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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소 폼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PVA 용액에 다양한 함량의 카본블랙 및 메조페이스 핏치를 첨가하여

폴리우레탄 폼에 함침한 후 열처리를 통하여 카본블랙이 첨가된 탄소 폼을 제조하였다. 탄소 폼의 셀 벽의 두께는 첨

가된 카본블랙의 함량에 따라 조절되며, 탄소 폼의 압축강도는 셀 벽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핏치 함량 대비 5 wt%의 카본블랙을 탄소 폼에 첨가하였을 때 가장 높은 0.44 g/cm3의 겉보기 밀도에서 가장

높은 0.22±0.05 MPa의 압축강도가 얻어졌다. 그러나 탄소 폼의 열전도도는 카본블랙이 첨가되었을 때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탄소 폼에 카본블랙 첨가로 인한 흑연 층간 간격(d
002

)의 증가로 탄소 폼의 열전도도가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To improve mechanical strength of carbon foams, the carbon black (CB) added carbon foams were fabri-

cated by impregnating different contents of carbon black (CB) and mesophase pitch using polyvinyl alcohol (PVA) solu-

tion into polyurethane foam and being followed by heat treatment. The cell wall-thicknesses of carbon foams were

controlled by adding amounts of CB,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arbon foams was increased

as increasing cell wall-thickness. The compressive strength had the highest value of 0.22±0.05 MPa with the highest

bulk density of 0.44 g/cm3 when adding 5 wt% CB in carbon foam. However, the thermal conductivity was decreased by

adding CB in carbon foa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thermal conductivities of carbon foams were reduced by

increased interlayer spacing (d
002

)
 
with the addition of CB in carbon fo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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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휴대기기 사용자가 늘어 나면서 전자기기의 경량화, 소형화,

다기능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기기의 경량화, 소형화 등으

로 인하여 전자소자들은 더 많은 열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

생된 열은 전자기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오작동, 수명저하 등의 원

인이 되기 때문에, 열을 제어하기 위한 방열재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1,2]. 일반적으로 방열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는 그 열전도도가 우수해야 한다. 따라서 방열 재료로 열전도도가 우수

한 금속재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금속재료는 비중이 커서

그 하중 때문에 전자기기 등의 경량화에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다[3,4].

탄소 폼은 높은 열·전기 전도도, 가벼운 무게, 높은 내화학성, 고온

안정성, 낮은 열팽창계수 및 높은 표면적 등의 특성을 가진 다공성

탄소 재료이다. 이러한 탄소 폼은 기존 방열 소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속 재료보다 가볍고, 열전도성과 내화학성이 높다는 특징 때

문에 방열재료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그

러나 탄소 폼은 구조 내에 존재하는 공극이 불균일하며 열린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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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cell)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6]. 이러한 낮은 강도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한 방

법으로 탄소 폼에 보강재를 첨가하여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는 연

구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9]. 보강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탄소

재료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우수하여 여러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 전도성 및 기계적 강도가 높은 그래핀(graphene),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그라파이트(graphite)및 풀러렌

(fullerene) 등의 탄소재료는 전기전자 소자, 광학 소자 및 필터 소자

등의 재료로 각광 받고 있다. 이 중 카본블랙은 내유성 및 내열성 등의

보강충전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물리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0-12]. 그 예로, Li 등은 흑연화된 카

본블랙과 메조페이스 핏치를 열처리를 통해서 포밍(foaming), 탄화,

및 흑연화 반응 단계를 통해 탄소 폼을 제조하였으며, 이때 얻어진

탄소 폼의 압축강도는 카본블랙을 메조페이스 핏치 대비 10 wt% 첨

가하였을 때 9.98 MPa로 증가되었으며, 그 열전도도는 카본블랙이

첨가됨에 따라 점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최근에는

탄소 폼의 가볍고 열전도도가 높은 특성을 활용하여 리튬 이온 배터

리의 음극재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박형으로 제조하거나 높은 열전

도도, 높은 비표면적을 이용하여 상전이 재료(phase change material;

PCM)를 담지하는 담지체 등으로 탄소 폼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14-16].

