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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various compositions of thermally conductive inorganic fillers with boron nitride (BN) and aluminum

oxide (Al2O3), solventless UV-curable thermally conductive acrylic pressure sensitive adhesives (PSAs) were prepared. The

base of the PSAs consists of 2-ethylhexyl acrylate, 2-hydroxyethyl acrylate, and isobornyl acrylate.The compositions of the

thermally conductive inorganic fillers were 10, 15, 20, and 25 phr in case of BN, and 20:0, 15:5, 10:10, 5:15, and 0:20 phr

in case of BN/Al2O3. The adhesion properties like peel strength, shear strength, and probe tack, and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prepared PSAs were investigated with different thermally conductive inorganic filler contents. There were no sig-

nificant changes in photo-polymerization behavior with increasing BN or BN/Al2O3 content. Meanwhile, the conversion rate

and transmittance of the PSAs decreased and their thermal stabilities increased with increasing BN content. Their adhesion

properties were also independent of the BN or BN/Al2O3 content. The dispersibility of BN in the acrylic PSAs was better

than that of Al2O3 and it ranked the thermal conductivity in the following order: BN > BN/Al2O3 >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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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

기기들은 점차 소형화, 경량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인해 연

구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기기의 고집적

화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전자소자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고

립시켜 전자기기의 오작동, 소재의 열변형에 의한 전자기기

의 수명단축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자기기의 작동을 위하여 열원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전

달시킬 수 있고 열전달 효율이 높은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4 

일반적으로, 점착제에 사용되고 있는 유기계 고분자의 열전

도도 값은 약 0.1 W/mK 이하로서 전자기기내 열전달 물질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5 최근,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graphene, CNT, aluminum oxide, aluminum

nitride, boron nitride 등과 같은 고열전도성 무기물을 필러로

사용하여 점착제의 열전도도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사용되

고 있다.6-8 그러나, 고분자와 열전도성 무기물 계면간의 낮은

상용성 문제로 인하여 분산이 용이하지 않아 열전도성 무기

물의 표면을 개질하거나 첨가물을 사용하여 열전도성 무기물

의 분산도를 높이고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9,10 또한

열전도성 무기물들을 입자 크기별, 형태별로 혼합 첨가하여

점착제의 열전도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11,12

일반적으로 점착제 제조 시 경화방법은 열경화법과 광경화

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광경화법은 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서 유기 용제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의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열경화법

에 비하여 경화속도가 빠르고 제조 공정이 단순하여 열경화법

과 관련된 생산성 및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13-15

본 연구에서는 방열 특성을 갖는 무용제형 아크릴계 감압

성 점착제를 제조하고자 열전도성이 우수한 무기물 (boron

nitride 과 aluminum oxide)을 광경화성 점착제에 첨가하여 열

전도성 무기물의 함량에 따라 제조된 점착제의 점착특성과 그

들의 방열특성을 고찰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아크릴계 점

착제는 2-ethylhexyl acrylate, 2-hydroxyethyl acrylate, isobornyl

acrylate를 일부 광중합시킨 삼원 공중합체 시럽을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착제의 열전도성 무기물로서는 판상의 boron

nitride와 구형의 aluminum oxide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첨가된 boron nitride와 aluminum oxide의 함량 변화가 제

조한 무용제성 아크릴계 점착제의 점착물성인 초기점착력, 박

리력, 응집력과 방열특성인 열전도도 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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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1. 시약 및 재료

2-Ethylhexyl acrylate (2-EHA; Junsei Chemicals, Japan), 2-

hydroxyethyl acrylate (2-HEA; Junsei Chemicals, Japan), iso-

bornyl acrylate (IBOA; Aldrich, USA)는 정제과정 없이 그대

로 사용하였다. 분자량 조절제 (chain transfer agent)는 n-

dodecyl mercaptan (Sigma-Aldrich, USA)과 광개시제는 2,2-

dimethoxy-2-phenylacetophenone (TCI, Japan), 가교제는 1,6-

hexanediol diacrylate (HDDA; Sigma-Aldrich, USA)를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열전도성 무기물은 boron nitride

plate (BN; 2 μm, Ditto Technology, Korea)와 spherical aluminum

oxide (Al2O3; 50 μm, Dongkuk R&S, Korea)를 사용하였다. 사

용된 이형필름과 PET 필름은 율촌화학 제품(L3M, H3M)과

㈜도레이 첨단소재 제품 (U48)을 사용하였다.

