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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세 민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에 뛰어난 열전도 특성을 가지는
카본나노튜브와 질화알루미늄을 보강재로 도입하고, 안정적인 열 흐름
통로의 형성을 위해 코어쉘 구조를 가지는 방열 고분자 복합재료를
제조하고 제조 방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질화알루미늄
파우더 코팅 층의 두께에 따른 복합재료의 열전도도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아세톤을 사용하여 에폭시 레진의 농도를 조절하며
코어쉘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그 결과, 에폭시 레진과 아세톤의 중량
비율이 1:0.2 인 조건에서 가장 높은 열전도도 향상률을 확인하였으며,
약 19 wt%의 질화알루미늄 함량을 확인하였다. 폴리페닐렌설파이드/
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를 용융 블렌드 방식과 코어쉘 제조
방식으로 각각 제조하였다. FE-SEM, EDS, 열전도성 분석, 열 중량 분석,
공극률 분석, 기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 제조 방식에 따른 복합재료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한 복합재료에 비해,
동량의 열전도성 보강재가 함유된 코어쉘 복합재료에서 열전도도 값이
2.5 배 이상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가장 열전도도 향상률이 높은
복합재료는 카본나노튜브를 2 wt% 함유한 코어쉘 복합재료로 나타났다.
카본나노튜브가

유발할

수

있는

전자의

전도를

전기

절연성의

질화알루미늄 코팅 층이 효과적으로 차단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
저항 미터기를 사용하여 복합재료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코어쉘
복합재료는 모두 10-8 S/cm 이하의 전기 전도도 값을 나타냈고, 용융
블렌드 방식으로 제조한 복합재료는 모두 10-8 S/cm 이상의 전기 전도도
값을 나타내어 코어쉘 복합재료가 전기 절연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폴리페닐렌설파이드, 카본나노튜브, 질화알루미늄, 코어쉘 구조,
열전도성, 전기 절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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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연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1,2]. 또한,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 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3]. 이러한 차세대 자동차는
배터리 및 자율 주행과 관련한 수많은 전자 장치를 장착함으로써 공차
중량 증가와 발열 문제가 불가피하다[4]. IT 기기, EV 배터리 등 분야에서도
기기의 소형화와 다기능화에 따른 부품의 고집적화 현상이 기기 내부의
발열량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한다[5]. 발열 문제는 전자기기 고장 원인의
55 %를 차지하며, 전자기기의 내구성 보증 및 수명 향상을 위해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시키기 위한 경량 방열 소재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
기존 방열 소재로서 열전도도가 우수한 금속 및 세라믹 소재가 주로
이용되었으나, 중량이 무겁고 제조 단가가 높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를 개발 및 응용하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7,8]. 특히, 뛰어난 물성을 가지며, 금속 소재와 비견할 만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9]. 그러나,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고분자 재료의 특성상 0.1~0.4 W/mK 수준의
낮은 열전도도 값을 가져[10], 방열 소재로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9].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본나노튜브[11–13],
그래파이트[14,15],

그래핀[16]과

같은

탄소

소재와

질화붕소[17],

질화알루미늄[17], 알루미나[18]와 같은 세라믹 소재를 열전도성 보강재로
사용하여 향상된 열전도도의 방열 고분자 복합재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

(PPS)

매트릭스에

열전도성

보강재로서 카본나노튜브 (MWCNTs)와 질화알루미늄 (AlN)을 사용하여
복합화한 방열 고분자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폴리페닐렌설파이드는
열가소성의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 하나로, 280 C 의 높은 녹는점
(Tm)을 가지며 열 안정성 및 내열성이 뛰어나며, 우수한 기계적 특성, 치수
안정성, 내화학성을 가진다. 하지만, 0.30 W/mK 가량의 낮은 열전도도를
갖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열전도성의 카본나노튜브와
질화알루미늄을 보강재로 사용하였다[9]. 카본나노튜브는 3000 W/mK
이상의 높은 열전도도 값을 가지고, 무게가 가벼운 장점이 있으나, 전기
전도도가 높아 누설 전류에 치명적인 전자 기기 소재로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19,20]. 질화알루미늄은 부식 저항성과 뛰어난 전기 절연성을
갖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열전도도와 중량이 무거워 복합소재를 무겁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21].
카본나노튜브의 뛰어난 열전도 특성과 질화알루미늄의 전기 절연
특성을 이용하여 복합재료에 높은 열전도도 및 전기 절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저함량 보강재 사용으로 경량성을 가진 방열 고분자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코어쉘 제조 방식[22]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용융

블렌딩

방식으로

제조한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

복합재료를 펠렛화 한 후, 펠렛 표면에 에폭시 레진의 접착 특성을
이용하여 질화알루미늄 코팅 층을 도입하고, 핫 프레싱하여 필름 형태의
코어쉘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본 연구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가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로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1 W/mK 이상의
열전도도 및 전자 기기 부품 소재의 신뢰성 부합 조건인 10−8 S/cm
이하의 전기 전도도를 갖는 복합재료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며 복합재료의
제조 방식과 내부 구조가 복합재료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9,10,14].

2

제 2 장 문헌 연구

2.1 고분자 복합재료

복합재료는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소재가 본래의 물리∙화학적 상을
유지하며 계면을 가지도록 조합된 재료를 일컬으며, 각각의 소재를 단독
활용할 때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미시적이고 균일하게 혼합된 합금은 복합재료라고 하지 않고, 구성 소재
간

거시적인

계면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복합재료라

칭한다[23].

복합재료는 기계적 강성, 부식 저항성, 전기적 특성, 열적 특성, 내화학성
등 목표하는 물성에 따라 복합재료의 구성 성분인 매트릭스 (Matrix)와
보강재 (reinforcement, filler)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24].
사용한

매트릭스의

종류에

따라

고분자

복합재료

(polymer

matrix

composites), 금속 복합재료 (metal matrix composites), 세라믹 복합재료
(ceramic matrix composites)으로 분류된다. 복합재료는 사용한 보강재의
분산상 (dispersed phase)에 따라 입자 강화 복합재료 (particle reinforced
composites), 섬유 강화 복합재료 (fiber reinforced composites), 구조 복합재료
(structural composites)로 구분할 수 있다[25]. 이에 따른 분류를 Figure 1 에
나타내었다.
고분자 복합재료는 고분자 매트릭스의 종류에 따라 열가소성 고분자
복합재료 (thermoplastic composites)와 열경화성 고분자 복합재료 (thermoset
composites)로 나뉜다. 열가소성 고분자에서 고분자 사슬을 이루는 분자 간
상호작용은 수소 결합과 같은 이차 결합 및 반데르발스 힘 및 분자간 힘이
작용하여 Figure 2 (a)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 열이 가해지는 경우 분자 간
이차 결합 및 분자간 힘은 일시적으로 끊어지고, 다시 상온으로 돌아오면
3

복구되어 새로운 형태의 고체 형태를 형성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열가소성 고분자 재료는 고온에서의 유연한 구조 (heat softened)를 이용한
열 성형 또는 용융 후 재 성형 (reshaped) 할 수 있어 가공성이 뛰어나다.
반면, 열경화성 고분자에서 고분자 사슬을 이루는 분자가 중합 시
화학적으로 가교 되고 Figure 2 (b)와 같은 3 차원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경화 이후에는 가열하여도 용융되지 않아 재가공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가공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26].

4

Figure 1. Classification of composite materials according to dispersed phase.[25]

５

Figure 2. Schematic illustration of (a) thermoplastic polymer and (b) thermoset polymer.

６

2.2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
전자 부품의 효율적인 열 분산과 경량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열전도
특성이 뛰어나고 밀도가 낮은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고분자 복합재료에서 열 전도는 재료 내에서 열 전달
매개체인 포논 (Phonon)이 원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격자 진동을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27].

