Laser flash method 30

Composite preparation by melt dispersion and 
hot press method

[24]
Formation of

thermal network
Reduced graphene oxide, natural 

graphite
Laser flash method 4.9

Highest thermal conductivity of 3DGNs by its 
formation of 3D conductive network

[26]
Formation of

thermal network
Carbon nanotube, graphene Laser flash method 3.08 Oxygen functionalization by acid treatment

[27]
Formation of

thermal network
Natural graphite, graphene Hot disk method 4.01

Comparison of graphene and graphite fillers on 
thermal conductivity

[28]
Formation of

thermal network
Exfoliated graphite Laser flash method 80

Functionalization by acid treatment and 
sonication

[30]
Formation of

thermal network
Diamond like carbon 3ω method 3.5 sp3 hybridization-based thermal network

[31]
Formation of

thermal network
Graphene, polyimide Laser flash method 802.3

Fill up the defect with the structural growth of 
polyimide

[32]
Formation of

thermal network
Graphite foam Xenon flash diffusivity 150

Thermal network by graphitic structure of 
foams

[41]
Regular orientation 

of fillers
Carbon fiber

Temperature gradient 
measurement

5.31 Oriented fiber structure

[42]
Regular orientation 

of fillers
Carbon fiber

Cyrogenic transient 
electrothermal technique

24
Transformation of GO structure to graphitic 

structure by annealing

[47]
Reducing the 

interfacial resistance
Carbon nanotube fiber 3ω method 47.3 Iodine treatment towards DWCNT fiber

[48]
Reducing the 

interfacial resistance
Carbon nanotube, boron nitride Laser flash method 7.9

Enhancement of dispersion property by the 
amine group functionalization

[52]
Reducing the 

interfacial resistance
Carbon fiber, silicon carbide Laser flash method 3.87

Enhancement of dispersion property by 
addition of silicon carbide

[54]
Reducing the 

interfacial resistance
Carbon nanotube-based 

copolymer
Hot disk method 1.07 Copolymer synthesis by Friedel-Crafts reaction

[58]
Reducing the 

interfacial resistance
Graphene oxide, graphite, 

aluminium nitride
Hot disk method 2.77

Synergistic effect of AlN and EG by the 
formation of conductive bridges

Table 1. Representative Researches for Improving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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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는 CNF가 CF 간 열적 네트워크를 형성

함에 따라 더욱 높은 열전도도 증가 폭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18]. Kim 등은 CF/페놀 복합재 제조 시 고결정 CNT의 첨가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CNT를 첨가하여 복합재를 제조할 경우, 

기존 복합재의 열전도도인 250 W/mK에서 최대 400 W/mK까지 열전

도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열전도도의 향상은 첨가된 CNT가 복합재 

내 CF를 연결해주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열

전도가 용이한 구조로 변화시킨 것으로 고찰하였다[19]. Viana 등은 

CF 직물과 에폭시로부터 복합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열전도도를 향

상시키기 위하여 그래핀나노플레이트릿(graphene nanoplatelet, GnP)

과 팽창흑연(expanded graphite, EG)을 각각 1 wt%를 첨가하였다. GnP

와 EG가 각각 첨가됨에 따라 미첨가 시 대비 열전도도가 각각 39, 25% 

향상된 값인 6.1~6.5 W/mK를 나타내었다. 이는 에폭시 수지 내에 고

르게 분산되어 있는 탄소 첨가제가 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20]. Nomura 등은 CF를 에리스리톨(erythritol)과 

혼합하여 복합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시편 제조 방법 및 CF의 함량

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를 파악하였다. 시편 제조를 위하여 Figure 

2(a), (b)와 같이 두 가지의 공정을 활용하였는데, 기지재를 가열하여 

액상으로 제조 후 CF와 교반하여 몰드에 굳히는 용융분산(melting 

dispersion, MD)법과 용매에 CF와 기지재를 넣고 교반 및 건조 후 가

압성형(hot press, HP)법 두 가지를 활용하였다. Figure 2(c)의 열전도

도 측정 결과로부터, HP법이 MD법에 비해 CF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열전도도의 증가폭이 더욱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P법으로

부터 20 vol%의 CF를 첨가하였을 때 최대 30 W/mK의 열전도도를 

나타내었다. HP법으로 제조된 복합재 시편은 성형 압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CF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 Figure 2(d), (e)와 같이 채우기밀도

(packing ratio)가 확연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MD법에 비해 최대 

9배의 열전도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21].

