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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탄소나노튜브와 금속분말 혼성 복합에 의해 제조된 전자파차폐재

요약

본 발명은 낮은 체적저항을 달성하고 충격강도를 비롯한 물리적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켜 각종 전자기기에서 신뢰성이 우

수한 전자파 차폐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고분자 매트릭스와 전도성 충전재인 금속분말 및 탄소나노튜브를 필수성분

으로 하되, 탄소나노튜브의 체적비 함량을 0.2%∼10% 범위로 하고, 금속분말의 체적비 함량을 7.0%∼30%로 하는 조성

물을 이용하므로써, 최저 체적비가 7.2%라는 매우 낮은 함량의 탄소나노튜브와 금속분말을 충전하여 전도성 충전재 어느

하나의 단독 성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경량화 및 저가격화가 가능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함량이 많은 고분자 특유의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내충격성을 향상시키며, 전기전도도 및 전자파차폐효율에 있어서도 기존의 상용화 제품과 비교

하여 동등 수준 이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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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폐재, 탄소나노튜브, 금속분말, 차폐효율, 체적비, 전기전도도, 고분자 매트릭스, 은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파 차폐재의 조성물을 도시한 개념도,

도 2는 표면비저항 측정 장치(MIL-G-835288)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전자파 차페재 101 : 탄소나노튜브

102 : 금속분말 103 : 고분자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파 차폐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자파 차폐율이 우수한 전자파 차폐재에 관한 것이다.

전자기파의 유해성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전자, 통신기기의 대량 보급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불요 전자파 발생에 따른 전파통신장치와 기기 상호간의 오동작 등은 전자기기 자체의 안전과 사회 또는 인간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선진 각 국에서는 국제 규격인 국제전기기술협의회(IEC)의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 및 전자기적합성의 규격에 따라 전자파 장해 및 내성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전자 제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각 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장해현상의 차단을 위해서 주로 전자파 차폐재료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전자파 차폐재는 실리콘 고무, 폴리우레탄,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 수지 등의 고분자에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금속분말,

또는 탄소섬유 등을 30 체적% 이상 분산시킴으로써 얻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때 금속분말로서 은분 또는 은을 코

팅한 구리(Ag-coated Cu) 등이 가장 전기전도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은분 등을 체적비 30% 정도

의 함량으로 고분자에 분산시켰을 경우에는 0.01Ω-cm 이하의 체적저항을 얻을 수 있고 약 50dB 정도의 차폐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

최근에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전자파 차폐 장해 규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욱 낮은 체적저항과 높은 차폐효과가 요구되

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더욱 많은 은분 등의 금속분말을 고분자에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많은 금속분말 등을 고분자에 분산시켰을 경우, 전기전도도의 향상으로부터 전자파 차폐 효과를 높일 수는 있으

나, 충격강도를 비롯한 기계적 물성의 저하를 초래하여 차폐재로서의 응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한편, 전자파 차폐재로서 탄소나노튜브가 제안되었는데, 이이지마에 의해 탄소나노튜브가 최초로 발견된 후로[S. Iijima,

Nature Vol. 354, P.56 (1991년)] 최근에는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기존의 재료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약 1.0∼1.8TPa의 높은 탄성률뿐만 아니라, 진공상태에서 2800℃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열특성, 다

이아몬드의 2배에 가까운 열전도도 및 구리와 비교하여 1000배 가량 높은 전류 이송 능력 등의 잠재적 물성으로 인하여

나노 스케일의 전기소자, 전자 소자, 나노센서, 광전자소자 및 고기능 복합재 등 모든 광학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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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할 경우 고분자 매트릭스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체적비 0.04% 이상만을 분산시

켜도 전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반도체에 가까운 낮은 체적 저항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탄소나노튜브만으로는 그 함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최저 10Ω-cm 정도의 높은 체적전기저항을 나타내어

전자파 차폐 효과를 얻지 못하며, 탄소나노튜브를 고분자에 분산시킬 경우, 아주 적은 함량이라도 그 분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자파 차폐재와 같은 복합재료로의 응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낮은 체적저항을 달성하고 충격강도를 비롯한 물리

적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켜 각종 전자기기에서 신뢰성이 우수한 전자파 차폐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전자파 차폐재는 전도성 충전재로서 탄소나노튜브와 금속분말을 포함하고, 고분자

