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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wo aspects of the percolation and conductivity of carbon black-filled polyethylene matrix composites

will be discussed. Firstly, the percolation behavior, the critical exponent of conductivity of these composites, are discussed based

on studying the whole change of resistivity, the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and relative permittivity or ac conductivity. There

are two transitions of resistivity for carbon black filling. Below the first transition, resistivity shows an ohmic behavior and its

value is almost the same as that of the matrix.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transition, the change in resistivity is very sharp,

and a non-ohmic electric field dependence of current has been observed. Secondly, the electrical conduction property of the carbon

black-filled polyethylene matrix composites below the percolation threshold is discussed with the hopping conduction mode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lectrical conduction property of the composites below the percolation threshold based on the frequency

dependence of conductivity in the range of 20 Hz to 1 MHz. There are two components for the observed ac loss current. One

is independent of frequency that becomes prevalent in low frequencies just below the percolation threshold and under a high

electrical field. The other is proportional to the frequency of the applied ac voltage in high frequencies and its origin is not clear.

These results support the conclusion that the electrical conduction mechanism below the percolation threshold is tunneling. 

Key words percolation threshold, carbon black, polyethylene, conductivity, tunneling conduction.

1. 서 론

폴리머 기지에 카본블랙을 도전상으로 분산시킨 무질

서계 복합재료의 전기전도는 대개 hopping기구로 설명되

고 있다.1-3) 그러나 최근 문턱스며들기(percolation threshold,

Pt) 이하 영역의 경우이긴 하지만, 급격한 도전율(σ) 변화

및 전류의 전계의존성에 대하여 이러한 재료 내부에 형

성된 유한 크기 카본블랙 cluster사이의 터널전도기구로도

설명되고 있다.1,4) 이와 같이 특정 충진량 이하의 조성을

갖는 복합재료의 전기전도기구에 대하여 동일한 특성을 갖

는 도전상과 기지로 구성되어도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한편 도전성 입자를 절연성 폴리머 기지에 혼합하여 제

조되는 복합재료에서 도전성 입자의 충진량(체적분율, V)

에 따른 저항율(ρ) 변화는 2개의 전이점을 나타낸다.5,7) V

의 증가에 따른 ρ의 변화거동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전

이점은 기지의 절연성이 소실되는 충진량(V1)에서이다. 두

번째는 V1 이상의 조성에서 V 증가에 따른 급격한 ρ 감

소와 점차적인 감소를 나타내는 경계에 존재하는 충진

량(V2)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재료의 Pt 그 자체도

제조상 중요한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명확하지 않

다. 즉 V의 증가에 따라서 급격하게 ρ가 떨어지는 V1을

Pt라고 한다든지,6-8) 두 번째 전이점(V2)을 Pt라고 결론내

리는 연구자도 있다.1,9) 저자는 큰 폭의 V 변화에 따른

ρ와 비유전율 변화, 전류의 전계의존성, 도전율 임계지

수의 검토 등을 통하여 V2가 Pt임을 보고한 바 있다.4,5) 

Percolation이론에 따르면 Pt는 처음으로 무한 cluster가

나타나는 V로 정의되며, 전기전도의 Pt와 완전히 일치한

다.10) 따라서 V1 이상의 도전상 조성을 가지는 폴리에칠

렌 기지 복합재료에서 ρ의 급격한 저하는 전극사이를 이

어주는 카본블랙 입자로 이루어진 cluster를 흐르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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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 형성에 의한 것이 아닌, 유한 cluster사이의 터널

전도기구 출현과 tunneling gap, tunneling면적 변화에 의

한 것이다.4,5)

본 연구에서는 도전상 역할을 하는 카본블랙을 고밀도

폴리에칠렌 기지에 분산시킨 복합재료에서 카본블랙 충진

량이 Pt 이하 일 경우에 대하여 그 전기전도 특성을 검

토할 목적으로, 이 재료의 도전율에 미치는 주파수와 전

계의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절연성 폴리머 기지에는 폴리에칠렌(Mitsubishi Chemical