Ji 등은 Figure 3(a)의 그림과 같이, CNT의 수열반응을 통해 높은 

열전도성을 보유하고 있는 MoS2와 그래핀 나노시트(graphene nano-

sheets, GNSs)를 표면에 성장시켜 복합화 하였다. 아민 개질 반응된 

MoS2는 높은 젖음성과 낮은 계면저항성을 보이며, 에폭시와의 화학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CNT/MoS2/그래핀 

복합체는 자체로 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폭시 

복합재로부터 발생된 열이 비표면적이 큰 MoS2와 그래핀으로 전달되

며, 전달된 열은 다시 뼈대 역할을 하는 CNT로 전달되어 원활한 방열

이 일어나도록 하는 원리로, Figure 3(b), (c)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높

은 열전도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22]. Li 등은 Figure 4(a)에 나타낸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보른나이트라이드 나노시트(Boronnitride nano-

sheets, BNNS)에 직접 CNT를 성장시켜 3차원 나노 구조를 구축하여, 

복합재의 열전도도과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켰다. 복합재의 수직방향 

열전도도는 Figure 4(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NT의 도입량에 따라 

최대 60%까지 향상되어 0.8 W/mK를 나타내었다. 수평 방향의 열전

도도는 최대 1.4 W/mK를 나타내었으나, Figure 4(c)에서 나타난 바와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producing the PCC composite by (a) the melting dispersion method, (b) the laser-flash method; (c)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ies of the as-prepared PCCs; simplified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CM particles as a matrix material and CF as filler: 
(d) PCC with lower packing ratio and (e) PCC with higher packing ratio of PCM particles[21].

   

Figure 3. (a) Structural diagram of CNT/MoS2/graphene nanofiller and heat transfer process in the epoxy resin matrix, (b) in-plane and (c) 
through-plane thermal conductivities of as prepared composite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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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procedure for the prepa- 
ration of the BNNS/CNT by CVD, (b) cross-plane and (c) in-plane 
thermal conductivities of as-prepared composites[23].

Figure 5. (a) Thermal conductivities of the 3DGNS, RGO and NG 
modified matrix with varied loading fractions at room temperature; and
schematic diagrams for (b) NG and RGO assisted matrix, (c) 3DGNs 
added matrix[24].

같이 CNT의 도입양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BNNS에의 CNT의 성장은 수직방향으로는 열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

움이 되지만, BNNS와의 배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평방향의 열전도

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23].

Tang 등은 에폭시와의 복합화를 위하여 reduced graphene oxide 

(RGO), 천연흑연(natural graphite, NG), 3D graphene networks (3DGNs)

의 세 가지 충진재를 사용하였다. Figure 5(a)의 열전도도 측정 결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3DGNs 30 wt% 첨가 시 최대 4.9 W/mK의 

열전도도를 나타내어, 세 충진재 중 가장 높은 열전도도를 보임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3DGNs 다음으로 RGO, EG 순으로 높은 열전도도

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Figure 5(b), (c)의 그림과 같이, 3DGNs는 3D 

구조의 특성상 이루어져 있어 모든 방면으로의 열전도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어, 2D 구조를 가지는 RGO와 EG보다 높은 열전도도를 가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24]. Shen 등은 그래핀을 첨가하여 에폭시 수지

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그래핀의 입자크기, 표면 개질 

여부 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탄소 결정

구조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순수 그래핀의 이론상의 높은 열전도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입자 크기가 작은 그래핀은 

