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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용 실란트의 내화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로서 팽창흑연의 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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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방화용 실란트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팽창흑연의 부피팽창률과 경도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팽창흑연에 
다양한 수지를 코팅한 후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수지의 코팅률을 나타내는 평균코팅두께는 수지의 건조속도와 점도
의 영향으로 초산비닐계수지 > 아크릴수지 > 우레탄수지 > 수용성라텍스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수지의 종류
에 따라 코팅된 팽창흑연의 부피팽창률은 우레탄수지 > 수용성라텍스 > 아크릴수지 > 초산비닐계수지의 순으로 컸으
며, 경도는 초산비닐계수지 > 아크릴수지 > 수용성라텍스 > 우레탄수지의 순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코팅처
리를 하지 않은 팽창흑연에 비해 부피팽창률은 감소하나 경도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방화첨가제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한 최적화실험 결과 아크릴수지의 최적코팅 조건은 수지의 첨가량 37.6 wt%과 코
팅 교반속도 441.4 rpm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volumetric expansion ratio and hardness of expanded graphite after coating with 
various resins which were used as an additive of fireproof sealant. The coating thickness of the resin, which represents the 
coating rate, was dependent of the drying speed of the resin and the viscosity of the resin. Therefore the coating thickness 
was shown as follows: polyvinyl acetate > acrylic resin > urethane resin > water soluble latex. Furthermore, the volumetric 
expansion ratio was as follows: urethane resin > water soluble latex > acrylic resin > polyinyl acetate and the hardness was 
as follows: polyvinyl acetate resin > acrylic resin > water soluble latex > urethane resin. This showed that the volume of 
expansion was reduced by expansion, which was not covered by coating, but significantly increased by increasing hardness 
and allowed it to be used as a refractory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he optimized addition 
amount and stirring speed of acrylic resin were 37.6 wt% and 441.4 rp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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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고출력 전자기기가 많이 사용되면서 전기합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반화재 발생 시 

2차 화재로 전선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속도를 배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1-3]. 따라서 전선 관련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규정

시간인 2 h을 견딜 수 있는 전선피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이러한 방화용 난연재료는 사용방법에 따라 첨가형과 반응형 

난연재로 구분된다. 이 중 첨가형 난연재로는 할로겐계 난연재, 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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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 그리고 재료의 물리적 형상을 유지시켜 산소와 열의 접근을 차

단시키는 난연성 필러 등이 있다. 난연성 필러로 사용되는 팽창흑연 

(expanded graphite)은 탄소 판 사이에 산 입자를 삽입한 후 환원분위

기 하에서 800~1000 ℃의 고온으로 열처리하여 제조한다. 팽창흑연

은 특정온도 이상이 되면 물을 생성하며 팽창되어 열과 산소를 차단

함으로써 우수한 전도체 및 윤활제로 사용할 수 있다[5-8]. 그러나 전

선피복에 첨가된 팽창흑연이 고온에서 팽창될 경우 재료특성 상 경도

가 저하되어 쉽게 부서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2 h 내화성능을 유

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화첨가제로 사용되

는 팽창흑연을 내열성 및 접착력이 우수한 수지를 코팅함으로써 팽창

특성과 함께 경도를 증가시켜 방화용 재료로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용성라텍스(water soluble latex), 아크릴수지

(acrylic resin), 우레탄수지(urethane resin), 초산비닐계수지(polyvinyl 

acetate) 등을 선택하였다. 수용성라텍스는 65%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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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anded graphite
 

(b) after expansion

Figure 1.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expanded graphite in this 
study.

(a) acrylic resin

 

(b) water soluble latex

(c) polyvinyl acetate

 

(d) urethane resin

Figure 2. Average coating thickness of expanded graphite coated by 
various resin.

고 있으며, 건조되면 접착력을 갖는 수지이고, 아크릴수지는 아크릴산 

(CH2=COOH) 및 유전체가 주성분인 액상접착제이다. 또한 우레탄수

지는 우레탄기(-NHCOO-)를 가지는 접착제의 총칭으로 첨가물을 통

하여 다양한 물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초산비닐계수지는 초산

비닐 모노머를 유화중합시켜 에멀젼화한 유백색 수용액이며 수분산

계이다. 이러한 다양한 수지들을 이용하여 팽창흑연을 코팅하고 코팅

된 팽창흑연의 평균코팅두께, 부피팽창률 및 경도 등을 측정하여 평

가함으로써 방화용 실란트 및 전선재료에 첨가할 수 있는 최적 방화

용 첨가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팽창흑연의 코팅

본 연구에서는 방화용 첨가제로 팽창흑연을 이용하기 위해 팽창흑

연에 난연재 및 내열성이 우수한 수지를 코팅하여 그 물성을 비교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팽창흑연의 평균입자크기는 180 µm이고, 100 ℃ 