한편, 1990년대 Hagar 등은 메조페이스 핏치의 열처리과정 중 기

체를 발포하는 방법을 통하여 탄소 폼을 제조하였는데, 이 방법은

현재 탄소 폼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이다[7,8]. 그러나 기체발포법은 기체발포 등의 기술이 추가로 필요

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고, 균일

한 공극의 제어에 어려움이 있다. 그에 반해 폴리우레탄 폼을 조공

제로 사용하는 경우 비교적 쉬운 공극의 제어가 가능하며 기체 발포

등의 추가 기술이 필요 없어 경제적이며 손쉬운 방법으로 탄소 폼의

제조가 가능하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탄소 폼의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핏치와 고분자 용액 혼합물에 카본블랙을 첨가하고, 이 혼합

물을 폴리우레탄 폼에 함침하여 탄소 폼을 제조하였다. 또한 카본블랙

첨가량에 따른 탄소 폼의 표면형상 변화, 압축강도와 열전도도 특성

변화를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핏치는 연화점이 250 oC인 AR 핏치(aromatic

resin, Mitsubishi Gas Chemical, Japan)를 분쇄기와 체를 이용하여

30 μm 이하의 입자크기를 갖도록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탄소 폼

(carbon foam) 제조를 위한 바인더로서는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 MW 50,000, Junsei, Japan)을 사용하였으며, 탄소 폼의

공극 형성에 도움을 주는 조공제로는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 PU foam, 공극율: 60 ppi, (주)모든엠텍, Korea)을 사용하였다.

또한 탄소 폼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강재로 카본블랙

(carbon black, CB, Unipetrol, CHEZACARB AC-60)을 사용하였다.

2-2. 핏치/카본블랙 혼합물 제조 및 폴리우레탄 함침

5% PVA 수용액 100 g에 핏치와 카본블랙을 첨가하여 페인트쉐

이커를 이용하여 30분간 교반하여 핏치/카본블랙 혼합물을 제조하

였다. 이때 핏치는 30 phr로 일정하게 하였으며, 카본블랙은 탄소폼

의 강도를 증가를 위하여 이 혼합물에 첨가하였으며, 그 첨가 조건

은 핏치 혼합물에 포함된 핏치의 질량 대비 0, 1, 5, 및 10 wt%로 하

였다. 페인트 쉐이킹이 완료된 핏치/카본블랙 혼합물과 1.5×1.5× 1.5

cm3의 크기를 가지는 폴리우레탄 폼을 고압반응기에 넣고 10 bar의 압

력에서 30분 동안 가압함침을 실시하였다.

2-3. 카본블랙이 첨가된 핏치 폼의 안정화 및 고온 열처리

폴리우레탄 폼에 핏치/카본블랙 혼합물의 함침이 완료된 후,

100 oC의 오븐(oven)에서 24 h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가 완료된 탄소

폼은 공기 분위기에서 0.25 oC/min의 승온속도로 300 oC의 온도에서

4 h 동안 유지하며 안정화를 실행하였다. 안정화된 핏치 폼은 질소

분위기에서 5 oC/min의 승온속도로 1,000 oC에서 1시간 동안 탄화

반응을 통하여 탄소 폼으로 제조되었다. 카본블랙이 첨가되지 않은

탄소 폼은 CPF (carbonized pitch foam)으로 명명하였으며 1, 5 및

10 wt% 카본블랙이 첨가된 탄소 폼은 각각 CPF/CB-1, CPF/CB-5

및 CPF/CB-10로 명명하였으며 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2-4. 카본블랙이 첨가된 탄소 폼의 특성 분석

고온 열처리 된 탄소 폼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기(X-ray diffraction; XRD, Bruker, D8 Discov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분석에 이용된 X-선은 Cu Kα선을 이용

하였다. 제조된 탄소 폼의 공극 크기 및 카본블랙 첨가로 인한 공극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Hitachi, S-550)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다. 카본블랙 첨가에 따른 탄소 폼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재료시험기(micro material tester, INSTRON,

