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재료의 특성 및 응용

무기공업화학



생각해 봅시다...

두 물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동기유발

스텔스 전투기 전기자동차

http://news.joins.com/article/22486655
https://namu.wiki/w/%ED%85%8C%EC%8A%AC%EB%9D%BC%20%EB%AA%A8%EB%8D%B8%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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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동기유발

Why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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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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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탄소의 특징
-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원소 중 하나
- 유기물의 주요성분, 결정구조, 조성, 배열 형태에 따라 분류
- 흑연계통 탄소재료: 판상구조, van der Waals 분산력 및 π-π 결합

탄소재료의 특성

• 탄소 (Carbon)

b) 탄소 재료의 물성
- 작고 가벼움 (초고온 경량소재), 결합력 강함 (초고강도, 초내마모성)

다양한 결합을 한대(동소체, 소재의 다양성), 화학적 내성 강함
- 구성원자가 탄소로 돼 있는 소재
- 극한의 물성 (초고온, 초경량, 초내마모)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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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재료의 특성

탄소
• 탄소 (Carbon)

c) 탄소재료의 분류



① 탄소의 동소체
- 원자번호 6번, 4족
원소 공유결합

② 탄소 동소체의 구조
- sp

3
혼성궤도, 

- sp
2
혼성궤도, 

- sp혼성궤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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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재료의 특성

탄소
• 탄소 (Carbon)

d) 탄소재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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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재료의 특성

탄소
• 탄소 (Carbon)

e) 탄소재료의 물성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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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b) 흑연의 분류

탄소재료

• 흑연(Graphite)

a) 흑연의 구조

① Hexagonal 구조 ② Rhombohedral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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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재료
흑연

c) 흑연의 물리적 성질

12

• 흑연(Graphite)



주형재료 주형 및 도가니 제작

탄소강원료 주철의 탄소함량 증가율

내화재료 비철금속 공업용, 노즐제작

탄소봉제조 전극, 공업용 탄소봉제조

원자로용 중성자의 감속재

윤활재 및
포장재

금속표면코팅, 
특수포장, 브레이크

기타 폭약재료, 고무공업용원료, 
연마분, 기타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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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 흑연(Graphite)

d) 흑연의 응용분야

① 천연흑연 ② 인조흑연

- 흑연층간 화합물 이용 리튬이온 2차전지
- 전기제강용 흑연전극
- 알루미늄 전해제강용 전극
- 흑연전해판
- 불침투성 흑연 열교환기

인공흑연 기반 제품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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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 다이아몬드 (Diamond)

a) 다이아몬드의 종류

① 천연 다이아몬드

- 다결정 기상합성 다이아몬드 (chemical vapor deposition diamond)
- 소결 다이아몬드 (high-pressure high-temperature diamond)

② 합성 다이아몬드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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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Diamond)

b) 다이아몬드의 특성

다이아몬드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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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블랙 (Carbon black)

카본블랙

a) 카본블랙

① 입자크기: 작을수록 짙은 흑색, 강한 응집력, 착색력 감소, 적색조

② 단위결합체 크기: 클수록 옅은 흑색, 분산이 용이,우수한 전기전도성

③ 표면화학적 특성 (pH)
- 고휘발분(중성, 약알칼리성) : 양호한 분산성, 적색조
- 저휘발분(산성) : 우수한 저장안정성

b) 카본블랙의 성질

① 카본블랙의 생성
- 석유 정제물질 및 석탄 슬러리에서 생산되는 물질의 불완전 연소
또는 열분해에 의해 생성된 부정형 미립자.