에폭시와 복합화 할 때, 표면에 다양한 작용기를 부착함으로써 에폭

시 수지와의 계면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열전도도를 향상시

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이와 반대로 입자 크기가 충분히 큰 

그래핀은 자체적으로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의 

작용기 도입이 오히려 순수 그래핀의 열적 특성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진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래핀의 크

기를 먼저 파악하여 그래핀의 표면 기능화의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라 보고하였다[25]. Im 등은 산처리를 통해 젖음성이 향상된 CNT

와 산화그래핀(graphene oxide, GO)으로 케이크를 형성한 후, 그 위에 

에폭시 수지를 침투시켜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GO에 자체적으로 존

재하던 산소작용기 및 산처리 후 생성된 -COOH, -OH 등의 작용기는 

에폭시 수지와의 젖음성이 좋기 때문에, 복합화 하였을 때 열전도도

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CNT에 50wt%의 GO가 첨가되었을 시 열

전도도는 최대 3.08 W/mK를 나타내었으며, 그 이상의 GO가 첨가되

면 오히려 열전도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GO가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에폭시 수지 내에서 서로 뭉치게 되어, 기공을 대량으로 형성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고찰하였다[26].

Fu 등은 그래핀 및 NG에 에폭시와 경화제를 각각 첨가하여 시트 형

태로 복합화하였다. 그래핀을 넣어 제조한 시트의 열전도도가 NG를 넣

고 제조한 시트에 비해 230% 높은 4.01 W/mK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

라, 흑연보다는 이를 박리하여 제조한 그래핀 시트의 첨가가 에폭시 

수지의 열전도도 향상이 더욱 큰 기여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27]. 

Veca 등은 박리흑연과 에폭시 수지를 복합화하여 나노시트를 제조하

는 과정에서, 박리흑연과 에폭시 간 젖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

처리 및 초음파처리를 통해 산소 작용기를 부여하였다. 표면처리된 

박리흑연을 35 vol% 첨가하였을 때 80 W/mK 열전도도를 얻을 수 있

었으며, 유연성을 보유한 30~80 µm 두께의 박막이 제조되었다[28]. 

Wei는 고열전도도 그래핀의 면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시트와 나노리본

(graphene nanoribbon, GNR) 형태의 그래핀을 제조한 후, 그래핀의 형

태 및 응력 하에서의 열전도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래핀 시트

는 변형률이 클수록 열전도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가해주는 

힘의 방향에 따라 열전도도 감소폭에 차이가 있었다. GNR은 2π까지 

회전 시 열전도도 값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3π부터는 확연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GNR이 높은 정도의 전단응력 하에서도 

열전도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GNR은 소재의 유

연성(flexibility)를 요구하는 다양한 전재소재의 방열 부품으로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29]. Shamsa는 다양한 종류의 diamond-like 

carbon (DLC) 필름인 polymer-like carbon (PLC), hydrogenated tetra-

hedral amorphous carbon (H:ta-C), graphite-like carbon의 열전도도를 

비교하였다. DLC 필름은 sp3 혼성결합을 기반으로 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육각망면 내에서의 열전도도는 높으나 반데르발스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망면 간에의 열전도도는 높지 않은 sp2 혼성결합으

로 구성되어 있는 재료에 비해, 필러 간 열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도

록 하는 sp3 혼성결합의 함량이 많을수록 재료의 열전도도가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수소 함량이 적고 sp3의 구성비가 많

은 ta-C가 3.5 W/mK로 가장 높은 열전도도를 나타내었다[30]. Li는 

흑연화 시 결정성이 뛰어난 폴리이미드(polyimide, PI)를 활용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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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시트인 그래핀의 결함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SEM 분석 결과, 그래

핀의 기공 및 층간 결함이 PI에 의해 보완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래핀

이 연결되어 매끄러운 단면이 형성되었다. 상온에서 단층 그래핀의 

열전도도가 651 W/mK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PI 1wt%를 첨가하였을 

때 802.3 W/mK으로 확연히 증가하였다[31]. Klett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는 메조페이스 피치(mesophase pitch, MP)로부터 흑

연폼을 제조하여 열전도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사용된 MP의 구조에 

따라 생성되는 흑연폼의 밀도, 세공 크기 등의 특성이 차이를 보였으

나, 흑연화에 따라 형성된 흑연 구조 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원료

에 큰 관계없이 150 W/mK의 유사한 열전도도를 나타내었다[32].