수지를 매트릭스로 하되, 상기 탄소나노튜브의 체적비 함량은 0.2%∼10% 범위이고, 상기 금속분말의 체적비 함량은

8.3%∼30%이며, 상기 탄소나노튜브와 상기 금속분말의 혼합 체적비 함량이 조성물 전체에 대해 8.5%∼40%이 되도록 구

성되며, 상기 탄소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또는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이며, 상기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또는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는 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법으로 분석된 표면분석 결과, 1300cm-1과 1100cm-1 사이의 페닐-카보닐 C-C

스트레치 결합 특성 피크가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 1300cm-1과 1100cm-1 사이의 페닐-카보닐 C-C 스트레치 결합,

1570cm-1과 1430cm-1 사이의 카보닉 C-C 스트레치 결합 및 1650cm-1 부근의 카르복실릭 그룹의 C=O 스티레칭 바이

브레이션 특성 피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 1300cm-1과 1100cm-1 사이의 페닐-카보닐 C-C 스트레치 결합,

1650cm-1 부근의 카르복실릭 그룹의 C=O 스티레칭 바이브레이션 및 3550cm-1 에서의 -OH 결합특성 피크가 동시에 존

재하는 탄소나노튜브, 1250cm-1 부근의 C-F 결합 특성 피크가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거나, 또는

상기 탄소나노튜브 중에서 적어도 두 종류가 혼합된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전자파 차폐재는 매우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 탄소나노튜브와 금속분말(은분 또는 은 코팅 구리)을

동시에 고분자 수지에 분산시킨 것으로, 높은 전기전도도와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갖는다.

즉, 본 발명은 전자파 차폐재를 구성하는 조성물로, 조성물내 체적비 0.2% 이상의 탄소나노튜브와 체적비 7.0% 이상의 은

이 코팅된 구리 분말 등의 금속분말을 혼성하여 동시에 고분자 수지에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므로써, 최소 30dB 이상의 전

자파 차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낮은 전도성 충전재 함량으로부터 고분자 매트릭스의 높은 충격효과를 살려 응용의

확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본 발명의 전자파 차폐재는 고분자 매트릭스, 탄소나노튜브 및 금속분말을 필수성분으로 하고, 탄소나노튜브를 조

성물 전체에 대해 체적비 0.2% 이상 으로 함유하고, 금속분말을 체적비 7.0% 이상으로 포함하며 탄소나노튜브와 금속분

말의 함량이 조성물 전체에 대해 체적비 7.2% 이상이 되도록 구성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파 차폐재의 조성물을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파 차폐재(100)는 탄소나노튜브(101)와 금속분말(102)을 동시에 포함하고, 고분자 수지

(103)를 매트릭스로 하는 조성물이다.

여기서, 탄소나노튜브(101)의 전체 조성물에 대한 체적비 함량은 0.2%∼10% 범위이고, 금속분말(102)의 전체 조성물에

대한 체적비 함량은 7.0%∼30%이며, 탄소나노튜브(101)와 금속분말(102)의 혼합 체적비 함량이 전체 조성물에 대해

7.2%∼40%이 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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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분자 수지(103)는 전도성 충전재인 탄소나노튜브(101)와 금속분말(102)을 복합화할 수 있는 고분자이면 그 분자

량, 밀도, 분자구조 및 관능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느 것이든지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실리콘고무, 폴리우레탄, 폴리

카보네이트, 폴리아세테이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폴리비닐알코올,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terpolymer) 등과 같은 범용 고분자뿐만 아니라 에폭시, 폴리이미드 등과 같은 기능성 열경화성 수지도 여기에 해당되며,

상기 열거한 고분자들의 블렌드(blend) 형태도 가능하다. 단, 열 및 기계적 충격 강도를 필요로 하는 응용에 있어서는 실리

콘고무나 폴리우레탄과 같이 연신 특성과 충격흡수 효과가 뛰어난 고분자가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탄소나노튜브(101)는 화학증착법, 아크방전법, 플라즈마토치법 및 이온충격법 등, 그 제조 방법과 관계없이 모

두 적용 가능하며, 단일벽으로 구성된 탄소나노튜브(Single-walled nanotube; SWNT)나 다중벽으로 구성된 탄소나노튜

브(Multi-walled nanotube; MWNT)와 같은 탄소나노튜브의 형상과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탄소나노튜브(101)의 고분자 수지(103) 내에서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에 의한 정제나 불소가스에 의한

