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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전기 절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에폭시 수지에 탄소

나노튜브와 실리카 입자를 혼입하여 하이브리드 복합재료를 제작하였다. 두 충전제의 함량을 변화시켜 

제작한 시편으로 인장강도, 영률, 동적기계분석 그리고 전기 비저항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계적, 
전기적 물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고자 영률을 측정한 

결과와 미시역학 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탄소나노튜브 함량 0.6 wt%와 실리카 함량 

50 wt%를 첨가하여 제작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에서 인장강도 및 영률은 에폭시 복합재료 시편 대

비 각각 약 11 %와 35 %의 증가를 보여 가장 높은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었다. 에폭시 수지에 전도성 충

전제인 탄소나노튜브를 분산시키면 전기 전도성이 향상되었으며, 여기에 절연성 충전제인 실리카를 추

가로 혼입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에서는 개선된 기계적 물성과 더불어 전기 절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to enhance the electrical insulation of composite specimens in addition to the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the epoxy composite were reinforced with carbon nanotubes and silica particles. Tensile 
strength, Young's modulus, dynamic mechanical behavior, and electrical resistivity of the specimens were 
measured with varied contents of the two fillers.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were discussed,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related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pecimen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several 
micromechanics models. The hybrid composites specimens with 0.6 wt％ of carbon nanotubes and 50 wt％ of 
silica particles showed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with increase in tensile strength and Young's modulus up 
to 11％ and 35％, respectively, with respect to those of the baseline specime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composite specimens with carbon nanotubes filler also improved. Further, the electrical insulation of the hybrid 
composites specimens with the two fillers improved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in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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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화제(hardener)와 반응하여 3차원 가교 구조를 

형성하는 에폭시 수지(resin)는 대표적인 열경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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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he fabrication 
process for reinforced composite specimens

수지로 기계적 강도, 내식성, 내약품성, 탄성률이 

우수한데다 높은 접착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에폭

시 수지는 복합재료의 모재(matrix)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섬유상 및 입자상의 충전제(filler)
를 첨가하여 요구되는 물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직경이 수십 나노미터 이하인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s, CNTs)는 흑연 면이 원기둥 형

태로 말려있는 튜브 구조로서 단위 무게 당 표면

적이 매우 넓고, 완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뛰어난 열 및 전

기전도도 등을 지녀 복합재료의 충전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CNTs를 복합재료의 물성을 개선하는 

충전제로 사용하고, 여러 응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재 내에 균일한 분산과 응력 전달을 

위한 효율적인 계면 결합이 중요하다. 그러나 

CNTs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지에 첨가하

여 복합재료를 제작할 경우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force) 힘에 의한 낮은 분산성과 응집

(agglomeration) 등의 문제로 CNTs의 우수한 특성

들을 효과적으로 발현시키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얽혀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CNTs를 다발(bundle) 
없이 모재 내에 균일하게 분산시켜 주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CNTs를 화학적으로 전처

리하는 방법과 표면에 기능기(functional group)를 

부착해 CNTs 자체의 물성을 바꿔주는 표면개질

(surface modification) 등으로 분산성과 계면 결합

력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2) 
한편 CNTs는 전자 패키징(electronic packaging)에 

사용되는 충전제로서 제한이 따르는데, 이는 

CNTs의 높은 전기전도도가 전자기기의 오작동 

및 전기 안정성 등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계 물질 외에 

전기 절연성을 갖는 충전제를 사용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3,4)

충전제로 강화된 복합재료를 제작하면 향상된 

기계적, 열적, 전기적 물성을 갖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무수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복합재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국내외에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수지에 두 종류 이상의 충전제를 동시에 

혼합하여 원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질을 

구현하므로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는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5,6) Cui 등(7)은 CNTs를 실리카(silica, 
SiO2)에 코팅하여 졸-겔(sol-gel)법으로 합성한 다

음 에폭시 수지에 혼입하였다. 딱딱(stiff)한 CNTs
에 코팅된 SiO2는 에폭시 수지와 CNTs 간의 탄

성계수 불일치를 완화하였고, 열전도율 및 전기 

비저항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전기 절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에폭시 수지에 다