고분자

복합재료

내에서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면 사이 열 저항에 의한 포논 산란 (Phonon
scattering)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그 종류에는 포논-포논 산란, 경계 산란,
결함 및 불순물 산란이 있다[28]. 복합재료에서 열전도성 보강재를 통한 열
전달 경로 (heat transfer pathway)는 포논 입자의 산란을 저해하고 쉽게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열 전달 경로의
형성은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전도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강재로 인하여 형성된 열 전달 경로는 Figure 3 과 같다.
하지만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에 매트릭스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대체로
Table 1 와 같이 0.11~0.44 W/mK 의 낮은 수준의 열전도도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결정성 플라스틱이 비결정성 플라스틱에 비해 열전도도 값이
비교적 높다[29,30]. 고분자 매트릭스의 낮은 열전도 특성을 보완하고자
질화붕소

(boron

Nitride)[31],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32],

질화알루미늄(aluminum nitride)[33] 등의 세라믹 보강재와 카본나노튜브
(carbon nanotube)[34], 그래파이트 (graphite)[35] 등의 탄소계 보강재를
열전도성 보강재로 충진함으로서 열전도도를 향상시킨 연구가 진행되었다.
열전도성 보강재의 열전도도 값은 Table 2 에 나타내었다[29].

７

Figure 3. Schematic diagrams of polymer composites: (a) without inter-filler network; (b) with inter-filler networks.

８

Table 1. Thermal conductivities of various polymers.[30]
Thermal conductivity at 25°C

Materials

(W/mK)

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Polypropylene (PP)
Polystyrene (PS)
Polymethylmethacrylate (PMMA)
Nylon-6 (PA6)
Nylon-6.6 (PA66)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oly(butylene terephthalate) PBT
Polycarbonate (PC)
Poly(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ABS)
Polyetheretherketone (PEEK)
Poly(phenylene sulfide) (PPS)
Polysulfone (PSU)
Polyphenylsulfone (PPSU)
Polyvinylidene chloride (PVC)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Poly(ethylene vinyl acetate) (EVA)
Polyimide (PI)
Poly(dimethylsiloxane) (PDMS)
Epoxy resin

0.30
0.44
0.11
0.14
0.21
0.25
0.26
0.15
0.29
0.20
0.33
0.25
0.28
0.22
0.35
0.19
0.19
0.27
0.34
0.11
0.25
0.26

９

Table. 2 Thermal conductivities of thermally conductive fillers.[29]
Materials

Thermal conductivity at 25°C
(W/mK)

Aluminum (Al)
Gold (Au)
Silver (Ag)
Copper (Cu)
Nickel (Ni)
Iron (Fe)
PAN-based carbon fiber
Pitch-based carbon fiber
Graphite
Graphene
Carbon black
Carbon nanotubes
Diamond
Aluminum Nitride (AIN)
Boron Nitride (BN)
Silicon Carbide (SiC)
Aluminum Oxide (Al2O3)
Silicon nitride (Si3N4)
Silica (SiO2)
Calcium oxide (CaO)
Tungsten (W)
Molybdenum (Mo)

239
345
429
483
158
63
8-70
140-1100
100-400
5000
6-174
2000-6000
5000
317
280
270
28
302
32
15
15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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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분자 매트릭스
2.3.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범용 플라스틱은 경량성, 내부식성, 전기 절연성 등의 특징과 가공에
용이한 장점으로 금속, 목재 등 기존 재료의 대체재로 활용되어 왔으나
낮은 내열 온도와 기계적 강도로 인해 자동차, 항공우주, 기계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36]. 이에 따라 100 ℃ 이상의
내열 온도, 49.0 MPa 이상의 인장 강도, 2.4 GPa 이상의 굴곡탄성률을 가져
고기능성 플라스틱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ngineering plastic, EP)이
개발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150 ℃ 이상의 내열 온도를 가지는
플라스틱을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super-engineering plastic, SEP)이라
일컫는다[37].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물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넓은 온도 범위 내에서 기계적 강도, 내화학성, 내후성,
내열성, 난연성 등이 우수하여 금속 및 세라믹 소재를 대체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 소재로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8,39].
플라스틱의 범주를 Figure 4 에 나타내었다[39].

2.3.2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폴리페닐렌설파이드 (poly(phenylene sulfide), PPS)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열 안정성, 내화학성, 난연성이 뛰어난
약 65 %의 결정화도를 가지는 반결정성 방향족 열가소성 고분자 물질이다.
폴리페닐렌설파이드는 벤젠 고리와 황 사이가 단일 결합되어 있는
단량체를 가지는 사슬 구조를 가지며, 벤젠 고리의 반복적인 구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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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85 ℃의 높은 녹는점 (Tm) 을 가진다. 그리고 벤젠 고리와 황 사이의
유연한 결합으로 인해 약 84 ℃의 비교적 낮은 유리전이온도 (Tg)를
가지며, 질소 조건 아래 약 500 ℃의 온도에서 벤젠 고리와 황 사이의
단일 결합이 끊어지면서 열 분해가 일어나므로 내열성이 뛰어나다[40].
그러나 폴리페닐렌설파이드는 취성(brittleness)을 가져 내충격 강도가 낮고
고분자 특성에 의해 0.28 W/mk 의 낮은 열전도도 값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이

제한적이다[11].

따라서

폴리페닐렌설파이드 단독 사용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 분야에 요구되는
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강재를 첨가하여 복합재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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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lassification of various polymer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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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강재
고분자 복합재료의 보강재는 고분자 매트릭스를 단독 사용하는 경우보다
기계적 강도, 내마모성, 열적 특성, 피로 수명 등의 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첨가하는 재료를 말한다. 첨가하는 보강재의 화학적 성질, 입자
크기, 구조 특성, 형상 등에 따라 제조되는 복합재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하는 특성을 가지는 고분자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적합한

보강재를

선택해야

한다[43,44].

본

연구에서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에 열전도성 향상과 전기 절연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카본나노튜브와 질화알루미늄을 보강재로 채택하였다.

2.4.1 카본나노튜브
카본나노튜브 (carbon nanotube)는 1991 년 Iijima 에 의해 처음 발견된
물질로,

속이

비어있고

둥글게

말린

튜브형

구조를

가진다[45].

카본나노튜브는 튜브를 구성하는 그래핀 시트(Graphene sheet)의 개수에
따라 단일벽 카본나노튜브(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CNTs)와 다중벽
카본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CNTs)로

나뉜다.

카본나노튜브의 벽을 이루는 그래핀 시트는 하나의 탄소 원자가 다른
3 개의 탄소 원자와 결합한 sp2 혼성 구조를 가지고, 균일 격자 구조
(uniform lattice)를 이룬다. 또한, 카본나노튜브의 종횡비(aspect ratio)는
1.32×108 정도로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카본나노튜브는 3000 W/mk
이상의 뛰어난 열 전도 특성을 가지며, 비전도성 플라스틱에 열전도도
향상을

위한

열전도성

보강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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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20,46,47]. 그러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카본나노튜브는 겹친
오비탈(overlapped orbitals)을 가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약 107 S/cm 로
높다[48].

따라서

방열

고분자

복합재료에

카본나노튜브가

열전도성

보강재로 첨가될 경우 카본나노튜브의 뛰어난 전기 전도 특성으로 인한
누설 전류(electron leakage)가 발생되어 기기의 오작동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카본나노튜브가 전자 기기 분야에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될 수
있다. 고분자 자체의 전기 절연 특성을 유지하면서 뛰어난 열 전도 특성을
위해 탄소 소재를 열전도성 보강재로 사용하고자 다양한 방식이 많이
연구되었다[21].

