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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들어 우리생활의 필수품인 휴대폰, 노트북 등의

모바일 제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고기능화된

초소형박막화를요구함에따라제품의소형화로인하여

칩 부품, 반도체의 고집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구

현하는 기기 사용시에 발생되는 열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품에서 발생하는 열

은 기기의 내구성과 신뢰성에 큰 향을 끼치게 되며 부

품의최대조작온도를초과하면서부품의기능을저하시

키고오작동의원인이된다. 이에따라, 열의효율적인방

출에관련연구가기술선진국을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

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재료는 열이 잘 통하지 않는 단열

재료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고분자 재료는 주로 단열재

로 사용되며 더 우수한 단열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폼

(foam)형태로 제작되기도 한다. 그러나, 열전도성 필러

와 강화제의 혼합을 통해 기존 고분자 용융 공정에 사용

가능한고분자재료의열전도도를매트릭스고분자에비

해 100배이상증가시킬수있다. 단열재료인고분자전

도성을부여하기위해서고분자의분자구조를제어를통

해열전도도를증가시키는방법은대학과연구소를중심

으로, 열전도성 필러를 첨가하여 복합재료화시키는 연구

는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열전도성 고분자

복합재료는 기존 고분자재료의 장점인 손쉬운 가공성,

저비용, 경량화, 제품형태의 다양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

면서도금속과세라믹재료의특성인열전도성을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에 다양한 재료의 열전

도도를나타내었다. Al, Cu, Fe와같은금속재료와AlN,

BN 같은 세라믹 재료는 30~400 W/m.K 사이의 높은

열전도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분자 재료는

0.6 W/m.K 이하의 금속이나 세라믹 재료에 비해 매우

낮은열전도도를나타내고있다. 또한, 고분자의내부결

정구조에 따라 열전도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그림 1]의

오른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정성 고분자가 비결정성

고분자에 비해 높은 열전도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열전도성 복합재료 제조시 결정성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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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매트릭스고분자로선정하는것이유리함을알

수 있지만, 결정성 고분자의 경우에는 비결정성 고

분자에 비해 가공조건이 상대적으로 난해하다는 문

제점이있다. 이와같이, 열전도성고분자재료제조

시에는매트릭스수지와열전도성필러의선택외에

도, 공정조건, 필러의 함량 조절, 매트릭스와 열전도

성필러와의계면문제, 유변학적물성등다양한인

자를 고려해서 제조해야 한다. 높은 열전도도를 가

진 열전도성 고분자 재료는 방열판 (heat sink), 하

우징, 전자재료, 자동차용 전장부품, 건설자재, 열교

환 부품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알루미늄 제품 등의 대체 가능한 시장인

LED 조명의커버, 방열판, 패키징재료, 실내·외등

으로의적용이예상된다.

본 컬럼에서는 고분자 재료의 열전도도의 다양한

측정방법과실제로사용되고있는열전도성필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열전도성 고분자 복합

재료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인 LED 조명그림 1. 다양한 재료의 열전도도.

그림 2. 고분자 및 고분자 복합재료의 열전도도 측정방법.

표 1. 다양한 열전도도 측정방법에 따른 특징

Features Guarded Hot Plate Laser Flash Hot Wire

Temp. Range - -198℃ to 2527℃ RT~1500℃

Good result up to ~16 W/m.k 10-3 to 10cm2/s
(Diffusivity) ~15 W/m.k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Direct Indirect Direct

Specimen
Maximium thickness of the
specimen is one-third the
Maximum linear dimension.

Diameter: 8 to 12.5 mm
Thickness: 0.1 to 6 mm No limitation

Small Sample Size × ○ ○
Rapid Testing × ○ ×

Liquid Testing Capabilit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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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고분자방열판과열전도성페이스트등을중심으

로 현재 세계적인 연구동향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고분자 열전도도 측정
현재 고분자의 열전도도 측정법으로 널리 사용되

는 방법은 Guarded Hot Plate 법, Laser Flash 법,

Hot Wire 법, Heat Flux Meter 법등이있다[그림

2]. 각 측정방법에 따라 각각의 장점과 특징이 다르

며이를[표1]에나타내었다.

