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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pared fabric-heating elements of carbon nanofiber composite to characterize morphologies

and electrical properties. Carbon nanofiber composite was prepared with 15wt% PVDF-HFP/acetone solu-

tion, and 0, 1, 2, 4, 8, and 16wt% carbon nanofiber. Dispersion of solution was conducted with stirring for

a week, sonification for 24 hours, and storage for a month, until coating. Carbon nanofiber composite coated

fabrics were prepared by knife-edge coating on nylon fabrics with a thickness of 0.1mm. The morphologies

of carbon nanofiber composite coated fabrics were measured by FE-SEM. Surface resistance was determined

by KS K0555 and worksurface tester. A heating-pad clamping device connected to a variable AC/DC power

supply was used for the electric heating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and multi-layer fabrics. An infrared

camera applied voltages to samples while maintaining a certain distance from fabric surfaces. The results of

morphologies indicated that the CNF content increased specifically to the visibility and presence of carbon

nanofiber. The  surface resistance test results revealed that an increased CNF content improved the perform-

ance of coated fabrics. The results of electric heating properties, surface temperatures and current of 16wt%

carbon nanofiber composite coated fabrics were 80
o
C and 0.35A in the application of a 20V current. Car-

bon nanofiber composite coated fabrics have excellent electrical characteristics as fabric-heating elements.

Key words: Carbon nano fiber, Knife-edge coating, Electrical heating element; 탄소나노섬유, 나이프에

지 코팅, 전기발열

I. 서 론

현재 발열기능 소재는 섬유 스스로 열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발열

효과를 내고 있다(Lee et al., 2012). 시판되고 있는 발열

기능 소재 중 전기발열기능 소재는 전도성 고분자, 열선

등을 섬유와 결합하여 소형 배터리를 이용해 발열하는

것으로(No & Kwon, 2010), 전도성 고분자를 증착, 코

팅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도전성 실로 만들어 전기

로 발열한다. 한국 코오롱 글로텍의 ‘HEATEX’, 미국

볼벡 메트리얼의 ‘Vor-Power
TM

 Flexible Battery Straps’

등이 이에 해당한다. 흡습발열, 태양열증폭, 원적외선방

사기능 소재는 기존 소재보다 약 2~3
o
C 정도의 표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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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상승시키는 반면, 전기발열기능 소재는 약 10
o
C 이

상의 표면온도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Jin et

al., 2012). 대부분의 의류용 전기발열재료의 온도범위는

35~50
o
C 범위 내로 개발하고 있다. 극한 작업환경, 활

동성이 강한 겨울 스포츠, 혹한 기후 속에서 병사들의

훈련, 신체적 변화가 많은 노인이나 환자 등 특수한 경

우에 높은 발열기능을 갖는 전기발열기능 소재의 개발

이 더욱 요구된다.

탄소나노복합체는 탄소계 재료 등을 고분자 재료에 충

전시켜 고도기능성을 갖는 복합재료이다. 탄소계 재료

중의 하나인 탄소나노섬유는 전기적 특성 및 열전도성을

특징으로 하고, CNT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재료로서의 용도가 증가하고 있다(Koo, 2006). 탄

소나노섬유는 기상성장 탄소나노섬유(Vaper Grown Car-

bon nanofibers, 이하 VGCFs)라고도 하며, 흑연구조의 벽

으로 형성된 길이/직경의 비가 >100인 나노 크기의 실린

더이다. 플로팅 반응 메커니즘으로 제조된 탄소나노섬

유는 촉매의 표면에 탄화수소 기체가 접촉하여 탄소만

응축된 결과로, 촉매가 부유된 상태에서 섬유를 성장시

키는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전이금속을 촉매로 하고, 벤

젠(benzene)이나 메탄(methane)과 같은 탄화수소를 고온

에서 분해하여 제조한다(G. S. Yang et al., 2010). 이때,

열처리 온도가 높아지면 흑연면간의 거리 및 섬유 내부

의 결함이 크게 줄어들어 쉽게 흑연화되는 현상을 나타

내어(S. Y. Yang et al., 2010), 높은 전기적 특성 및 열전

도성을 가지게 된다.