전기

절연성의

세라믹

보강재와

바이너리

필러

시스템(binary filler system) 형성[49], 탄소 소재의 형태학적 조절 (morphology
control)[50], 탄소 소재의 표면을 절연 물질로 코팅하는 방법[51] 등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시도되었지만, 대부분 열전도성 보강재의 고함량 조건에서
뛰어난 전기 절연 특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2.4.2 질화알루미늄
질화알루미늄 (aluminum nitride, AlN)은 Wurtzite 결정 형태를 가지는
세라믹계 소재이다. 질화알루미늄은 약 317 W/mk 의 열전도도 값과 10¹⁴
Ω∙cm 의 체적 저항률 값을 가져 열전도 특성과 동시에 전기 절연 특성이
요구되는 고신뢰성 방열 소재에 최적의 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52]. 또한,
질화알루미늄은 세라믹계 소재 중에서도 높은 기계적 강도 및 경도,
뛰어난 부식 저항성, 높은 가공 온도 등의 특성을 가지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53]. 그러나, 질화알루미늄은 약 3.26 의 비중을 가져 고분자
복합재료에 보강재로서 첨가될 경우 재료의 중량을 증가시켜 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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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화 도모를 어렵게 하는 한계가 있다. 질화알루미늄과 같은 비중이 큰
세라믹계 열전도성 보강재를 사용하여 경량 고분자 방열 복합소재를
개발하고자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으나 대부분 소재에 높은 수준의
열전도성과 동시에 경량성을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1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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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분자 복합재료 제조 방법
일반적인 고분자 복합재료 제조 시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서 보강재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말 혼합법 (powder mixing method), 용액
혼합법 (solution mixing method) 및 용융 혼합법 (melt mixing method)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56]. 분말 혼합법은 고분자 매트릭스 분말과 보강재 분말을
혼합한 후, 압축 성형 (compression molding) 방법을 통해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복합재료의 공극(pore) 발생 가능성이 높아 소재의
열전도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
제조 방식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57]. 용액 혼합법은 고분자
매트릭스를 용매에 용해시켜 용액을 제조하고 그 용액에 보강재를 첨가한
후, 용매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유독한 유기 용매가 사용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문제점과

용매에

녹지

않는

고분자

매트릭스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용융 혼합법은 고분자
매트릭스의 용융점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고분자 매트릭스와 보강재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공정이 단순하여 경제적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58].
높은 수준의 열전도 특성이 요구되는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를 제조함에
있어, 상기 언급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트릭스 내에서 열전도성
보강재가 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열전도성 보강재를 통한 열 전달 경로의
형성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범용 고분자 복합재료 제조 방식으로
제조된 방열 고분자 소재에 높은 수준의 열전도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40 wt%
이상의 높은 보강재 함량은 필수적이다. 보강재 고함량은 복합재료의
점도를 높여 가공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소재의 경량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된다[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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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재의 저함량 사용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열전도도를 가지는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를

제조하고자

보강재의

배향을

조절하여

보강재의

연속성(filler connections)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Yoo et al.
은 질화알루미늄 입자를 수직으로 배향하도록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하여
고분자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61]. Kim et al. 은 외부 자기장을 인가하여
보론나이트라이드

입자의

방향성을

조절하여 열 전달 경로

생성이

효과적으로 생성된 열전도성 고분자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62]. 그러나,
이러한 보강재의 배향 조절 방법은 전기장 및 자기장과 같은 외력(external
force)의 작용과 복잡한 가공 공정이 불가피하여 공정 비용이 높고 공정
투입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63].
본 연구에서는 보강재를 저함량으로 사용하면서 열전도성 보강재를 통해
생성되는 열 전달 경로를 구현하도록 코어쉘 제조방법(core-shell fabrication
method)으로 고분자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코어쉘 구조를 갖는 고분자
복합재료는 고분자 매트릭스를 분쇄(grinding)하여 구형 입자의 고분자
펠렛을 얻은 후, 펠렛 표면에 세라믹계 열전도성 보강재를 코팅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였다[22]. 일반적인 고분자 복합재료 제조방식인 용융
혼합법보다 코어쉘 제조방법을 적용시켰을 경우, 보강재 함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소재의 경량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열전도성 보강재의 배향을
조절하여 뛰어난 열전도 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탄소계 열전도성
보강재가 함유된 고분자 복합재료 펠렛을 코어(core)에 적용시킬 경우, 전기
절연성의 세라믹계 열전도성 보강재 코팅 층(shell) 안에 갇히게 되어
우수한 열전도 성질과 동시에 전기 절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론나이트라이드와 카본나노튜브를 열전도성 보강재로 함유한 코어쉘
복합재료를 제조한 연구가 있었으나, 10-7 ~ 10-5 S/cm 의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었고 절연 성능 기준인 10-8 S/cm 의 전기 전도도 값에 미치지 못하여
１８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자 기기 부품 소재로서 응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19]. Figure 5 에 코어쉘 복합재료 내에서 열과 전자의 흐름(heat and
electron flow)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１９

Figure 5. Schematic diagram of core-shell structured composit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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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및 시약
고분자
g/cm3)는

매트릭스로
Polyplastics

사용한
Co.,

폴리페닐렌설파이드

Ltd.,

Japan

에서

(PPS,

density=1.35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카본나노튜브는 (주)카본나노텍의 CNT Regular 제품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카본나노튜브는 90 wt% 이상의 순도와 0.04~0.08 g/cm3 의 밀도를 가지고,
5~20 nm 의 외경을 나타낸다. 질화알루미늄은 Alfa Aesar Chemicals Co., Ltd.,
USA 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사용한 질화알루미늄은 3.26 g/cm3 의
밀도를 가지며, 평균 입자 크기는 4 μm 이다.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펠렛
표면에 에폭시 레진 층 도입을 위해 사용한 diglycidyl ether of bisphenol A
(DGEBA, epoxy equivalent weight(E.E.W)=186.8 g/eq)는 국도화학의 YD-128
제품을 사용하였고, 4,4’-diaminodiphenylmethane(DDM)을 TCI, Japan 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폴리페닐렌설파이드와

카본나노튜브를

고르게

섞이게 하기 위한 초음파 처리에 용매로 사용된 에탄올은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Korea 제품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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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코어쉘 입자 제조
폴리페닐렌설파이드를 블렌더(HMF-3800SS, Hanil electric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분쇄물을 35 와 50 mesh 시험용 시브를 사용하여
300~500 μm 의 크기를 가지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펠렛을 수득하였다. 이후,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펠렛 표면에 에폭시 층을 도입하였다. 에폭시 레진을
합성하기

위하여

diglycidyl

ether

of

bisphenol

A

4,4’-

(DGEBA)와

diaminodiphenylmethane (DDM)을 당량비인 100:40 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100 °C 의 온도로 예열한 반응조에 투입하여 질소조건하에서
100 °C 온도로 15 분간 100 RPM 의 속도로 교반하였다. 혼합물에 생성된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 25 °C 의 진공오븐에서 20 분간 탈포 과정을
진행하였다. 분쇄된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펠렛을 혼합물에 침지하여 3 분간
섞어주었다. 이어서 진공 여과를 통해 에폭시 잔여물을 제거하였으며
표면에 에폭시 코팅이 된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펠렛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에폭시

코팅이

된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펠렛과

과량의

질화알루미늄을 볼텍스 믹서(C-VT, Changshin Science, Korea ) 를 이용하여
5 분간 600 RPM 의 속도로 섞어주었다. 시브(sieve)를 사용하여 잔여
질화알루미늄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질화알루미늄이

코팅된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펠렛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에폭시 코팅 단계에서
질화알루미늄 코팅 층의 두께를 조절하고자 아세톤을 사용한 에폭시 희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사용한 에폭시와 아세톤의 질량 비율은 1:0, 1:0.2, 1:0.4,
1:0.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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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 제조
본

연구에서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를

용융

혼합법 (melt mixing method)과 코어쉘 제조방법 (core-shell fabrication
method)의 두가지 방식으로 제조하였다. 우선,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한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정량한 질화알루미늄과 폴리페닐렌설파이드를 에탄올 200
ml 에 붓고, 고르게 섞기 위해 상온에서 20 분 동안 초음파 처리를 하였다.
혼합물을 필터 페이퍼로 거른 후, 진공오븐에서 120 ℃ 온도로 8 시간 동안
건조를

진행하여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혼합물을

얻었다.