고분자제품의경우에는측정의편이성과허용시

편의 다양성, 넓은 측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Laser

Flash 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다른 방법들이

시편의 열전도도를 직접 구하는 방법임에 비해,

Laser Flash 법은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열전도를 구한다. Laser Flash

법에서는, 시편의 한쪽 면에 흡수된 열이 두께 방향

으로이동되어져뒷면의 IR-Detector로측정되는온

도가최대가되는시간의half-time을측정하여열확

산도를 구하고 다음식을 이용하여 열전도도를 구한

다[그림3].

κ = α×CP×ρ
위의 식에서 κ는 시편의 열전도도, α는 열확산도,

CP는비열, ρ는 도이며, 열확산도 α는다음식으로

계산된다.

L2

α = 1.38×---------π2×t1/2

위관계에서L은시편의두께, t는시간이다. 일반

적으로 비열은 modulate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MDSC)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도는

densimeter를 이용하고, 보다 정확한 도 측정을

위해서는 gas pycnometer가사용된다. 실제로 국

National Physical Laboratory의 Rides 박사팀은고

분자 재료의 다양한 열전도도 측정방법을 소개하고,

각각의방법을통해측정된값들을비교분석하 다.

특히, Hot Wire 법, Laser Flash 법, Heat Flux

Meter 법등을이용하여열전도도데이터를얻었다.

그 결과, 다양한 열전도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열전도도값들은대부분오차범위10% 이내인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동일 시편에 대해서는 유사한 값

을나타냄을확인하 다.

열전도성 필러
열전도성 필러는 크게 나누어 전기절연성/열전도

성 필러와 전기전도성/열전도성 필러로 나뉜다[표

2]. 우선, 전기절연성필러는주로세라믹계열의재

료들로 Silica, Boron Nitride (BN), Aluminum

Nitride (AlN), Aluminum Oxide (Al2O3) 등을포

함한 고분자 복합체의 개발이 Thermal Interface

Materials (TIM)용 재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반

면에, 전기전도성 필러로는 낮은 함량의 열전도성

복합재료의 형성을 위하여 최근 고열전도성 재료인

카본계 입자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그라파이

트(Graphite), 카본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 그래핀 (Graphene) 등과 고분자 매트릭스

와의복합화를통한열전도성복합재료의개발이진

행되고 있다. CNT는 높은 열전도성을 지니고 있으

며 복사흡수, 복사방사 특성도 뛰어나 기존의 금속

을 이용한 방열체로 이용할 경우, 방열특성 향상뿐

만아니라, 뛰어난성형성, 소형/경량화등이가능한

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 CNT를이용해열전도

그림 3. Laser Flash 법에서 시편 뒤쪽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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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복합체를 제조할 경우 CNT의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 고분자와 CNT 사이의 계면이 많이 생기게 되

고, 이계면은복합체내에서열저항으로작용하게되

어 이론적 예상치에 비해 그 값이 매우 낮음이 알려

져 있다. 고분자와 CNT 사이의 넓은 접촉면적에 따

른 열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진행

되고있으며, 이는화학적계면처리등을이용한매

트릭스와의 상용성 증대와 복합체 내의 접촉면적 최

소화등을통해확보될수있다. 하지만화학적계면

처리등의기술은동시에CNT 표면의결점(defect)

형성을 증가시켜 열전도도 감소를 야기하므로 이의

완벽한제어가어려운것으로알려져있다.