Co. HPDE, 밀도 0.954 g/cm3), 도전성을 띠게 하는 첨

가제에는 카본블랙(Asahi Carbon Co. Asahi-thermal, 표

면적 19 m2/g, 입자크기 90 nm)을 이용하였다. 카본블랙은

폴리에칠렌과 혼합하기 전에 흡착된 수분을 제거할 목적

으로 100oC에서 1시간 동안 대기 중에서 가열하였다. 혼

합은 라보브라스트밀(Toyoseiki Co. MU25 type)을 이용

하여 140oC에서, 15분간 실시하였다. 혼합된 것을 80oC

까지 서냉 후 8 mm 크기로 절단하였다. 이러한 공정을 카

본블랙의 분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4회 반복 실시하

였다. 카본블랙의 체적분율은 비중을 1.8 g/cm3으로 하여

산출하였다.11)

저항율과 유전율 측정용 시험편은 혼합물을 절단 후,

150oC에서, 10분간 가열 프레스를 이용하여 0.05-2 mm 두

께의 sheet type으로 제조하였다. 그 후 구리를 진공 증

착하여 직경 3 cm의 전극을 설치하였다. 저항율의 측정

은 실온, 대기 중에서 실시하였다. 전류는 저항이 20 MΩ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동용량형 전위계(Takeidariken Co.

TR-84M)를 이용하여 직류전압 인가후 30분값을 채용하

였다. 저항이 20 MΩ 이하의 경우에는 디지털멀티미터

(Kesure Co. 196A)를 이용하였다. 전류의 전계의존성 측

정에 있어서 전류가 30 µA이상의 경우에는 가열에 의한

시험편 내부의 부분적 가열을 피하기 위해 폭 1 msec의

펄스전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30 µA이하의 경우

에는 직류전압 인가 후 30분값을 채용하였다. 유전율, 비

유전손실 및 교류전도율의 측정에는 LCR미터(HP-4284A)

를 이용하였다. 이 장치의 위상 해독 한도는 0.01o이어서

측정 시 tanδ가 10이하만을 데이터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에는 제조된 카본블랙-폴리에칠렌 복합재료의 카

본블랙 충진량(체적분율)에 따른 저항율(ρ)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 시에 인가전계는 0.5 kV/cm로 하였다.

저항율은 충진량이 작을 경우 큰 변화없이 기지에 가까

운 값을 나타내다가, 그 후 충진량의 소량 증가에도 불

구하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충

진량의 소량 증가에 의하여 저항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충진량(여기서는 0.221)을 V1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 이

상으로 충진량이 증가하면 저항율은 완만한 감소를 나

타낸다. 이 완만한 변화의 시작, 즉 그림에서 저항율의 급

격한 감소를 나타내는 부분의 종점을 나타내는 충진량을

V2(여기서는 0.245)라고 부르기로 한다. 여기서 V2값을

Fig. 1의 결과만으로는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

다. 따라서 후술하는 Fig. 4, Fig. 5, Fig. 6과 같이 전

류가 nonohmic에서 ohmic으로 변화하는 충진량에 대응

시켜 구하였다. Fig. 1과 같은 도전상의 충진량 증가에

따른 저항율 변화는 카본블랙-폴리에칠렌 기지 복합재료

외에 은입자-에폭시 복합재료에서도 보고되고 있다.4,8,12)

Pt 이상의 충진량을 갖는 도전성 입자와 절연성 폴리

머 기지로 구성된 복합재료의 도전율(σ)은 σ∝(V-Pt)2식에

따라 변화한다.5,10) 여기서 임계지수 2는 scaling 함수를 이

용하여 유한크기 네트워크 저항체의 저항변화 형태를 무

한계로 확대함으로서 얻어진다. Fig. 2에는 앞에서 구한

V2를 Pt로 설정한 경우의 저항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

림 중에 나타낸 직선 기울기, 즉 t는 2에 가까운 값을 나

타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재료의 전기전도 현상은

소위 도전율의 일반법칙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4,10)

Fig. 3에는 카본블랙의 충진율에 따른 복합재료의 비

유전율 변화를 나타내었다. 비유전율은 V1 이하에서 완만

한 증가를 나타내지만, 그 이상이 되면 급격히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Fig. 5, Fig. 6에는 0.15~0.36의 V를 갖는 복

