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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보다 소형으로도 더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는 전자 기기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전자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전자 기기의 부품들 역시 집적화되어 고출력, 고용량화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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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자 기기의 집적화에 따라 구동 시 발생하는 단

위 면적당 열량 또한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어 기기 수

명이 줄어든다[1,2]. 따라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소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폴리이미드 막은 1000 ℃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 시 탄소 구조를 

형성하며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기 때문에 열전도 고분자 소재로서 각

광받아왔다[3]. 또한, 폴리이미드 막에 전도성 탄소 재료를 첨가할 경

우, 기존의 폴리이미드 소재보다 더 우수한 열전도도를 나타낼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폴리이미드 막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탄소계 첨가제에는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의 초전도성 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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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폴리이미드(polyimide; PI) 막(film)의 열전도도를 향상시켜 그 응용성을 확대하고자, 정전기 방전법을 
이용하여 흑연봉으로부터 그래핀을 제조하고 제조된 그래핀을 첨가하여 폴리아믹산(polyamic acid; PAA) 전구체로부
터 200 µm두께의 폴리이미드 기반 열전도 막을 제조하였다. 정전기 방전 기법으로 생산된 그래핀은 라만, XPS, TEM 
등을 이용하여 물성을 평가하였다. 제조된 그래핀은 라만 스펙트럼 분석 결과 ID/IG 값이 0.138이며, XPS 분석 결과 
C/O 비율이 24.91로 구조적, 표면화학적으로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흑연 박리 그래핀의 첨가량에 따라 폴
리이미드 막의 열전도도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래핀 함량을 40% 초과 시에는 폴리이미드 막을 제조할 
수 없었다. 그래핀을 폴리아믹산 중량 대비40 wt% 첨가하여 제조된 폴리이미드 막의 열원반(hot disk) 열전도도는 51 
W/mK를 나타내었으며, 순수한 폴리이미드 막의 열전도도(1.9 W/mK)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정전기 방전 
기법으로 제조된 박리 그래핀의 우수한 물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 thermally conductive 200 µm thick polyimide-based film was made from a polyamic acid (PAA) precursor containing gra-
phene prepared from graphite rod using an electrostatic discharge method in order to improve the thermal conductivity and 
expand the applicability of polyimide (PI) film. Properties of graphene produced by electrostatic discharge were measured 
by Raman spect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s a result of Raman 
spectrum and XPS analyses of as-prepared graphene, the ID/IG ratio was 0.138 and C/O value was 24.91 which are excellent 
structural and surface chemical properties. Moreover, thermal conductivities of polyimide films increased exponentially accord-
ing to graphene contents but when the graphene content exceeded 40%, the polyimide film could not maintain its shape. The 
thermal conductivity of carbonized PI film made from PAA containing 40 wt% of graphene was 51 W/mK which is greatly 
enhanced from the pristine carbonized PI film (1.9 W/mK). This result could be originated from superior properties of gra-
phene prepared from the electrostatic discharge method.

Keywords: Thermal conductivity, Electrostatic discharge, Graphene, Polyimid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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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있으며, 그중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며, 폴리이미드 표면 탄소 구

조의 공극을 보강할 수 있는 그래핀이 첨가된 폴리이미드 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8]. 그래핀은 흑연에서 박리되어 이차

원 육각 망면 구조를 형성하면서도 흑연과 비교하여 망면 층의 개수

가 10개 이하로 현저히 적다. 그래핀은 이러한 구조 덕분에 높은 열 

및 전기 전도성을 가지며, 높은 기계적 강도를 보인다[9-13]. 최근, 열
전도도가 우수한 그래핀을 폴리이미드 막에 첨가하여 열전도도를 향

상시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7,8]. 그래핀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 주로 Hummer’s method를 통하여 산화 그래핀(GO)을 제조하고, 이
를 환원시켜 환원된 산화 그래핀(rGO)을 만드는 방법이 사용된다

[14,15]. 그러나 Hummer’s method는 그 과정에서 유해 가스가 발생하

며,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 제조 시 탄소 구조에 결함이 발생하여 성

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폴리이미드 막에 Hummer’s method
를 통하여 제조된 산화 그래핀과 이를 열환원 시킨 환원된 산화 그래