INSTRON 5848, 500N)를 이용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열전도도 시험기(thermal conductivity analyzer, NETZSCH, LFA

467 Hyper Flash)를 이용하여 탄소 폼의 열전도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카본블랙이 첨가된 탄소 폼의 표면형상

핏치/카본블랙 혼합물을 폴리우레탄 폼에 함침 후 열처리를 통하여

제조된 탄소 폼의 공극 구조는 FE-S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형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탄소

폼의 공극 구조는 균일한 형태의 셀 벽을 가진 폴리우레탄 폼을 조

공제로 사용함에 따라 그 구조 및 형상이 균일하게 형성되었음이 확

인되었다. 다양한 함량의 카본블랙이 첨가된 탄소 폼의 공극의 크기는

CPF, CPF/CB-1, CPF/CB-5 및 CPF/CB-10에서 각각 544±79.22 μm,

463.2±151.51 μm, 394.2±62.16 μm 및 355.4±69.05 μm로 얻어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탄소 폼에 첨가되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공극의 크기가 점점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카본블랙이 첨가된 탄소 폼의 셀 벽의 두께를 확인하기 위

하여 FE-SEM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Fig. 2에 나타내었

Table 1. Sample names of carbon foams containing CB

Carbon black content (wt%) 0 1 5 10

Sample name CPF CPF/CB-1 CPF/CB-5 CPF/C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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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FE-SEM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탄소 폼의 셀 벽의

두께는 첨가되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두꺼워지는 경

향을 보였다. 즉, 카본블랙이 첨가되지 않은 CPF의 벽의 두께는 약

49 μm를 나타내었고, 카본블랙이 첨가된 CPF/CB-1, CPF/CB-5,

CPF/CB-10의 경우에는 각각 약 64 μm, 83 μm, 및 98 μm를 나타내

었다. 이는 핏치/카본블랙 혼합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폴리우레탄

폼 내부에 함침 되는 혼합물의 양이 증가되어 탄소 폼의 셀 두께가

두꺼워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13]. 또한, 카본블랙의 함량이 증가 할

수록 셀 벽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면 동일한 부피 내에서 자연스럽게

그 공극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제조된 탄소 폼 내에서 카본블랙의 형상을 관찰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콜로이드 입자로 알려진 카본블랙은 분산성이 낮아

반데르발스 결합력에 의해 응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복합재의

물성을 오히려 저하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8]. Fig. 3(a)는 카

본블랙이 핏치 함량 대비 1 wt% 첨가된 핏치/카본블랙 혼합물로 제

조한 탄소 폼인 CPF/CB-1을 나타낸 것으로, 이때 카본블랙의 함량

이 나머지 두 조건에 비하여 비교적 낮아 응집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PF/CB-5, CPF/CB-10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Fig. 3(b)와 (c)에서는 카본블랙의 응집현상이 비교적 뚜

렷하게 나타났으며, 그 응집 정도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응집되는 영역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응집된 카본블랙은 탄소 폼 내에서 결함으로 작용하여 충격이 가해

질 경우 쉽게 깨지게 하며, 그 첨가재의 물성이 제대로 발현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카본블랙이 첨가된 탄소 폼의 결정성

탄소 폼에 첨가된 카본블랙 함량이 탄소 폼의 결정성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Cu Kα X-ray를 이용한 XRD를 이용해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패턴을 Fig. 4에 나타내었다. 탄소 폼의 결정성 피크는

2θ=24o와 44o에서 (002) 및 (101)의 흑연 결정면의 회절피크가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20]. 특성피크는 비교적 넓은 분포를 갖는

Fig. 1. SEM images of the carbon foams with different added amounts

of CB; (a) 0 wt%, (b) 1 wt%, (c) 5 wt% and (d) 10 wt%.

Fig. 2. SEM images of cell wall-thicknesses of carbon foams; (a)

CPF, (b) CPF/CB-1,(c) CPF/CB-5, and (d) CPF/CB-10.

