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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es produced by carbonization in bulk graphite process degrade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bulk

graphite. Therefore, the pores of bulk graphite must be reduced and an impregnation process needs to be performed for this

reason. In this study, bulk graphite is impregnated by varying the viscosity of the impregnant. The pore volume and pore

siz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viscosity of the impregnant, are analyzed using a porosimeter. The total pore volume of

bulk graphite is analyzed from the cumulative amount of mercury penetrated. The volume for a specific pore size is

interpreted as the amount of mercury penetrating into that pore size. This decreases the cumulative amount of mercury

penetrating into the recarbonized bulk graphite after impregnation because the viscosity of the impregnant is lower. The

cumulative amount of mercury penetrating into bulk graphite before impregnation and after three times of impregnation with

5.1cP are 0.144 mL/g and 0.125 mL/gm,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e impregnant filled the pores of the

bulk graphite well. In this study, the impregnant with 5.1 cP, which is the lowest viscosity, shows the best effect for reducing

the total pore volume. In addition, it is confirmed by Raman analysis that the impregnant is filled inside the pores. It is

confirmed that phenolic resin, the impregnant, exists inside the pores through micro-Raman analysis from the inside of the

pore to the outside.

Key words bulk graphite, impregnant, viscosity, porosimeter, Raman.

1. Introduction

흑연은 광산에서 채굴하는 천연흑연과 인공적으로 만

드는 인조흑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인조흑연은 경

량성, 내열성, 전지 및 열전도성, 화학적 안정성, 고온강

도 등이 매우 우수하여 분말 형태와 덩어리 형태로 여

러 산업분야에 쓰이고 있다.1)

분말형태의 인조흑연은 주로 2차전지의 음극재로 사용

되며,2) 덩어리형태의 인조흑연(이하 벌크흑연)은 제강용

및 방전가공용 전극(높은 전기전도도), 실리콘 잉곳제조

설비용 소재 및 내화물(내열성, 비 젖음성 및 고온강도),

베어링 및 특수 기계부품(자기윤활성), 연료전지 분리판

및 기계적 씰(기밀성 및 내화학성) 등으로 매우 넓게 사

용된다.3-7)

벌크흑연은 충진재와 결합재를 사용용도에 맞게 입자

크기 및 혼합비를 정하여 혼합한다.1) 충진재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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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es를 사용하며, 때론 천연흑연, 카본블랙, 그리고 흑

연 스크랩을 사용한다.8) 혼합물은 압출, 압축 또는 냉간

정수압성형에 의해 성형된다. 성형체는 760 ~ 1,200 oC의

온도에서 탄화공정을 진행하며, 성형체의 불순물이 제거

되면서 무게감소 및 수축이 발생하고, 기계적 강도를 부

여하게 된다.9) 다음으로 천연흑연의 구조와 가깝게 만

들기 위해 2,500-3,000 oC의 높은 온도에서 흑연화 한

다.10-12) 이후 필요 시 고순화 공정을 수행한다.

벌크흑연 제조공정 중 탄화공정에서 충진재의 불순물

과 결합재의 휘발성분에 의해 생성된 기공 및 균열을 채

우기 위해 함침을 진행한다.1)

함침이란 벌크흑연 제조 시 생성된 기공을 통해 불량

품화 되는데 이때의 원인이 되는 기공내부로부터 잔존

공기를 제거시키고 함침재를 침투시켜 기공 내부를 채

워주는 공정이다.13) 일반적으로 성형체의 탄화 후 기공

율은 대략 25%이며, 함침을 통해 기공율을 감소시키고

밀도는 증가시킨다.7,14) 함침 효과를 좌우하는 변수로 함

침재의 1) 점도, 2) 표면장력, 3) 함침되는 접촉각, 4) 열

처리 동안의 반응성, 5) 탄화수율 등을 들 수 있다.15)

이전연구에서 함침재의 점도에 따라서 밀도 및 기공율

이 변화되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하였다.16) 점도가 낮고

함침 횟수가 증가할수록 벌크흑연의 밀도가 최대 3.70 %

증가하고 기공율이 18.58 %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기 보고된 연구 결과로 함침재의 점도가 낮을수록

함침재가 기공에 침투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orosimeter를 이용하여 함침재의 점도

에 따른 기공 부피 와 기공 크기 분포를 분석하여 함

침재의 점도에 따른 벌크흑연의 기공 채움 효과를 연구

하였다. 또한, 현미경 상에서 관찰되는 기공 및 기공 외

부의 마이크로 Raman 분석을 실시하여 기공 함침 여부

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다.