핀을 약 10% 첨가한 막의 열전도도는 그래핀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 

폴리이미드 막에 비하여 각각 2.46, 2.81배 상승하였다[16,17]. 이는 

그래핀의 우수한 물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결과이며, Hummer’s 
method를 통하여 산화 그래핀을 제조할 시 도입된 산소 작용기를 환

원시켜도 표면에 발생한 결함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그래핀 및 산화 그래핀의 응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래핀 표면에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박리법을 통하여 그래핀

을 제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그래핀의 화학적 박리를 대체하기 위하여 그래핀을 흑

연으로부터 전기화학적으로 박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18]. 이와 더불어 최근, 전기화학적으로 박리한 그래핀의 대

량생산화의 가능성도 최근 제시되어왔다[19,20]. 그래핀의 전기화학

적 박리는 화학적 박리와 비교하여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며, 유해 가

스의 생성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이중 전기화학적 박리법을 응용한 정

전기 방전 기법을 응용한 그래핀을 생산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이러한 정전기 방전을 통한 박리 기법은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전해질 표면에서 흑연으로부터 그래핀을 박리하는 기법으로 간편하

고 빠르게 일반적인 전기화학적 박리보다 원료 흑연의 우수한 물성을 

유지하는 그래핀을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1]. 또한 그 원료로서 폐 흑연을 이용할 수 있어 환경 및 경제적 이

점이 있으며, 다양한 응용 사례를 통하여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22,23]. 그러나 정전기 방전으로부터 제조된 그래핀을 첨가하여 폴리

이미드 막을 제조하고 그 특성을 고찰한 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전기 방전 기법을 이용하여 흑연봉으로부터 

그래핀을 전기화학적으로 박리하였으며, 그 구조적, 화학적 특성을 평

가하였다. 또한 박리된 그래핀을 폴리아믹산과 복합화하여 막을 제작

한 후, 열처리하여 그래핀이 첨가된 폴리이미드 막을 제작하여 그래

핀 첨가에 따른 열전도 성능을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그래핀의 원료 물질로 흑연 봉(99.999%, 직경 3 mm, 길이 150 mm, 
Aldich, USA)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기 화학적 박리를 위한 전해질로

서는 수산화나트륨(NaOH, 98%, Samchun chemical, Korea)을 사용하

였다. 또한 폴리이미드 막의 전구체로서 폴리아믹산(polyamic acid, 
15~16% NMP (n-methyl-2-pyrrolidone) 용액, Sigma-aldrich, USA) 용액

을 사용하였다.

Figure 1. Scheme of producing PAA derived carbonized PI film and 
graphene added PAA derived carbonized PI film.

2.2. 그래핀의 제조

그래핀을 제조하기 위하여 흑연 봉으로부터 4 M의 수산화나트륨 

전해질 하에서 정전기 방전(스파크 방전)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박리

를 실시하였다. 이때 직류전류기인 IT 6721 (ITECH, Taiwan) 장비에 

텅스텐 전극봉(99.95%)을 +극에, 흑연 봉을 -극에 연결하고 텅스텐 전

극봉을 전해질에 넣은 후 60 V, 1.5 A의 전기를 흘려주며 전해질과 

흑연 봉이 접촉한 부분에서 정전기 방전을 실시하였다[21-23]. 이렇게 

흑연봉에서 박리된 그래핀은 감압 여과하여 수득하였으며, 잔류 수산

화나트륨이 그래핀에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 

후 건조되었다.

2.3. 그래핀이 첨가된 폴리이미드 막의 제조

정전기 방전으로 제조된 그래핀을 폴리아믹산 무게 대비 0, 10, 20, 
30, 40 wt%로 각각 첨가하였으며, 이때 폴리아믹산과 그래핀의 총 무

게는 0.5 g으로 고정하였다. 폴리아믹산과 그래핀은 고속 공/자전 혼

합장치(ARE-310, Thinky corporation, Japan)를 이용하여 2000 rpm에

서 약 10 min간 혼합하여 슬러리 형태로 만든다. 이후 폴리아믹산-그
래핀 슬러리를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이형 필름 위에서 Dr. blade를 이용하여 200 µm 두께로 제막하

고, 70 ℃의 오븐에서 6 h 동안 건조하였다. 이때, 그래핀의 폴리아믹

산 대비 무게 분율이 50% 이상의 조건에서는 건조 후 슬러리가 막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40 wt%까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건조된 그