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NTs)와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실리카(silica, 
SiO2) 입자를 혼입하여 하이브리드 복합재료를 

제작하였다. 두 충전제는 별도의 표면개질 없이 

전단혼합과 초음파기기만을 이용하는 물리적 방

법으로 에폭시 수지 내에 분산시켰으며, 두 충전

제의 함량을 변화시켜 제작한 시편의 물성을 평

가하고자 인장강도, 영률, 동적기계분석 그리고 

전기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또한 미시역학 모델

(micromechanics models)을 도입하여 측정한 영률

결과와 비교 고찰하였으며, 충전제 분산의 한계

와 실험한 영역 외의 충전제 함량 조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였다.

2. 실험 방법 및 내용

2.1 시편 제작

시편은 Fig. 1에 따른 공정순서를 통해 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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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Epoxy Resin, Epoxy Composite, 
MWNTs and SiO2 used in this study

Epoxy Resin, 
Epoxy Composite 
(Resin+Hardener)

MWNTs SiO2

Tensile Strength
(MPa)

5.2 ~ 97 *
(69.2 **) 30,000 * 110 *

Young's Modulus
(GPa)

0.0037 ~ 215 *
(1.04 **) 600 * 73 *

Electrical 
Resistivity

(Ω·m)
2.1×1013 * 1.6×10-8 * 1018 *

Density
(g/cm3)

1.17 * 
(1.12 **) 1.0 * 2.2 *

Poisson's Ratio 0.34 * 0.06 * 0.17 *

*  www.matweb.com and www.azom.com
** Obtained from measurements

었다. 인장시험 시편은 ASTM D638-10 Type IV
에 준하여 전체길이 115 mm, 폭 6 mm, 두께 4 mm
의 도그본(dog-bone) 형태로 제작하였고, 동적기

계분석 및 전기 비저항 시편은 전체길이 35 mm, 
폭 10 mm, 두께 3 mm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제작

하였다. 먼저 Bisphenol-F 형인 에폭시 수지

(YDF-161, Kukdo Chemical, Co., Ltd.)에 기포제거

제(BYK-A 500, BYK-Chemie, Co., Ltd.)를 첨가한 

후 수지 자체에 함유되어 있던 기포를 진공 데시

케이터에서 2시간 동안 제거하였다. 이후 기포를 

제거한 에폭시 수지에 MWNTs(M90, Carbon 
nano-material Technology Co., Ltd.)를 첨가한 뒤 

전단혼합기(PDM-300 Paste mixer, Daewha Tech 
Co., Ltd.)로 각각 500 및 1,000 rpm 속도에서 20 
분씩 순차적으로 전단혼합을 하였다. 전단혼합을 

거친 에폭시/MWNTs 혼합물은 초음파 장비(WUC- 
A03H, Daihan scientific CO., Ltd.)를 통해 30분간 

처리 하였고, 같은 조건으로 전단혼합과 초음파 

처리를 반복하였다. 여기에 SiO2(SILON230, ABC 
Nanotech Co., Ltd.)를 추가로 혼입하여 각각 500 
및 1,000 rpm 속도에서 30분씩 순차적으로 전단

혼합 하였으며, 초음파 처리한 후에 다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다음 과정으로 아민계 경화

제(Jeffamine D-230, Huntsman International LLC.)
를 혼합하고, 10분간 탈기(degassing)하여 실리콘 

몰드에 부어 넣는다. 그리고 3기압 상태의 가압

용기에서 48시간 상온 경화한 다음 80℃의 오븐

에서 6시간 동안 추가로 경화시켜 시편을 제작하

였다.
충전제 함량은 수지와 경화제를 합친 질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MWNTs 
함량 0.6 wt%와 SiO2 함량 30 wt%를 첨가한 하

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경우에는 수지와 경화

제(혼합 중량비는 3 : 1) 질량 대비 0.6 %와 30 %
의 MWNTs와 SiO2 충전제가 포함되었음을 의미

한다.
Table 1에서는 실험 결과 및 여러 문헌을 통해 

알려져 있는 에폭시 수지, 에폭시 복합재료(수지 

+ 경화제), MWNTs, SiO2 각각의 물성들과 미시

역학 모델들에서 사용되는 물성치를 표기하였다.