3.2. 규칙적 배향 구축

단고분자의 사슬구조와 고분자 나노섬유는 벌크한 구조에 비해 매

우 높은 열전도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방향성을 지닌 구조를 형성

함으로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 폴리아닐린(polyaniline, PA), 폴

리비닐클로라이드(polyvinylchloride, PVC), 테플론(Teflon) 등의 단고

분자도 높은 열전도도를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고분자

는 일반적으로 가교결합을 통하여 서로 엉키고 불규칙적으로 배열되

어 있기 때문에 포논의 산란으로 인해 열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직선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분자라도 계면에 곁사슬이 많을 시 포논

이 산란될 확률이 높다[33-36].

대부분 재료의 결정 구조는 결정질 구조와 비정질 구조가 혼합되어 

있으며, 두 구조의 혼합 비율이 재료의 열전도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Maxwell Garnett 이론에 의하면 두 가지의 구조 중 결정질 구조를 가

지는 성분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원자 간 평균 결합력이 강해지고, 밀

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37,38]. 또한 결정립 간의 공유결합이 형성

되어, 열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열전도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질 구조는 균일한 조성을 가지고 있으나 적층면 간의 대칭

성이 적고, 원자배열이 불규칙적인 격자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질 구조에 비해 열전전도가 낮아지게 된다[37]. 이외에도 자기장, 

압력, 전기화학적인 처리기법을 통하여 고분자 내에 필러의 배열성을 

향상시켜, 결정 구조 간 공유결합이 형성되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38-40].

CF는 축방향의 배향성을 지닌 탄소재료이다. 그러므로 복합재 내에

서 섬유의 배열 방향 및 구조에 따라 열전달의 거동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Fukai 등은 복합재 내에서 섬유의 배향상태에 따른 열전도도 변

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섬유를 동일한 축으로부터 뻗어 나오는 

구조를 가지는 붓 형태로 제조하여 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배향성을 

가지는 복합재와, 섬유를 무작위로 첨가한 무배향의 복합재를 제조하

였다. 섬유의 배향성이 있을 때가 없을 때에 비해 약 3배 이상 열전도

도가 향상되었으며 최대 5.31 W/mK의 열전도도를 보여주었다[41]. 

Liu 등은 리그닌(lignin) 기반 섬유를 제조한 후 어닐링(annealing) 과

정을 통하여 CF 내에 존재하던 GO와 유사한 구조를 균일한 흑연 구

조로 변화시켰다. 어닐링 공정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CF 대비 열전도

도가 10배 상승하여 24 W/mK까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흑연구

조가 더욱 많아짐에 따라 포논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거리가 증

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42]. Nan 등은 고분자 수지에 CNT를 

복합화 하였을 때,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CNT의 지름, 

함량비보다, CNT와 고분자 기지재 간 계면 저항성이 열전도도에 더

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CNT 자체로는 SWCNT의 열

전도도가 MWCNT에 비해 높았으나 고분자와 복합화 하였을 때에는 

MWCNT를 첨가하였을 때 열전도도가 더욱 높았다. 이는 MWCNT가 

Figure 6. (a) Schematic illustration of potential through-thickness ther- 
mally conductive paths, and (b) through-thickness thermal conductivity
of composites modified by the different vehicle solvents[46].