합재료에 대하여 전계에 따른 전류(I)의 변화를 log-log함

Fig. 1. Change in resistivity of carbon black filled-polyethylene

matrix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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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나타내었다. V1 이하의 충진량 영역(Fig. 1의 section

A)에서는 E가 증가하면 I는 E에 대하여 선형관계를 가

지는 ohmic특성을 나타낸다(Fig. 4). 그러나 V의 증가에

따라서 저항율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낸 충진량에서 V2 사

이 영역(Fig. 1의 section B)에서는 I는 E에 대하여 비선

형적인 의존성을 나타낸다(Fig. 5). 또 V가 더욱 증가하

여 V2이상영역(Fig. 1의 section C)이 되면 다시 ohmic

한 의존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Fig. 6).

이와 같이 V2에서 t가 소위 도전율의 보통법칙을 충

족시키며 비유전율이 V1을 초과한 충진량에서도 측정된

사실, 카본블랙의 충진량 증가에 따라서 저항율이 급격

하게 감소하는 영역에서 전류가 전계에 대하여 nonohmic

거동을 나타내는 결과는 카본블랙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이전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V2를 Pt라고 볼 수 있는 근

거가 된다.5) 

Pt 이하 조성의 도전상을 갖는 복합재료에서의 전기전

도기구는 터널전도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앞의 연구에서 이

미 밝힌바 있다.4) 한편, 지금까지 percolation이론에 있어

서는 Pt 이하의 전기전도기구에 대하여 도핑 등에 의하

여 도입된 첨가물이나 도전성입자 사이의 hopping전도과

정이 보고되고 있다.1-3) Fig. 1과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카본블랙 응집체로 이루어진 cluster가 서로 접근

한 ohmic접촉을 하기 전의 충진량 범위인 V1과 V2사이

에서 V의 미량변화로 저항율이 크게 달라진 것, 전계에

대한 전류의 비선형적 의존성 등은 유한 크기 카본블랙

Fig. 2. Change in resistivity of the composites beyond V2 and the

critical exponent of conductivity (t).

Fig. 3. Change of relative permittivity of the composites.

Fig. 4.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 field and current in the

composites. V is volume fraction of carbon black.

Fig. 5.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 field and current in the

composites. V is volume fraction of carbon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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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사이에서 일어나는 열여기 hopping전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1) 여기서 hopping전도가 일어날 가능성을 구체

적으로 알아볼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데이터(E와

log I의 관계)를 이용하여 검토하여 보자. Fig. 7에는

V = 0.224를 갖는 복합재료의 E에 따른 log I 변화의 전

형적인 한 예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가능한 한 높은 전

계영역에 있어서 전류의 전계의존성을 직선 근사함과 동

시에, Kenta13) 등이 제안하고 있는 I∝exp (eaE/2kT)의

관계를 이용하여 겉보기 hopping거리(식 중의 a)를 구하

여 보기로 한다(식 중의 e는 전자의 전하량, k는 볼쯔만

상수, T는 온도이다). 이 값을 구하여 입자간 평균거리

와 비교함으로서 실제적으로 hopping전도기구의 작용여부

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카본블랙의 체적분율(0.2~0.23)

을 이용하여 계산한 얻어진 카본블랙 입자간 평균거리

는 약 33 nm인 것에 비하여 a는 약 550 nm를 나타내어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관찰 할 수 없었다. 여기서 입자

간 평균거리는 카본블랙 입자를 앞에서 나타낸 입경을

가지는 단순구형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입자 표면간의 평

균거리를 의미한다.

Pt 이하 조성의 도전상을 갖는 복합재료에서 유한 cluster

사이에 존재하는 절연층에 의한 전압(At(ε))은 시험편에

인가된 전압(A)과의 사이에 At(ε) = (ε/d)·A의 관계가 성

립한다. 또 E는 시험편 두께(d)와 인가전압으로부터 A/

d이므로 결국 At(ε) = ε·E가 된다.14) ε은 유한 cluster내

에서 site와 site거리의 상관거리로서 Pt 부근에서 발산한

다.12) 실제 관측 계는 유한하므로 ε의 최대값은 d가 된

다. 이러한 사실은 d를 이용하여 구한 겉보기 전계에 비

하여 카본 cluster사이의 전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I∝exp (eaE/2kT)의 관계로부터, 예를 들면 cluster