개질 방법 등을 적용하는데, 본 발명에 사용되는 탄소나노튜브(101)는 정제 여부나 표면 개질 방법, 또는 표면개질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법(FT-IR)으로 분석된 탄소나노튜브의 표면 분석 결과, 1300cm-1과 1100cm-1 사이의

페닐-카보닐 C-C 스트레치 결합 특성 피크가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 1300cm-1과 1100cm-1 사이의 페닐-카보닐 C-C

스트레치 결합, 1570cm-1과 1430cm-1 사이의 카보닉 C-C 스트레치 결합 및 1650cm-1 부근의 카르복실릭 그룹의 C=O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특성 피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 1300cm-1과 1100cm-1 사이의 페닐-카보닐 C-C 스

트레치 결합, 1650cm-1 부근의 카르복실릭 그룹의 C=O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및 3550cm-1 에서의 -OH 결합특성 피

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 1250cm-1 부근의 C-F 결합 특성 피크가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 중 어느 하나를 이

용하거나, 또는 위 네가지 탄소나노튜브중에서 두종류 이상이 혼합된 형태의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기한 탄소나노튜브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소나노튜브의 분산이나, 전기전도도가 차폐 효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금속분말과의 상호작용도 좋지 않아 차폐효과가 감소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101)의 함량은 최소 체적비 0.2% 이상이 적용되어야 하며, 바람직하게는 체적비가 0.2%∼10% 범위가 되

는 탄소나노튜브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탄소나노튜브(101)의 함량이 체적비 0.2%보다 낮을 경우에는 금속분말(102)과

탄소나노튜브(101)의 상호작용이 좋지 못하여 적정 수준의 전기전도도를 나타낼 수 없으며, 그 함량이 체적비 10%보다

높을 경우에는 더욱 높은 전기전도도도를 나타내어 높은 차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분산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혼련

및 성형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금속분말(102)은 은분이나 은이 코팅된 구리 등과 같이 차폐재용 전도성 충전재로서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금속분말이 사용될 수 있으나, 그 형태가 입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스틸섬유, 구리섬유, 알루미늄섬유 및 니켈섬

유 등도 사용가능하다. 금속분말(102)은 전기전도도가 105 S/cm 이상인 것을 체적비 7.0%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체적비

7.0%보다 낮은 금속분말이 사용될 경우에는 전기전도도가 낮고 탄소나노튜브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퍼콜레이션

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차폐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고분자 매트릭스의 충격효과가 차폐재의 밀도, 그

리고 성형 작성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체적비 7.0%∼30%가 바람직한 함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탄소나노튜브(101), 금속분말(102) 및 고분자 수지(103)로 구성된 조성물로 이루어지는 전자파

차폐재(100)에는 탄소나노튜브(101)와 금속분말(102)의 양호한 분산을 얻기 위한 양이온성, 음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등

의 분산제, 에폭시, 카르복실, 아민 말단의 실란 커플링제, 고분자 수지를 2종 이상 블렌드할 경우에 필요할 수 있는 상용화

제 등을 필요에 따라 첨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전자파 차폐재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소정의 배합량을 헨셀 믹서나 뢰디게 믹서, 또는 호모게나이저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충분히 혼합한 후, 투롤밀이나 혼

련기로 용융 혼련하고 냉각하므로써 얻는다. 혼합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용매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용되는 용

매로는 메틸에틸 케톤, 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톨루엔과 같이 고분자 매트릭스를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는 어느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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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이들의 혼합 형태도 가능하다. 단, 이러한 용매는 최종 차폐재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며, 제조 공정

중의 적정 단계에서 또는 최종 제품화 단계 이전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용매를 사용하므로써 제품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자파 차폐재는 벌크 형태나 코팅 형태 또는 스프레이 형태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험예와 비교예에 대해 설명한다. 이로부터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전자파 차폐재를 제조하기 위해 다음의 표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성분들을 평량한 후, 우선 폴리우레탄을 메

틸에틸케톤(MEK) 용매에 부피비 1대 6으로 분산시킨다. 소정 함량의 탄소나노튜브를 배합비 1대 3의 질산과 황산 25%

수용액에 40℃의 온도에서 30분간 교반한 뒤, 산 수용액을 제거한다. 이 탄소나노튜브와 은분말을 이미 얻어진 폴리우레

탄/MEK 용액에 첨가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폴리우레탄/탄소나노튜브/은분말/MEK 용액은 교반 과정과 초음파 처리

과정을 거친 뒤 MEK 용매를 제거하고 투롤밀 작업을 실시하여 전도성 복합체를 얻었으며, 다음과 같은 물성을 측정하여

부피비저항과 전자파 차폐효율을 얻었다.