2. 점착제 시럽합성

2구 플라스크에 단량체인 2-EHA, 2-HEA, IBOA와 광개시

제, 분자량 조절제 그리고 BN (boron nitride nanoplate)와

Al2O3 (spherical aluminum oxide)를 Table 1과 같은 조성비로

투입한 후 상온에서 300 rpm의 일정한 속도로 교반하면서 고

순도 질소 가스로 주입하였다. 고순도 질소 가스의 주입이 완

료된 후 고순도 질소 가스 기류 하에서 혼합액을 교반하면서

플라스크 외부에 설치된 UV lamp (UV-A; black light, λ =

320~400 nm)를 조사하여 공중합체를 중합하였고, 적당한 점

도의 혼합액이 형성될 때 반응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초고순

도 air 기류 하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여 라디칼반응을 종결하

였다. 반응이 완료된 후 가교제(0.2 phr)와 광개시제(0.5 phr)

를 추가로 투입하여 점착제의 시럽인 PSAs/BN과 PSAs/BN/

Al2O3을 제조하였다.

3. 점착제 필름제조

필름에 시럽을 코팅하기 위해 barcoater를 10.0 mm/sec의 속

도로 시럽을 일정하게 필름 위에 도포 한 후 UV lamp (UV-

A; black light, λ = 320~400 nm)를 12분 동안 조사시켜 100

μm의 점착제 필름을 제조하였다.

4. 광경화 거동 특성

시럽의 광경화 거동은 DSC Q2000 with Omnicure S2000

(TA Instruments)를 이용하여 질소 가스 기류 하에서 210초 동

안 30oC에서 70 mW/cm2의 UV 광을 조사하여 반응 엔탈피

값으로 측정하였다.

5. 점착제 특성분석

점착제의 광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Lambda-350 UV/

Vis spectrometer (Perkin-Elmer)을 이용하여 250~780 nm에서

의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점착제 내 무기물(BN, Al2O3)의

중량은 TGA Q50 (TA Instruments)를 이용하여 580oC에서의

잔여중량을 측정하여 점착제 내 무기물의 중량으로 정의하였

다. 시료는 5~15 mg으로 승온 속도는 30oC/min으로 30~600
oC까지 질소 가스 기류 하에서 측정하여 580oC에서 중량을 백

분율로 환산하여 시럽 내 무기물 중량을 계산하였다. 점착제

의 열전도도는 TCi thermal conductivity analyzer (C-THERM

Technologie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착제 내의 무기물 분

산 상태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4700, Hitachi)

을 사용하였다. 초기접착력(probe tack) 측정은 ASTM D2979

를 참고하여 LR30K plus (LLOYD Instruments)으로 측정하

였다. 깨끗한 probe 끝을 100 g의 접촉 하중으로 1초 동안 점

착제와 접촉 후 제거하였을 때 필요한 최대 힘을 초기점착력

으로서 측정하였다. 박리강도(180o peel strength) 측정은

Table 1. Formulations for the photo-polymerization of PSA syrup.

Entry no.
IBOA

(mol.%)

2-EHA

(mol.%)

2-HEA

(mol.%)

BN

(phr)

Al2O3

(phr)

PIa

(phr)

CTAb

(phr)

BN00

25.00 50.00 25.00

0 0

0.05 0.05

BN10 10 0

BN15 15 0

BN20 20 0

BN25 25 0

BN00AL20 0 20

BN05AL15 5 15

BN10AL10 10 10

BN15AL05 15 5

a): Photoinitiator
b): Chain transfer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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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 3330D를 참고하여 LR30K plus (LLOYD Instruments)

으로 측정하였다. 한 면이 PET 필름인 점착제를 세척된 소다

라임 유리 시험판에 25 mm 너비로 부착한 후, 2 kg 하중의

고무 롤러를 왕복 2회 반복하여 부착시켰고, 1시간이 경과한

후 상온에서 300 mm/min의 인장속도로 박리강도를 측정하였

다. 응집력(shear strength)은 20 × 20 mm2 크기의 점착제를 소

다라임 유리와 PET 필름에 2 kg 하중의 고무롤러를 왕복 2

회 반복하여 부착시킨 후 하루 동안 접착을 유지한 후 LR30K

plus (LLOYD Instruments)을 이용하여 50 N의 힘으로 300초

동안 힘을 가했을 때 이동한 거리로 내부응집력을 측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BN 및 BN/Al2O3의 함량 변화에 따른 광경화성 점착제

(PSAs/BN과 PSAs/BN/Al2O3) 시럽의 광경화 반응 거동을 알

아보기 위하여 UV 광조사 시간에 따른 점착제 시럽의 반응

엔탈피 변화를 photo-DSC로 측정하여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N 및 BN/Al2O3의 함량 변화