래핀이 첨가된 폴리아믹산 막은 질소 분위기 하에서 1 ℃/min의 속도

로 승온하여 250 ℃에서 2 h 동안 이미드화 반응을 진행시켰다. 이미

드화가 완료된 막은 불활성 분위기에서 5 ℃/min의 속도로 승온하여 

1000 ℃에서 2 h 동안 탄화되었다. 제조된 막은 폴리아믹산에 첨가된 

그래핀 함량에 따라 각각 G0, G10, G20, G30, G40이라 명명하였다. 
상기 그래핀의 박리부터 폴리이미드 막의 제조까지 실험의 개략적 과

정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2.4. 특성분석

박리된 그래핀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라만 분광 분석기(LabRAM 
HR-800, HORIBA, Japan), 300 kV의 투과 전자 현미경(Tecnai G2 
F30, FEI, USA)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래핀의 표면 화학 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X선 광전자 분광기(K-alpha+, Thermofisher, USA)와 

적외선 분광기(ALPHA-P, Bruker, USA)를 사용하였다. 그래핀이 첨가

된 폴리이미드 막의 표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계방출형 주사전

자 현미경(S-4800, Hitachi, Japan)을 사용하였으며, 폴리이미드 막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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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Raman spectrum of graphite, (b) Raman 2D peak of graphi-
te, (c) Raman spectrum of graphene, (d) Raman 2D peak of graphene.

기전도도는 사중 극점 면저항 측정기(FPP-20K, DASOL ENG, Kore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막의 면내 열전도 특성은 열원반법(TPS-3500, 
Hot Disk, USA)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Kapton 7577 indicator
를 통하여 폴리이미드 막에 3 W의 전력을 8 s간 인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흑연으로부터 박리된 그래핀의 구조적 특성

원료 흑연봉으로부터 박리된 그래핀의 물성 평가를 위하여 그래핀

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전기 방전을 통하여 박리된 그래핀

과 원료 흑연의 라만 분광법 측정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의 (a)와 (c)는 각각 원료 흑연과 그래핀의 750 cm-1에서 3250 
cm-1 범위의 라만 분광법 측정 결과이며, 이때 조사된 레이저의 파장

은 514 nm이다. Figure 2의 (a)와 (c)에서 1580.73 및 1582.12 cm-1의 

피크는 탄소의 sp2 혼성 결합으로 인한 탄소 구조의 면내 성장 정도를 

나타내고 G 피크라고 불린다. 또한, 1357.56 및 1349.85 cm-1의 피크

는 탄소 구조의 면내 혹은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결함을 나타내며 D 
피크라 불린다[24,25]. D 피크와 G 피크의 상대적인 값인 ID/IG 값은, 
흑연 구조의 면 성장 정도와, 면내 결함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

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원료 흑연의 경우 ID/IG 값이 0.095로, 통상적으

로 우수한 흑연의 물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박리된 그래핀의 경우, 
ID/IG 값이 0.138로, 박리 과정에서 인가한 전력 때문에 흑연 면내 결

함이 발생하여 원료 흑연보다는 다소 높은 값을 가지지만, Hummer’s 
method를 통하여 화학적으로 합성된 후 하이드라진으로 12 h 동안 환

원된 그래핀(0.96) 혹은, 통상적인 전기 화학적 박리로 준비된 그래핀

(0.63)보다는 확연히 뛰어난 물성을 지닌다[20,26].
또한, Figure 2의 (b)와 (d)의 2726.29와 2710.48 cm-1의 2D 피크를 

통하여 원료 흑연 대비 그래핀의 박리된 구조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2D 피크의 구성 성분의 상대적 세기를 비교하여 흑연과 그래핀의 기

준을 나눌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흑연은 2D2 피크의 세기가 2D1 피크

의 세기보다 강하며, 더 적은 층의 그래핀으로 박리됨에 따라 2D2 피크

의 면적이 감소하고, 2D1 피크의 면적이 증가한다[27-29]. Figure 2의 

(b)는 원료 흑연의 2D 피크를 분할한 이미지이며, 2D2 피크의 세기가 

2D1 피크의 세기보다 강한 전형적인 흑연의 2D 피크의 양상을 보인

다. 그리고 Figure 2의 (d)는 박리된 그래핀의 2D 피크를 피크 분할한 

Figure 3. TEM images of (a) graphite and (b) graphene.

Figure 4. (a) XPS survey spectra of graphite and graphene, (b) XPS 
C1s peaks of graphite and graphene, (c) XPS O1s peaks of graphite and
graphene, (d) FT-IR spectra of graphite and graphene.