혼합물을 이축 압출기 (BA-19, Bautek, Korea) 를 이용하여 용융 블렌드
하였다. 사용한 이축 압출기는 L/D ratio = 40, barrel diameter = 11 mm 이며,
Feed zone 265 ℃, zone 1 280 ℃, zone 2 300 ℃, zone 3 300 ℃, zone 4 300 ℃, zone
5 300 ℃, zone 6 300 ℃, exit die 315 ℃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유압식
핫프레스 (#2699, Carver Inc., USA)를 이용하여 285 ℃, 24 MPa 조건으로 15 분
간 용융 압착하여 1 mm 두께를 가진 필름 형태의 시편을 제조하였다.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코어쉘 복합 재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3.2 절의 방식으로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코어쉘 입자 샘플을 수득하였다. 이후, 유압식 핫프레스 (#2699, Carver Inc.,
USA)를 사용하여 285 ℃의 온도에서 24 MPa 의 압력 조건으로 15 분 간 용융
압착하여 1 mm 두께를 가진 필름 형태의 복합재료 시편을 제조하였다.
에폭시 희석 조건에 따라 구분된 시편 코드는 c-AlN(0), c-AlN(0.2), cAlN(0.4), c-AlN(0.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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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 제조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 역시 용융 혼
합법과 코어쉘 제조방법의 두가지 방식으로 제조하였다. 우선, 용융 혼합
방법으로 제조한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정량한 카본나노튜브와 질화알루미
늄 및 폴리페닐렌설파이드를 에탄올 200 ml에 붓고, 고르게 섞기 위해 상온
에서 20 분 동안 초음파 처리를 하였다. 혼합물을 필터 페이퍼로 거른 후,
진공오븐에서 120 ℃ 온도로 8 시간 동안 건조를 진행하여 폴리페닐렌설파
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혼합물을 얻었다. 혼합물을 이축 압출기
(BA-19, Bautek, Korea) 를 이용하여 용융 블렌드 하였다. 이축 압출기는 앞의
3.3 절과 동일한 온도 조건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유압식 핫프레
스 (#2699, Carver Inc., USA)를 이용하여 앞의 3.3절과 동일한 압력 및 온도
조건으로 15 분간 용융 압착하여 1 mm 두께를 가진 필름 형태의 시편을 제
조하였다.
코어쉘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폴리페닐렌설파이드/ 카본나노튜브/ 질화알
루미늄 복합재료는 Figure 6과 같이 제조하였다. 먼저, 정량한 카본나노튜브
와 폴리페닐렌설파이드를 에탄올 200 ml에 부은 다음 상온에서 20 분 동안
초음파 처리 하여 고르게 섞어주었다. 혼합물을 필터 페이퍼로 거른 후, 진
공오븐에서 120 ℃의 온도로 8 시간 동안 건조를 진행하여 카본나노튜브/폴
리페닐렌설파이드 혼합물을 얻었다. 혼합물을 이축 압출기 (BA-19, Bautek,
Korea) 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온도 조건으로 용융 블렌드 하여 복합재료
시료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복합재료 시료은 블렌더(HMF-3800SS, Ha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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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분쇄물을 35와 50 mesh 시험
용 시브를 사용하여 300~500 μm의 크기를 가지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
본나노튜브 펠렛을 수득하였다. 이후, 3.2절과 같은 방식으로 폴리페닐렌설
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코어쉘 입자 샘플을 수득하였으며, 코팅
효율이 가장 높은 에폭시와 아세톤의 질량 비율 (1:0.2) 희석 조건으로 제조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압식 핫프레스 (#2699, Carver Inc., USA)를 사용하여
위와 동일한 온도 및 압력 조건으로 15 분 간 용융 압착하여 1mm 두께를
가진 필름 형태의 복합재료 시편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시편 코드와 조성은
Table 3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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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eparation of PPS/MWCNTs/AlN core-shell fabricate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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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mposition of PPS/MWCNTs/AlN composites

Sample code

Fabrication
method

MWCNTs
(wt%)

c-C0A19

AlN (wt%)

0

c-C1A19

1
Core-shell
composites

19

c-C2A19

2

c-C3A19

3

m-C0A19

0

m-C1A19

1
Melt mixed
composites

19

m-C2A19

2

m-C3A19

3

*In all core-shell composites, coating condition of AlN is 1:0.2 weight fraction
of epoxy and acetone and the content of coated AlN is 19wt% from TGA analysis.

２７

3.5 시험 분석법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 (FE-SEM)
질화알루미늄이 코팅된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펠렛 표면 및 제조한 복합재
료 시편의 단면 구조 관찰을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FE-SEM, AURIGA,
Carl Zeiss, Germany)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백금 코팅기 (Sputter coater, EM
ACE200, Leica, Austria) 를 이용하여 시료에 10nm 두께로 백금 코팅 진행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법 (EDS-mapping)
제조한 복합재료의 표면 원소 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의 FE-SEM 장
비에 장착된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EDS) 검출기를 이용하였다. HV:5.2kV
WD:16.0mm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열 중량 분석 (TGA)
가열에 의한 복합재료의 중량 변화를 추적하여 열 분해 거동을 분석하고
자 열 중량 분석기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DSC1, Mettler Toledo,
Switzerland) 를 사용하였다. 질소조건에서 약 3mg의 시료를 10°C/분의 승온
속도로 850°C까지 가열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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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률 분석
제조한 복합재료의 공극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자식 밀도 측정기
(Electronic densimeter, MD-300S, Alfa Mirage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복합
재료의 밀도를 측정 하였다. ASTM D792 기준에 준하여 제작된 시편을 23°C
의 온도 조건에서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시험 의
뢰 기관인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에서 측정 결과값을 제공받았다. 복합재
료의 이론 밀도는 Rule of mixture 이론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측정 밀도와
이론 밀도를 대입하여 복합재료의 공극률을 아래 식 (1)으로 계산하였다[14].

𝑽𝒇 =

𝝆𝑻 −𝝆𝑴
𝝆𝑻

× 𝟏𝟎𝟎

(1)

𝑉𝑓 = Void fraction (%)
𝜌𝑇 = Theoretical composite density (g/cm3)
𝜌𝑀 = Measured composite density (g/cm3)

열전도도 측정
복합재료의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전도도 분석기 (Thermal
conductivity analyzer, TCi, C-Therm Technologies Ltd., Canada)를 사용하였다. 열
전도도 측정은 MTPS법 (Modified Transient Plane Source)으로 ASTM D7984 조
건에 준하여 제작한 시편을 25°C의 온도 조건에서 5회 반복하여 측정값을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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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도도 측정
제조한 폴리페닐렌설파이드 복합재료의 전기전도도 측정을 위하여 고
저항 미터기 (High performance resistivity meter, MCP-HT800, Mitsubishi
Chemical Analytech, Japan)를 이용하였다. 시험 탐침은 UR100을 사용하였으
며, ASTM D257에 준하여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인가 전압은 1000V 이었으
며,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기계적 성질
제조한 복합재료의 인장강도는 Universal Test Machine (UTM, GS/LRX plus,
Lloyd, Woonsocket, USA)을 사용하여 Load cell : 500N, 10mm/min 조건 하에 5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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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코어쉘 복합재료 제
조 및 특성 분석

