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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research on the thermal emissivity depending on the alignment degrees of graphite flakes. Samples

were manufactured by a slurry of natural graphite flakes with organic binder and subsequent dip-coating on an aluminum

substrate. The alignment degrees were controlled by applying magnetic field strength (0, 1, and 3 kG) to the coated samples.

The alignment degree of the sample was measured by XRD. The thermal emissivity was measured by an infrared thermal image

camera at 100 oC. The alignment degrees were 0.04, 0.11, and 0.17 and the applied magnetic field strengths were 0, 1, and

3 kG, respectively. The thermal emissivities were 0.829, 0.837, and 0.844 and the applying magnetic field strengths were 0, 1,

and 3 kG, respectively.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2, between thermal emissivity and alignment degree was 0.997.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the thermal emissivities are correlated with the alignment degree of the graphite fl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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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출력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LED전구의 상용

화로 고 집적화된 기판의 발열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

러한 발열은 전자제품의 오작동 및 수명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1-3) 이러한 발

열문제 해결을 위해 발열부위에 히트싱크 및 냉각팬을

장착하여 강제 냉각하였으나 이는 전자제품의 부피와 소

음을 발생하게 된다.4,5) 

따라서 다양한 열방출 방법이 고안되어 보고되고 있

다. 방열장치와 전기 부품과의 접촉 표면의 사이에 고

열전도 재료를 이용한 시트를 설치하여 방열효과를 향

상시키려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예를 들면, 흑

연, SiO2, Al2O3 등의 입자들이 폴리머 재료에 혼합되어

형성된 복합재료의 형태로 이루어진 방열시트들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열시트의 열전도성

은 열전도재와 폴리머 재료와의 조합에 의하여 결정된

다. 그러나 폴리머에 혼합된 방열소재는 열전도도가 1 W/

mK 정도로 열전도도 낮다.7)

최근 열 특성이 우수한 CNT나 그래핀 등을 고분자 수

지에 혼합한 열전달 페이스트 및 코팅 조성물을 제조하

여 방열소재로 적용하려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그

러나 CNT나 그래핀은 고가이며 고분자 수지 내에서의

분산성이 좋지 않다.8-10) Kim 등의 보고에 의하면 팽창

흑연과 구리를 혼합하여 열전도율 103 W/mK의 금속복

합 방열소재 개발을 보고하고 있다.11)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동향을 보면 전자기기나 부품의

방열과 관련된 연구는 전도를 통한 열전달을 중점적으

로 다루었고, 많은 연구에서 복사열은 고려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복사에 의한 열전달 또한 전자기기의 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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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2)

따라서 최근 열방사율이 우수한 탄소재료를 히트싱크

에 코팅하여 방열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 다양한 탄소재료들 중 흑연은 결정의 a-축 방향으

로 열전도 및 열방사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CNT나 그래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분산성이

우수하다.13,14) 또한 흑연 및 탄소섬유 등 종횡비가 큰 이

방성 탄소재료는 반자성을 가지며 자기장 및 전기장에

의해 일방향으로 배향이 가능하므로 자장인가 등으로 배

향정도를 조절하면 일방향 특성을 가지는 소재의 개발

이 가능하다.15)

Chen 등은 팽창흑연을 폴리에스터에 혼합하여 전기장

을 인가해 수직으로 배향된 흑연 나노시트를 개발하여

투명전극에 응용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으나,16) 배향성

조절에 의한 열방출 효과를 보고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기판에 흑연분말을 코

팅한 후 자장을 인가하여 배향도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IR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향도 변화에 따른 열방사율을 측

정하였다. XRD를 이용한 배향도 측정 및 미세조직 해

석을 통하여 코팅층의 흑연입자 배향도에 따른 열방사

율 변화를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자

장인가에 따른 흑연 코팅층의 배향성을 증가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추후 전자기기 등의 열방출 특

성향상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원료와 시편 준비

코팅에 사용된 흑연은 현대코마산업의 HC-198(> 98.5

%, purity)를 분급(> 212 µm)하여 사용하였다. 코팅에 사

용된 알루미늄 기판은 Al1050(25 × 25 × 2 mm)을 사용하

였다.