흑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나노튜브 자체의 결함이 적을 확률이 높

아, 포논의 산란이 적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43]. Gspann

은 CNT를 기상으로부터 직접 방사하여 섬유를 만들고, 이를 필름의 

형태로 제조하여, CNT의 원료 및 배향 형태가 재료의 열전도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여러 조건으로부터 제조된 시편의 

열전도도를 비교하였을 때, 원료특성 내지 섬유 방사 조건보다는, 섬

유의 배향 상태 및 시편의 밀도가 열전도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44]. Hu는 CNT 시트에 GO 수용액을 분사한 후 경

화시켜 그래핀과 CNT가 복합화된 시트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트는 

ID/IG가 감소하여 표면의 결함이 매우 적음을 확인하였으며, 규칙적이

고 배향성이 향상됨에 따라 열전도도가 향상되었다[45].

3.3. 기지재와 충진재 간 계면저항 감소

고분자 내에 열전달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분자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진동하고, 이후 진동을 통해 포논은 직

접적으로 공유 결합한 주변 분자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으로 

반데르발스로 인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달을 한다. 이때 공유결합은 

포논이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역할을 해주기에 단 고분

자의 사슬은 열전도도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탄소계 필러는 표면

이 무극성이므로, 극성인 고분자와 결합력 및 분산력이 좋지 않기 때

문에, 열처리,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조사, 산처리, 고분자합성법 등의 

표면처리 기법을 통해 다양한 작용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표면처리 기법은 기지재와 충진재 간의 계면 결

합력을 향상시켜줄 뿐 아니라 탄소계 필러의 응집을 완화시켜 고분자 

내에 필러가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36].

Zhang 등은 Figure 6(a)에 나타낸 그림과 같이 마이크로-나노 질화

붕소(boron nitride, BN)를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에 복합화 하여 열전

도도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Figure 6(b)에 나타낸 열전도도의 측정 결

과로부터, BN이 첨가됨에 따라 복합재의 열전도도 자체는 증가하였

으나, 기계적 강도의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최적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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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46]. Qiu 등은 CVD법으로 제조된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double walled carbon nanotube, DWCNT)를 꼬아 섬유 형태

로 제조한 후, 요오드 증기에 30 min 간 노출시켜 DWCNT 섬유 표면

에 요오드를 도입하였다. 요오드를 도입함에 따라, Figure 7(a)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열전도도는 30.5 W/mK에서 47.3 W/mK까지 향상되었

으며, 이는 Figure 7(b)의 그림과 같이 탄소나노튜브 표면상의 요오드

가 이웃한 다른 탄소나노튜브와의 열전도 과정에서 포논의 이동이 용

이한 구조가 되도록 하였다[47]. Fan 등은 이방성 피치계 탄소섬유/에

폭시 복합재의 제조 과정에서 열전도성 화합물인 BN을 첨가하고, 유

기계-실란 커플링제를 표면에 도입하였다. Figure 8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커플링제의 도입에 따라 에폭시 수지 내에서 BN의 분산성이 높

아졌으며, 표면에 도입된 아민기가 에폭시와의 공유결합을 함에 따라 

복합재의 열전도도가 최대 7.9 W/mK까지 향상되었다[48]. Ganguli 등

은 팽창흑연에 3-amin-opropoxyltriethoxy silane를 첨가하여 아민기

(-NH2)가 팽창흑연의 표면에 부착되도록 기능화 하였다. 팽창흑연에 

도입된 아민기는 Figure 9(a)의 반응과 같이 에폭시와 직접 반응하여 

경화된다. 이에 따라 기지재와 충진재 간에 직접적인 공유결합을 형

성할 수 있기 때문에, Figure 9(b)의 열전도도 측정 결과로부터 확인할 

  

Figure 7. (a) Length dependence of apparent thermal conductivity of the pristine and I-decorated CNT fibers, and (b)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rmal conductivity enhancement of I-decorated CNT fibers com- pared to the pristine CNT fibers[47].

Figure 8. Schematic diagram for the process of the composite preparation and the chemical reaction for the epoxy matrix[48].

  

Figure 9. (a) Typical epoxy-amine curing reaction scheme, and (b) thermal conductivity plot for the graphite-epoxy composite[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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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미처리된 팽창흑연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150% 높은 열전

도도를 기록하였다[49].