오븐에서 12 h 건조 후 코팅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코팅용 수지로는 

내열성 및 접착력이 우수한 수용성라텍스, 아크릴수지, 우레탄수지, 

초산비닐계수지 등을 사용하였다. 코팅방법은 물리적 코팅방법 중 하

나인 단일층 분사 코팅방식을 이용하였다.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입자코팅장치에 20 g의 팽창흑연을 넣고, 압력분사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수지를 분사시켰다. 수지의 첨가량은 팽창흑연의 

20~60 wt%로 변량하였고, 교반속도는 200~600 rpm으로 실험하였다. 

코팅된 팽창흑연은 동판에 올린 후 200 ℃ 이상으로 가열하여 팽창시

킨 후 부피팽창률(volumetric expansion ratio, VER) 및 경도(hardness)

를 분석하였다. 부피팽창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 후 계산하였다.



∣ ∣
× (1)

여기서 Vi와 Vf는 팽창전후의 부피로 현미경사진으로부터 평균길이

를 측정한 후 계산하였다. 

2.2. 팽창흑연의 물성분석

팽창흑연에 코팅된 수지의 평균코팅두께(average coating thickness)

는 자기감응(magnetism response)방식 코팅두께 측정장치(ARCO 

AR-931)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오차는 ± 1 µm이다. 코팅된 

팽창흑연의 단일 층의 평균 두께를 측정하였다. 팽창된 팽창흑연의 

부피팽창률을 측정하기 위해 광학현미경(KB-320, Optinity)을 이용하

여 팽창 전후의 팽창흑연의 입자크기를 측정하였다. 이때 광학현미경

의 배율은 40배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코팅된 팽창흑연의 경

도는 경도기(HT-6510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팽창흑연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팽창흑연의 팽창 전후의 사진을 Figure 1에 나

타내었다. 팽창흑연의 평균 입자 크기는 178 × 168 × 194 µm이다. 이

를 구형이라고 가정하고 평균부피를 계산하면, 0.003 mm3이다. 또한 

고온에서 팽창된 팽창흑연의 평균입자크기는 평균지름(283 µm)과 평

균높이(515 µm)를 이용하여 평균입자크기는 0.032 mm3로 팽창흑연

의 평균부피팽창률은 960%이다. 

3.2. 개질된 팽창흑연의 평균코팅두께

방화첨가제로 사용되는 팽창흑연을 내열성 및 접착력이 우수한 다

양한 접착제를 이용하여 코팅한 후 수지의 첨가량과 교반속도를 변수

로 팽창흑연 코팅된 수지의 평균코팅두께를 측정하였다. Figure 2는 

아크릴수지, 수용성라텍스, 초산비닐계수지, 우레탄수지를 코팅한 팽

창흑연의 평균코팅두께를 나타낸 그림이다. 수지의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팽창흑연에 코팅된 수지의 평균코팅두께는 증가하였으며, 교

반속도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지의 첨가량이 

40 wt%, 교반속도 400 rpm를 기준으로 수지의 종류에 따른 팽창흑연

에 코팅된 평균코팅두께는 초산비닐계수지(116 µm) > 아크릴수지(90 

µm) > 우레탄수지(85 µm) > 수용성라텍스(79 µm)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코팅과정 중 수지의 건조속도와 점도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4가지 수지의 건조속도는 초산비닐계수지 

> 아크릴수지 > 수용성라텍스 > 우레탄수지의 순으로 빠르고, 점도는 

초산비닐계수지 > 아크릴수지 > 우레탄수지 > 수용성라텍스 순으로 

높아 평균코팅두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439방화용 실란트의 내화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로서 팽창흑연의 개질

Appl. Chem. Eng., Vol. 28, No. 4, 2017

(a) acrylic resin

(b) water soluble latex

(c) polyvinyl acetate

(d) urethane resin
Figure 3.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expanded graphite coated by 
various resin.

(a) acrylic resin

 

(b) water soluble latex

(c) polyvinyl acetate

 

(d) urethane resin

Figure 4. Volumetric expansion ratio of expanded graphite coated by 
various resin.

