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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power light-emitting diode (LED) lighting exhibits excessive heat generation owing to the
need to drive an LED chip, development of heat dissipation technology is required to resolve that
problem. Until now, most of the studies on heat dissipation in LED lighting have been limited
to research on heat dissipation of the chip itself and research into the manufacture of heat sinks.
However, a solution in a new direction is required owing to the quantity of heat generated from
dense LED chips found in high-power LED lighting or in situations where the space for the lighting
is limited owing to its location. In this research, heat dissipation characteristics were improved
by adding a Ni-graphite core-shell (Ni-GCS) to the thermally conductive adhesive used to bond
the LED chip’s substrate to the heat sink in high-power LED lighting applications. Ni-GCS was
synthesized through thermal chemical vaper deposition (thermal-CVD), and the Ni nanoparticles
were confirmed are to be wrapped by a graphite layer. When high-power LED lighting using
the novel thermally conductive adhesive was driven over a long period of time, improved heat
dissipation characteristics were observed when the properties of the thermal changes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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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그래파이트 코어-쉘을 이용한 방열 접착제 제작 및 LED 조명으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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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발광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 LED) 조명은 LED 칩 구동에 따른 발열의 문제를 가지며,
이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 방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LED 조명에서의 방열 연구는 대부분 칩
자체의 방열 연구와 방열판의 제작 연구에 그쳤다. 하지만 고출력 LED 조명과 같은 밀집된 LED 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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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높은 열이나 활용 장소에 따른 제한된 조명의 크기 문제가 있으므로 새로운 방향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출력 LED 조명에서 LED칩 기판과 방열판을 접합하는데 사용되는 방열
접착제에 Ni 그래파이트 코어-쉘 (Ni graphite core-shell, Ni-GCS) 을 첨가해서 방열 특성을 개선하였다.
Ni-GCS는 열화학기상증착법 (thermal chemical vaper deposition, thermal-CVD) 을 이용하여 합성
하였고, 나노 크기의 Ni 입자가 그래파이트 층으로 둘러싸인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방열 접착제
를 사용한 고출력 LED 조명을 장시간 구동하면서 열 변화 특성을 분석하여 향상된 방열 특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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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탄소나노튜브, 플르런스, 그래핀 등의 탄소재료는 그 구
조에 따라 투명전극, 배터리 전극, 수소 저장 장치, 전계방
출원, 나노 크기의 트랜지스터와 슈퍼 캐패시터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1–4]. 특히, 그래핀은 탄소
원자 간에 sp2 결합으로 안정적인 벌집구조 형태이며 전기
적, 광학적, 기계적, 열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높은 안정성
을 가진다 [5,6]. 그래핀이 불규칙하게 다층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의 우수한 전기적, 열적 전도 특성을
이용하여 방열 접착제의 특성을 개선하였다. 균일한 다층
그래파이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NiO 나노입자를 이용
하여 코어-쉘 구조의 Ni 그래파이트 코어-쉘 (Ni graphite
core-shell, Ni-GCS) 나노입자를 합성하였다. Ni-GCS은
내부에 Ni 나노입자가 존재하고 그 외각에 그래파이트 층
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제작된 Ni-GCS 나노입자를
첨가하여 방열 접착제를 제작하고 300 W 급 LED 조명에
적용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래파이트의 경우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물리 및 화학적
으로 우수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균일한 다층을 가진
그래파이트의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특히, 최외각에 균일한 그래핀 층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 그
그래핀 층 위에서는 단층의 그래핀 보다는 떨어지지만 비
교적 안정적인 전기적 특성을 가진다 [7]. 반면에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는 물리 및 화학적으로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특정 분야에서 재료로 사용될 경우 그 구조를 유지하지 못
하고 물질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8].
최근 야간 활동이 많아지고 발광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 LED) 조명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고출력
LED 조명의 사용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LED 조명은
LED 칩 자체의 발열로 인하여 조명의 오작동 및 수명을
단축 시키는 문제가 있다 [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LED 칩 자체에 방열 기능을 가지게 제작하거나, 방열
판의 구조 개선을 통하여 외부로의 열 방출을 높이는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9]. 또한 일부에서는 접착성, 열전도
성, 내열 특성이 높은 방열 접착제를 이용하여 LED 칩이
부착된 PCB와 방열판을 접합 시켜서 LED 칩에서 발생한
열이 방열판으로 전달되어는 방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
[10–12]. 일반적으로 방열 접착제는 금속이나 산화물 기반
에 접착바인더를 첨가하여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고출력
LED 조명에서는 기존 제품 보다 더 높은 방열특성을 가진
방열접착제가 요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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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 험
Ni-GCS 나노입자는 1100 ◦ C 의 진공 전기로 내부에서
열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Ni-GCS 합
성에 사용된 Ni 촉매는 50 nm 이하 크기의 NiO 나노입
자 (Aldrich, nanopowder) 를 사용하였다. 전기로의 진공
도를 2 × 10−3 torr 로 유지한 후 Ar (500 sccm) 을 흘
려 주면서 온도를 높여 주었다. 진공 전기로 내부 온도가
1100 ◦ C 가 되었을 때 H2 (500 sccm) 와 C2 H2 (20 sccm)
를 흘려준 후 NiO 나노입자를 진공 전기로 중앙으로 이
동시켜 50 sec 동안 Ni-GCS 합성을 진행하였다. 합성된
Ni-GCS 나노입자를 진공 전기로 내부의 냉각부로 옮겨
서 일정 시간동안 냉각한다. Ni-GCS 나노입자가 coreshell 구조의 그래파이트 층을 형성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Hitachi S-4800), 투과 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FEI Tecnai G2 F20), 그리고
열 질량 분석기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TA
Instruments SDT Q600) 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Ni-GCS 나노입자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크
린 프린팅법을 이용하여 전극을 제작하고 4단자 탐침 저
항 측정기 (four-point probe system, ATI, CMT100MP)
를 이용하여 전극의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또한, LED 조
명의 방열 접착제로 활용하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산화알
루미늄 기반의 방열 접착제 (TioTek, TioPoxy 410H) 에