이미지로, 2D2 피크의 면적보다 2D1 피크의 면적이 커져 정전기 방전

을 통하여 흑연의 박리가 이루어져 그래핀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흑연과 그래핀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투과 전자 현미경 

이미지를 촬영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의 (a)는 흑연의 

TEM 이미지이며, 적층 구조를 가지는 흑연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ure 3의 (b)는 박리된 흑연의 TEM 이미지이며, 박리 

전 적층 구조를 가지는 원료 흑연으로부터 얇은 그래핀의 형태로 박

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층 두께가 얇아 흑연에 비하

여 투명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분석을 통하여 

정전기적 방전을 통하여 흑연으로부터 그래핀으로의 박리가 잘 이루

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3.2. 흑연봉으로부터 박리된 그래핀의 표면 화학 특성

흑연봉으로부터 박리된 그래핀의 표면 화학 성분을 XPS 장비에서 

Al Kα의 X선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4의 (a)와 

같이 나타내었다. 제조된 그래핀의 경우 결합에너지가 1072, 976, 533, 
497, 284 eV 부근에서 피크가 관찰되며, 이는 각각 Na1s, O KLL, 
O1s, Na KLL, C1s 피크인 것으로 판단된다[30,31]. 반면 흑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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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284 eV 부근의 O1s, C1s 피크만이 검출되었다. 그래핀의 Na1s 
피크로부터 전해질로 사용된 수산화나트륨에서 유래한 나트륨이 수

세 후에도 극미량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O1s 및 O KLL 피크의 

강도로부터 박리된 그래핀이 흑연보다 상대적으로 더 산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핀의 표면 C/O 비율은 그래핀의 표면이 얼마나 산화되었는지

에 대한 지표로 사용되며, 그래핀 표면에 도입된 이종 원소는 일반적

으로 불순물로 작용하여 그래핀의 전기 및 열전도도를 감소시키는 원

인이 되므로 C/O 비율을 통하여 그래핀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다. 흑
연의 경우, C/O 비율이 44.87로 매우 높은데, 이는 흑연이 일반적으로 

2500 ℃ 이상의 고온에서 열처리되어 제조되기 때문이다. 반면 그래

핀의 경우 C/O 비율이 24.91로, 흑연에 비하여 산화되었음을 알 수 있

지만, Hummers’ method로 화학적으로 박리된 후 하이드라진을 통하

여 환원된 그래핀(10.3)이나, 일반적인 전기화학적 박리에 의하여 박

리된 그래핀(19.37)의 경우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32,33]. 따라서 정전기적 방전을 통하여 그래핀을 박리할 시, 다른 

박리법 대비 불순물이 적은 순도가 높은 그래핀을 박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Figure 4의 (b)와 (c)는 각각 흑연과 그래핀의 C1s와 O1s 코어 레벨

을 피크 분할한 결과이다. 그래핀 표면에 존재하는 산소 작용기 중 탄

소와 이중결합을 이루는 카복실기, 퀴논기 같은 경우, 탄소 육각망면 

구조에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34]. 또한 그렇게 형성된 결함으로 

인하여 그래핀의 열 및 전기 전도도와 기계적 강도가 감소할 수 있어 

탄소와 이중결합을 하는 산소 작용기의 도입을 지양하여야 한다. Fi- 
gure 4 (b)에서 흑연과 그래핀의 C1s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흑연을 

그래핀으로 박리하면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나타내는 286.5 eV 부근

의 하이드록실 및 에폭시기, 287.6 eV에서 퀴논 및 카복실기, 288.9 
eV의 카복실기 피크의 상대적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탄소 간의 결합을 나타내는 284.5 eV 부근의 sp2 혼성 결합을 하는 

탄소 피크와 비교하여 상대적 세기가 작아 산소 작용기 중 어느 작용

기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졌는지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4의 (c)를 통하여 흑연과 그래핀의 O1s 피크를 분

석한 결과, 530.7 eV 부근의 퀴논과 531.8 eV 부근의 탄소 산소 이중

결합 피크 대비 532.8 eV 부근의 탄소 산소 단일결합 피크의 상대적 

세기가 강해져, 그래핀 박리 시 도입된 산소 작용기가 대부분 탄소와 

단일 결합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35]. 따라서 그래핀의 면내 결함 

발생이 적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 결과는 그래핀이 라만 분광 분석 결

과 낮은 ID/IG 값을 갖는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Figure 4의 (d)는 흑연과 그래핀의 FT-IR 측정 결과이다. 흑연의 경

