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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전자 부품의 소형화, 고집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형화된 전자기기는 작은 면적과 얇은 두께로 전자

파 간섭 및 발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핀(Graphene) 복합재와 그라파이트(Graphite) 복합재는 가벼우면서도 우수한

전기 전도성과 열전도도로 전자파 차폐와 방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이다. 최근 합성 기술과 복합재 제조기술이 발

전함에 따라 그래핀과 그라파이트 복합재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래핀과 그라파이트를 이용하여 전자파 차폐 및 방열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복합재 필름을 제안한 최근 연구를 알아보고

자 한다.

Abstract: Recently, electronic components are becoming smaller and highly integrated. As a result,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and heat generation problems must be solved simultaneously with a small area and thickness. Graphene

composites and graphite composites are lightweight materials that can simultaneously solve EMI shielding and heat

dissipation problems with excellent electrical and thermal conductivity.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synthetic

technology and composite manufacturing technology, the research to application of their composites is increasing.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latest researches on composite films of graphene and graphite for EMI shielding and heat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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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5G 통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

업이 이슈화되고 전자기기의 소형화, 고집적화가 진행됨

에 따라 전자파 간섭과 과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

다. 전자기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전자파는 주변의 신

호에 간섭하여 주변 전자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

며1), 전자기기의 작동 중에 발생하는 열은 전자기기의 성

능이나 수명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된다.2,3) 소형화된 전자기기에서는 작은 면적과 얇

은 두께로 전자파와 발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하기 때

문에 우수한 성능을 갖는 복합 필름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전자파 차폐 및 방열 복합소재로 금속, 고분자, 맥신

(Mxene), 그래핀, 그라파이트 등이 사용되고 있다.4-6) 금

속은 우수한 전기 전도도 및 열전도도를 가지며 공정 비

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6,7) 밀도가 높고 부식되

기 쉽기 때문에 소형화된 전자기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고분자는 금속 나노와이어나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등의 전도성 필러를 첨가하는 방식으

로 사용되는데 고분자 자체의 열전도도가 0.1~0.5 W/mK

정도이므로 열전도도가 높은 전도성 필러를 첨가해도 열

전도도가 10 W/mK 이하로 낮아 수백 W/mK 이상의 열

전도도를 요구하는 고방열 필름으로 사용하기 어렵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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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신은 2차원 평면 구조의 세라믹 물질로 전자파 차폐 성

능이 기존 금속 소재들보다 뛰어나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용화단계에서 산화 안정성이나 구조 제어, 대

면적 시트 제작 기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10-12) 반

면 그래핀과 그라파이트는 금속보다 가벼우면서도 우수

한 전기 전도도와 열전도도로 전자파 차폐와 방열을 동

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소재이다. 기존에는 그래핀의 낮은

생산성 및 그라파이트의 낮은 인장 특성과 유연성으로 인

해 적용 분야가 제한되었으나, 13-16) 최근 합성기술의 발

달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복합소재 제조 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전자파 차폐 및 방열 복합소재로 적용하기 위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7-24) 본 논문에서는 그래핀과

그라파이트를 이용하여 전자파 차폐 및 방열 특성을 동

시에 가지는 복합재 필름을 제안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

개하고자 한다.

2. 그래핀 복합재 필름

그래핀은 약 10⁶ S/cm의 전기 전도도와 5,000 W/mK 이

상의 열전도도로25-28) 전자파 차폐 및 방열분야에서 활발

히 연구되고 있는 소재이다. 그래핀의 제조 방법에는 흑

연으로부터 그래핀 한 층을 분리하는 물리적 및 초음파

박리법,29,30) 화학적 박리법과31-34) 고온에서 전이 금속을

이용하여 그래핀을 증착시키는 화학기상증착법(CVD

법),35) 결정성의 기판 위에서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에피

택셜 성장법36) 등이 있으며, 이 중 화학적 박리법과 화학

기상증착법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화학기상증착

법은 고품질의 그래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비싸 상용화가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37,38) 화학적 박리법은 흑연을 산화시