424

New Physics: Sae Mulli, Vol. 71, No. 5, May 2021

Fig. 1. (Color online) The SEM image (a), TEM image
(b), TGA (c) and screen-printed sample on glass of the
synthesized Ni graphite core-shell (d).
Ni-GCS 나노입자를 전체 질량의 0, 10, 20, 30% 비로 첨
가하여 펠렛으로 제작하였다. 열 확산도 측정기 (Thermal
Conductivity Measuring System, LFA, 447 Nano Flash)
를 이용하여 제작된 접착제의 방열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
장 높은 방열 특성이 나타나는 방열 접착제를 300 W 급
LED 조명 제작에 사용하였고, 제작된 LED 조명에서의
온도 측정을 통하여 방열 특성을 확인하였다.

III. 결 과
Figure 1(a)는 합성된 Ni-GCS 나노입자의 SEM 이미지
를 보여 준다. Ni-GCS 나노입자는 50 –- 200 nm 의 크기
분포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Ni-GCS 합성에 사용된 NiO
나노입자의 크기는 50 nm 이하지만, 1100 ◦ C 의 합성온도
에서 서로 녹고 엉겨 붙어 나노입자의 크기는 커진다 [13].
NiO 물질의 녹는점은 약 2000 ◦ C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
만, 50 nm 이하의 크기가 되면 녹는점이 낮아진다. 따라서
합성이 이루어지는 진공 전기로 내부에 NiO 나노입자를
오랜 시간 노출시킬 경우 입자의 크기는 커지고 그래파이트
층은 두꺼워지게 된다 [13,14]. 우리는 엉겨 붙는 입자들의
크기를 조절하고 나노입자 표면에 형성된 그래파이트 층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합성 시간은 50 sec 로
하고, 50 sec 후 나노입자를 냉각부로 이동시켜 그래파이트
층의 합성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Figure 1(b) 는 합성된 Ni-GCS 나노입자의 상태를 확대
한 TEM 이미지이다. 중심에 Ni 나노입자가 위치하고 입
자의 표면에는 다층의 그래핀 층이 형성되어 그래파이트
구조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Ni-GCS 합성을 위해 사용한