② 카본블랙의 구분
- 범용 카본블랙: 자동차용 타이어 용도
- 특수용 카본블랙: 플라스틱, 도료, 인쇄잉크 전도, 착색 안료 등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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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블랙 (Carbon black)

카본블랙

c) 카본블랙의 성질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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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① 표면에 다양한 크기의 미세기공들을 통해 단위무게당 표면적을 높게 만든
기능성 탄소재료

② 응용: 탈색 및 탈취제, 촉매의 담체, 용제의 회수, 폐수 및 배기가스의 정화
③ 종류: 미립자형 활성탄, 과립형 화성탄, 성형 활성탄, 구슬형 활성탄, 섬유형

활성탄 등

a) 활성탄

• 활성탄 (Activated Carbon)

④ 세공의 분류



② 입상활성탄

- 원료 : 야자껍질, 갈탄, 무연탄, 역청탄 등

- 400-700℃에서 타르 및 휘발분을 제거하여 탄화, 900-1200℃의

회전로에서 산화성 가스로 활성화

- 사용 : 공기정화, 상수 및 폐수처리, 초순수처리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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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① 분말 활성탄

- 원료 :  톱밥과 석탄

- 400-700℃에서 타르 및 휘발분 제거와 탄화, 900-1200℃ 

유동활 성로에서 산화성 가스로 활성화

- 용도에 따라 수분, pH,입도, 탈색력 조절하여 제조

b) 활성탄의 분류

• 활성탄 (Activated Carbon)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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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탄 (Activated Carbon)

c) 활성탄의 응용

활성탄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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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섬유 (Carbon fibers)

탄소섬유

a) 탄소 섬유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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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섬유 (Carbon fibers)

탄소섬유

b) 탄소섬유의 분류 및 형태

탄소화 온도에 의한 분류 원료에 의한 분류 관용적 분류

방염섬유
탄소섬유
흑연섬유

레이온계 탄소섬유
PAN계 탄소섬유

등방성‧이방성 pitch계
탄소섬유

기상성장 탄소섬유

범용 탄소섬유
고성능 탄소섬유

연속섬유 단섬유 직물류

필라멘트사
스몰 토우 및 라지 토우

절단 섬유, 분쇄 섬유 직물, 편조물
펠트, 매트, 페이퍼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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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섬유 (Carbon fibers)

c) 탄소섬유의 특성

탄소섬유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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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섬유 (Carbon fibers)

d) 탄소섬유의 제조

① 주응용분야
- 자동차, 항공우주기술, 선박,시설 분야 등

② 응용분야의 확대
- 1970년대 레저분야 상품화
- 1970년대 후반 항공기분야 활용증대
- 최근: 토목 건축분야, 대체에너지·클린에너지 분야, 선박, 차량, 

해양개발·심해저 유전채굴 분야, 기기의 고성능화, 의료복지기기 등

e) 탄소섬유의 응용

탄소섬유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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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러렌 (Fullerene)

풀러렌

b) 종류

- 풀러렌: 축구공 모양으로 형성된 탄소
원자 60개의 구형 클러스터 (C60)

a) 정의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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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성질

- 높은 저항력과 전기적 성질
- 정제된 풀러렌은 색을 띔
- 유일한 탄소동소체
-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
- 6,6-이중결합에서 각변형률
줄일 수 있는 친전자첨가 반응

- 수소화반응, 첨가반응, 
기능화반응, 산화환원반응

• 풀러렌 (Fullerene)

d) 풀러렌의 화학반응

풀러렌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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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 그래핀 (Graphene)

a) 그래핀의 정의 및 특징

Fig. 14.22, Callister & Rethwisch 9e.
Displaybank, 지경부R&D 전략기획단 (2011년 그래핀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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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재료

그래핀
• 그래핀 (Graphene)

b) 그래핀의 응용

Guardian (2011)



말린 층 수 따른
분류

단일벽 : 흑연판 한 층을 말아놓은 구조 (직경: 0.5~3 nm)
이중벽 : 두 층이 동심축을 이룬 형태 (직경: 1.4~4nm)
다중벽 : 벽수가 3~15겹의 층을 이룸 (직경: 5~100nm)

그래핀 판 말린
각도 따른 분류

지그재그형, 암체어형, 키랄형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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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

•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

- 그래핀을 원통으로 말은 튜브형태의
수 나노미터 직경의 나노물질

a) 탄소나노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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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재료