2.2 시험편 측정

충전제의 분산 상태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제작한 시편의 기계적 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능재료시험기(Unitech-T RB301, R&B Inc.)를 사

용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준평형 상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변위 속도(cross-head speed)는 

0.5 mm/min로 유지하였으며, 각 케이스별 다섯 개

의 시편이 측정되었다.
시편의 동적 점탄성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

적기계분석기(Q800, TA Instruments, INC.)를 사용

하였다. 측정 온도 범위는 25 ℃부터 130 ℃의 범

위로 설정하였으며, 승온 속도는 3 ℃/min, 진동수 

1 Hz로 고정하고, 시험 방식은 싱글 캔틸레버

(single cantilever)를 적용하였다. 동적기계분석의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은 각각 ASTM D4092-01과 

ASTM D4065-01에 의거해 수행하였다.
시편의 전기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면저항 

측정기(FPP-RS8, DASOL ENG.)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범위는 10 nA - 100 mA이다. 시편 표면의 중

앙과 양쪽 가장자리 각 세 곳을 4단자의 탐침

(four probe)에 접촉시켜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2.3 미시역학 모델

실험 결과와의 비교 고찰 및 실험한 영역 외의 

충전제 함량 조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자 미

시역학 모델을 이용하였다.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는 두 종류 이상의 충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

작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유효 영률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MWNTs와 SiO2 
각각의 충전제를 식 (1)에 대입하여 하이브리드 

충전제(mixed filler)의 체적분율을 계산하여야 한

다. 여기에서 V는 체적분율, m은 질량, ρ는 밀

도이며, 아래 첨자로 사용된 m은 모재, f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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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E-SEM images of the fracture surfaces of the 
hybrid composites specimens with MWNTs and 
SiO2 filler contents

MWNTs, f2는 SiO2 충전제를 각각 의미한다.

 



  

      (1)

혼합 법칙(rule of mixture, ROM) 모델은 복합

재료를 구성하는 모재와 충전제의 체적분율 및 

물성의 결합으로 임의의 물성치를 평가하는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ROM 모델

은 구성 성분의 형상과 혼합 구조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지 않기에 정확도가 현저히 낮게 된다. 이
를 위해 Kerner 모델(8)인 식 (2)에서는 모재와 충

전제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응력(microstress)과 전

단응력(shear stress) 등을 고려해 ROM 모델을 보

완하였다. 식 (2)에서 사용되는 v는 프와송비

(Possion's ratio), E는 영률(Young's modulus)을 의

미한다. 이때 하이브리드 복합재료의 영률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2)

두 번째로 사용된 Wakashima-Tsukamoto 모델(9)

은 수정된 Eshelby's equivalent inclusion 방법(10)과 

Mori-Tanaka 모델(11)을 결합하여 유도된 것으로 

충전된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과 함께 입자 모양

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모재와 하이브리드 충전제

의 체적탄성계수(bulk modulus, K) 및 전단탄성계

수(shear modulus, G)는 아래와 같이 표현되며, 하
이브리드 복합재료의 영률은 식 (3)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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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토론

3.1 충전제 분산에 대한 정성적 평가

충전제의 분산은 복합재료에서 전체적인 물성

을 결정하는 척도로 작용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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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nsile strengths of the composite specimens 
with MWNTs contents

Fig. 4 Young's modulus of the composite specimens
with MWNTs contents

Fig. 5 Tensile strengths of the composite specimens 
with SiO2 contents

Fig. 6 Young's modulus of the composite specimens
with SiO2 contents

에폭시 수지 내에 MWNTs와 SiO2의 분산을 정

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

편 파단면의 미세구조를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

미경(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으로 관찰하였다. Fig. 2의 a)와 b)는 에