우 작용기가 거의 없어 특징적인 피크가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흑

연의 IR 스펙트럼을 보인다[34]. 또한 그래핀의 경우, 화학적으로 박

리된 후 환원된 그래핀과 달리 흑연처럼 특성 피크를 구분하기 여려

운데, 이는 정전기 방전을 통하여 박리된 그래핀의 산소 함량이 현저

히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XPS 분석 결과 그래핀이 

높은 C/O 비율을 가지는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3. 그래핀이 첨가된 폴리이미드 막의 표면 형태 분석

그래핀이 첨가된 폴리이미드 막의 표면을 전계방출형 주사전자 현

미경을 이용하여 5 kV의 가속 전압으로 분석하여 Figure 5와 같이 나

타내었다. 탄소와 고분자가 복합화된 재료의 경우 하나의 SEM 이미

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명도가 어두운 지역은 전기 저항이 큰 고분자가 
존재하는 지역이며, 상대적으로 밝은 지역은 전도성 탄소 소재가 존

Figure 5. Surface morphology of (a) G0, (b) G10, (c) G20, (d) G30, 
(e) G40.

재하는 지역이라 구분할 수 있다[37]. Figure 5의 (a)는 순수한 폴리이

미드 막인 G0의 표면으로, 전체적으로 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의 (b)는 폴리아믹산의 무게 대비 

10%의 그래핀이 첨가된 G10 막의 표면으로, 상대적으로 어두운 면 

위에 밝은 알갱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대적으로 밝은 

알갱이들이 폴리이미드 보다 전도성이 높은 그래핀이 뭉쳐져 있는 지

역으로 판단된다. Figure 5의 (c)에서 그래핀이 20% 첨가된 G20의 경

우, 밝은 알갱이들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ure 5의 (d)에서 상대적으로 밝은 지역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통하여, 그래핀 뭉치들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Figure 5의 (e)에서는 이미지 전체가 균일한 명

도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하여 폴리이미드 막 표면에 균일한 그래핀 도

메인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3.4. 그래핀이 첨가된 폴리이미드 막의 열전도도 및 표면 전기저항

그래핀이 첨가된 폴리이미드 막의 표면 전기저항을 분석하여 Figure 
6의 (a)에 나타내었다. 그래핀이 첨가되지 않은 G0의 경우 0.47 Ω/m2

의 표면 전기 저항을 나타내었으며, G10, G20, G30, G40의 표면 저항

은 각각 0.31, 0.26, 0.2, 0.13 Ω/m2으로, 그래핀의 첨가량이 많아질수

록 표면 저항이 감소하였다. 이는 전기 전도성이 큰 그래핀의 무게분

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 저항이 감소하는 추이

를 보면, 그래핀 함량이 0%에서 10%로 증가함에 따라 표면 저항이 

약 34% 감소하였으며, 10%에서 20%, 20%에서 30%로 증가할 때 각

각 약 16, 2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그래핀 함량이 0%
에서 10%로 증가하였을 때 표면 저항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도성 그래핀의 첨가로 인하여 전기 저항이 

급격히 낮아졌으나, 그래핀 함량이 30%가 될 때까지 그래핀 사이의 

네트워크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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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Surface resistance of graphene containing carbonized PI 
film, (b) thermal conductivity of graphene containing carbonized PI film.

G40에서 전기 저항이 35% 감소하는데, 이는 그래핀 첨가량 40%를 기

점으로 폴리이미드 막의 표면에 그래핀 도메인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5의 SEM 분석 결과와 일치하

는 경향을 보인다. G40의 표면 전기 저항은 G0 대비 약 72%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Figure 6의 (b)는 G0, G10, G20, G30, G40의 열전도도 측정 결과이

다. 순수한 폴리이미드 막인 G0의 경우 1.9 W/mK의 열전도도를 나타

내었으며, G10, G20, G30, G40의 경우 각각 7.4, 9.4, 10.6, 50.9 W/mK
의 열전도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그래핀 함량이 0%에서 