탄소나노복합체는 섬유상, 필름상, 부직포상 등의 형

태로 제조하고, 그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보

고되었다. 다중벽카본나노튜브(multi wall carbon nano

tube, 이하 MWCNT)와 하이퍼브랜치 폴리우레탄 혼합

용액을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스프레이 코팅하여 전기발

열효과와 발수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기저항은

약 10
-2

(Ω/sq)이었고 20V 인가전압 하에서 전기발열은

약 35
o
C를 나타냈다(Lee et al., 2010). 불연속 탄소섬유

와 에폭시 복합재를 캐스트 몰딩법으로 제조하고 발열성

능을 조사한 실험에서는, 전기저항은 341±49.9(Ω · cm)

이었고 24V 인가전압 후 90초가 지난 뒤에 약 13
o
C의 전

기발열온도를 나타냈다(Kim et al., 2013). 그래파이트와

MWCNT를 각각 4.5wt%씩 동시 함유한 복합용액으로

용액 캐스팅법을 사용하여 폴리우레탄 나노복합체 필름

을 제조하였고, 전기적 특성 및 발열성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기저항 값은 2.79×10
1
(Ω · cm)이었고, 20V

인가전압 하에서 전기발열은 약 37
o
C를 나타냈고, 전류

는 약 0.23A임을 보고하였다(Jee et al., 2013). 탄소나노

섬유가 2.5wt% 함유된 카본블랙 20wt% 함량의 복합용

액을 sol-gel법으로 실리카 매트릭스에 코팅하였고 이를

300
o
C/5h와 400

o
C/1h의 조건으로 열처리하였다. 전자의

경우, 전기저항은 2807±6(Ω · cm)이었고, 20V 인가전압

하에서 전기발열은 약 62
o
C를 나타냈다. 후자의 경우, 전

기저항은 906±17(Ω · cm), 전기발열은 약 37
o
C, 전류는

0.035A를 나타냈다(Enriquez et al., 2014).

기존 연구에서는 탄소나노복합체의 전기적 특성 즉,

전기저항과 전기발열온도는 탄소계 재료의 함량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고, 탄소나노복합체의 제조법과 후처

리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탄소재료를 기

반으로 한 탄소나노복합체의 제조와 특성분석이 연구

되었으나, 직물에 적용하여 전기발열이 가능한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기발열온

도 특성을 갖는 적극적인 전기발열기능 소재를 제조하

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

나노섬유(carbon nanofiber, 이하 CNF)의 함량은 0, 1, 2,

4, 8, 및 16wt%,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헥사플루오

로프로필렌(polyvinylidenefluoride-hexafluoro propylene,

이하 PVDF-HFP)의 함량은 15wt%로 하여 탄소나노복

합용액을 제조한다. 제조된 탄소나노복합용액을 나이프

에지법에 따라 나일론 직물 위에 코팅하여 탄소나노복

합체 코팅직물을 제조하고, 둘째, 제조된 탄소나노복합

체 코팅직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면특성, 표

면저항 특성을 평가한 후, 셋째, 탄소나노복합체 코팅직

물에 5~20V 전압을 인가하여 직물발열체의 전기발열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실 험

1. 제조

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CNFs(Pyrograf III, Pyrograf Pro-

ducts, Inc., USA)는 PR-24-XT-HHT(Batch Information:

PS 1392 Box 5 HT 183)를 사용하였다. PVDF-HFP(SO

LEF 21508, Solvay Co. Ltd.)는 칩상이며, 밀도는 1.78g/cm
3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용매로는 아세톤(Jensei chemi-

cal Co. Ltd., Japan)을 사용하였다. 코팅에 사용한 직물은

나일론 직물(Sombe Co. Ltd., Korea)이고, 두께 0.1mm,

무게 0.075g/cm
2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Table 1). 나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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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은 15cm×15cm의 크기로 준비하였고, 코팅에 사용

하기 전까지 실온에서 데시게이터 내에 보관하였다.