2. Experimental Procedure

2.1 Raw materials and preparations

본 연구에 사용된 충진재와 결합재는 각각 천연흑연

(현대코마산업사의 HC-198)과 페놀수지(강남화성사의 CB-

8081)를 사용하였다. 충진재와 결합재를 8 : 2 무게비율로

혼합하여 일축가압 성형하였다. 성형체는 수평식 관상로

에 장입하여 700 oC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였

다. 열처리되는 동안 성형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

소가스로 불활성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후 충진재의 불

순물과 결합재의 휘발성분으로 생성된 기공을 채우기 위

해 함침을 진행하였다. 760 mmHg으로 감압하여 30분간

함침을 진행하였으며, 함침 후 재 탄화는 탄화과정과 똑

같이 진행하였다. 함침은 상기 공정을 3회 반복 실시하

였다. 함침에 사용된 함침재는 페놀수지를 사용하였으며,

용매의 비율을 조절하여 점도를 다르게 하였다. 용매 비

율이 40 wt%일 때, 점도는 25.0 cP, 50 wt%은 10.3 cP,

그리고 60 wt%는 5.1cP였다. 점도에 따른 700 oC에서의

탄화수율은 40 wt%일 때, 337 %, 50 wt%은 31.4 %, 그

리고 60 wt%는 26.5 %였다. 본 논문에서 25.0 cP의 함

침재로 함침된 벌크흑연을 25.0 cP-bulk, 10.3 cP의 함침

재로 함침된 벌크흑연을 10.3 cP-bulk, 5.1 cP의 함침재로

함침된 벌크흑연을 5.1 cP-bulk로 명명하였다.

2.2 Raman spectroscopy

벌크흑연 내부에 함침재가 함침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Raman 분석을 실시하였다. Raman 분석(Renishow Image

System 1000, U.K.)은 파장 514.5 nm의 Ar-ion 레이저

를 이용하였다.17) 일반적으로 결정성이 높은 흑연에서는

1,585 cm−1 부근(G-peak)에서 하나의 라만 밴드가 관측되

고, 결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1,355 cm−1 부근(D-peak)에

새로운 라만 밴드가 나타난다.18,19)

탄소재료의 구조해석 방법으로는 라만 피크의 위치, 피

크 반가폭, 피크비 등을 이용한 다양한 수식이 제안되

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연구자들이 Raman 분석에서

domain size La = (C/R)의 상수 C는 레이저 종류와 파

장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20-22) 여기서 R은 D-peak

/G-peak의 강도 비로 R(=ID/IG)이 작아질수록 결정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18) 본 연구에서 함침된 기공 주위에

서 Raman spectrum을 측정하여 1,585 cm−1 부근의 G-

band와 1,355 cm−1 부근의 D-band의 피크 강도 비 R을

계산하였다. 얻어진 R값으로부터 함침재가 벌크흑연 내

부에 함침된 것을 확인하였다.

2.3 Porosimeter 분석

함침재 점도에 따른 함침된 성형체의 기공 크기 분

포를 측정하기 위해 porosimeter (AutoPore IV 9520,

micromeritic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Washburn equation

에 근거하여 거의 모든 물질에 대해 non-wetting한 수

은을 0 ~ 60,000 psi 범위로 가압하여 벌크흑연에 침투시

켰다. 시편은 측정관 내부에 장입될 수 있도록 10 × 10

× 10 mm으로 가공하여 진행하였으며, 기공의 크기는 0.003

~ 350 µm까지 측정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Raw materials

Fig. 1는 원료 분말과 700 oC에서 탄화한 원료 분말의

Raman spectra이다. Fig. 1(a)에서 천연흑연의 Raman

spectrum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G-peak를 관찰할 수 있



함침재의 점도에 따른 벌크흑연의 기공 채움 효과 103

으며, 1,355 cm−1 부근에서 D-peak가 조금 올라온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D-peak/G-peak의 강도 비의 R(=ID/

IG) 값은 0.06으로 G-peak의 강도가 D-peak보다 상대적

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결정성이 잘 발달된 분

말임을 확인하였다. Fig. 1(b)의 탄화 후 천연흑연의 R

값은 0.04로 D-peak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탄화로

인하여 천연흑연의 결정성이 발달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천연흑연 표면의 관능기 제거 등의 효과도 함

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1(c)의 페놀수지 분말의 Raman spectrum이다. D-

peak와 G-peak가 전혀 관찰되지 않고 백그라운드가 심

한 경사를 보인다. 이로 보아 이것은 전형적인 비정질

의 재료로 판단된다. Fig. 1(d)는 700 oC에서 탄화된 페

놀수지 분말의 Raman spectrum이다. D-peak와 G-peak

가 관찰되었고 R 값은 0.76으로 천연흑연에 비하여 결

정성이 낮았다.