4.1.1 형태학적 특성

에폭시 레진의 농도 별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코어쉘 입자의
형태학적 특성을 FE-SEM 으로 관찰하였다(Figure 7). 에폭시 레진의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PPS 펠렛 표면에 코팅된 질화알루미늄 양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PS 펠렛은 300~500 ㎛ 범위의 크기를 가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7 의 (a)와(b)는 표면 코팅하지 않은 PPS 펠렛이며,
매끄러운 표면을 관찰할 수 있다. Figure 7 의 (c)와(d)는 에폭시 레진을
아세톤으로 희석하지 않은 c-AlN(0) 이며, PPS 펠렛 표면에 에폭시 레진이
뭉쳐있는 모습과 코팅 두께가 과도하게 두꺼워져 전체 펠렛 크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7 의 (e)와 (f)는 c-AlN(0.2) 이며, PPS 펠렛
표면에 질화알루미늄 입자가 고르게 코팅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Figure 7 (g), (h)의 c-AlN(0.4)와 Figure 7 (i), (j)의 c-AlN(0.6)은 PPS
펠렛 표면에 부착된 질화알루미늄의 양이 크게 감소하여 코팅 효율이 좋지
못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PPS 펠렛 표면에 질화알루미늄이 잘 도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EDS atomic mapping 을 진행하였다(Figure 8). (a)는 c-AlN(0), (b)는 c-AlN(0.2),
(c)는 c-AlN(0.4), (d)는 c-AlN(0.6) 이며, Al 원소와 S 원소에 대해 표면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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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하였다. EDS 이미지에서 Al 원소가 검출된 영역은 질화알루미늄,
S 원소가 검출된 영역은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표면인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8 의 (b), (c), (d)와 달리 (a)에서 펠렛 표면에 Al 원소가 뚜렷하게
맵핑되지 않았는데, 이는 에폭시 레진의 높은 점도로 인해 질화알루미늄
입자가 에폭시 레진 안에 갇힌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8 의 (b) 에서는
PPS 펠렛 표면에 질화알루미늄이 고르게 코팅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Figure 8 의 (c), (d) 에서는 질화알루미늄 코팅 층이 잘 도입되지 않아
PPS 표면이 드러난 부분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폭시 레진의 농도 별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코어쉘 입자를
핫프레스하여 최종적으로 1 mm 두께의 필름 형태로 복합재료 시편을
제조한 후, 시편의 단면을 FE-SEM 으로 확인하였다(Figure 9).

FE-SEM

관찰을 위해 복합재료 시편을 에폭시에 마운팅 후 폴리싱 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에폭시 레진이 희석됨에 따라 질화알루미늄 코팅 층의
두께가 감소하는 모습을 Figure 9 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에폭시 레진의
희석 과정을 거치지 않은 Figure 9. (a)의 c-AlN(0) 복합재료 단면의 모습에서,
과도하게 도입된 에폭시 레진이 뭉쳐 PPS 펠렛 표면에 질화알루미늄이
고르게 코팅 되지 않은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9. (b)의 c-AlN(0.2)

복합재료에서는 핫프레스

질화알루미늄

공정을

거쳤음에도

코팅층이

유지되어 코어쉘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잘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9. (c)의 c-AlN(0.4) 복합재료에서는 코어쉘 구조는 확인이 되었으나,
(b)에 비하여 질화알루미늄 코팅층 두께가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연결이
끊겨있는 부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9. (d)에서는 큰
폭으로 질화알루미늄 코팅층 두께가 감소하였으며, 보강재의 연결 (Filler
connection) 이 형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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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질화알루미늄 코팅층의 두께에

대한

코어쉘

복합재료의

에폭시 레진의 농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EDS atomic mapping 을 진행하였으며, Al 원소와 S 원소에
대해 맵핑한 이미지는 Figure 10 에 나타내었다. EDS 이미지에서 Al 원소가
검출된

영역은

질화알루미늄

코팅층을,

S

원소가

검출된

영역은

폴리페닐렌설파이드 매트릭스 표면인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9 의 FE-SEM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에폭시

레진이

희석됨에

따라

질화알루미늄

코팅층의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0 의 (a)에서,
PPS 펠렛 표면에 질화알루미늄이 일정한 두께로 코팅 되지 않고 뭉쳐있는
형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핫프레스 과정에서 열과 압력에 의해 과도하게
도입된 에폭시 레진과 질화알루미늄이 슬립(slip)되어 이탈한 결과로 볼 수
있다.

Figure 10 의 (b)에서는 질화알루미늄이 응집되어 있는 부분이

관찰되었지만, 그 넓이는 (a)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또한, 핫프레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전도성 보강재로 사용된 질화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그물 구조와 같은 형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10. (c)의 cAlN(0.4) 복합재료에서는 코어쉘 구조는 관찰되었지만 질화알루미늄의
연결이

끊겨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d)의

c-AlN(0.6)

복합재료에서는 가장 질화알루미늄 코팅층의 두께가 얇고 보강재의 연결이
대부분 끊어진 형상을 나타내었다. Figure 7-10 의 형태학적 특성 분석 결과,
에폭시와 아세톤을 1:0.2 의 무게 분율로 사용하여 희석한 c-AlN(0.2)가 가장
질화알루미늄 코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과 보강재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잘 이어져 코어쉘 구조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３３

Figure 7. SEM images of AlN coated pellets according to epoxy concentration. (a) and (b) Neat PPS pellet, (c) and (d) c-AlN(0),
(e) and (f) c-AlN(0.2), (g) and (h) c-AlN(0.4), (i) and (j) c-Al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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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DS atomic mapping of AlN coated pellets according to epoxy
concentration. (a) c-AlN(0), (b) c-AlN(0.2), (c) c-AlN(0.4), (d) c-Al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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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composite films. according to thickness of
AlN coating. (a) c-AlN(0), (b) c-AlN(0.2), (c) c-AlN(0.4), (d) c-Al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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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DS atomic mapping of cross-section of composite films according to
thickness of AlN coating. (a) c-AlN(0), (b) c-AlN(0.2), (c) c-AlN(0.4), (d) c-Al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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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열 중량 분석

코팅 과정에서 에폭시 레진의 농도를 감소시킴에 따라 PPS 펠렛 표면에
코팅 되는 질화알루미늄의 양이 감소함을 4.1.1에서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으며, 코팅 되는 질화알루미늄의 중량을 분석하기 위해 열
중량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11에서 c-AlN(0), c-AlN(0.2), c-AlN(0.4), cAlN(0.6) 복합재료의 열 분해 거동과 함유된 질화알루미늄의 중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수 PPS 매트릭스는 열안정성이 매우 크고 최대 열분해 온도는
약 545 ℃이며, 850 ℃까지 승온 했을 때, 38.55 wt%의 잔여 중량이 측정되었
다. 반면 순수 질화알루미늄은 열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세라믹 소재 이므
로, 850 ℃까지 승온 하여도 열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중량의 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다[33]. 또한, 에폭시 레진의 열 분해 온도는 약 380 ℃ 이고, 450 ℃
전후의 온도에서 완전히 열 분해 되는 특성이 있다[64]. 따라서, c-AlN(0)
에서는 13.99 wt%, c-AlN(0.2) 에서는 4.12 wt%, c-AlN(0.4) 에서는 1.43 wt%, cAlN(0.6) 에서는 0.21 wt%의 에폭시 레진이 함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
종적으로 각 코어쉘 복합재료에 함유된 질화알루미늄의 중량은 c-AlN(0), cAlN(0.2), c-AlN(0.4), c-AlN(0.6) 순으로, 26.03 wt%, 19.12 wt%, 11.31 wt%, 6.98
wt%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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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GA thermograms of Neat PPS, raw AlN and various core-shell
composites of c-AlN(0),c-AlN(0.2),c-AlN(0.4), and c-AlN(0.6).

Table 4. Contents of AlN used for surface coating of each core-shell composite from
TGA results.