사이의 전계가 겉보기 전계보다 100 배 이상 크면 앞에

서 계산한 a값은 100 배 작아진다. 따라서 실제 hopping

거리는 10 nm이하 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무한 cluster가 형성되기 전의 전기전도기구는 site사이

의 hopping전도로 설명되며, 분극은 cluster사이에서 일

어난다. 그 때 Pt 조성을 갖는 복합재료의 도전율과 유

전율의 주파수(f)에 따른 변화는 σ(2πf, Pt)∝(2πf)x, εr'

(2πf, Pt)∝(2πf)-y로 나타내어지며, 이 때 x와 y사이에는

x + y = 1의 관계가 성립한다.3,15) 

Fig. 8과 Fig. 9에는 Fig. 1의 section B에 속하는 충

진량(0.221 < V < 0.245)을 갖는 복합재료의 교류도전율

(σAC) 및 εr'의 주파수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중에는 참고로 section A에 해당하는 복합재료의 결과

(V = 0.218)도 함께 나타내었다. Fig. 8로부터 σAC는 Pt

부근을 제외한 그 이하에서 f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 0.218의 경우 기울기는 거의 1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V가 Pt에 접근하면 저주파 쪽에서 주파수

증가에 따라 변화 형태가 완만하게 되어 그 의존성이 달

라진다. Fig. 9에서 εr'는 충진량이 작으면 주파수에 따

른 변화의 정도도 작으나 Pt 부근이 되면 주파수 의존

성은 충진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한다. 이러한 σAC와 εr'의

주파수 의존성으로부터 Pt에 가까운 V = 0.24의 조성을

갖는 복합재료의 지수를 Pt에 가까운 충진량인 ■표시의

데이터를 이용한 최소자승법으로 구하였다. x = 0.82, y

= 0.14가 되어 x + y = 0.96이 얻어졌다. 따라서 이 값은

hopping전도기구에서 기대되는 1에 거의 근접하는 값이

라고 볼 수 있다. 

Fig. 8, Fig. 9에 나타낸 σAC와 εr'의 주파수에 따른 변

화와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연구결과가 Song에 의

Fig. 6.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 field and current in the

composites. V is volume fraction of carbon black.

Fig. 7.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 field and current in the

composites with carbon black of 0.224 volum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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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고되고 있다.1) 그는 Pt 부근 조성의 도전상을 갖

는 복합재료에서 주파수에 의존하지 않는 σAC를 나타내

는 결과를 얻고서도, 도전입자 cluster 사이의 hopping전

도기구와 유전분극기구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

하고 있다. 그의 결과와 함께 이하에서는 Fig. 8의 결과

를 근거로 특히 Pt 부근에 나타나는 주파수에 의존하지

않는 성분에 주목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저자는 카본블랙의 충진량이 V2 이하인 폴리에칠렌 기

지 복합재료의 전기전도기구를 터널전도라고 보고한바 있

다.4) 이 기구는 하나의 tunneling gap에 의하여 전류가

제어되는 모델이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터널전도에 관여

하는 도전통로가 전극사이에 병열로 여러 개 존재할 가

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tunneling gap사이

의 정전용량 차이가 복소교류도전율(σ(ω))을 좌우한다고

하면, 복소교류전류(I(ω))는 {(σo+ωεoεr'') + jεoεr'}·(V/d)·s

로 나타내어진다.6,15) 여기서 σo는 주파수에 의존하지 않

는 성분, ε는 진공유전율, j =√-1, s는 터널전도에 관여

하는 tunneling gap의 총면적, d는 각각의 평균 gap간격

이다. 여기서 식 중의 실수부는 관찰된 σAC(ω)에 대응

하여 σAC = σo + ωεoεr''가 된다. 이 관계를 이용하여 Fig.

8과 Fig. 9에서 나타난 σAC와 εr'의 주파수에 따른 변화

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V가 Pt에 비하여 아

주 작을 경우, σAC는 주파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것

은 σAC = σo + ωεoεr''식에 있어서 σo의 기여가 작고, εr''가

주파수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식의 오른쪽 제

2항 유전손율에 따른 전류(ωεoεr'')가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V가 Pt에 가까운 V = 0.24의 경우에

는 σo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어 낮은 주파수에서 주파

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전류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

러나 주파수가 높아지면 ωεoεr''의 기여가 크게 되어 Fig.