Fig. 2는 천연흑연과 페놀수지 그리고 천연흑연과 페

놀수지를 8 : 2 무게비율로 혼합하여 측정된 TGA(TA

Instruments사의 Auto-TGA Q502) 그래프이다. 이를 통

해, 본 연구의 탄화온도인 700 oC에서 천연흑연과 페놀

수지의 탄화수율은 각각 97.2 %, 58.2 %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원료가 탄화되면서 관능기 및 휘발성분

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천연흑연과 페놀수지를 8 : 2 무게비율로 혼합한

분말은 700 oC에서 88.9 %의 탄화수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탄화과정 중 100 ~ 200 oC에서 수분이 방출되

고, 350 oC 부근에서부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방출되며, 500 ~ 700 oC에서 가장 활발하게 기체들

이 열분해된 것으로 판단된다.23-25) 이러한 기체들의 방

출로 벌크흑연 내부에서는 기공이 생성되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었다.

Fig. 3은 혼합된 원료 분말을 700 oC에서 탄화하여 측

정한 Raman spectrum이다. 이는 벌크흑연 제조 후 기

공에 함침재(페놀수지)가 잘 채워졌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Fig. 3에서 천연흑연으로 관찰되는 position 1의 R 값

은 0.11이다. Fig. 1(b)의 탄화된 천연흑연 분말 R 값

(0.04)과 비교하였을 때 position 1은 천연흑연 영역을

측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탄화된 천연흑연 분말

의 R값인 0.04와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낸 이

Fig. 1. Raman spectra of natural graphite and phenolic resin. (a) natural graphite powder, (b) carbonized natural graphite powder, (c)

phenolic resin powder, (d) carbonized phenolic resin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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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관찰된 천연흑연 입자 표면 위에 혼합 시 잔존한

페놀 수지의 피크가 약하게 중첩된 것으로 생각된다.

Position 3의 R 값은 0.77로써 Fig. 1(c)의 탄화된 페놀

수지의 R값(0.77)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position 3은 페

놀수지 영역을 측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에서 position 2는 천연흑연에 페놀수지가 붙어

있는 끝부분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R 값이 0.45였다.

R값을 확인한 결과, 천연흑연과 페놀수지의 영역이 아니

며 천연흑연과 페놀수지의 경계면으로 판단되었다. Raman

기기의 레이저의 스팟 크기가 0.69 µm인 점을 감안하여

수 차례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나 거의 유사한 값이 측정

되었다. 

3.2 함침재의 점도에 따른 기공 부피 변화

Porosimeter 결과 분석 시 침투되는 누적 수은 양으로

부터 벌크흑연의 전체 기공 부피를 해석하였고, 특정 기

공 크기에 대한 부피는 그 영역에 침투한 수은의 양으

로 해석하였다.

Fig. 4는 함침재의 점도에 따른 벌크흑연에 침투되는

누적 수은 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함침 전 벌크흑연

의 누적 수은의 양은 0.144 mL/g이다. 25.0 cP-bulk는

0.139 mL/g이며, 10.3 cP-bulk는 0.129 mL/g, 5.1 cP-bulk

는 0.125 mL/g으로 함침재의 점도가 낮을수록 누적 수

은의 양은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함침재가 벌크흑연의 기

공을 잘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장 낮은

점도의 5.1 cP-bulk에서 전체 기공 부피의 감소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Fig. 5는 특정 기공 크기에 대해 침투

한 수은 양의 그래프이다.

Fig. 5(a)는 기공 크기가 0.003 ~ 350 µm의 범위로 측

정된 것이다. 함침 전/후 벌크흑연에서 침투한 수은 양

으로 0.6 ~ 2.8 µm 크기의 기공 부피가 큰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함침재의 점도에 따른 특정 기공 크기에 대

한 부피 변화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Fig. 5(b)와 같이 기공의 크기를 0.6 ~ 2.8 µm

로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Fig. 5(b)에서 함침 전의 벌크

흑연은 0.6 ~ 2.5 µm 크기의 기공에서 수은이 침투되고

있다. 이는 0.6 ~ 2.5 µm 크기의 기공 부피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약 1.6 µm의 기공 부피가 0.051 mL/g으로 가

장 컸었다.

25.0 cP-bulk는 함침 전 벌크흑연에 비하여 약 2.0 µm

크기의 기공에서 수은 양이 감소하고 약 1.6 µm 크기의

기공에서 수은 양이 증가하였다.