AlN content (wt%)

c-AlN(0)

c-AlN(0.2)

c-AlN(0.4)

c-AlN(0.6)

26.03

19.12

11.31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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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열 전도 특성

질화알루미늄 코팅층의 두께에 따른 코어쉘 복합재료의 열 전도 특성을
분석하고자 열전도도를 측정하여 Figure 12와 Table 5에 나타내었다. 4.1.2 의
분석 결과 얻은, 각 에폭시 레진 농도별 코어쉘 복합재료의 질화알루미늄
함량과 동일한 보강재 함량을 가지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복
합재료를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하여, 복합재료 제조 방식에 따른 열전도 특
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Code name A7, A11, A19, A26 은 질화알루미늄이 각
각 7 wt%, 11 wt%, 19 wt%, 26 wt% 함유된 복합재료를 의미한다. 모든 비교군
에서 코어쉘 복합재료가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된 복합재료보다 약 2.5배 향
상된 열전도도 값을 나타냈다. 이는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된 복합재료 내부
에서 열전도성 보강재가 분산된 형상을 가지는 반면, 코어쉘 복합재료에서
는 열전도성 보강재의 연속적인 흐름이 열 전달 경로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교군 중 열전도 향상률이 1.808배로 가장 컸던 샘
플은 A19의 코어쉘 복합재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A26 샘플보다 A19 샘플이
질화알루미늄 함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열전도 향상률이 높았던 원인은
4.1.1의 형태학적 분석 결과와 같이 질화알루미늄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그물망 구조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열전달 경로를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에폭시와 아세톤의 1:0.2 배합이 최적 질화알루미늄 코팅 조건이라
판단하여 이후 모든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코어
쉘 복합재료는 모두 에폭시를 같은 농도로 희석한 조건으로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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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rmal conductivity and enhancement ratio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fille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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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rmal conductivity values and enhancement ratio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filler contents.
Filler composition
(wt%)
Fabrication
method

Neat PPS

Melt mixed composites

0.257±0.01

Core-shell composites
Enhancement ratio

-

A7

A11

A19

A26

0.287±0.054

0.394±0.031

0.425±0.022

0.582±0.047

0.416±0.084

0.837±0.069

1.193±0.053

1.445±0.061

0.449

1.124

1.808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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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기계적 특성

질화알루미늄 코팅층의 두께가 코어쉘 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Figure 13, Table 6). 각 에폭시
레진 농도별 코어쉘 복합재료의 질화알루미늄 함량과 동일한 보강재
함량을

가지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를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하여, 복합재료 제조 방식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순수 폴리페닐렌설파이드의 인장강도 값은 68.23 MPa 로

나타났다. 코어쉘 복합재료와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된 복합재료는 모두
순수 폴리페닐렌설파이드의 인장강도 값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복합재료 내부에서 질화알루미늄 입자의 뭉치는 현상(aggregation)과 PPS
매트릭스와 보강재 간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인장강도 저하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15,44,65].

모든

샘플군에서

용융혼합법으로

제조한

복합재료보다 코어쉘 복합재료에서 인장강도가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26 의 코어쉘
복합재료에서 41.06 MPa 의 가장 낮은 인장강도 값이 측정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폭시의 높은 함유량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사용한 에폭시 레진의 인장강도는 약 43 MPa 으로, A26 의 코어쉘
복합재료가 보인 인장강도 수준과 유사하다. 또한, 4.1.3 에서 가장 높은
열전도 효율을 보였던 A19 코어쉘 복합재료의 인장강도는 51.16 MPa 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인장강도 수준인 49
MPa 와 유사한 수치이다[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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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ensile strength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various fille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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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nsile strength values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various filler contents.

Filler composition
(wt%)
Fabrication
method
Melt mixed composites
Core-shell composites

Neat PPS

68.23±2.687

A7

A11

A19

A26

60.13±3.896

57.89±6.037

55.32±2.315

44.56±7.234

55.26±7.239

54.87±8.837

51.16±10.425

41.0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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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코어쉘
복합재료 제조 및 특성 분석

4.2.1 형태학적 특성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코어쉘 입자의 형태학적
특성을 FE-SEM 으로 관찰하였다(Figure 14). 각 코어 부분(Core part) 에
카본나노튜브를 0 wt%, 1 wt%, 2 wt%, 3 wt%으로 함유량을 다르게 하였으며,
질화알루미늄 코팅 과정에서 가장 효율이 좋았던 1:0.2 의 에폭시/ 아세톤
배합 조건으로 에폭시 레진을 희석하여 제조하였다. Figure 14 의 (a)에서
질화알루미늄 코팅 진행 전 1 wt% 카본나노튜브/PPS 펠렛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b)에서는 펠렛 표면 겉으로 드러난 카본나노튜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4. (c)에서는 질화알루미늄이 고르게 도입된 cC1A19 코어쉘 입자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d)에서는 질화알루미늄
입자간 뭉친 현상(aggregation)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c-C2A19 코어쉘 입자의 EDS atomic mapping 을 진행하였다(Figure
15). (a)는 SEM 이미지를, (b)는 Al 원소 맵핑 이미지를, (c)는 S 원소 맵핑
이미지를, (d)는 C 원소 맵핑 이미지이다. EDS 이미지에서 Al 원소가 검출된
영역은 질화알루미늄, S 원소가 검출된 영역은 폴리페닐렌설파이드의 구성
성분에서 기인하였다. 앞서 4.1.1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카보나노튜브/PPS
펠렛 표면에 질화알루미늄 코팅층이 잘 도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5 의 (d)에서 C 원소가 검출된 지역은 샘플을 부착한 카본테이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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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의 제조 방식에 따른 형태학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코어쉘 복합재료와 동일한
보강재

함량을

가지는

복합재료를

용융혼합법으로

제조하였다.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코어쉘 복합재료를 1mm
두께의 필름 형태의 시편으로 제조한 후, 단면을 FE-SEM 과 EDS atomic
mapping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Figure 16). Figure 16 A-(a)의 m-C2A19
단면에서 고분자 매트릭스에 질화알루미늄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형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16 A-(b)에서는 c-C2A19 복합재료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핫프레스를 진행했음에도 보강재인 질화알루미늄이 잘
연결되어있는 코어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6 A-(d)에서는 cC2A19 의 코어 부분을 나타내고있으며, 함유된 카본나노튜브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Al 과 S 원소를 매핑한 이미지인 Figure 16 B 의 (a)와 (b)를
비교하였을 때, 제조 방식에 따라 보강재의 분산 정도가 달라 형태학적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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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Particle morphological SEM images of MWCNTs/PPS composite
pellets before and after AlN coating. (a) and (b) low and high magnification image of
ground MWCNTs/PPS pellets, (c) and (d) low and high magnification image of cC1A19 pel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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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Morphological image and EDS atomic mapping of c-C2A19 pellets. (a)
is SEM image. (b) is Al atomic mapping image. (c) is S atomic mapping image. (d)
is C atomic mapp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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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composite films. (a) m-C2A19
composite film, (b)-(d) low and high magnification image of c-C2A19 composite film.
(d) core part of c-C2A19 composite film. (B) EDS atomic mapping of cross-section
of composite films. (a) m-C2A19 composite film (b) c-C2A19 composite film.