[표 1]

 구성성분  제1시편  제2시편  제3시편  제4시편

 폴리우레탄  92.8  91.8  89.8  89.4

 탄소나노튜브  0.2  0.2  0.2  0.6

 은분말  7.0  8.0  10.0  10.0

부피비저항(10-3ohm-cm)  385.8  165.5  80.3  36.2

 차폐효율(dB)  39.4  49.0  55.3  63.4

표1에서 폴리우레탄, 탄소나노튜브 및 은분말의 함량 단위는 체적%이다.

표1에서 부피비저항은 MIL-G-835288(도 2 참조)에 의거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기구로는 3540mΩ Hi-tester(히오키

사)를 사용하였다. 각 시편의 크기는 25.4mm×35.0mm×0.5mm로 일정하게 하였으며, 도면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프

로브를 판상의 각 시편위에 접촉하여 Ω/스퀘어(square) 단위의 표면비저항을 측정한 후 부피비저항값(Ω-cm)으로 환산하

였다.

도 2는 표변비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MIL-G-835288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4-터미널 방법을 통해 측정 시편의 표면

비저항을 측정하는 것으로, 30mΩ∼30㏀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외부측정장비(mΩ-meter, 201)의 입출력단자가 인슐

레이터(Delrin, 202)와 실버플레이트브래스(Silver plated brass, 203)로 구성되는 4-터미널 측정용 프로브에 연결된다.

도 2에서, 프로브 아래에 개스킷샘플(204)이 위치하는데, 이 개스킷샘플(gasket sample, 204)이란 측정 시편을 말하며,

가로 1.4인치, 세로 1인치 이상의 크기면 측정 가능하다.

측정값은 표면비저항의 단위인 Ω/스퀘어로 외부측정장비(201)의 액정표시장치(LCD) 화면에 표시된다. 이 측정값에 측정

시편의 두께(cm)를 곱하여 측정시편의 부피비저항(Ω-cm)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전자파 차폐효율, 예컨대 평면파의 전자기파 차폐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직경이 133.0mm인 측정 시편을

ASTMD4935-89에 따른 회로망분석기(Agilent 8722ES network analyzer, Agilent, USA) 및 2포트플랜지드 동축홀더

(2port flanged coaxial holder)(EM-2107, Electro-metrics, USA)를 이용하여 50㎒∼6㎓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차

폐효율은 s-파라미터를 측정한 후 S21을, 리턴로스(return loss)는 S1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S21은 입사된 전자기파

의 투과량을 의미하며, 차폐효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표1을 참조하면, 각 시편에서 전자파 차폐재를 이루는 조성물에서 탄소나노튜브를 체적비 0.2% 로부터 0.6%까지 증가시

켰으며, 은분말을 체적비 7.0%로부터 10%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표1의 결과에 따르면, 전자파 차폐재 조성물인 탄소나노튜브와 은분말의 체적비를 각각 0.2% 이상, 7/0% 이상으로 하였

을 경우 부피비저항은 작아지고 차폐효율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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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2는 전자파 차폐재를 구성하는 탄소나노튜브를 산처리하지 않고 MEK 용액에 분산시킨 경우의 각 시편의 부피

비저항과 차폐효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외의 제조방법은 표1의 시편들과 동일하다.

[표 2]

 구성성분  제5시편  제6시편  제7시편  제8시편

 폴리우레탄  89.8  89.4  89.0  78.0

 탄소나노튜브  0.2  0.6  1.0  2.0

 은코팅구리분말  10.0  10.0  10.0  20.0

부피비저항(10-3ohm-cm)  120.7  75.7  35.4  3.7

 차폐효율(dB)  51.2  55.9  63.7  86.5

표2의 결과로부터 표1의 각 시편과 유사한 부피비저항 및 차폐효율 특성을 얻음을 알 수 있다.