에 관계없이 제조된 전체 시료에 대하여 반응엔탈피 거동은

비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본 실험에서 투입한 BN 및

Al2O3 함량에서는 제조된 점착제 시럽의 광경화 거동에 큰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는 Figure 1의 반응엔탈피 변화를 이용하여 광경화

반응속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1의 광경화 거동 결과와

는 다르게 Figur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점착제 시럽의 광경

화 반응속도는 BN 및 BN/Al2O3의 함량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PSAs/BN에서, BN의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광경화 반응속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속도 저하원인은 BN이 점착제 내 UV 흡수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생성된 반응성 라디칼의 확산을 방해하

여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PSAs/BN/Al2O3에서도 BN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경화

반응속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Figure 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BN이 Al2O3보다 점착제 내 고르게 분산되

어 있기 때문에, BN이 Al2O3보다 UV 흡수능 및 라디칼 확산

속도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에 제조된 광경화성 점착제 PSAs/BN 와 PSAs/BN/

Al2O3의 광투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광경화

는 UV lamp (UV-A; black light, λ = 320~400 nm)를 사용했

기 때문에 320~400 nm 파장에서의 투과도는 광경화 반응속

Figure 1. Photo-DSC thermograms of PSAs/BN (A) and PSAs/BN/Al2O3 (B).

Figure 2. The conversion profiles of PSAs/BN (A) and PSAs/BN/Al2O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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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착제 내

BN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도는 감소하였지만, 제조된 모

든 점착제에서 320~400 nm 파장의 빛을 투과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점착제 내부까지 UV 광원이 충

분히 조사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샘플에서 점착제의 광경화

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4는 TGA를 이용하여 제조된 광경화형 점착제의 무

기물 함량 및 점착제 내 BN과 Al2O3 함량 변화에 따른 열안

정성을 확인하였다. PSAs/BN과 PSAs/BN/Al2O3의 고분자 매

트릭스 성분은 580oC 이상에서 모두 열분해 되어 580oC 온도

에서의 잔여 질량으로서 BN과 Al2O3의 함량을 계산하였다.

PSAs/BN의 경우, BN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분해 온도

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BN와 고분자 메트릭스 간

의 계면 결합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PSAs/

BN/Al2O3의 경우에는 BN/Al2O3 (20/00)의 열안정성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혼합비율에서는 다소 큰 차이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BN의 경우, 입자의 크기 및 형태는

2 μm의 판상(plate)으로서 50 μm의 구형 형태의 Al2O3에 비

하여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서 계면 간 접촉 면적이 높기 때

문에 안정된 분산 상태를 유지함으로 비교적 높은 열안정성

을 나타내지만, Al2O3의 경우에는 50 μm의 구형 형태로서 BN

에 비하여 계면간의 낮은 접촉면적과 분산성 감소로 인하여

고분자 매트릭스와의 계면 결합력이 낮아져서 Al2O3 입자 간

의 응집 현상이 일어나서 분상 상태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열

안정성이 감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16,17

Figure 5에 BN과 BN/Al2O3의 함량 변화에 따른 점착제의

방열특성을 열전도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PSAs/BN의 경우,

BN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착제의 열전도도가 증가하였

다. 반면에, PSAs/BN/Al2O3의 열전도는 Al2O3의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러나 BN과 Al2O3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BN과 Al2O3 첨가한 모든 점착제의 열전도도는 크

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고분자는 열전도성이 낮은 재

료이기 때문에 고분자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전

도성이 우수한 재료를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첨가하여 열전

달이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연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방법, 열전도성 재료와 고분자 매트릭스 간의 계면접착을

증가시켜 열 저항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 그리고 첨가된 열전

도성 재료들 간의 열 저항의 요인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이 알

려져 있다.18-22 따라서 Figure 5에서 PSAs/BN의 열전도도가

증가한 것은 BN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BN 입자들 간의 연

Figure 3. Transmittance of PSAs/BN (A) and PSAs/BN/Al2O3 (B). 