LED 조명용 고분자 방열판
최근들어 큰 각광을 받고 있는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은 백열전구를 대체함으로써 60~90%

정도의전기소모량의감소효과를얻을수있을뿐만

아니라, 효율 또한 백열전구에 비해 10배 이상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도 그 10배 이상의 수명이 다한 경우에도 램프

의 폐기를 위해 특별한 처리 방법을 거치치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LED 조명은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15년 이상의 획

기적인 사용수명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형태의 조

명에서처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열을

식혀주는문제가아직해결하지못한숙제로남아있

다. 이러한열관리가잘이루어지지않을경우, 사용

수명의 단축이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위

해서알루미늄등의열전도효율이우수한금속재료

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금속재료 사용시의 문

제점인제품의중량문제, 부식문제, 난해한성형문

제, 열원과의 접합성 등의 문제점들이 아직까지 숙

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열전도성 고분자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die,

circuit board 그리고 enclosure 등어떠한부분에적

용하더라고, LED에서방출되는열을효과적으로관

리하여, 제품의 온도를 낮추고, 조도의 향상, 수명의

연장에기여할수있다. 또한, 이러한방식으로적용

될 경우, 현재의 금속재질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40~50%의 중량감소가 이루어지며, 더욱 효과적인

열방출을 위한 복잡한 디자인의 구현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LED의 수명 및 효율의 상승이라는 결

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Coolpolymer사

에서는 낮은 선팽창계수와 우수한 열전도성을 가지

고 있어 타 기구물과의 조립, 장착시 추가적인

thermal interface materials (TIM)의 필요 없이,

LED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분산,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지를 개발하 다. 또한 이제품은 사출성

형을 통해 3차원 형태의 제품을 성형할 수 있어,

PCB 부분에 적용할 경우에는 동일 사이즈에서 더

낮은중량의제품을실현할수있으며, LED의열에

너지를 세라믹 기판이나 금속 PCB와 동등한 수준

으로 열방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네덜란드의 엔지니

어링 플라스틱 전문업체인 DSM 사는 최근

Polyamide 4,6를기반으로한열전도성고분자소재

표 2. 열전도성 필러의 종류

분류 재료
열전도도
(W/m.K)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필러

Copper (Cu) 398

Aluminum (Al) 237

Silicon Carbide (SiC) 100~350

Graphite 200 (100~800)

Carbon Fiber (PAN계) 5~20

SWNT 3000

전기절연성/

열전도성 필러

Fused silica (SiO2) 1.4

Crystalline silica (SiO2) 6.2

Aluminum oxide (Al2O3) 36

Aluminum nitride (AlN) 70~270

Boron nitride (c-BN) 150~200

Boron nitride (h-BN) 1.5~3

Magnesium oxide (Mg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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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고열 관리가 가능하고 고강

도를 가진 복합체로,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LED

Retrofit Lamps (LED 구조 램프)이다. 최근 적용

사례로 필립스사와 삼성 LED는 DSM 열전도성 고

분자 소재로 방열 구조를 설계한 LED 램프를 선보

으며, 알루미늄을 적용한 제품에 비해 가볍고 성

형이 용이해 조명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Sabic 사는 Osram 사와 Leedarson 조명과 합작을

통해LED 전구용히트싱크를개발했다고발표했다.

Sabic 사 제품은 우수한 열전도성뿐만 아니라 비할

로겐 친환경 난연성, 전기적 격리특성 및 안정적인

색상성능의구현이뛰어난것으로알려져있다.

열전도성 페이스트
열전도성 페이스트 복합재료는 상용 고분자 소재

에열전도성을부여하기위하여전도성첨가제를고

분자 매트릭스 혹은 고분자 필름 상에 고르게 분산

하여, 내열성 및 내화학성과 같은 고분자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열전도도를 지닌 복합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인경우에부품과방열판사이의정확한접합

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판의 사이에 air gap

이존재한다[그림5].