Fig. 3. SEM images of carbon black aggregations; (a) CPF/CB-1, (b)

CPF/CB-5, and (c) CPF/CB-10.

Fig. 4. XRD patterns of the carbon foams with different added amounts

of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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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됨에

따라 탄소 육각망면의 적층이 원활하지 못하여 흑연 보다는 다소 낮은

결정성 피크세기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21]. 또한, 결정성이 낮은

카본블랙이 첨가된 핏치/카본블랙 혼합물로 제조된 탄소 폼은 카본

블랙이 첨가 되지 않은 탄소 폼과 비교하여, 피크가 약간씩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흑연 층상구조를 가지는

물질의 면간격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면간격은 특성피크의 위치로

부터 Bragg’s Law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Bragg’s Law는

식 (1)에 나타내었다[22].

d
002

= λ/2sinθ  (1)

여기서 λ는 X-ray의 파장(1.54 Å), d는 결정면의 면간격, θ는 투과

빔과 회절빔 사이의 각의 1/2이다. Bragg’s Law를 이용하여 계산된

면간격은 CPF, CPF/CB-1, CPF/CB-5, CPF/CB-10에서 각각 0.345

nm, 0.366 nm, 0.356 nm 및 0.354 nm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적인

결정자 크기는 CPF, CPF/CB-1, CPF/CB-5, CPF/CB-10에서 각각

1.424 nm, 1.323 nm, 1.521 nm, 1.512 nm를 나타났으며, 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정성이 낮은 카본블랙을 탄소 폼에 첨

가함에 따라 증가된 면간격이 얻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카본블랙이 첨가된 탄소 폼의 열전도도 및 압축강도

다양한 함량의 카본블랙이 첨가된 탄소 폼의 열전도도를 분석하

였으며, 이를 Fig. 5 및 Table 3에 나타내었다. 카본블랙이 첨가되지

않은 샘플인 CPF의 경우 0.36 g/cm3의 겉보기 밀도에서 0.376± 0.001

W/mK의 열전도도 값을 나타내었다. 반면 카본블랙이 첨가된 핏치/

카본블랙 혼합물로 제조된 탄소 폼인 CPF/CB-1, CPF/CB-5, 및 CPF/

CB-10는 0.39, 0.44, 0.40 g/cm3의 겉보기 밀도에서 각각의 0.291±

0.001 W/mK, 0.315±0.001 W/mK, 0.298±0.000 W/mK의 열전도도

값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카본블랙이 첨가된 탄소 폼의

열전도도는 첨가되지 않은 탄소 폼과 비교하여 오히려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3.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카본블랙이 첨가되어

(002)면간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탄소재료의 배열이 무너져 열전

도도가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탄소 폼의 열전도도는 고상부

분에서 효율적으로 일어나며, 나노탄소물질이 첨가된 탄소 폼은 나

노물질과 결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열전도도가 효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14]. 이에 따라 결정성이 낮고 응집성이 높은 카본블

랙은 탄소 폼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효과가 없음을 보여

줬다. 카본블랙이 첨가된 핏치/카본블랙 혼합물로 제조된 탄소 폼

중 CPF/CB-5가 최적의 카본블랙 함량으로 가장 높은 열전도도를

나타내었으며 카본블랙이 더 많이 첨가된 CPF/CB-10은 CPF/CB-5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카본블랙의 첨가로

(002)면간격을 증가시켜 탄소 폼의 열전도도를 전체적으로 감소시

켰으나, 카본블랙의 첨가된 함량에 따라 그 응집 정도가 낮고 탄화

반응을 통한 열처리를 통하여 결정성이 발달되어 열전도도가 다소

증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량의 카본블랙이 첨가되었을 때

는 카본블랙이 반데르발스 결합력에 의한 응집현상이 크게 발생하

기 때문에 폴리우레탄 폼에 함침이 용이하게 일어나지 않음에 따라

겉보기 밀도가 오히려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열전도도가 감소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탄소 폼에 카본블랙의 첨가된 함량에 따른 압축강도를 분석