2) 탄소나노복합용액의 제조

탄소나노복합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조성에 따라 계산

된 양의 PVDF-HFP를 아세톤에 넣고, 90분 동안 교반시

켜 15wt% 함량의 PVDF-HFP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

한 PVDF-HFP 용액에 PVDF-HFP 중량의 0, 1, 2, 4, 8,

및 16wt%에 해당하는 중량의 CNFs를 첨가하여 1주일

간 교반하였다. 용액 내 CNFs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디지털 핫플레이트 교반기(MSH-20D, Daihan Sci-

entific, Korea)와 디지털 쉐이커(SHO-1D, Daihan Scien-

tific, Korea)로 약 1개월 동안 교반하였고, 초음파세척기

(Power sonic 410, HST. Co. Ltd., Korea)로 25
o
C에서 약

24시간 동안 분산과정을 거쳤다.

3)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제조

미처리 직물은 코팅을 하지 않은 나일론 직물이고, 6개

의 코팅직물과 비교하기 위한 직물이다.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을 제조하기 위해 나일론 직물의 안쪽

면에 탄소나노복합용액을 나이프에지법에 따라 용액 캐

스팅 방법으로 코팅하였다. 15cm×15cm의 나일론 직물

에 10ml 함량의 탄소나노복합용액을 코팅하였고, 코팅

직물의 두께는 0.2mm로 고정하였다. 이 때 코팅직물의

무게 증가분은 0, 1, 2, 4, 8, 및 16wt% 함량에 따라 102.8,

101.7, 105.2, 103.0, 89.1 및 63.5%로 나타났다. 이후 24시

간 동안 실온에서 건조하였고, 특성분석 측정에 사용하

기 전까지 실온에서 데시게이터 내에 보관하였다.

2. 특성

1) 표면특성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표면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Feild Emission Scanning Elec-

tron Microscope, 이하 FE-SEM, JSM-6700F, Joel, Japan)

을 이용하여 각각 300배, 5,000배, 10,000배의 배율로 관

찰하였다. 코팅직물은 2회 플라즈마 금 코팅 후 사용하

였다.

2) 표면저항 특성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표면저항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표면저항 측정기(Worksurface tester, Mo-

del ST-4, Simco, Japan)를 이용하여 표준모드로 측정하

였고, 샘플당 5회 측정하였다. 이 테스터는 전도성 병렬

탐침 사이에 10V 또는 100V DC의 전압공급원이 내장

되어 있고, 10~1mA의 전류를 전달하여 전압을 공급하

였으며, 표면저항을 결정하는 전류를 측정한 후, 탐침

사이의 저항은 <Eq. 1>을 사용하여 테스터에서 바로 계

산하였다.

..... Eq. 1.

이 때, R=저항(Ω/sq), V=전압(V), I=전류(mA)이다. 시

험편 표면에 낮은 저항의 고무커버 탐침(10
-2

/cm 또는

이하)이 부착되어, 표준전압(10V 또는 100V)이 내부 보

호저항을 통해 시험편 표면에 부가된다. [시작]버튼을

눌러 측정을 시작하였고, OUT에 노란 불이 들어온 후

저항 값을 읽어주었다. 저항 값의 소수점 이하 지수 값

은 실제 값으로 변환시켜 사용하였다.

3) 전기발열 특성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전기발열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전기발열 측정

장치(User's Manual of CPS-2450B, 2006)를 사용하였

다. <Fig. 1>에 시험장치와 샘플의 측면형태 및 전극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즉, 직류전원 공급장치(CPS-2450B,

CHUNGPAEMT. Co. Ltd., Korea)가 연결된 발열패드 클

램핑 장치(DongWoo Int. Ltd., Korea)에 시험편의 양 끝

을 고정시킨 후, 시험편의 표면온도를 적외선열화상카

메라(FLIR i5, FLIR Systems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전원을 끈 상태에서 DC 전압조절기

를 반시계방향으로 최소로 돌려놓고, 전원 스위치를 켜

DC 전압을 조정하면서 전압을 인가하였다. 한쪽은 DC

출력 터미널에 출력 코드를 연결하고 다른 한 쪽은 발열

패드 클램핑 장치의 터미널에 연결하여 전원 스위치로

코팅직물에 전압을 인가하였고, 이때 5, 10, 15, 및 20V

의 전압을 사용하였다(Jee et al., 2013). 0~90초간 30초

R
V

I
---=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s

Composition (%) Weave
Density (threads/5cm)