락카계 바인더에 흑연분말을 10 wt.% 첨가하여 흑연 슬

러리를 제조하였다. 미리 준비된 알루미늄 기판은 제조된

흑연 슬러리에 딥코팅 하였으며, 네오디뮴 자석(Magtopia

Co., LTD)을 이용하여 코팅된 기판에 자장을 인가하였

다. Fig. 1에 본 연구의 시편제조공정을 나타내었다.

흑연 슬러리가 코팅된 알루미늄 기판을 네오디뮴 자석

에 놓은 후 상온에서 건조하여 흑연입자들이 기판에 수

직배향 되도록 하였다. 인가자장의 강도는 네오디뮴 자석

의 표면으로부터 시편의 거리를 변화시켜 조절하였으며,

시편의 코팅층 표면에 Fluxmeter(JP/GX-600, SHIMAZU)

의 probe를 접촉시켜 측정하였다. 이 때 인가된 자장의

강도는 0, 1 및 3 kG였다. 자석과 코팅된 시편의 거리

조절에 의한 2 kG 자장 인가는 장치 구조상 불가능하였

다. Fig. 2에 자장 인가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2.2 미세조직 관찰

알루미늄 기판에 코팅된 흑연 코팅층의 표면형상은 전

자현미경(Jeol. FE-SEM, 6500F)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기판에 코팅한 동일조건으로 슬라이드글라

스에 흑연을 코팅한 후 파단시켜 코팅층의 단면을 관찰

하였다.

2.3 X-선 회절 분석

자장에 의해 배향된 흑연입자의 배향도를 정량화적으

로 측정하기 위하여 XRD(SWXD, Rogaku)분석을 실시

하였다. 사용된 X-선 타겟의 파장(Cu-Kα1)은 1.5406 Å

이고, 10~60o의 주사범위에서 주사속도 1o/min 의 2θ 연

속주사방식으로 XRD 피크를 얻었다.17)

자장에 의해 배향된 흑연의 배향도(Degree of alignment,

Da)는 (100) 피크와 (002) 피크의 높이로 각각 나누어

준 상대강도 값을 이용해 다음의 간단한 식으로 계산하

였다. 여기에서 I002와 I100은 각각 (002) 피크와 (100) 피Fig. 1. Sample preparation procedures.

Fig. 2. Magnetic field apply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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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높이이다.

Da = I100 / (I100 + I002)

2.4 열방사율

시편의 열방사율은 IR 카메라(TP8, ThermoProTM)를

이용하였다. Table 1에 방사율 측정에 사용된 IR 카메

라의 주요 성능을 나타내었다. 방사율 측정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작된 장치에 시편을 장착하고 시편

으로부터 35 cm 거리에 설치된 IR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IR 카메라를 이용한 열방사율 측정장치는 흑

연이 코팅된 시편 표면에서의 열방사율 측정을 위하여

고안하였다. Fig. 3의 장치에서, 열원(heater)에서 발생된

열이 열전도체(heat transfer)를 통해 구리봉(Cu rod)을

가열하게 되면, 구리봉의 상부에 놓인 시편을 100 oC 이

상으로 가열한다. 시편이 충분히 가열되면, 열전도체를 제

거하고 밀폐절연체(cover insulator)를 닫아 시편의 표면

에서 대기 방향으로 냉각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구리봉을 105 oC까지 가열시켜 열전도체를 제거한 후

100 oC까지 냉각되면 측정을 진행 하였으며, 측정 시 실

내온도는 25 oC를 유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흑연 분말 분석

Fig. 4에 천연흑연분말의 SEM 사진과 라만분광분석 결

과를 나타내었다. SEM관찰 결과 이방화가 발달한 판상

형태의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라만 분석결과

Fig. 3. Apparatus for thermal emissivity measurement.