하여, 이를 Fig. 6 및 Table 3에 나타내었다. 카본블랙이 첨가 되지

Table 2. Comparison of structural parameters of carbon foams containing CB

Sample CPF CPF/CB-1 CPF/CB-5 CPF/CB-10

2θ (°) 25.73 24.27 24.97 25.08

Interlayer spacing (d
002

, nm) 0.345 0.366 0.356 0.354

Lc (nm) 1.424 1.323 1.521 1.512

Fig. 5. Thermal conductivities of the CPF and CPF/CBs with differ-

ent added amounts of CB.
Fig. 6. Compressive strengths of the CPF and CPF/CBs with differ-

ent added amounts of CB.

Table 3.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carbon foams containing CB

Sample CPF CPF/CB-1 CPF/CB-5 CPF/CB-10

Thermal conductivity (W/mK) 0.376 ± 0.001 0.291 ± 0.001 0.315 ± 0.001 0.298 ± 0.000

Compressive strength (MPa) 0.189 ± 0.04 0.19 ± 0.03 0.22 ± 0.05 0.14 ± 0.01

Bulk density (g/cm3) 0.36 0.39 0.44 0.40

True density (g/cm3) 1.282 1.281 1.44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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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탄소 폼인 CPF는 0.36 g/cm3의 겉보기 밀도에서 0.189±0.04

MPa의 압축강도를 나타내었으며, CPF/CB-1는 0.39 g/cm3의 겉보기

밀도에서 0.19±0.03 MPa의 압축강도의 값이 얻어졌으며, 이는 CPF의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PF/CB-5의

경우 0.44 g/cm3의 겉보기 밀도에서 0.22±0.05 MPa의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CPF의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약 16%가 증가된

수치이다. 이러한 압축강도의 증가는 3.1절에 서술한 카본블랙의 첨

가로 인하여 탄소 폼의 셀 벽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23]. 또한 카본블랙이 첨가됨에 따라 겉보기 밀도가 CPF의

겉보기 밀도와 비교하여 약 18%가 증가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확

인되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양의 카본블랙이 첨가된 탄소 폼인

CPF/CB-10의 경우 0.40 g/cm3의 겉보기 밀도에서 0.14±0.01 MPa의

압축강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기 얻어진 값은 CPF/CB-5의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57.14%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그 겉보기 밀

도는 CPF/CB-5의 겉보기 밀도와 비교하여 10%가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CPF/CB-10의 압축강도는 CPF의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25.93%로 감소하였으며, 그 겉보기 밀도는 CPF의 겉보기 밀도와 비

교하여 11.11%의 약간 증가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최적 함량 이상의 카본블랙이 첨가될 경우, 반데르발스

결합력에 의해 분산성이 저하되며 이에 따라 카본블랙이 응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응집된 카본블랙은 함침 과정에서 폴

리우레탄 폼에 핏치/카본블랙 혼합물이 충분히 침투 되지 못하거나,

침투된 카본블랙이 탄소 폼 내에서 응집 된 채로 존재하여 오히려

압축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4. 결 론

카본블랙을 PVA용액과 메조페이스 핏치 혼합물에 첨가하여 폴리

우레탄 폼에 함침하였다. 카본블랙이 첨가된 핏치/카본블랙 혼합물로

제조한 탄소 폼(CPF/CB-1, CPF/CB-5)은 카본블랙이 첨가되지 않았을

때의 탄소 폼(CPF)에 비하여 그 열전도도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압

축강도는 최대 16% 증가하였다. 이는 카본블랙의 첨가가 탄소 폼의

(002)면의 거리를 넓혀 열전도도 감소를 야기하였으나, 셀 벽의 두께

를 증가시켜 압축강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PF/

CB-10의 경우 열전도도, 압축강도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카본

블랙의 반데르발스 결합력에 의한 응집현상으로 인하여 폴리우레탄

폼의 함침이 용이하지 못하여 탄소 폼의 물성이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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