Wang은 필러의 분산성이 열전도도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

로 팽창흑연의 표면에 실란 커플링제를 도입시켜 에폭시 내의 분산성

을 향상시켰다. 상온에서 팽창흑연 4.5 wt%를 동일하게 첨가하였을 때, 

표면처리를 한 샘플이 미처리 시보다 17% 향상되어 1 W/mK의 열전

도도를 나타내었다[50]. Tsai 등은 충진재와 에폭시와의 계면저항성을 

낮추기 위해 BN에 1wt%의 zirconate coupling agent와 테트라하이드로

푸란(tetrahydrofuran, THF)을 넣고 가수분해하여 표면에 아민기를 부

착하였고 MWCNT는 glycidyl methacrylate (GMA) 단량체와 azobisiso-

butyronitrile (AIBN)을 각각 6.2 : 1 : 1의 몰비로 N-methyl-2-pyrrolidone 

(NMP)를 용매로 하여 교반하며 합성하였다. 표면처리된 MWCNT 0.76 

vol%가 첨가되었을 때, 미첨가 시에 비해 열전도도가 135% 향상되었

으나, 1.6 vol% 이상을 첨가하였을 때 MWCNT가 에폭시 수지 내에서 

응집되기 때문에 열전도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에폭시 

수지에 30 vol%의 BN과 1 vol%의 MWCNT를 첨가하여 제조된 복합

재의 열전도도가 약 2.1 W/mK로, 순수 에폭시에 비해 10.5배 향상되

었다[51]. Mun 등은 피치계 탄소섬유에 SiO2를 코팅한 후 탄화하여 

실리콘 카바이드를 표면상에 형성시켰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에폭시

와 결합할 때 분산성이 좋기 때문에, 2.99 W/mK의 열전도도를 가지

는 피치계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에 비해 3.87 W/mK의 비교적 높은 

열전도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52]. Fan 등은 탄소섬유를 140 ℃에서 

168~1,200 h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 다량의 산소 작용기를 부착시켰

다. 탄소섬유 표면에 부착된 산소 작용기는 적정 반응시간까지는 분

산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나, 장시간 산화반응에 의한 결합 절단, 

질량감소, 결함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전도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산소 작용기의 도입 자체는 탄소섬유의 에폭시 수지 내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탄소섬유 자체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

는 표면처리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53]. Yang 

등은 프리델-크래프트(Friedel-Crafts) 반응을 이용하여, CNT와 극성 작

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benzenetricarboxylic acid (BTC)로부터 공중합

체를 만들었다. 표면에 극성 작용기 도입 외에 구조상 파괴를 유발하

는 기존의 산처리나 산화, 열처리와 달리, 촉매조건 하에서의 공중합

체를 형성하는 것은 CNT의 표면에 쉽게 극성 작용기를 형성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 방법으로 표면처리된 CNT는 에폭시와의 직접적인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순수한 CNT에 비해 최대 

3배가량 높은 열전도도를 나타내었다[54]. Moisala 등은 MWCNT와 

SWCNT를 에폭시 복합재 제조 시 각각 첨가하여, 첨가제에 따른 열전

도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MWCNT는 자체적으로 에폭시 복합재 내에 

분산이 잘 되고, 소량만 첨가해도 열전도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

는 반면, SWCNT는 뭉쳐있는 다발형태를 띄어 상대적으로 분산이 어렵

다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WCNT

에 표면처리를 통하여 분산성을 향상시키려 하였으나, 이 역시 순수 

에폭시에 비해 낮은 열전도도를 나타내었다[55]. Yu 등은 다양한 전

구체로부터 CVD를 이용하여 CNT에 질소를 도입하였으며, 질소 도핑

된 CNT를 에폭시와 복합화하여 열전도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CNT에 

질소가 도핑됨에 따라 복합재의 열전도도가 최대 60%까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복합재의 열전도도 경향과는 반대로, CNT 자체

의 열전도도는 질소 도핑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확연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CNT 표면에 질소 원자가 치환됨에 따라 형성된 결함이 열전달 

과정 간 포논의 산란을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56]. Wang 등은 Fe3O4@Ag의 산처리를 통하여 표면에 카복실기

Figure 10. Thermal conductivities of adhesives, and (b) schematic of 
GO acting as bridge in the matrix filled with AlN particles[58].