５０

4.2.2 열 중량 분석

폴리페닐렌설파이드

/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코어쉘

복합재료는

1:0.2 의 에폭시/아세톤 배합 조건으로 고정하여 질화알루미늄 코팅을
진행하였다. c-C0A19, c-C1A19, c-C2A19, c-C3A19 복합재료에서 열분해
거동과 코팅된 질화알루미늄의 중량을 분석하기 위해 열 중량 분석을
진행하였다(Figure 17, Table7). 순수 카본나노튜브와 질화알루미늄은 열
안정성이 매우 큰 물질이므로[31,34], 850 ℃까지 승온 하여도 열 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중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순수

폴리페닐렌설파이드는 최대 열분해 온도는 약 545 ℃으로, 850 ℃까지 승온
했을 때, 38.55 wt%의 잔여 중량이 측정되었다. 에폭시 레진의 열 분해
온도는 약 380 ℃, 450 ℃ 전후의 온도에서 완전히 열 분해 되는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코어쉘 복합재료는 앞서 4.1.2 에서
분석했던 c-AlN(0.2)와 유사하게 약 4 wt%의 에폭시 함량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각 코어쉘 복합재료에 함유된 질화알루미늄의
중량은 c-C0A19, c-C1A19, c-C2A19, c-C3A19 순으로, 19.12 wt%, 19.22 wt%,
19.08 wt%, 18.94 wt% 이었으며, 코팅된 질화알루미늄 함량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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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GA thermograms of Neat PPS, raw AlN, pristine MWCNTs, and

various core-shell composites of c-C0A19, c-C1A19, c-C2A19, and c-C3A19.

Table 7. Contents of AlN used for surface coating of each core-shell composite
from TGA results.

AlN content (wt%)

c-C0A19

c-C1A19

c-C2A19

c-C3A19

19.12

19.22

19.08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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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복합재료의 공극률 분석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의 제조 방식에
따른 공극률 분석을 하기 위해 밀도를 측정하였다. Table 8 은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한 복합재료, Table 9 은 코어쉘 복합재료의 이론상 밀도,
측정 밀도, 계산한 공극률 값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4.2.1 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한 복합재료의 단면에서 공극(air gap)이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카본나노튜브와 질화알루미늄 표면에 관능기(functional
groups)가 존재하지 않아, 매트릭스와 계면 상호 작용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점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14,65].

또한,

카보나노튜브와

질화알루미늄은 각각 뭉치는 현상(aggregation) 이 잘 발생하는 물질로,
이는 복합재료 내부에 공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66].
또한, 공기의 유전율은 크기 때문에, 복합재료 내부의 공극은 열전도도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에서의 공극률
조절은 중요하다[19].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한 복합재료의 공극률은 모두
2 %를 초과하였으며, 코어쉘 복합재료의 공극률은 약 1.2 % 수준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공극률이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한 복합재료의 열전도도 및 기계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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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oretical and measured densities of melt mixed composites with calculated void fractions.
Fabrication
method

Melt mixed
composites

Sample code

Theoretical density
3
(g/cm )

Measured density
3
(g/cm )

Void fraction (%)

m-C0A19

1.5191

1.4839±0.001

2.319%

m-C1A19

1.2232

1.1894±0.003

2.763%

m-C2A19

1.0238

0.9948±0.002

2.832%

m-C3A19

0.8803

0.8548±0.006

2.897%

Table. 9 Theoretical and measured densities of core-shell composites with calculated void fractions.
Fabrication
method

Core-shell
composites

Sample code

Theoretical density
3
(g/cm )

Measured density
3
(g/cm )

Void fraction (%)

c-C0A19

1.5191

1.5010±0.004

1.192%

c-C1A19

1.2232

1.2084±0.005

1.210%

c-C2A19

1.0238

1.0114±0.007

1.212%

c-C3A19

0.8803

0.8696±0.0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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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열 전도 특성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의 제조 방식에
따른 열 전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열전도도를 측정하였다(Figure 18,
Table 10). 카본나노튜브의 함량이 0wt%, 1wt%, 2wt%, 3wt%으로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 값이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한 복합재료에서는 0.425 에서
0.583 W/mk 까지, 코어쉘 복합재료에서는 1.193 에서 1.435 W/mK 까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거동을 보인다. 또한, 모든 샘플 군에서 코어쉘
복합재료가 용융혼합법으로 제조된 복합재료에 비하여 약 2.5 배 이상
향상된 열전도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코어쉘 복합재료에 열전도성
보강재의 연속적인 커넥션을 통해 도입된 열 전달 경로가 잘 형성되어
포논 산란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67,68].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된 복합재료는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서 열전도성 보강재가 분산되는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첨가한 보강재의 양이 적을 경우 열 전달 경로가 잘
형성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열전도도 값을 보인다. 4.2.3 에서 살펴
보았듯이, 높은 공극률이 열전도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54,69,70].
특히, C2A19 샘플군의 코어쉘 복합재료의 열전도도가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된 복합재료 대비, 2.61 배 향상되어 가장 큰 향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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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hermal conductivity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various filler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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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rmal conductivity values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various filler
compositions.

Filler composition
(wt%)
Fabrication
method

Neat PPS

Melt mixed composites

0.257±0.01

Core-shell composites

C0 A19

C1 A19

C2 A19

C3 A19

0.425±0.022

0.485±0.019

0.507±0.037

0.583±0.045

1.193±0.053

1.219±0.071

1.328±0.037

1.435±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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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전기 절연 특성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의 제조 방식에
따른 전기 절연 특성을 분석하고자 체적저항률을 측정하여 Figure 19, Table
11 에 나타내었으며, 측정된 체적저항률 값의 역수를 취하여 계산한 전기
전도도 값을 Figure 20, Table 12 에 나타내었다. 순수 폴리페닐렌설파이드의
측정된 전기 전도도 값은 5.32×10-16 S/cm 으로, 일반적인 전기 절연성
물질의 전기 전도도 값인 10-8 S/cm 을 만족하는 비전도성 물질이다[9,37].
카본나노튜브의

높은

전기

전도성

(105~107S/cm)

으로

인하여[34]

폴리페닐렌설파이드 고유의 전기 절연 특성에도 불구하고, 첨가되는
카본나노튜브의 양이 1wt%에서 3wt%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복합재료에서
체적저항률 값은 감소하고, 전기 전도도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코어쉘 복합재료는 전기 절연성의 질화알루미늄[71]이 전자의
전도를 차단하기 때문에 c-C1A19, c-C2A19, c-C3A19 에서 각각 5.23×10-13
S/cm, 2.08×10-11 S/cm, 1.32×10-10 S/cm 의 전기전도도 값을 나타냈다. 반면,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된 복합재료는 전기 전도성의 카본나노튜브가
매트릭스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m-C1A19, m-C2A19, m-C3A19 에서
각각 4.73×10-8 S/cm, 2.51×10-7 S/cm, 3.71×10-6 S/cm 의 전기전도도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전류의 누설이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전기∙전자 재료 분야에 전기 절연 성능이 뛰어난 코어쉘 복합재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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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Resistivity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various filler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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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istivity values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various filler compositions.

Filler composition
(wt%)
Fabrication
method
Melt mixed composites
Core-shell composites

Neat PPS

2.44E+15±1.28E+15

C1 A19

C2 A19

C3 A19

2.48E+07±1.18E+07

4.43E+06±1.66E+06

3.83E+05±3.30E+05

2.51E+12±1.62E+12

5.09E+10±1.31E+10

7.28E+09±2.52E+09

６０

Figure 20. Electrical conductivity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various filler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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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lectrical conductivity values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various filler
compositions.

Filler composition
(wt%)
Fabrication
method
Melt mixed composites
Core-shell composites

Neat PPS

5.32E-16±3.22E-16

C1 A19

C2 A19

C3 A19

4.73E-08±1.96E-08

2.51E-07±8.44E-08

3.71E-06±2.03E-06

5.23E-13±2.73E-13

2.08E-11±5.82E-12

1.32E-10±4.62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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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기계적 특성

폴리페닐렌설파이드/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의 제조 방식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Figure 21 과 Table
13 에 나타내었다. 순수 폴리페닐렌설파이드의 인장강도 값은 68.23 MPa 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카보나노튜브가

첨가됨에

따라

복합재료의

인장강도가 소폭 상승하는 거동을 보였으나, C1A19 에서 C3A19 까지는
오히려 인장강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4.2.3 의 공극률 분석 결과와 같이,
카본나노튜브와 질화알루미늄이 폴리페닐렌설파이드 매트릭스와 계면
상호작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극률이 커지면서 인장강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65]. 특히, 보강재 함유량이 커지면서 m-C2A19 와 mC3A19 에서 인장강도가 48.66MPa, 39.88MPa 으로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c-C2A19, c-C3A19 에서는 인장강도가 54.34MPa,
52.17MPa 으로 c-C1A19 에 비하여 감소하였지만, 그 감소폭이 각각 0.77MPa,
2.94MPa 으로 매우 작았다. 최종적으로 코어쉘 복합재료는 모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인장강도 수준인 49MPa[8,39]와 비슷하거나 높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한 코어쉘 복합재료는 범용 플라스틱
이상의 기계적 특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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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ensile strength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various filler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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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ensile strength values of core-shell composites and melt mixed composites according to various filler compositions.