NiO 나노입자는 Ni-GCS 합성과정에서 H2와의 환원반응
을 통하여 Ni로 바뀌게 된다 [13]. 따라서 나노입자 중심에
는 NiO가 아닌 Ni이 존재하게 된다. Ni 나노입자 표면에
형성된 그래파이트 층은 그래핀 층간 간격이 약 0.34 nm
로 일정하게 형성되어 다층의 그래핀으로 이루어진 그래파
이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c) 는 합성된 Ni-GCS
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소 분위기에서 진행된 열중량
분석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결과이다. 내부
그림은 430 ◦ C 이하 온도 범위에서 중량의 변화를 확대한
그래프이다. 상온에서 약 200 ◦ C 까지 Ni-GCS의 중량 변
화는 없고, 약 200 ◦ C 에서부터 시작하여 약 400 ◦ C 까지의
온도 영역에서 Ni-GCS의 중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 재료는 약 200 ◦ C 부터 산소와 반응하여 CO2
로 산화된다 [15,16]. 따라서, 400 ◦ C 근방까지 보여지는 NiGCS의 중량 감소는 그래파이트 층 산화의 결과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 같은 탄소재료는
TGA 측정 과정에서 중량 변화의 낙차폭이 크지만, Ni-GCS
나노입자의 경우 Ni 나노입자와 비교하여 그래파이트 층의
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파이트 산화에 따른 질량 변화의
낙차폭이 작게 나타난다. 430 ◦ C 온도에서 중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고 800 ◦ C 에서 중량의 변화가 줄어든다.
이는 Ni 나노입자를 둘러싼 그래파이트 층이 산화되고 난
후 표면이 드러난 Ni 나노입자가 산화되어 NiO 나노입자로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중량 증가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 1(d) 는 Ni-GCS 나노입자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Ni-GCS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스크린 프린팅 기법
으로 제작된 전극 사진이다. 제작된 전극의 비저항은 6.8 ×
10−3 Ω · m으로 일반적인 판 구조 그래파이트 층의 비저항
(약 10-6 Ω · m) 보다 크다. 그 이유는 Ni-GCS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제작된 전극의 경우 Ni-GCS 나노입자 최 외각의
그래핀 층 사이의 결합에 의한 접촉저항 [17]과 그래핀 층
사이의 바인더 물질 [18]에 의해 비저항 값이 높아지기 때문
이다. 물질의 전기전도성은 재료에 포함된 자유전하에 의한
것으로, 자유전하를 많이 가진 재료의 경우 전기전도성이
높으며, 이러한 자유전하는 열에너지의 전달에도 작용하여
열전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19,20].
합성된 Ni-GCS 나노입자를 300 W 급 LED 조명에 사
용되는 방열 접착제로 활용하기 위하여 Al과 AlO 파우더
가 기반인 방열 접착제에 Ni-GCS 나노입자를 첨가하여
새로운 방열 접착제를 제작하였다. 기존 방열 접착제는
합성수지와 경화제가 분리된 2액형 방열 접착제로 경화
조건은 상온에서 24시간, 60 ◦ C 에서 1시간이 소요된다.
2 W/mK 의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으나 300 W 급 LED
조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열전도율의 접착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된 Ni-GCS 나노입자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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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Thermal adhesive samples prepared to measure heat radiation properties by adding Ni
graphite core-shell (a) and their heat radiation properties
(b).

Fig. 3. (Color online) Fabrication process of the 300 W
LED lighting and properties evaluation process.

방열 접착제에 전체 질량비 각각 10, 20, 30%로 첨가하여
방열 특성을 평가하였다. Ni-GCS 나노입자가 첨가된 방열
접착제는 완전 경화를 위하여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경화를 진행하였다. 경화된 방열 접착제를 펠렛
형태로 재단하여 열 확산 측정기로 열전도율을 측정하였다.
(Fig.2(a)) 샘플의 크기는 가로 × 세로가 8 × 8 mm 이상
에서 20 × 20 mm 이하로, 두께는 1 -– 2 mm 로 제한을
두었다. Fig. 2(b)는 열 확산 측정기를 통하여 확인된 방열
접착제의 열전도율을 보여준다. 기존 방열 접착제는 제시

Fig. 4. (Color online) The light emitting part on the
front and heat radiation part on the back of fabricated
300 W LED lighting (a) and heat radiation properties on
the LED chip.

된 열전도율 보다는 조금 낮은 1.8 W/mK 로 확인 되었다.
Ni-GCS 나노입자가 첨가된 방열 접착제의 열전도율은 각
각 10% 에서 1.94 W/mK, 20% 에서 2.08 W/mK, 그리고
30% 에서는 2.45 W/mK 으로 측정되었다. Ni-GCS 나노
입자가 첨가됨에 따라 열전도율은 높아지지만, 30% 이상

을 위하여 완전 경화된 LED 조명을 30시간 동안 전원을 켜
놓은 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열 변화 분석
을 진행하였다. 열 변화는 LED 칩, PCD 기판, 그리고 Al

의 Ni-GCS 나노입자를 첨가할 경우 접착제의 점도가 매우

방열판의 온도 변화를 직접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Table 1

높아져 접착제로의 활용이 부적절하여 첨가는 30% 까지로

은 제작된 10 개의 LED 조명 중 1번 조명의 측정 값을 보여

제한하였다. 본 측정을 통하여 30% 의 Ni-GCS 나노입자가

준다.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하여 280.5 W 파워가 입력될 때

첨가된 접착제의 경우 기존 대비 36% 의 열전도율 향상을

LED 칩의 온도는 89.5 ◦ C, PCB의 온도는 65.8 ◦ C,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Ni-GCS 나노입자에서 Ni 금속과