3.3. 개질된 팽창흑연의 부피팽창률

Figure 3은 수지의 첨가량이 40 wt%, 교반속도 400 rpm에서 코팅한 

팽창흑연의 팽창 전후의 사진이다. 아크릴수지의 경우 코팅 후 팽창

흑연의 평균입자부피는 0.20 mm3이고, 팽창 후 팽창흑연의 평균입자 

부피는 1.37 mm3로 부피팽창률은 600%다. 또한 수용성라텍스로 코팅

된 팽창흑연의 경우 팽창 전후의 평균입자부피는 각각 0.16, 1.16 mm3

로 부피팽창률은 617%이며, 초산비닐수지(팽창 전 : 0.29 mm3, 팽창 

후 : 1.88 mm3)와 우레탄수지(팽창 전 : 0.18 mm3, 팽창 후 : 1.31 

mm3)의 부피팽창률은 각각 540%와 630%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코팅

물질에 따른 부피팽창률의 크기는 우레탄수지 > 수용성라텍스 > 아크

릴수지 > 초산비닐계수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4는 4가지 수지로 코팅된 팽창흑연의 가열 후 부피팽창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코팅된 팽창흑연은 동판에 올린 후 200 ℃ 이상으

로 가열하여 팽창시켰으며, 팽창 후 팽창흑연의 현미경 사진으로부터 

부피팽창률을 계산하였다. 아크릴수지가 코팅된 팽창흑연의 경우 교

반속도 400 rpm을 기준으로 수지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팅된 

팽창흑연의 부피팽창률은 20 wt% (677%), 40 wt% (600%), 60 wt% 

(428%)은 감소하였으며, 40 wt%의 수지가 첨가될 경우 교반속도가 

증가할수록 부피팽창률은 200 rpm (617%), 400 rpm (600%), 600 rpm 

(565%)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용성라텍스가 코팅된 

팽창흑연의 경우에도 교반속도 400 rpm을 기준으로 수지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팅된 팽창흑연의 부피팽창률은 20 wt% (720%), 40 

wt% (617%), 60 wt% (488%)으로 감소하였으며, 40 wt%의 수지가 첨

가될 경우 코팅과정에서의 교반속도가 증가할수록 부피팽창률은 200 

rpm (643%), 400 rpm (617%), 600 rpm (562%)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팅처리를 하지 않은 팽창흑연의 평균부피

팽창률 (960%)과 비교하면 부피팽창률이 감소한 것으로 코팅된 수지

가 팽창흑연의 팽창을 억제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수지의 첨가량

이 40 wt%, 교반속도 400 rpm을 기준으로 수지의 종류에 따라 코팅

된 팽창흑연의 부피팽창률은 우레탄수지(630%) > 수용성라텍스

(617%) > 아크릴수지(600%) > 초산비닐계수지(540%)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수지의 종류에 따른 영향으로 팽창흑연에 코팅된 우레탄

수지의 평균코팅두께가 수용성라텍스에 비해 컸지만 우레탄수지가 

수용성라텍스에 비해 경도가 낮아 팽창흑연의 팽창과정이 더 잘 진행

된 것으로 사료된다.

3.4. 코팅된 팽창흑연의 경도

방화용 첨가제로 사용되는 팽창흑연의 단점인 팽창 후 경도가 저하

되어 쉽게 부셔진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열성 

및 접착력이 우수한 수지를 코팅한 후 팽창특성을 확인하였다. Figure 

5는 수지의 첨가량과 교반속도를 변수로 팽창흑연을 코팅한 후 코팅

된 팽창흑연의 팽창 후 경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아크릴수지가 코팅

된 팽창흑연의 경우 교반속도 400 rpm을 기준으로 수지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팽창된 팽창흑연의 경도는 20 wt% (0.9), 40 wt% (1.4), 

60 wt% (1.5)로 증가하였으며, 수지의 첨가량 40 wt%를 기준으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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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rylic resin

 

(b) water soluble latex

(c) polyvinyl acetate

 

(d) urethane resin

Figure 5. Hardness of expanded graphite coated by various resin.

(a) Volumetric expansion ratio

 

(b) Hardness

Figure 6. Variation of volumetric expansion ratio and hardnes for 
expanded graphite coated by acrylic resin.