이 air gap은열전달메커니즘에서열저항으로작

용하게 되고 이는 열전달의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

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제품의 과열로 인한 부품 고

장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air gap이 열전도성 페이스트로 대치되어야 하는데,

비록 열전도성 페이스트가 열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공기보다더효과적이라고해도열전도성특징을띠

고있는금속재료에비해서는비효과적이므로가능

하면 얇게 충진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최적

의 layer 두께가 존재한다[그림 6]. 최적의 두께에

도달하기 전에 열저항은 보다 높은데 이는 부품 아

래에 남아있는 기공들 때문이다. 한편, 최적의 레이

어 두께 이상에서는 열저항이 다시 증가한다. 왜냐

하면, 열전도성 페이스트의 낮은 전도성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열전도성 페이스트는 금속재료와 비교

할 때 열전도성이 낮기 때문에 발열체와 방열판을

가능한 착하도록 하고, 열전도성 페이스트의 사용

량이최소가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신진연구자 컬럼

((AA)) ((BB)) ((CC))

그림 4. 열전도성 고분자 재료가 적용된 LED 램프, 
(A) Coolpolymer 사, (B) DSM 사, (C) Sabic 사.

그림 5. 열전도성 페이스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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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달페이스트의산업적응용분야는반도체, IT

부품,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최근 기후

변화에따른대응으로에너지저감이나효율을증가

하기 위한 산업적 요구가 있어 열전달 페이스트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열전

도성페이스트는다음과같은분야에사용되고있다.

①고집적반도체소자등발열체주변의틈새

②IC 등발열체의윗면, 측면및도선

③시트붙여넣기가곤란한발열부분

④열전도 시트를 붙여 넣을 공간적 여유가 없는

부분

⑤높은 진동 흡수 능력 : 방진제, 젤이 갖는 부드

러움과뛰어난물성등으로인해지금까지곤란

했던미세한진동방지에효과발휘

⑥전력계의IC와LSI 시장

⑦레이저다이오드시장에서의CD 및DVD

⑧LED 조명

최신연구동향
최근 미국 MIT 대학의 Chen 교수팀은 열전도도

가매우높은양질의폴리에틸렌나노파이버를제조

하는데성공하 다. 직경이50~500 nm인폴리에틸

렌 나노파이버는 그 길이가 수십 millimeter까지 늘

려질수있고열전도도는일반적인폴리에틸렌소재

보다 300배이상뛰어난 104 W/m.K까지얻어졌다.

이러한 나노파이버의 일반적인 열전도는 순수한 금

속의 열전도도보다 크다[그림 7]. 지금까지 개발된

열전도성 플라스틱 소재들은 고분자에 열전도성 필

러 등 새로운 물질을 첨가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뤘

으며, 기존고분자에비해100배가량높은열전도성

수준이었다. 하지만 폴리머와 다른 물질을 결합할

경우 이종 물질 간 접점에서 전도율 저하가 불가피

하다. Chen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원자현미경을

통해 폴리에틸렌 용액에서 섬유질을 천천히 추출한

다음폴리머분자를같은방향으로배열하는원리다.

이 과정에서는 열을 가해 섬유질을 뽑아낸 뒤 또다

시그것을펼치기위해열을가하는두가지공정을

적용했다. 또한 이 연구팀은 각 나노파이버의 열전

도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종접합재료(bi-material)

AFM cantilever를 사용한 방법을 소개하 다. 이

연구는기존에주로사용되던열전달용금속재료의

대안으로서 가격이 저렴한 고분자 사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휴대폰 케이스, 컴퓨터 칩, 플라스

틱 포장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열전도도의 응용에

특히 중요하다. 게다가 가볍고, 전기적 절연과 화학

적 안정성 때문에, 높은 열전도성의 고분자의 적용

범위는 넓다. 또한 solar hot-water collectors, 열교

환기, 전자용기와 같은 응용 분야에도 적용하여 사

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꿈의신소재로불리는‘그래핀’은탄소원자가벌

집 모양으로 연결된 얇은 막 구조 형태다. 두께가

유 재

그림 6. 열전도성 페이스트와 열저항 간의 상관관계.