Weight (g/cm
2
) Surface resistance (Ω/sq)

warp weft

nylon 100 plain 200 200 0.075 7.9 ×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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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적외선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여 직물표면의

전기발열온도를 측정하였으며,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

팅직물을 3개씩 측정하였다. 이 때 샘플의 크기는 12cm

×12cm이며, 측정 시 환경의 온도는 20±1
o
C, 습도는 40%

를 유지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표면특성

<Fig. 2>는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표면사

진을 나타낸 것이다. 코팅을 하지 않은 미처리 직물과

0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에서 나일론 직물의 조직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나노섬유가 첨가된 1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의 전체적인 표면사진을 통해, 직

물 위에 표면이 거친 막이 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탄소나노섬유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코팅된 직물은

굵은 입자의 분포가 증가하였고 표면은 거칠게 나타났

다. 탄소나노섬유의 함량이 8wt%로 코팅된 경우에는 직

물표면이 더욱 거칠어지고, 탄소나노섬유가 긴 줄기모

양으로 엉킨 것이 보였으며, 16wt%로 코팅된 경우 그 엉

킴 현상이 증가하였다. 즉, 탄소나노섬유의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코팅직물의 표면은 거칠어졌고, 엉킨 상태의

탄소나노섬유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2.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표면저항 특성

<Fig. 3>은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표면저

항을 나타낸 것이다. <Fig. 4>와 같이 일반적으로 재료의

표면저항 값에 따라 특징 및 용도를 분류할 수 있다. 표

면저항 값이 10
12
이거나 이상인 경우는 플라스틱군으

로 분류되고, 10
10
에서 10

12
인 경우 대전 방지성 재료로

분류된다. 표면저항 값이 10
6
에서 10

12
인 경우, 제전성

을 띄게 되고, 10
1
에서 10

6 
인 경우, 전도성을 띄며, 10

1

에서 10
4
인 경우, 전자파 차폐성을 가진다. 금속의 경우

10
-1
에서 10

-5
의 표면저항을 나타내는 양호한 전도체로

구분된다(Mohammed & Uttandaraman, 2009).

미처리 직물의 표면저항은 7.9×10
11

(Ω/sq)로 대전 방

지성을 가지는 직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VDF-HFP

복합용액 코팅직물과 1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의

표면저항은 각각 4.3×10
12

(Ω/sq), 3.8×10
12

(Ω/sq)로 나타

나 플라스틱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전기적 특성을 띄

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의 표면저항은 10
5
(Ω/

sq)이었고, 이때부터 전도성 재료가 되어 전기적 성질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wt% 탄소나노섬유 코팅

직물의 표면저항은 1.6×10
3
(Ω/sq)이었고, 전자파 차폐성

을 가지고, 8wt%와 16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의 표

면저항은 10
3
(Ω/sq) 이하를 나타내어 전기적 특성이 향

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전기발열 특성

<Fig. 5>는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에 5V, 10V,

15V 및 20V의 전압을 인가하여, 90초 동안 30초 간격

으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다. 이 때, 탄소

Fig. 1. Test setup to measure samples temperature (a) and sample's geometry and electrode placeme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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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rphology of nylon fabrics coated the CNFs/PVDF-HFP composite solutions with various CNF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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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유의 함량이 1, 2, 4wt%인 코팅직물의 경우, 인가

전압 전과 후의 온도차를 비교해보면 그 값은 ±1.6
o
C로

미미한 편이었으므로, 결과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5V의 인가전압에서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표면사진을 확인해 보면, 8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

은 0.03A의 전류가 흘렀고, 16wt% 탄소나노섬유 코팅

직물은 0.08A의 전류가 흘렀다. 그러므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8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에서부터 발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V의 전압을 인가한 후,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