Figure 7. Optimization of volumetric expansion ratio and hardness for 
acrylic resin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팅과정에서의 교반속도가 증가할수록 경도는 200 rpm (1.1), 400 rpm 

(1.4), 600 rpm (1.5)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용성라텍스가 코팅된 팽창

흑연의 경우에도 교반속도 400 rpm을 기준으로 수지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팽창된 팽창흑연의 경도는 20 wt% (0.5), 40 wt% (1.0), 

60 wt% (1.3)로 증가하였으며, 수지의 첨가량 40 wt%를 기준으로 코

팅과정에서의 교반속도가 증가할수록 경도는 200 rpm (0.8), 400 rpm 

(1.0), 600 rpm (1.1)로 증가하였다. 이는 팽창흑연에 코팅된 수지의 평

균코팅두께와 같은 경향으로 수지의 첨가량이 증가하고 교반속도가 

감소할수록 더 많은 수지가 팽창흑연에 코팅되어 경도를 보강하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코팅된 수지의 물성에 따라 경도는 평균코

팅두께의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지의 첨가량이 40 

wt%, 교반속도 400 rpm을 기준으로 코팅된 수지의 종류에 따른 팽창

된 팽창흑연의 경도는 초산비닐계수지(1.5) > 아크릴수지(1.4) > 수용

성라텍스(1.0) > 우레탄수지(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수지를 코팅한 팽창흑연의 팽창 후 부피팽창률과 경도의 결

과를 고려할 경우 방화첨가제로 사용되는 팽창흑연의 코팅물질로는 

아크릴수지를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크릴수지의 

최적 코팅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이용하여 코팅과정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3.5. 아크릴수지의 최적코팅조건 결정

기초데이터로부터 팽창흑연에 아크릴수지를 코팅할 경우 반응표면

분석법의 최적화 변수범위를 첨가량(30~50 wt%), 회전속도(300~ 

500 rpm)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최

적화실험을 수행하였다. 아크릴수지를 코팅한 팽창흑연의 반응표면분

석법 결과로부터 계산된 회귀방정식은 다음의 식과 같다. 여기서 S는 

교반속도, W는 수지의 첨가량이며, 각각 부피팽창률(VER)과 경도 

(HD)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3)

Figure 6은 회귀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 교반속도와 수지의 첨가량

에 따른 아크릴수지로 코팅된 팽창흑연의 부피팽창률과 경도의 변화

를 나타낸 그림이다. 코팅된 팽창흑연의 부피팽창률의 경우 수지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팅된 팽창흑연의 부피팽창률은 감소하였

으며, 교반속도가 증가할수록 부피팽창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또한 코팅된 팽창흑연의 경도의 경우에는 수지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팽창된 팽창흑연의 경도는 증가하였으며, 교반속도가 증

가하면 경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응

표면분석법을 수행한 결과 Figure 7과 같이 아크릴수지의 최적 코팅

조건은 수지의 첨가량 37.6 wt%를 441.4 rpm의 교반속도로 코팅할 경

우 예측 부피팽창률은 608.5%, 예측 경도는 1.44로 계산되었으며, 실

제 실험 결과 부피팽창률 602.6%, 경도 1.40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

론적 오차율은 부피팽창률의 경우 25.8%, 경도의 경우 44.9%이었으

며, 두 변수를 모두 고려해준 종합만족도는 63.9%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공정에서의 실험적 오차율은 부피팽창률의 경우 37.2%, 경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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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3.3%로 종합 만족도는 64.7%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화첨가제로 사용되는 팽창흑연에 수용성라텍스, 

아크릴수지, 우레탄수지, 초산비닐계수지 등을 코팅한 후 부피팽창률

과 경도 등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수지

의 코팅률을 나타내는 평균코팅두께는 수지의 건조속도와 점도의 영

향으로 초산비닐계수지 > 아크릴수지 > 우레탄수지 > 수용성라텍스

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수지의 종류에 따라 코팅된 팽창흑연

의 부피팽창률은 우레탄수지 > 수용성라텍스 > 아크릴수지 > 초산비

닐계수지의 순으로 컸으며, 경도는 초산비닐계수지 > 아크릴수지 > 

수용성라텍스 > 우레탄수지의 순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코

팅처리를 하지 않은 팽창흑연에 비해 부피팽창률은 감소하나 경도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방화첨가제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반

응표면분석법에 의한 최적화실험 결과 아크릴수지의 최적 코팅조건

은 수지의 첨가량 37.6 wt%를 441.4 rpm의 교반속도로 코팅할 경우 

예측 부피팽창률은 608.5%, 예측 경도는 1.44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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