10%로 증가하면, 열전도도가 약 3.9배 증가하는데, 이는 열전도도가 

높은 그래핀의 첨가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이는 Hummer’s method
를 통하여 제조한 산화 그래핀 및 환원된 산화 그래핀을 폴리 이미드 

막과 약 10%의 무게비로 복합화하였을 때의 열전도도 상승률(각각 약 
2.5, 2.8배)보다 뛰어난 수치이다[16,17]. 또한 그래핀 함량이 10%에서 

20%, 20%에서 30%로 증가하면 열전도도는 각각 약 1.3배, 1.1배 증

가하는데, 이는 그래핀 함량이 늘어나며 열전도도가 향상되지만 그래

핀 간 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
면 그래핀 함량이 30%에서 40%로 증가하면 열전도도가 4.8배 증가하

는데, 이는 그래핀 함량 40%를 기점으로 그래핀 간 열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G40에서 폴리이미드 막 표

면에 그래핀 도메인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G40의 SEM 분석 결과

와 일치하며, 폴리이미드 막의 표면 전기저항 측정 결과와 비슷한 양

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정전기 방전을 통하여 흑연으로부터 박리

된 그래핀을 첨가하여 제작한 폴리이미드 막의 경우 순수 폴리이미드 

막 대비 열전도도가 26.8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4. 결    론

폴리이미드 막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전기 방전 기법

을 이용하여 흑연봉으로부터 그래핀을 박리한 후 이를 폴리아믹산과 

복합화한 후 폴리이미드 막을 제조하였다. 정전기 방전법을 통하여 

박리된 그래핀의 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성평가를 진행하였다. 라
만 분광법과 투과 전자 현미경을 통하여 그래핀이 흑연으로부터 박리

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였으며, 라만 분광법을 통하여 얻은 ID/IG 값
(0.138)과, XPS 분석을 통하여 얻은 C/O 값(24.91)을 통하여 기존의 

그래핀의 화학적, 전기화학적 생산 방법 대비 우수한 물성의 그래핀

이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래핀 함량에 따른 폴리이미드 

막의 표면 SEM 이미지를 통하여 폴리이미드 막 표면에서 그래핀 도

메인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핀이 첨가된 폴리이미드 

막의 표면 전기저항은 그래핀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순수 폴리

이미드 막 대비 최대 72% 감소하였다. 폴리이미드 막의 열전도도는 

그래핀이 첨가됨에 따라 증가하다가 폴리이미드 막 표면에 그래핀 도

메인이 형성된 G40에서 순수 폴리이미드 막 대비 26.8배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전기 방전 기법을 통하여 우수한 물성의 그래핀

을 제조할 수 있으며, 이를 기존의 폴리이미드 열전도 재료에 첨가하

여 재료의 열전도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    사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석유계 피

치를 활용한 600 W/mK급 방열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개발: 10077710)
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S. Chen, Q. Wang, M. Zhang, R. Huang, Y. Huang, J. Tang, and 
J. Liu, Scalable production of thick graphene film for next gen-
eration thermal management application, Carbon, 167, 270-277 
(2020).

2. P. Kumar, F. Shahzad, S. Yu, S. M. Hong, Y.-H. Kim, and C. M. 
Koo, Large-area reduced graphene oxide thin film with excellent 
thermal conductivity and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ef-
fectiveness, Carbon, 94, 494-500 (2015).

3. C. Chevigny, F. Dalmas, E. Di Cola, D. Gigmes, D. Bertin, F. 
Boué and J. Jestin, Polymer-grafted-nanoparticles nanocomposites: 
Dispersion, grafted chain conformation, and rheological behavior, 
Macromolecules, 44, 122-133 (2011).

4. Y. Guo, K. Ruan, X. Yang, T. Ma, J. Kong, N. Wu, J. Zhang, J. 
Gu, and Z. Guo, Constructing fully carbon-based fillers with a hi-
erarchical structure to fabricate highly thermally conductive poly-
imide nanocomposites, J. Mater. Chem. C, 7, 7035-7044 (2019).

5. Q. Jiang, X. Wang, Y. Zhu, D. Hui, and Y. Qiu, Mechanical, elec-
tr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aligned carbon nanotube/polyimide 
composites, Compos. B Eng., 56, 408-412 (2014).

6. F. Zhang, Y. Feng, M. Qin, L. Gao, Z. Li, F. Zhao, Z. Zhang, F. 
Lv, and W. Feng, Stress controllability in thermal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3D elastic graphene‐crosslinked carbon nanotube 
sponge/polyimide nanocomposite, Adv. Funct. Mater., 29, 1901383 
(2019).