탄소나노튜브

•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

b) 탄소나노튜브의 특성

① 전기적 성질
- 고전도도 (6000 S/cm), 구조에 따라 도체/반도체 특성

② 열적 성질
- 높은 열전도율 (6,000W/m·K), 고온 내열성

③ 기계적 성질
- 철강보다 10~100배정도 뛰어남 (인장강도: 30~180 GPa) 
- 탄소나노튜브는 15%까지 변형가능 (탄성율: 최대 1.8TPa)

④ 화학적 성질
- 다른 화합물과 잘 반응하지 않으며 매우 안정적



① 응용 경향

- 꿈의 신소재로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응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② 응용 영역

- 탄소 반도체: 10K배 더 집적도 높은 반도체 (1Tera급 기억소자)

- 전자제품: 현재의 전자제품 크기를 1/3정도로 감소 가능

- 에너지: 소형 전지의 사용시간을 획기적으로 연장 가능

→ 리튬이차전지, 수소저장 매체, 연료전지, 캐패시터

- 디스플레이: 낮은 전자방출 전압과 높은 (10~100배) 전자방출 전류

→ CRT, LCD, LED, PDP, Lamp, Backlight, 전광판, 전자총

- 운송: 자동차, 항공기 등의 구조재 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 기타 부문: 고기능 복합체, 나노와이어, 나노캡슐, 나노핀셋, 단전자소자, 

가스센서, 의공학용 미세부품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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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

•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

c) 탄소나노튜브의 응용

Michael F. L. DeVoilder et al. Science, 2013, 339,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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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재료

탄소소재의 응용

• 탄소소재의 응용분야

지경부, ‘C-산업 발전 전략‘, 201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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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재료

탄소 소재의 산업화

• 탄소 소재 산업

지경부, ‘C-산업 발전 전략‘, 201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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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재료

탄소소재의 응용

• 탄소 소재별 응용제품



a) 전지용 탄소재료

① 일차전지에의 응용

i) 역할

- 전지의 내부저항 감소, 

큰 전류 생산, 전해액 보호 유지

- 생성 이온 및 전하 이동 원활

ii) 역할

- 망간전지

탄소봉의 집전체로 사용

- 리튬전지

불화카본 리튬전지

② 이차전지에의 응용

- 리튬이온 이차전지 음극재 사용

- 고에너지밀도, 고에너지효율
- 우수한 보존성, 고수명
- 소형 및 경량화 가능

36

탄소재료

탄소소재의 응용

• 에너지 분야에서의 응용



b) 연료전지용 탄소재료

① 무공해 전력공급장치

- 차세대 청정에너지 발전시스템

② 연료전지 본체에 탄소재료 사용

- 촉매지지체, 촉매담체, 바이폴라 플레이트, 분리판 등

37

탄소재료

탄소소재의 응용

• 에너지 분야에서의 응용

c) 초고용량 커패시터용 탄소재료

① 전극재용 탄소

- 활성탄 및 활성탄소섬유: 페놀수지, 핏치 등 탄화, 비표면적 (~3000m
2
/g)

② 각각의 미세기공 내벽에 전기 이중층 형성

- 단위면적당 축전용량 증가

③ 캐패시터의 응용

- 휴대폰, 메모리 장치, 하이브리드 자동차, 의료기기, 자동차보조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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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재료

탄소소재의 응용

•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응용

① 복합 강화재
- 탄소섬유강화 탄소복합재, 금속복합재, 세라믹복합재 등

② 탄소복합재료의 응용
- 화학공업, 스포츠용품, 자동차산업, 생체공학, 우주왕복선 등

a) 연료전지용 탄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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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탄소재료의 특성

- 가벼우며 금속, 고분자, 세라믹의 특징을 골고루 갖고 있음

2) 탄소재료

- 흑연, 탄소나노튜브, 다이아몬드, 풀러렌, 그래핀, 탄소섬유 등

3) 탄소재료의 응용

- 기계, 에너지, 항공우주, 전자, 로봇, 토목, 건축 스포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