폭시 수지에 SiO2의 함량을 30 wt%로 고정시킨 

뒤 MWNTs의 함량을 각각 0.4 wt%와 0.8 wt%로 

변화시켜 제작한 시편의 파단면이며, c)와 d)는 

에폭시 수지에 MWNTs의 함량을 0.6 wt%로 고정

시킨 뒤 SiO2의 함량을 각각 30 wt%와 50 wt%로 

변화시켜 제작한 시편의 파단면을 촬영한 것이

다. FE-SEM 이미지 상에 두 충전제를 표기하였

으며, 배율은 10,000배로 관찰하였다.
시편 b)의 미세 구조를 살펴보면 MWNTs 함량 

0.8 wt% 이상부터는 MWNTs가 에폭시 수지 내에 

적절히 분산되지 못하고, 응집되어 서로 뒤엉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단혼합과 초음파

기기만을 이용하는 분산 방법으로는 MWNTs의 

분산에 한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반
면 시편 d)의 표면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이크로미터 크기인 SiO2의 경우 에폭시 수지 

내 분산이 수월하기 때문에 SiO2 함량 50 wt%에

서도 적절하게 분산된 것을 알 수 있다.

3.2 기계적 물성 측정 및 분산의 정량적 평가

Fig. 3과 4는 MWNTs 함량을 변화시켜 제작한 

에폭시/MWNTs 복합재료 시편과 SiO2 함량을 30 
wt%로 고정시킨 뒤 MWNTs 함량을 변화시켜 제

작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인장강도와 영

률을 각각 측정한 결과이다. 에폭시/MWNTs 복합

재료 시편은 MWNTs 함량 0.6 wt%에서 최대 인

장강도 및 영률을 나타내고, 함량 0.8 wt% 이상부

터는 오히려 기계적 강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MWNTs 함량 0.8 wt% 이상부터는 MWNTs의 불

균일한 분산으로 인해 시편에 부과되는 응력이 

효율적으로 MWNTs에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Fig. 2의 FE-SEM 이미지 상에서도 정

성적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Fig. 5와 6은 SiO2 함량을 변화시켜 제작한 에

폭시/SiO2 복합재료 시편과 MWNTs 함량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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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d and calculated Young's modulus of 
30 wt% - SiO2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MWNTs

Fig. 8 Measured and calculated Young's modulus 
of 0.6 wt% - MWNTs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SiO2

wt%로 고정시킨 뒤 SiO2 함량을 변화시켜 제작

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인장강도와 영률

을 각각 측정한 결과이다. 에폭시/SiO2 복합재료 

시편의 경우 마이크로미터 크기인 SiO2가 나노미

터 크기인 MWNTs 보다 에폭시 수지 내 분산이 

수월하고, SiO2 함량 50 wt%에서도 적절한 분산 

및 계면 결합이 유지되어 기계적 강도는 향상되

었다.
한편 Fig. 3과 5에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

의 인장강도 및 영률을 살펴보면 에폭시 수지에 

비해 강도가 높은 두 충전제를 동시에 혼입함으

로써 기계적 물성은 향상되었으며, MWNTs 0.6 
wt%와 SiO2 50 wt%를 첨가한 하이브리드 복합재

료 시편의 인장강도 및 영률은 에폭시 복합재료 

시편(Baseline) 대비 각각 약 11%와 35%의 증가

를 나타내었다. 또한 인장강도 및 영률의 표준편

차는 0.02에서 1.2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데, 동일 

조건 시편의 측정 편차가 크지 않음을 미루어 보

아 본 연구의 시편 제작 방법이 충분히 일관성 

있고 재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3 미시역학 모델을 통한 영률의 결과 및 평가

Fig. 7과 8은 영률을 측정한 실험 결과와 미시

역학 모델들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를 함께 나타

내었다. Fig. 7은 SiO2 함량을 30 wt%로 고정시킨 

뒤 MWNTs 함량을 변화시켜 제작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영률이며, Fig. 8은 MWNTs 함
량을 0.6 wt%로 고정시킨 뒤 SiO2 함량을 변화

시켜 제작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영률

이다.
Fig. 7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 결과는 

미시역학 모델인 Kerner 및 Wakashima-Tsukamoto 

모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다가 특정 함량에서 

영률이 감소하였지만, 미시역학 모델들은 두 충

전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영률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앞서 FE-SEM 이미지와 기계적 물성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전제 분산의 정도와 계면 

결합 등이 완전하지 못한 실험과는 달리 미시역

학 모델은 이를 완전한 상태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와 미시역학 모델들로 예측한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동적 기계적 특성 및 평가

Fig. 9와 11은 SiO2 함량을 30 wt%로 고정시킨 

뒤 MWNTs 함량을 변화시켜 제작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저장 탄성률

과 손실계수를 각각 나타낸 결과이다. Fig. 10은 

시편의 유리 전이 영역(glass transition region)인 

40℃ 및 70℃에서의 저장 탄성률을 비교하였으

며, 손실계수 피크 값으로 유리 전이 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를 정하였다.