함침공정에서 함침재가 주입된 후, 재탄화로 일부 함

침재는 다시 휘발된다. 이러한 함침-재탄화 공정의 반복

을 통해 벌크흑연의 기공 크기는 감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25.0 cP-bulk는 약 2.0 µm의 기공이 함

침공정에 의해 감소하여 약 1.6 µm 크기의 기공 부피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5.1 cP-bulk는 함침 전 벌크흑연에 비하여 약 1.6 µm

와 2.0 µm 크기의 기공 부피가 함께 감소하고 1.0 ~ 1.3

µm 크기의 기공 부피는 증가한 것은 침투된 수은 양으

로부터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설명한 함침-재

탄화 공정으로 인한 기공 크기의 변화와 연관되어 설명

할 수 있다.

약 2.0 µm 크기의 기공 부피가 감소되는 25.0 cP-bulk

와 달리 5.1 cP-bulk는 약 1.6 ~ 2.0 µm 크기의 기공 부

피가 감소하므로 함침되는 기공의 부피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Hagen-Poiseuille's는 점성을 가지는 용액이 침

투되는 깊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다.26)

Fig. 2. TGA of the raw materials. (a) natural graphite, (b) phenolic

resin, (c) mixed powder with natural graphite and phenolic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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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2 = (γ · r · cosθ · t)/2η

ℓ: 침투깊이, γ : 용액의 표면장력, r : 모세관 반경, θ

: 접촉각, t : 침투시간, η : 용액의 점도

침투 깊이는 용액의 점도에 반비례하므로 본 연구에서

도 낮은 점도를 가지는 함침재가 기공에 대한 침투 효

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연구결과에서도 측정된

기공율은 25.0 cP-bulk는 22.25 %, 10.3 cP-bulk는 19.86

% 그리고 5.1 cP-bulk는 18.58 %로 함침재의 점도가 낮

을수록 기공율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3.3 기공에 함침재 채움 여부 확인

Fig. 6은 5.1 cP의 점도로 함침된 벌크흑연 기공 주

Fig. 5. The amount of mercury penetrated according to pore size. (a) 0.003 ~ 350 µm, (b) Magnification of 0.6 ~ 2.8 µm.

Fig. 3. Raman spectra of the mixed powder with natural graphite and phenolic resin.

Fig. 4. The cumulative amount of mercury penetrated according to

the viscosity of the impreg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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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Raman spectra 이다. Fig. 6(a) 처럼 기공 내부

(position 1), 기공 벽(position 2, 3), 기공 외부(position

4)로 나누어 Raman을 분석하였다.

Fig. 6(b)의 기공 내부(position 1)에서 R 값은 0.77으

로 기공 내부에 페놀수지가 함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기공 외부(즉, 현미경 상에서 기공으로 관찰되는 부

분에서 먼 지역)라고 관찰되는 곳인 position 4의 R 값

은 0.17이며, 이는 Fig. 3에서 position 1에 해당하는 천

연흑연(R = 0.11)의 영역을 측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

공 벽(position 2, 3)의 R 값은 각각 0.52와 0.33이였다.

Fig. 3의 position 2 (R = 0.45)에서 확인한 것처럼 천연

흑연과 페놀수지의 경계면을 측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현미경 상에서 관찰되는 기공 내부로부터 기

공 외부로 위치를 변경하며 Raman 분석을 실시한 결과,

R 값이 변화되는 것을 측정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기

공에 페놀수지가 잘 함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Conclusions

본 연구는 함침재의 점도를 달리하여 벌크흑연을 함침

하였고, 기공 분석을 이용하여 전제 기공 부피와 기공

크기 분포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Porosimeter 결과 분석 시 누적 수은 침투 양으로부터

벌크흑연의 전체 기공 부피를 해석하였고, 특정 기공 크

기에 대한 부피는 그 영역에 침투한 수은의 양으로 해

석하였다.

함침재의 점도가 낮을수록 벌크흑연의 전체 기공 부피

가 감소하는 것을 누적 수은 양으로부터 알 수 있었다.

함침 전 벌크흑연의 누적 수은 양은 0.144 mL/g였으며,

5.1 cP으로 3회 함침된 벌크흑연의 누적 수은 양은 0.125

mL/g으로 전체 기공 부피의 감소 효과가 우수하였다.

특정 기공 크기에 대한 수은 양을 확인하였을 때, 함

침재의 점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기공 크기(약 1.6 ~ 2.0

µm)에서 함침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미경 상에서 관찰되는 기공 내부로부터 기공 외부로

위치를 변경하며 Raman 분석을 실시한 결과, R(=ID/IG)

값이 변화되는 것을 측정 가능했다. 이로부터 기공에 페

놀수지가 잘 함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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