Fig. 4. SEM image (a) and Raman spectrum (b) of raw graphite powder.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infrared camera (ThermoproTM TP8).

Property Value

Thermal sensitivity (oC) 0.08 oC at 30 oC

Accuracy ± 1
o
C or ± 1 % of reading

Temperature range (oC) −20 oC ~ +8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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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cm−1 부근의 disordered peak의 강도는 매우 낮았

고, 1580 cm−1 부근의 ordered peak의 강도는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정성이 우수한 흑연구

조에서 관찰되는 피크로 본 연구에 사용된 흑연 분말은

결정성이 우수하며 이방성이 발달한 판상 구조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2 미세조직

Fig. 5는 흑연분말을 알루미늄 기판 위에 뿌려 놓은 후

자장인가 전, 후의 사진이다. 자장을 인가하기 전의 흑

연분말은 기판에 평행하게 배향되어 있으나, 자장인가 후

흑연분말은 기판평면에 대하여 대부분 90도의 수직방향

으로 배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장을

인가하였을 때 흑연 분말입자가 완벽하게 배향할 경우

표면요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SEM

을 이용하여 표면을 관찰한 결과 표면요철은 심하게 일

어나지 않았다. Fig. 6은 흑연 코팅층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다. 인가자장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코팅층 표

면의 요철이 약간 증가하였고, 또한 흑연입자는 바인더

에 덮여있어 표면으로 노출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7은 흑연 코팅층의 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결

과이다.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흑연을 코팅한 후 파단

시켜 단면을 관찰하였는데, 시편 파단 시 대부분의 흑

연입자는 바인더에 박혀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으나

그 흔적은 관찰할 수 있었다. 자장을 인가하지 않은 시

편(0 kG)의 흑연입자는 대부분 기판표면에 평행하게 적

층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1 kG의 자장 인가 시에

는 약간의 경사를 이루며 적층되었다. 3 kG의 자장이 인

가되었을 경우 기판표면에 거의 수직으로 배향된 흑연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수평으로 누워 있는

입자도 관찰된다. 이는 자장이 인가된 조건에서 바인더

를 사용하지 않고 흑연분말을 기판에 뿌리면 흑연입자

는 자석에 수직한 방향으로 완전히 배향되는 Fig. 5와

다른 결과이다. 

Fig. 8에 인가자장의 강도에 따른 흑연입자의 배향을

광학현미경과 SEM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 하였다. 

결국 흑연입자는 자장이 인가된다 하더라도 바인더의

표면장력에 의해 기판에 완전히 수직으로 배향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6에서 관찰한 것과 같이

흑연입자는 바인더가 덮여있어 표면으로 노출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기대하였던 흑연

입자의 큰 이방성에 따른 열방사율 증가는 어렵다는 것

Fig. 6. SEM images of coated surface (× 40): (a) 0 kG, (b) 1 kG and (c) 3 kG.

Fig. 7. SEM images of coated layer (cross-sectional, × 200): (a) 0 kG, (b) 1 kG and (c) 3 kG.

Fig. 5. Photos of graphite flakes by applying magnetic field: (a) 0

kG and (b) 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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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상하였다.

3.3 X-선 회절

Fig. 9에 인가자장의 강도에 따른 X-Ray 회절 패턴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002)피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100)피크도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인가자장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002)피크가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흑연 입자들이 알

루미늄 기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배향되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이다.

Fig. 10은 X-Ray 회절패턴의 (100)피크와 (002)피크의

높이로부터 배향도 Da(Degree of alignment)를 계산하여

얻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배향도는 인가자장의

강도가 0, 1 및 3 kG로 증가할 때 0.04, 0.11 및 0.17

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흑연입자의 수직배향이 기

대했던 것 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미세조

직관찰 결과와도 일치한다. 