표1과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고분자매트릭스, 탄소나노튜브 및 금속분말이 혼성된 본 발명의 전자파 차폐재는 부피비저

항이 매우 낮고 차폐효율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은 탄소나노튜브와 금속분말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둘 중 어느 하나만의 성분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전기전도도 및

전자파 차폐효율을 갖는 전자파 차폐재를 위한 것으로, 단독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차폐재와 본 발명에서 제시한 전도성 충

전재의 함량이 적게 이루어진 차폐재 조성물의 물성을 표3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3]

 구성성분  제1비교예  제2비교예  제3비교예  제4비교예  제5비교예

 실리콘 고무  98.0  92.5  85.0  93.9  70.0

 탄소나노튜브  2.0  7.5  15.0  0.1  0

 은분말  0  0  0  6.0  30.0

 부피비저항(ohm-cm) 5.83×101 7.83×10-1  제조불가 3.22×101 3.65×10-2

 차폐효율(dB)  0  5  제조불가  0  63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제1비교예, 제2비교예 및 제3비교예처럼 전자파 차폐재 조성물이 실리콘고무와 탄소나노튜브만으

로 구성된 경우에는 부피비저항이 매우 크고 차폐효율이 현저히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4비교예 및 제5비교예처럼

실리콘고무와 은분말로 구성된 경우에도 부피비저항이 매우 크고 차폐효율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결국, 표3에 따르면, 탄소나노튜브 또는 금속분말의 단독성분만을 포함하는 전자파 차폐재는 제1시편 내지 제8시편에 나

타낸 조성보다 좋지 않은 전기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탄소나노튜브 단독 성분으로 고분자와 복합화된 경우에는 전자파 차

폐를 전혀 이룰 수 없으며, 일정한 함량 이상의 탄소나노튜브 충전은 그 분산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차페재를 제조할 수 없

었다(제3비교예). 또한, 은분말의 경우에는 체적비가 30% 이상인 함량에서 차폐 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본 발명에서의

목적과 같은 고분자 성분에 의한 내충격성 보강과 경량화, 원가절감 효과 등을 얻을 수 없다.

상술한 본 발명의 전자파 차폐재는 높은 전자파 차폐효율은 물론 방열특성에 있어서도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즉, 열전달

특성이 우수한 탄소나노튜브 및 금속분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자에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

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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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의 전자파 차폐재는, 극소량의 탄소나노튜브와 상용화되어 있는 은분말과 같은 전도성 금속분말을 혼성하

므로써 금속분말의 함량 감소에 따른 원가절감과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대적으로 함량이 많은 고분자 특유의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내충격성과 같은 기계적인 특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전자파 차폐재는 금속분말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용 제품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 이상의 전기전도

도, 전자파 차폐효율 및 방열특성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전도성 충전재로서 탄소나노튜브와 금속분말을 포함하고, 고분자 수지를 매트릭스로 하되, 상기 탄소나노튜브의 체적비

함량은 0.2%∼10% 범위이고, 상기 금속분말의 체적비 함량은 8.3%∼30%이며, 상기 탄소나노튜브와 상기 금속분말의 혼

합 체적비 함량이 조성물 전체에 대해 8.5%∼40%이 되도록 구성되며,

상기 탄소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또는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이며, 상기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또는 다중벽탄소나

노튜브는 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법으로 분석된 표면분석 결과, 1300cm-1과 1100cm-1 사이의 페닐-카보닐 C-C 스트레

치 결합 특성 피크가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 1300cm-1과 1100cm-1 사이의 페닐-카보닐 C-C 스트레치 결합, 1570cm-

1과 1430cm-1 사이의 카보닉 C-C 스트레치 결합 및 1650cm-1 부근의 카르복실릭 그룹의 C=O 스티레칭 바이브레이션

특성 피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 1300cm-1과 1100cm-1 사이의 페닐-카보닐 C-C 스트레치 결합, 1650cm-1

부근의 카르복실릭 그룹의 C=O 스티레칭 바이브레이션 및 3550cm-1 에서의 -OH 결합특성 피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탄

소나노튜브, 1250cm-1 부근의 C-F 결합 특성 피크가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거나, 또는 상기 탄소

나노튜브 중에서 적어도 두 종류가 혼합된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파 차폐재.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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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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