그림 7. 연신공정을 통해 단일분자로 배열된 폴리에틸렌
나노파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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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nm에 불과할 정도로 얇지만 구리보다 100배

높은 전기 전도성과 다이아몬드보다 2배 높은 열전

도도를 갖고 있으며 강철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핀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이유는 물리

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구부리거나 늘려도

물리적 특성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방열소재로써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낮은 분산성의 문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고분자 혹은 단분자

에 의한 표면 개질을 통하여 고분자 매트릭스와 복

합체를 형성하고 이를 고열전도성 복합체로서 방열

소재로 적용 등이 연구되고 있다. 대만 National

Tsing Hua대학의 Ma 교수팀은 그래핀 입자의 표

면개질을통해에폭시매트릭스수지와의상용성을

향상시키는연구를수행하 다[그림 8]. 그결과, 그

래핀함량4 phr에서메트릭스수지대비열전도도가

10배 증가하 으며, 동일 함량의 MWCNT를 이용

한복합체에비해열전도가 5배이상증가됨을보고

하 다.

기존에는 단순히 열전도성 필러를 첨가하여 열전

도도를 증가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진 반면, 최근 들

어서는새로운무기입자의제조혹은무기입자의형

태나 배열 등을 조절함으로써 열전도도를 증가시키

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일본 동경공대의 Ando

교수팀은 2종 폴리머와 ZnO nano-pyramidal 입자

를이용한복합체에 double percolation 개념을도입

하여열전도도향상을위한연구를시도하 다[그림

9(A)]. 일본 재료과학연구소 Zhi 박사팀은 [그림

9(B)]에나타난바와같이, BN nanotube (BNNT)

와 BN nanosphere (BNNS)를 이용하는 이종필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열전도도의 향상과 점도 조절이

가능함을보고하 다. 츠쿠바대학의Golberg 교수팀

은BN nanotube와 Poly(vinyl alcohol) (PVA) 복

합체를 [그림 9(C)]와 같이 electrospinning을 이용

하여제조하 고, BNNT가배열된방향으로열전도

도가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 다. 또한, 일본 고베대

학의 Nishino 교수팀은 나노다이아몬드를 이용하여

PVA와 복합화를 통해 열전도도와 기계적물성이

향상된복합재료를제조하 다[그림9(D)].

결론
열전도성 고분자 소재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배

출, 신성장 동력 등 최근에 급변하는 산업과 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

체에너지개발뿐만아니라효율적인에너지사용이

라는관점에서도중요한소재이다. 아울러, 전자소재

의소형화, 집적화및높은효율등으로인해기기에

신진연구자 컬럼

((BB))

그림 8. (A) 그래핀 입자의 표면 개질 및 (B) 복합체의
열전도도.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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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생되는열을효과적으로제어하기위해서는일

정수준 이상의 열전도도(4 W/m.K 이상)가 반드시

필요하며이를확보하기위해단순하게고분자와열

전도성 필러의 복합화 공정뿐만아니라, 새로운 개념

의 복합재료 제조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새

로운 열전도성 입자의 합성, 열전도성 입자의 구조

및 형태 제어, 매트릭스 수지내의 배향성 제어, 하이

브리드 필러 시스템 등을 통해 소량의 필러만으로

높은열전도도를가지는복합재료개발을위한연구

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높은 수준의 열전도

도들이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

술적인발전은열전도성고분자가사용가능한각종

분야별로 다양한 물성 및 열전도성이 확보된 소재

개발을촉진시키고있으며, 이는빠르게발전하는자

동차, 항공산업,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다양

한산업군으로응용이확산될것으로예측된다.

유 재

((CC)) ((DD))

그림 9. 열전도성 고분자 소재의 신규 연구동향, (A) Polyimide blend/ZnO 복합체, (B) BNNT/BNNS 하이브리드 시스템, 
(C) Electrospinning을 이용한 PVA/BNNT 복합체, (D) PVA/nano-diamond 복합체.

((AA)) ((B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