7. H. Li, S. Dai, J. Miao, X. Wu, N. Chandrasekharan, H. Qiu, and 
J. Yang, Enhanced thermal conductivity of graphene/polyimide hy-
brid film via a novel “molecular welding” strategy, Carbon, 126, 
319-327 (2018).

8. Y. Guo, G. Xu, X. Yang, K. Ruan, T. Ma, Q. Zhang, J. Gu, Y. 
Wu, H. Liu, and Z. Guo, Significantly enhanced and precisely 
modeled thermal conductivity in polyimide nanocomposites with 
chemically modified graphene via in situ polymerization and elec-
trospinning-hot press technology, J. Mater. Chem. C, 6, 3004-3015, 
(2018).

9. D. G. Papageorgiou, I. A. Kinloch, and R. Young, Mechanical 
properties of graphene and graphene-based nanocomposites, Prog. 
Mater. Sci., 90, 75-127 (2017).

10. I. A. Ovid’Ko, Mechanical properties of graphene, Rev. Adv. Mater. 
Sci., 34, 1-11 (2013).

11. A. C. Neto, F. Guinea, N. M. Peres, K. S. Novoselov, and A. K. 
Geim, The electronic properties of graphene, Rev. Mod. Phys, 81, 
109 (2009).

12. A. A. Balandin, Thermal properties of graphene and nanostructured 



148 임채훈⋅김경훈⋅안동해⋅이영석

공업화학, 제 32 권 제 2 호, 2021

carbon materials, Nat. Mater., 10, 569-581 (2011).
13. K. M. Shahil, and A. A. Balandin, Thermal properties of graphene 

and multilayer graphene: Applications in thermal interface materi-
als, Solid State Commun., 152, 1331-1340 (2012).

14. J. Chen, B. Yao, C. Li, and G. Shi, An improved Hummers method 
for eco-friendly synthesis of graphene oxide, Carbon, 64, 225-229 
(2013).

15. S. N. Alam, N. Sharma, and L. Kumar, Synthesis of graphene oxide 
(GO) by modified hummers method and its thermal reduction to 
obtain reduced graphene oxide (rGO), Graphene, 6, 1-18 (2017).

16. I. H. Tseng, J. C. Chang, S. L. Huang, and M. H. Tsai, Enhanced 
thermal conductivity and dimensional stability of flexible polyimide 
nanocomposite film by addition of functionalized graphene oxide, 
Polym. Int., 62, 827-835 (2013).

17. S. Wei, Q. Yu, Z. Fan, S. Liu, Z. Chi, X. Chen, Y. Zhang, and 
J. Xu, Fabricating high thermal conductivity rGO/polyimide nano-
composite films via a freeze-drying approach, RSC Adv., 8, 22169- 
22176 (2018).

18. C.-Y. Su, A.-Y. Lu, Y. Xu, F.-R. Chen, A. N. Khlobystov, and 
L.-J. Li, High-quality thin graphene films from fast electrochemical 
exfoliation, ACS Nano, 5, 2332-2339 (2011).

19. Y. J. Kwon, Y. Kwon, H. S. Park, and J. U. Lee, Mass‐produced 
electrochemically exfoliated graphene for ultrahigh thermally con-
ductive paper using a multimetal electrode system, Adv. Mater. 
Int., 6, 1900095 (2019).

20. S. Lim, J. H. Han, H. W. Kang, J. U. Lee, and W. Lee, Preparation 
of electrochemically exfoliated graphene sheets using DC switching 
voltages, Carbon Lett., 30, 409-416 (2020).

21. D. Van Thanh, L.-J. Li, C.-W. Chu, P.-J. Yen, and K.-H. Wei, 
Plasma-assisted electrochemical exfoliation of graphite for rapid pro-
duction of graphene sheets, RSC Adv., 4, 6946-6949 (2014).

22. A. S. Kotkin, V. K. Kochergin, E. N. Kabachkov, Y. M. Shulga, 
A. S. Lobach, R. A. Manzhos, and A. G. Krivenko, One-step plas-
ma electrochemical synthesis and oxygen electrocatalysis of nano-
composite of few-layer graphene structures with cobalt oxides, 
Mater. Today Energy, 17, 100459 (2020).