직물의 표면사진을 확인해볼 때, 8wt% 탄소나노섬유 코

팅직물은 0.06A의 전류가 흘렀고, 16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은 0.17A의 전류가 흘렀다. 코팅직물의 초기온

도는 21.9
o
C였고, 인가전압 후 8wt% 탄소나노섬유 코팅

직물은 25.8
o
C, 16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은 37.1

o
C

까지 상승하였다. Graphite와 MWNT가 각각 4.5wt% 함

유된 탄소나노복합체의 전기발열성능을 평가한 Jee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10V 인가전압 하에서 발열온도

는 약 25
o
C였다. MWNT가 25wt% 함유된 탄소나노복합

체의 전기발열 특성을 보고한 Lee et al.(2010)의 연구에

서는 10V 인가전압 하에서 발열온도는 약 22
o
C를 나타

냈다. 그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8wt% 탄소나노섬유 코

팅직물의 발열온도는 25.8
o
C, 16wt% 탄소나노섬유 코

팅직물의 발열온도는 37.1
o
C로 동일한 인가전압 하에서

더 높은 전기발열온도를 나타내어 전기적 특성이 우수

한 직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V의 인가전압을 준 경우,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

팅직물의 표면사진을 확인을 해보면, 코팅직물의 표면

온도는 8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의 경우 31.6
o
C를,

16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의 경우 56.0
o
C를 나타냈

다. 전류 값은 각각 0.10A, 0.26A를 나타냈다. 이는 Jee

et al.(2013)와 Lee et al.(2010)의 탄소나노복합체의 전

기발열 측정실험 시 30V 인가전압에서 50
o
C 이내로 나

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인가전압이 낮아도 더 높은 발

열온도와 전류 값을 나타내었음을 확인하였다.

20V 인가전압 하에서의 표면사진을 보면, 탄소나노

복합체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Jee et al., 2013;

Lee et al., 2010)와 비교해 보면, 20V 인가전압 하에서

Graphite와 MWNT가 각각 4.5wt% 함유된 탄소나노복

합체의 발열온도는 약 37
o
C였고, MWNT가 25wt% 함유

된 탄소나노복합체의 발열온도는 약 35
o
C를 나타냈다.

그에 비해 본 연구에 사용된 8wt% 탄소나노섬유 코팅

직물은 39.4
o
C의 발열온도를 나타냈고, 16wt% 탄소나

노섬유 코팅직물은 89.1
o
C의 발열온도를 나타내어 2배

이상의 온도차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탄소

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전기적 특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인가전압별

전기발열 특성을 <Fig. 6>−<Fig. 7>에 정리하였다. 즉 5,

10, 15, 및 20V 인가전압 하에서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 중 8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의 발열 시

최고온도는 23.1, 25.3, 31.6, 39.4
o
C였으며, 16wt% 탄소

Fig. 3. Surface resistance properties of nylon fabrics

that coated the CNFs/PVDF-HFP composite so-

lutions with various CNFs content.

Fig. 4. Classification of materials according to sur-

face resistivity and application ranges.

From Mohammed and Uttandaraman. (200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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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mages of surface temperatures applied to different voltages of nylon fabrics coated the CNFs/PVDF-HFP

composite solutions with 8wt% and 16wt% CNF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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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유 코팅직물의 최고온도는 24.1, 37.1, 56.0, 89.1
o
C

로 증가하였다. 인가전압에 따라 탄소나노섬유의 함량

이 증가할수록 전기발열온도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전압에 따른 탄소나노섬유 함량별 코팅직물의

전류흐름은 8wt%와 16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에

서 나타났다. 8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의 최대전류

값은 0.03A, 0.06A, 0.10A, 0.13A로 증가하였고, 16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의 경우 0.08A, 0.17A, 0.26A,

0.35A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전류가 흐르는 8wt%

와 16wt% 탄소나노섬유 코팅직물의 전기발열온도가 높

게 나타났고, 전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발열온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가전압에 따라 직물의 발열온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데, 이는 전류의 값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직물 코팅 시 탄소나노섬유 복합재의 분산

정도가 불균일한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탄소

나노섬유부분에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장의 크기나 방향

성을 갖게 되므로, 전류의 흐름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

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Fig. 8>은 탄소나노섬유복합체 코팅직물의 전기발열

Fig. 6. Electric heating temperature changes of ny-

lon fabrics coated CNFs/PVDF-HFP composite

solutions with various CNFs content.