8과 같은 결과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σAC = σo +

ωεoεr''는 V에 따른 σAC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Fig. 10에는 V = 0.24의 조성을 갖는 복합재료에 대하

여 교류전압을 1~20V로 변화시켜 측정한 σAC를 나타내

었다. σAC는 105 Hz이상의 주파수영역에서는 인가전압에

따라서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저주파수 쪽

에서 인가전압의 증가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σo가 인가전압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으

Fig. 8.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and σAC in the composites

with carbon black of 0.218-0.24 volume fraction.

Fig. 9.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and εr' in the composites

with carbon black of 0.218-0.24 volume fraction.

Fig. 10. Applied voltage dependence of ac conductivity for the

composites with carbon black of 0.24 volume fraction. Applied

voltage ; ○:1 V, △:5 V, ▲:10 V, ■:2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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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Fig. 11에는 인가전계에 대한 σo의 변화 형태를 고주

파영역에서 매우 큰 유전손실에 따른 전류(ωεoεr'') 성분

의 영향을 피할 목적으로 20 Hz의 σAC를 이용하여 계

산한 전류밀도를 나타내었다. 계산방법은 앞의 연구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전류밀도는

nonohmic한 특성을 나타내어 앞의 연구에서 밝힌 터널

전도기구를 지지하고 있다.4)

Song은 Fig. 8, Fig. 9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는 연

구결과를 테프론 기지 중에 카본블랙을 분산시킨 복합

재료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1) 이것은 Pt 부근에서 주

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σo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분의 영향으로 ωεoεr''의 주파수에 대한 기울기가 완만

하게 나타나 Pt 부근에서 hopping전도기구가 지배적이라

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Fig. 9와 같이

V가 Pt와 비슷하게 되면 εr'가 주파수 의존성을 나타내

게 된다. 하지만 이 기구에 대해서는 유전손실기구 등

도 생각되기는 하나 현 단계에서는 확신 할 수 없다.

여기서 앞에서 주파수 의존성이 없다고 가정한 εr''의

기원에 대하여 언급 할 필요가 있다. 대개 실온에서 기

지의 유전손실은 1 MHz 이하에서는 고분자 네트워크에

붙은 쌍극자의 회전운동, 특히 저주파수 쪽에서는 이온

전도나 계면분극이 관계한다.16) 본 실험에서는 유한 크

기 카본블랙 cluster 사이의 10 nm이상, 100 nm이하의 영

역에 존재하는 고분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금까

지 매우 좁은 공간에 존재하는 기지 성분(여기서는 폴

리에칠렌)의 εr'' 기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도출되어 있

지 않다. 본 실험의 경우, 쌍극자 분자운동에 관련된 유

전손실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tunneling gap내에서의

carrier이동에 관련된 유전손실에서는 σAC의 주파수의존성

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Fig. 8과 같은 결과는 얻어질

수가 없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t 이하의 충진량

에서는 카본블랙 cluster가 유한 크기에 머물고 있어, 도

전성 입자가 분산된 절연성 기지 복합재료의 유전성질 해

석에 종종 이용되고 있는 유효매질이론을 이용한 검토가

필요하다.17)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Pt 부근 조성을 갖는

복합재료의 전도기구는 터널전도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

지만, 충진량에 따른 εr'나 εr''의 변화 형태, 주파수의존

성 등에 tunneling gap이 관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보다 상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4. 결 론

도전상이 문턱스며들기 이하의 조성으로 첨가된 폴리

에칠렌 기지 복합재료의 전기전도 특성에 대하여 도전

율의 주파수의존성을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문턱스며들기 이하, 20 Hz에서 1 MHz

의 주파수범위에 있어서 교류전도 기구에는 두 개의 교

류성분이 기여한다. 그 중의 하나는 주파수에 비례하여 증

가하는 성분이며 다른 하나는 주파수에 의존하지 않는 성

분이다. 후자의 성분은 문턱스며들기 부근의 충진량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인가전계에 크게 의존하였다. 또 전

류의 전계의존성은 nonohmic한 특성을 나타내며 터널전

도 전류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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