Fig. 10의 결과에 나타나듯이 MWNTs 첨가로 

인해 유리 전이 영역에서 Baseline 시편 대비 저

장 탄성률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표면적이 넓

은 MWNTs가 에폭시 수지와 계면 결합을 하여 

수지의 유동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저장 탄성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12) 그러나 MWNTs 함량 

0.8 wt%를 첨가할 경우 MWNTs가 에폭시 수지 

내에 균일하게 분산되지 못하여 저장 탄성률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Fig. 11의 손실계

수 피크 값을 확인한 결과 MWNTs 함량 0.8 wt%
를 첨가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Tg가 88.
3℃로 가장 높았으며, Baseline 시편의 Tg(85.7℃)
보다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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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orage modulus of 30 wt% - SiO2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MWNTs

Fig. 10 Storage modulus of 30 wt% - SiO2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MWNTs at 40 and 70

Fig. 11 Loss factor of 30 wt% - SiO2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MWNTs

Fig. 12와 14는 MWNTs 함량을 0.6 wt%로 고

정시킨 뒤 SiO2 함량을 변화시켜 제작한 하이브

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저장 탄

성률과 손실계수를 각각 나타낸 결과이며, Fig. 
13은 시편의 유리 전이 영역인 40℃ 및 70℃에서

의 저장 탄성률을 비교하였다.
Fig. 1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유리 전이 영

역에서 SiO2 함량이 증가할수록 Baseline 시편 대
비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저장 탄성률은 

증가하였다. 이는 SiO2가 에폭시 수지 내에 더 많

이 존재하여 에폭시 수지와의 계면 결합이 증대

되었기 때문이며, SiO2 역시 에폭시 수지의 움직

임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Fig. 
10과 13에서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저장 탄성률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은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저장 탄성률이 감소하였으며, 온도

가 높을수록 고분자 사슬의 이동성이 커지기 때

문에 수지와 충전제 간의 계면 결합이 약화되면

서 저장 탄성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장 탄성률은 인장시험에서 얻은 영률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므로 제작한 시편의 저장 탄성률은 

앞서 측정한 영률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Fig. 14에서의 손실계수 피크 값은 SiO2의 

함량이 10 wt%에서 50 wt%로 증가함에 따라 하

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Tg는 87.2℃에서 88.
9℃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SiO2 함량이 증가할수

록 시편의 열 안정성이 개선되어 손실계수의 피

크가 고온으로 이동한 것 이라고 판단된다.(13)

3.5 전기적 특성 및 평가

복합재료 시편과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전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MWNTs 함량 변화

에 따른 전기 비저항 결과를 Fig. 15에 나타내었

고, Fig. 16에는 비저항의 역수를 취해 전기전도

도로 환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에폭시 수지의 

경우 비저항이 너무 커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면

저항 측정기의 측정 범위를 벗어났기에 Table 1
의 비저항(2.1×1013 Ω·m) 값을 이용하였다.

Fig. 15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에폭시 수지 내

에 전기전도도가 높은 MWNTs(6,000 S/cm)의 함

량이 증가할수록 전기 비저항은 감소하였다. 특
히 MWNTs 함량 0.2 wt%를 첨가한 시편에서 비

저항이 확연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MWNTs가 

에폭시 수지와 계면 결합을 하여 전자의 이동

(electron tunneling)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임계점

(percolation threshold)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14) 한편 MWNTs 함량 0.8 wt%만을 첨가할 경



오 윤 유병일 안지호 이교우1044

Fig. 15 Electrical resistivity of the composite with 
MWNTs contents

Fig. 16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composite 
with MWNTs contents