(-COOH)를 생성한 Fe3O4@Ag-COOH를 합성하고, CNT의 치환반응

을 통하여 MWCNT-NH2를 형성하였다. 이 두 전구체를 반응시켜 최

종적으로 MWCNT-Fe3O4@Ag 복합체 합성하였으며, 이를 에폭시와 

혼합하여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복합재는 본래 전자파 차폐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열전도도 역시 높은 값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에폭시 수지에 복합

체를 첨가함에 따라 최대 0.46 W/mK의 열전도도를 나타냄을 확인하

였다[57]. Yuan은 GO, 흑연, 그리고 aluminum nitride (AlN)을 epoxy

에 각각 혹은 함께 첨가하여 복합재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시편의 

열전도도를 Figure 10(a)에 나타내었다. 먼저 세 가지의 충진재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GO 8 wt% 또는 AlN 70 wt% 첨가하였

을 때의 열전도도가 순수 에폭시에 비해 각각 6.42, 11.8배 향상되었

으며, 흑연은 가장 낮은 열전도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AlN 50 wt%와 

GO 6 wt%를 함께 첨가하였을 때 열전도도가 최대 2.77 W/mK로 순

수 에폭시에 비해 14.6배 향상되었다. 단일 충진재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AlN과 EG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더 높은 열전도도를 나타낸 이

유는 Figure 10(b)에 나타낸 그림과 같이 에폭시 수지 내에 고르게 분

포하는 AlN 입자들 주위에서, 판상재료인 GO가 입자 사이를 연결하

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58]. Wang은 흑연필름

을 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질산/황산의 비율과 산처리 시간을 조절함에 

따라 표면에 카복실기(-COOH)와 수산화기(-OH) 등의 산소 작용기를 

도입하여 흑연의 에폭시와의 계면저항성을 낮추어 복합재의 열전도

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황산과 질산의 비율을 3 : 1로 고정하였을 

때, 산처리의 시간에 따른 열전도도가 in-plane은 점차적으로 감소하

였으며, through-plane은 15 min 처리 시 0.674 W/mK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In-plane 방향으로의 열전도도는 질산을 사용하

여 15 min 동안 처리하였을 때 열전도도가 212 W/mK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흑연의 산처리는 흑연 구조 중 edge와 층간에의 작용기 도입

에 따라 에폭시와의 계면 저항성을 낮추므로 열전도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한편, 과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흑연구조가 붕괴됨에 따라 열전

도도를 오히려 낮출 수 있는 두 가지의 효과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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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탄소재료/고분자 복합재의 열전도도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다양한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탄소재료, 고분자와 같은 

비금속 물질은 자유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포논을 통하여 열이 

전달된다. 따라서 탄소재료의 결정성 및 구조 제어와 매트릭스 수지 

내의 배향성 제어, 열적 네트워크 형성 제어 등을 통하여 복합재 내 

포논 이동과 포논의 산란 제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효

과적인 포논 이동을 위해서는 포논산란을 억제하도록 탄소재료의 결

정성 향상 및 결점 제어가 1차적으로 중요하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탄

소재료의 배열/배향성 및 이에 따른 열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정 

설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 최근 이러한 관점에 부합하는 하

이브리드 필러 시스템을 적용하여 소량 첨가로부터 높은 열전도도를 

갖는 복합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포논의 이동 및 산

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열전도 결과를 예측하여 최적의 재료 

및 공정을 설계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

전으로부터 열전도성 복합재가 적용될 수 있는 자동차, 항공,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산업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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