3.4 열방사율

열방사율 측정결과 인가자장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열

방사율은 증가하였다. 원료분말로 시용된 천연흑연은 그

구조가 큰 이방성을 가지고 있다. 흑연의 열전도도는 a-

축 및 c-축 방향으로 각각 4.0(watt/cm), 0.8(watt/cm)로

써 a-축 방향으로 5배의 높은 열전도도를 갖는다.18) 또

한 전기저항은 a-축 방향 및 c-축 방향으로 각각 1~100

(Ω·cm × 104) 및 10,000(Ω·cm × 104)으로써 a-축 방향으로

의 전기전도도가 최대 10,000배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흑연의 열전도도와 전기비저항 사이의 큰 이방성 특성

은 열방사율 이방성에도 크게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였다. 

Table 2는 인가자장에 따른 각 시편에 대하여 5회 측

정한 평균값의 결과이고, Fig. 11에 그 결과를 정리하였

다. 인가자장이 0, 1 및 3 kG로 증가할 때 방사율은

0.829, 0.837 및 0.84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가자장의

강도증가에 따른 열방사율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는데 이

러한 결과는 바인더의 점도 및 표면장력이 흑연입자의

응집을 유발하여 기판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배향이 완

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팅바인

Fig. 8. Modeling of graphite flakes alignments on aluminum

substrate by magnetic field strength: (a) 0 kG, (b) 1 kG, (c) 3 kG

and (d) No binder.

Fig. 9. XRD spectra measured on graphite coated surface.

Fig. 10. Degrees of alignment as a function of magnetic field

strengths from XRD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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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가 흑연입자들을 두껍게 덮고 있어 흑연입자의 수직

배향에 의해 표면으로 방출되는 열을 차단한 것으로 예

상된다. 

Fig. 12는 코팅층의 흑연입자의 배향도에 따른 열방사

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

듯이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배향도와 열방사

율은 선형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로

부터 얻어진 선형최적곡선의 상관계수(R2)는 0.997로써 거

의 1에 가까운 직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표면장

력이 작은 바인더 개발, 그리고 흑연입자를 코팅 층의

표면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자장인가에 따

른 열방사율 증가가 더욱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 자장인가에 따른 흑연 코팅층의 배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재현성 있는 결

과로 미루어 볼 때 자장인가로 배향된 흑연 코팅층은 전

자제품 등의 열방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

으로 LED 등의 열방출이 심각한 기기에 적용하여 열방

출 효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4. 결  론

유기바인더에 흑연분말을 분산시켜 알루미늄 기판에 코

팅시킨 후 0, 1 및 3 kG의 자장을 인가하여 흑연입자의

기판 면에 대하여 수직배향 시키고자 하였으며, 코팅된

흑연입자의 배향도 변화가 열방사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0, 1 및 3 kG로 자장세기가 증가할 때, XRD를 이용

한 배향도 분석결과 흑연입자의 수직 배향도는 0.04,

0.11 그리고 0.17로 증가하였으며, 열방사율 또한 인가자

장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0.829, 0.837 그리고 0.844로 증

가하였다. 

코팅층의 흑연입자의 배향도가 증가할수록 방사율은 선

형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서 얻어진 배

향도와 열방사율의 상관계수(R2)는 0.997이었다. 본 연구

의 시험결과 자장인가에 따른 배향도 및 방사율 증가 폭

은 크지 않았지만 자장인가에 따른 흑연 코팅층의 배향

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았다. 코팅층의 미

세조직 관찰결과 자장세기가 증가하여도 바인더의 표면

장력에 의해 기판에 완전히 수직으로 배향하지 못하였

으며, 흑연입자는 바인더에 덮여있어 표면으로 노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표면장력이 작은 바인더 개발 및 흑연입자를 코

팅 층의 표면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자장

인가에 따른 열방사율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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