Fig. 12 Storage modulus of 0.6 wt% - MWNTs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SiO2

Fig. 13 Storage modulus of 0.6 wt% - MWNTs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SiO2 at 40 and 70

Fig. 14 Loss factor of 0.6 wt% - MWNTs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SiO2

우 시편의 비저항이 0.04 Ω·m을 나타내어 전자파 

차폐재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15,16)

MWNTs가 에폭시 수지 내에 균일한 분산을 하

게 되면 응집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종횡비(aspect ratio)가 큰 MWNTs의 구조적 

특성이 발현되어 전기 전도성을 높이게 된다. 그
러나 기계적 물성과 달리 전기전도도의 경우 

MWNTs 함량 0.8 wt%에서도 전도성이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균일한 분산에 의한 기

계적 물성의 극대화와는 다르게 전기전도도는 분

산이 부분적으로 되더라도 충전제 사이의 접촉만 

유지되면 전도성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MWNTs 함량 0.8 wt%에서도 전기전도도가 증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MWNTs를 복합재료의 충전제로 사용할 경우 

MWNTs의 높은 전기전도도로 인해 전기 절연성

이 요구되는 전자 패키징 분야에서의 적용이 제

한된다.(17)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 비저

항이 높은 SiO2를 추가로 혼입하였고, Fig. 1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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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혼입된 SiO2에 의해 비저항이 크게 증가하

였다. 이는 Table 1에 나타나 있듯이 SiO2의 비저

항은 에폭시 수지에 비해 105배 이상 크기 때문

이며, SiO2 함량 30 wt%만으로도 MWNTs에 의해 

증가된 전기 전도성을 낮출 수 있었다. 이밖에도 

SiO2는 높은 비저항을 유지하면서 전도성 네트워

크 형성을 방해하고, 전자이동 효과를 저하시키

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Fig. 15와 16에서 볼 수 있듯이 

MWNTs 함량 0.8 wt%을 첨가한 에폭시/MWNTs 
복합재료 시편의 전기 비저항은 0.04 Ω·m를 보였

으며, MWNTs 함량 0.8 wt%와 SiO2 함량 30 wt%
를 첨가하여 제작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경우 5.8×106 Ω·m 수준의 비저항을 나타내고 있

음을 통하여 두 경우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전기 절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에폭시 수지에 

MWNTs와 SiO2 충전제를 분산시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를 제작하였으며, 두 충전제의 함량을 

변화시켜 제작한 시편의 특성을 평가하고 고찰하

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에폭시/MWNTs 복합재료 

시편의 경우 MWNTs 함량 0.8 wt% 이상부터는 

MWNTs가 수지 내에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고, 
서로 응집하여 기계적 물성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FE-SEM 이미지 상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며, 전단력을 주로 활용하는 물리적 분산 

방법으로는 MWNTs 분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에폭시 수지 내에 MWNTs 함량 0.6 wt%와 

SiO2 함량 50 wt%를 첨가하여 제작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에서 가장 좋은 기계적 물성을 나

타내었고, 이때 인장강도 및 영률은 Baseline 시
편 대비 각각 약 11 %와 35 %의 증가를 보였다. 
두 충전제를 에폭시 수지에 혼입할 경우 MWNTs
와 SiO2가 에폭시 수지와 계면 결합을 하여 수지

의 유동성을 제한시키므로 Baseline 시편 대비 저

장 탄성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률 실험 

결과는 Kerner 및 Wakashima-Tsukamoto 모델로 

계산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두 모델

들은 분산의 정도 및 계면 결합 등을 완전한 상

태로 가정하여 예측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와 차

이를 나타내었다.
에폭시 수지 내에 MWNTs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전기 전도성은 향상되었으며, MWNTs 함량 

0.8 wt%만을 첨가한 에폭시/MWNTs 복합재료 시

편의 경우 전자파 차폐재로도 사용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시편의 경

우 SiO2 함량 30 wt%를 추가로 혼입함으로써 전

기 절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는 비저항이 

높은 SiO2가 MWNTs에 의해 형성된 전도성 네트

워크 및 전자이동 효과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열전도도 및 

열팽창계수 측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복합재료의 

열적 물성에 관한 연구를 보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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