23. D. Van Thanh, H.-C. Chen, L.-J. Li, C.-W. Chu, and K.-H. Wei, 
Plasma electrolysis allows the facile and efficient production of 
graphite oxide from recycled graphite, RSC Adv., 3, 17402-17410 
(2013).

24. F. Tuinstra and J. L. Koenig, Raman spectrum of graphite, J. 
Chem. Phys., 53, 1126-1130 (1970).

25. S. Reich and C. Thomsen, Raman spectroscopy of graphite, Philos. 
Trans. R. Soc. A, 362, 2271-2288 (2004).

26. V. Sreeja, G. Vinitha, R. Reshmi, E. Anila, and M. K. Jayaraj, 
Effect of reduction time on third order optical nonlinearity of re-
duced graphene oxide, Opt. Mater., 66, 460-468 (2017).

27. C. Vacacela Gomez, T. Tene, M. Guevara, G. Tubon Usca, D. 
Colcha, H. Brito, R. Molina, S. Bellucci, and A. Tavolaro, Pre- 
paration of few-layer graphene dispersions from hydrothermally 
expanded graphite, Appl. Sci., 9, 2539 (2019).

28. A. C. Ferrari, J. Meyer, V. Scardaci, C. Casiraghi, M. Lazzeri, F. 
Mauri, S. Piscanec, D. Jiang, K. Novoselov, and S. J. P. r. l. Roth, 

Raman spectrum of graphene and graphene layers, Phys. Rev. Lett., 
97, 187401 (2006).

29. Y. Hao, Y. Wang, L. Wang, Z. Ni, Z. Wang, R. Wang, C. K. Koo, 
Z. Shen, and J. T. Thong, Probing layer number and stacking order 
of few‐layer graphene by Raman spectroscopy, Small, 6, 195-200 
(2010).

30. V. Koissin, T. Bor, Ž. Kotanjac, L. Lefferts, L. Warnet, and R. 
Akkerman, Carbon nanofibers grown on large woven cloths: Mor- 
phology and properties of growth, C Journal of Carbon Research, 
2, 19 (2016).

31. N. Díaz Silva, B. Valdez Salas, N. Nedev, M. Curiel Alvarez, J. 
M. Bastidas Rull, R. Zlatev, and M. Stoytcheva, Synthesis of car-
bon nanofibers with maghemite via a modified sol-gel technique, 
J. Nanomater., 2017, 10 (2017).

32. S. Pei and H. M. Cheng, The reduction of graphene oxide, 
Carbon, 50, 3210-3228 (2012).

33. S. Stankovich, D. A. Dikin, R. D. Piner, K. A. Kohlhaas, A. 
Kleinhammes, Y. Jia, Y. Wu, S. T. Nguyen, and R. S. Ruoff, Syn- 
thesis of graphene-based nanosheets via chemical reduction of ex-
foliated graphite oxide, Carbon, 45, 1558-1565 (2007).

34. Y. C. G. Kwan, G. M. Ng, and C. H. A. Huan, Identification of 
functional groups and determination of carboxyl formation temper-
ature in graphene oxide using the XPS O 1s spectrum, Thin Solid 
Films, 590, 40-48 (2015).

35. N. Díez, A. Śliwak, S. Gryglewicz, B. Grzyb, and G. Gryglewicz, 
Enhanced reduction of graphene oxide by high-pressure hydro-
thermal treatment, RSC Adv., 5, 81831-81837 (2015).

36. C. Manoratne, S. Rosa, and I. R. M. Kottegoda, XRD-HTA, UV 
visible, FTIR and SEM interpretation of reduced graphene oxide 
synthesized from high purity vein graphite, Mat. Sci. Res. India, 
14, 19-30 (2017).

37. J. Loos, A. Alexeev, N. Grossiord, C. E. Koning, and O. Regev, 
Visualization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 (SWNT) networks in 
conductive polystyrene nanocomposites by charge contrast imag-
ing, Ultramicroscopy, 104, 160-167 (2005).

Authors
Chaehun Lim; Master Course, 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201502629@o.cnu.ac.kr

Kyung Hoon Kim; Ph.D., 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Institute of Carbon Fusion Technology (InCF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kyd2432@cnu.ac.kr

Donghae An; Ph.D. Course, 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adh8255@cnu.ac.kr

Young-Seak Lee, Professor, 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Institute of Carbon Fusion Technology (InCF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youngslee@c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