Fig. 7. Current-dependent temperature of nylon fab-

rics coated the CNFs/PVDF-HFP composite so-

lutions with various CNFs content.

Fig. 8. Mechanism of electrical heating elements of CNFs/PVDF-HFP composite coated nylon fabrics (a) and

morphology of heating plat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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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기

발열은 자유전자의 흐름 중 방향을 상쇄하였을 때 무질

서 열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Xin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제작된 탄소나노섬유복합체

코팅직물에 전압을 걸어주면, 탄소나노섬유복합체가 퍼

콜레이션 상태로 분산되어 있는 영역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때 탄소나노섬유 분산영역은 등방성구조를 나

타내므로 인가 전압 시 자유전자가 흐를 때 방향성 없이

무질서하게 됨으로써, 코팅직물의 표면에 열이 발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탄소나노섬유와 PVDF-HFP로 제조한 탄

소나노복합용액을 나이프에지법을 이용하여 나일론 직

물에 코팅하고 물성을 평가하여, 탄소나노복합체 코팅

직물을 전기발열기능 소재에 적용하기 위한 자료로 제

시하고자 하였다. 탄소나노섬유와 PVDF-HFP가 탄소나

노복합용액 내에 균일하게 분산되고, 적극적으로 전기

발열하는 직물발열체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법을 규명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나노복합체 코팅직물을 제조하

여 직물발열체의 표면특성 및 전기적 특성을 중심으로

물성을 평가하였다.

1. 탄소나노복합체 코팅직물 제조 시 탄소나노복합체

제조법 중 전기발열 특성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방법

은 나이프에지법이었다. 15wt%의 PVDF-HFP 고분자

용액에 각각 탄소나노섬유 0wt%, 1wt%, 2wt%, 4wt%,

8wt%, 16wt%를 첨가하여 탄소나노섬유가 균일하게 분

산된 탄소나노복합용액이 제조되었다. 탄소나노복합용

액으로 나이프에지법을 이용하여 전기발열온도가 높은

직물발열체가 제조되었다.

2. 탄소나노복합체 코팅직물이 의류용 직물발열체로

적용되기 위한 직물로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제조된

탄소나노복합체 코팅직물의 표면특성, 표면저항 특성을

평가하였다. 표면특성을 분석한 결과, 탄소나노섬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나노섬유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직물의 코팅이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나노복합체의 표면저항 특성을 측정한 결과, 탄소나노

섬유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였고 코팅

직물의 전기적 특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탄소나노섬유 함량을 각각 0, 1, 2, 4, 8, 16wt%로

한 탄소나노복합용액으로 탄소나노복합체 코팅직물을

제조하고 인가전압에 따른 전기발열 특성을 살펴본 결

과, 20V의 전압을 90초 정도 인가한 후 N8직물은 39.4
o
C,

N16직물은 89.1
o
C의 발열온도를 나타내었다. 표면발열

온도는 탄소나노섬유의 함량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때 탄소나노섬유의 함량을 8wt% 및 16wt%로 제조한

탄소나노복합체 코팅직물은 각각 0.13A, 0.35A의 전류

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탄소나노복합체를 이용한 의류용

직물발열체는 강인하면서 높은 발열을 하기 때문에 전

압이 인가되는 전극에 따라 발열을 하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전기발열기능성 소재로 활용되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의류용 직물발열온도범위는 35~50
o
C이

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코팅직물은 최고 89
o
C를 나타

내었으므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탄소나

노복합체를 이용한 의류용 직물발열체는 극한 작업환경,

활동성이 강한 겨울 스포츠, 해양용 안전복 및 혹한 기

후 속에서 군사 훈련 등에 적합한 의류에 적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신체적 변화가 많은 노인이나 환자 등

의 특수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발열이 요구되는 환

경에서 적극적인 발열을 할 수 있는 전기발열기능성 텍

스타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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