Al 방열판의 온도는 63.2 ◦ C로 확인 되었다. LED 조명에

Ni 나노입자를 둘러싼 그래파이트 층에 위치한 자유전하에

서 높은 방열 특성이 LED 칩의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의한 열에너지 전달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있으므로 LED 조명의 여러 영역 중 LED 칩 부분의 온도

열전도율이 가장 높게 측정된 30% Ni-GCS 나노입자를

특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Fig. 4에서 제작된 10개의 300 W

첨가한 방열 접착제를 이용하여 300 W 급 LED 조명을 제

급 LED 조명에 대해 PCB와 Al 기판의 온도 보다는 LED

작하였다. Figure 3은 300 W 급 LED 조명의 제작 과정을
보여 준다. 제작된 방열 접착제는 금속판 스크린을 이용하
여 프린팅 방법으로 Al 방열판 위에 도포하였다. 접착제
를 두껍게 도포할 경우 열전도성을 떨어트리는 점과 LED
칩 주위 온도의 효율적 전달을 고려하여 LED 칩 위치에
방열접착제를 패턴으로 형성하여 접착제의 사용을 최소화
하였다. 방열접착제가 형성된 Al 방열판 위에 LED 칩이

칩 온도를 제시하였다. Figure 4(a)는 LED 조명에서 LED
PCB가 부착된 전면부와 Al 방열판의 후면부를 보여준다.
Fig. 4(b) 는 제작된 10 개의 300 W 급 LED 조명의 LED
칩 온도를 보여준다. 10 개의 조명 모두 100 ◦ C 이하의
온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300 W 급 LED 조명은
LED 칩 온도가 100 ◦ C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으로

장착된 PCB 기판을 올려 접착하였다. 접착제가 완전히 경

기존 방열 접착제를 사용하였을 때 LED 칩 온도가 115 ◦ C

화되도록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두었다. 접착제의 재현성

이상이었던 경우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제작한 LED 조명

확인을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 개의 300 W 급 LED

의 LED 칩 온도가 본 연구를 통하여 제작한 방열 접착제를

조명을 제작하였다. 안정적인 구동 상태에서 열 변화 측정

사용한 경우 안정적인 온도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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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ghting properties of fabricated 300 W LED lighting (No. 1).
Test
items
Data

Input
power
(W)
280.5

Input
voltage
(W)
219.4

Input
current
(A)
1.304

color
temperature
(K)
6311

IV. 결 론

LED
temperature
(℃)
89.5

PCB
temperature
(℃)
65.8

Heatsink
temperature
(℃)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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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Bachmatiuk et al., ACS Nano 7, 10552 (2013).

도를 100 ◦ C 이하로 내려 300 W 급 LED 조명의 안정적

[8] F. Bonaccorso et al., Mater. Today 15, 564, (2012).

구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Ni-GCS 나노입자가 첨가된 방열

[9] A. Rammohan and C. K. Ramesh, J. Eng. Sci. Tech-

접착제의 바인더 성분과 정확한 첨가율 그리고 안정적 제작
공정을 확보한다면 LED 칩 온도는 더 낮게 형성되어 LED
조명의 구동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nol. Rev. 9, 165, (2016)
[10] H. Kim, S. Choi and S. Shin, Microelectron. Reliab.
48, 445 (2008).
[11] R. Prasher, roc. of the IEEE 94, 1571 (2006).
[12] K. Zhang et al., Nanotechnology 19, 215706 (2008).

감사의 글

[13] C. Kim et al., Mater. Chem. Phys. 223, 557 (2019).

본 연구는 정부 (교육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 (No.

NRF-

2019R1I1A1A01061738)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No.S2912700) 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14] C. Kim and H. T. Kim, Mater. Chem. Phys. 202,
215 (2017).
[15] J. Lu and W. Chen, Appl. Energy 160, 49 (2015).
[16] Y. Wang et al., J. Mater. Chem. C 2, 9478 (2014).
[17] M. Ma et al., Mater. Lett. 190, 71 (2017).
[18] N. A. Luechinger, E. K. Athanassiou and W. J.
Stark, Nanotechnology 19, 445201 (2008).

REFERENCES
[1] V. Georgakilas, J. A. Perman, J. Tucek and R. Zboril, Chem. Rev. 115, 4744, (2015).

[19] J. S. Jin, J. S. Lee and O. Kwon, Appl. Phys. Lett.
92, 171910 (2008).
[20] A. I. Bezugly and V. A. Shklovskij,
Phys. 42, 636 (2016).

Low Tem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