Figure 4. TGA thermograms of PSAs/BN (A) and PSAs/BN/Al2O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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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네트워크가 더욱 많이 형성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Figure 6의 SEM image로부터 PSAs/BN (BN:20 phr)에서

BN 입자들이 균일한 분상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BN 입자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가 양호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PSAs/BN/Al2O3의 열전도도는 BN/Al2O3 중, Al2O3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BN과

Al2O3의 열전도성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BN

의 열전도는 270 W/mK, Al2O3의 열전도는 33 W/mK으로

BN의 열전도도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N/Al2O3의 혼합조성 중 Al2O3이 함량이 5 phr

에서의 열전도도는 다소 증가한 것은 BN으로 형성된 판상 형

태의 열전달 네트워크 간의 빈 공간을 구형 형태의 Al2O3가

침입함으로서 조밀한 열전달 경로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Al2O3이 함량이 5 phr 이상에서 열전도도가

감소하는 원인이 단순히 열전도가 낮은 Al2O3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BN으로 형성된 열전달 경로가 Al2O3에 의하여 열전

달 네트워크에 변화가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23-25

Al2O3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산 상태가 우수한 BN

의 열전달 네트워크가 감소하여 점착제내 열 전달율이 감소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BN의 입자는 판

상 형태(2 μm)이고 Al2O3의 입자는 구상 형태(50 μm)로서 판

상 형태의 BN 입자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구상 형태의

큰 Al2O3 입자에 의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

단된다. Figure 6에 BN과 Al2O3 함량이 20 phr인 PSAs/BN과

PSAs/Al2O3의 SEM image를 나타내었다. BN은 균일한 분산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Al2O3는 응집된 형태로 불균일한 낮은

분산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l2O3와 BN의 밀

도는 각각 3.9, 2.1 g/cm3으로, BN과 Al2O3의 혼합시 점착제

내에서 비중 차이와 점착제와의 낮은 계면접착능에 의해서 불

균일한 분산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압성 점착제란 작은 압력하에서 짧은 시간 동안 피착제

에 부착하여 적절한 부착 강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피착제에

서 박리될 경우에는 응집파괴를 나타내지 않으며 적절한 접

착강도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감압성 점착제 성능은 초기 점

착력(probe tack), 박리력(peel strength) 그리고 점착제 내부에

서 작용하는 내부 응집력(cohesion strength) 등으로 나타낸

다.26-29 PSAs/BN과 PSAs/BN/Al2O3의 점착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기점착력과 박리력 및 내부응집력을 측정하여

Figure 7과 8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ure 7에서 알 수 있듯이

PSAs/BN와 PSAs/BN/Al2O3의 초기점착력과 박리력은 BN과

BN/Al2O3의 함량 변화에 무관하게 모든 시료에 대하여 비슷

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초기점착력과 박리력이 감소하는

Figure 5. Thermal conductivities of PSAs/BN (A) and PSAs/BN/Al2O3 (B).

Figure 6.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PSAs/BN (A) and PSAs/Al2O3 (B) at 20 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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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무기물 필러가 첨가되는 경우와 점착

제 내에서 가교화 정도 또는 무기물 필러가 표면으로 이행 및

표면 분산 등이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와 같이 모든 시료에서

비슷한 점착력과 박리력을 나타내는 것은 본 실험에서 첨가

된 BN과 Al2O3의 함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점착제 표면의

점착특성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ure 8에 PSAs/BN과 PSAs/BN/Al2O3의 내부응집력을 나

타내었다. 내부응집력은 외부에서 일정한 하중이 주어질 때

점착제 내부에서 작용하는 저항력이다. 저항력이 매우 클 경

우에는 점착제의 계면파괴가 일어나고, 낮을 경우에는 다시

박리하는 과정에서 응집파괴가 발생하게 되어 피착제에 잔유

물이 남게 된다. 따라서 PSAs/BN과 PSAs/BN/Al2O3의 늘어

난 변위가 거의 일정한 것은 두 점착제의 응집력이 서로 유

사하다는 의미로서 본 실험에서 적용된 BN과 BN/Al2O3의 조

성비는 제조된 점착제의 점착물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방열 특성을 갖는 무용제형 아크릴계 감압

성 점착제를 제조하고자 열전도성 무기물인 boron nitride

(BN)와 aluminum oxide (Al2O3)를 첨가하여 이들의 함량 변

화에 따른 점착제의 방열 특성 및 점착특성에 대해 고찰하였

다. UV 조사에 따른 점착제 시럽의 엔탈피 변화 및 점착제의

광투과도를 확인한 결과, 25 phr 이하의 무기물 함량에서는 경

화 반응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점착제의 점착특성에

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방열 특성은 무기물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점착제의 열전도도가 증가하였고,

Al2O3보다는 BN을 첨가하였을 때 열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BN/Al2O3 혼합조성에서는 무기물의 네트

워크가 잘 이뤄진 Al2O3의 함량이 5 phr 일때 가장 높은 열전

도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BN 혹은 Al2O3을 점착제 내 단독

으로 첨가는 것보다는 BN/Al2O3의 혼합조성으로 첨가하였을

때, 보다 높은 방열 특성을 갖는 점착제를 제조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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