Filler composition
(wt%)
Fabrication
method
Melt mixed composites
Core-shell composites

Neat PPS

68.23±2.687

C0 A19

C1 A19

C2 A19

C3 A19

55.32±2.315

57.65±4.853

48.66±7.324

39.88±11.25

51.16±10.425

55.11±7.445

54.34±12.003

52.17±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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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고분자 복합재료 제조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코어쉘 제조방식으로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용융혼합법으로 제조한 복합재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고분자 매트릭스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를,

열전도성

보강재로는

카본나노튜브와

질화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기존 용융 혼합법으로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를 제조할 경우, 열전도성
보강재가

고분자

매트릭스

내부에

분산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열전도도를 부여하려면 고함량의 보강재가 필수이다. 이는 가공 과정에서
고점도로 인한 부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열전도성
보강재를 통한 열 전달 경로의 형성이 어려워 비교적 낮은 열전도도
값을 가진다. 또한, 뛰어난 열전도 특성을 가지는 탄소소재를 열전도성
보강재로 사용할 경우, 탄소 소재의 높은 전기 전도 특성으로 인해 누설
전류 발생시 치명적인 오작동이 초래되는 전자기기 소재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반면, 코어쉘 구조를 가지는 복합재료는 보강재
입자를 매트릭스 펠렛 표면에 코팅하는 방식으로 제조되어, 저함량의
보강재로도 열전달 경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또한, 뛰어난
열전도 특성을 가지는 탄소소재를 전기 절연성의 세라믹 보강재로
둘러싸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소재에 높은 수준의 열전도 특성과
동시에 전기 절연 특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먼저, 질화알루미늄 코팅층의 두께에 따른 복합재료의 열전도도 특성
변화를
조절하며

분석하기
코어쉘

위해

아세톤을

복합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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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FE-SEM

레진의
과

점도를

EDS atomic

mapping 을 통해, 에폭시 레진이 희석됨에 따라 질화알루미늄 코팅층
두꼐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열전도도 분석 결과, 에폭시
레진과 아세톤의 중량 비율이 1:0.2 인 조건인, c-AlN(0.2) 에서 가장 높은
열전도도

향상률을

질화알루미늄의
함유됨을

확인하였다.

중량을

확인하였다.

브리틀(Brittle)한

이때

분석하였고,
기계적

성질에

약

특성

기인하여

를

TGA

코팅된

질화알루미늄이

19wt%의
분석결과,

질화알루미늄

통해

에폭시

레진의

코팅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인장강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c-AlN(0.2), c-AlN(0.4),
c-AlN(0.6)에서는 모두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인장강도(49MPa)를
웃도는 수치를 얻었다.
뛰어난

열전도도를

가지는

카본나노튜브의

특성을

이용하고자

열전도성 보강재로 사용한 코어쉘 구조의 방열 고분자 복합소재를
제조하였다. 질화알루미늄 코팅 과정은 가장 효율이 좋았던 1:0.2 의
에폭시와 아세톤의 중량 비율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FE-SEM 과 EDS
atomic mapping 결과, 카본나노튜브/PPS 펠렛 표면위에 질화알루미늄
코팅이

잘

도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합재료

시편

단면

이미지에서, 매트릭스 내에 보강재가 분산되어 보강재 간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된

샘플에

비하여,

코어쉘

샘플에서는 연속적인 보강재의 커넥션을 확인하였다. TGA 분석 결과, cC0A19, c-C1A19, c-C2A19, c-C3A19 에서 큰 편차없이 약 19wt%의
질화알루미늄이

코팅된

것을

확인하였다.

밀도

측정

결과,

용융

혼합법으로 제조한 복합재료는 모두 2% 이상, 코어쉘 복합재료는 모두
1.3%

미만의

공극률을

나타내었다.

열전도도

측정

결과,

코어쉘

복합재료는 대조군 대비 약 2.5 배 향상된 열전도도를 보였으며, 특히
C2A19

샘플군에서

향상률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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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또한,

전기

절연성의

질화알루미늄

코팅

층이

카본나노튜브가

유발하는

전자의

전도를

방해하여, 코어쉘 복합재료는 모두 10-8 S/cm 미만의 전기 전도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어쉘 복합재료는 모두 50MPa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코어쉘 구조를 가지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
카본나노튜브/질화알루미늄 복합재료는 3 차원적 열 흐름 통로(3D thermal
flow channel)을 구현하며 높은 수준의 열전도성 및 전기 절연 특성이
요구되는 전기∙전자, IT 기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소재라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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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thermally conductive and
electrically insulating PPS composites
having core-shell structure
Semin Kim
Department of Biosystems & Biomaterial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olyphenylene sulfide (PPS) is an outstanding material as an engineering
thermoplastic polymer for diverse industrial applications. We investigated a highly
thermally conductive PPS composite containing muti-walled carbon nanotubes
(MWCNTs) and aluminum nitride (AlN) as a thermally conductive filler. For a stable
formation of heat flow channel, the PPS composite was prepared by core-shell
fabrication method in order to obtain high thermal conductivity with low filler
contents, and thus overcome the demerits of melt mixing fabrication method. A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ly melt mixed composite and the proposed coreshell composite showed that the consecutive chain of filler at the surface of each
polymer pellet could enhance the thermal conductivity very much.
Moreover, the thickness of the AlN coating layer could be controlled by diluting
the concentration of the adhesive epoxy resin using acetone as the solvent.
AlN/PPS core-shell pellets with various thicknesses were fabricate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oating layer’s thickness on thermal conductive properties.
A 1:0.2 weight ratio of epoxy and acetone has the highest thermal conductivity
enhancement ratio compared to the melt mixed composite, and the optimum AlN
contents of c-AlN(0.2) was 19 wt% from TGA analysis.
Hereafter, we fabricated PPS/MWCNTs/AlN composites via melt mixing and
core-shell fabri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composite materials according to
fabrication method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FE-SEM, EDS, thermal
conductivity analysis, TGA, void fraction analysis and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Compared to the composite materials fabricated by melting mixing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the thermal conductivity values were improved by more than 2.5
times in the core-shell composite materials containing the same amount of thermal
81

conductive fillers. The composite material with the highest thermal conductivity
improvement rate was found to be a core-shell composite material containing 2 wt%
MWCNTs.
The electrically insulating AlN layer efficiently hindered a conduction of electron,
which is the main problem with utilizing MWCNTs as a thermally conductive filler
in polymer composites, in spite of their remarkable thermal conductivity. As a result,
all core-shell composite materials showed electrical conductivity values of 10-8 S/cm
or less, and all of the composite materials fabricated by melt mixing method showed
electrical conductivity values of 10-8 S/cm or higher, indicating that core-shell
composite materials had electrical insulating properties. Therefore, core-shell
fabrication method may be used as a promising composite fabrication method for
engineering plastic based thermally conductive materials, forming a 3D heat flow
channels with electrically insulating effect.
Keywords : Polyphenylene sulfide,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Aluminum
nitride, Core-shell structure, Thermal conductivity, Electrical ins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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