켜 박리한 뒤 화학적으로 환원하여 그래핀을 생산하는 방

법으로 제조 비용이 화학기상증착법에 비해 훨씬 저렴하

나,39) 화학적 박리 과정에서 그래핀에 결함이 발생하고

심각하게 산화되기 때문에 환원을 시키더라도 전기 전도

도 및 열전도도가 떨어지게 된다.40) 화학기상증착법을 통

해 얻어진 고품질 그래핀은 가격이 비싸 상용화가 힘들

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들은 화학적 박리법을 통해 제조

한 저품질 그래핀의 전기 전도도 및 열전도도를 열환원

이나 다른 소재와의 복합화를 통해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Zhejiang 대학의 Gao 교수 연구팀은 그래핀 필름

에 탄소나노튜브를 첨가함으로써 전기 전도도, 열전도도

및 전자파 차폐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를 보고하였다.17)

그래핀 옥사이드와 카르복실산으로 기능화된 탄소나노

튜브를 복합화하고 필름을 환원 및 흑연화 처리하여 환

원 그래핀 옥사이드/탄소나노튜브 필름을 제조하였다.

Fig. 1은 제조한 필름의 전기 전도도, 열전도도 및 전자파

차폐 성능을 나타낸 것이며, 탄소나노튜브 함량에 따라

각각 최대 2.74×10⁵ S/m, 1,154 W/mK, 57.6 dB로 향상되

었다. 

Fig. 2는 그래핀 옥사이드/탄소나노튜브 필름에서 탄소

나노튜브의 역할을 나타낸 것으로, 탄소나노튜브는 그래

핀 필름 사이의 틈을 채우며 인접한 그래핀 시트와 연결

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전도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탄

소나노튜브 함량이 20 wt.% 까지 증가할수록 필름의 전

기 전도도 및 열전도도가 증가하였다. 반면, 탄소나노튜

브가 30 wt.% 이상 첨가되면 전기적, 열적 특성이 감소하

였는데, 이는 탄소나노튜브의 응집으로 인한 기공의 증

가에 기인한다.

중국과학원대학 석탄화학연구소의 Chen 교수 연구팀

은 그래핀 옥사이드와 탄소나노튜브를 혼합하고 요오드

화수소산 처리 및 열간 압착을 통해 환원시킨 뒤 흑연화

처리 및 열간 압착하여 흑연화 그래핀/탄소나노튜브 필

름을 제조하였다.18) Fig. 3은 그래핀 복합필름의 열전도

도를 나타낸 것으로 흑연화 그래핀/탄소나노튜브 필름의

수평 방향 열전도도는 흑연화 그래핀 필름에 비해 8.6%

감소한 933 W/mK의 값을 나타냈으나 수직 방향 열전도

도는 440.5% 증가하여 6.27 W/mK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탄소나노튜브가 수직방향으로 인접한 그래핀 필름

을 연결하여 포논 전송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Fig. 4는 그래핀 필름의 전기 전도도와 Ku-band(12~18

GHz)에서 측정한 전자파 차폐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흑

연화 그래핀/탄소나노튜브 필름의 전기 전도도는 1819 S/

Fig. 1. (a) Electrical conductivity, (b) Thermal conductivity, (c)

Density, and (d) EMI shielding performance of GF (graphene

film) and GCF (graphene/CNT film).17)

Fig. 2. (a) Mechanism of the filling effect of CNTs to graphene

sheets. (b) Mechanism of the bridging effect of CNTs to

graphene sheet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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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으로 흑연화 그래핀 필름과 비교했을 때 230.6% 증가

하였는데, 이는 탄소나노튜브로 인해 복합필름 내 연속

적인 전도성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높은 전기 전도도로 인해 공기와 필름 표면 사이의 임

피던스 불일치가 증가하여 흑연화 그래핀/탄소나노튜브

필름의 전자파 차폐 성능은 Ku-band에서 평균 75 dB로

우수한 차폐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래핀/탄소나노튜브 복합 필름은 무게가 가벼우면서

도 뛰어난 전자파 차폐 성능과 열전도도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량화와 전자파 차폐 및 방열이 모

두 필요한 전기차나 수소차의 인버터 및 ECU와 같은 부

품에 적용이 가능하며, LED 소자에 적용할 경우 기존

LED 전자기기의 문제였던 짧은 수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Wuhan 기술 대학의 Mu 교수 연구팀은 원심 분리

를 통해 25 μm보다 큰 크기의 그래핀 옥사이드를 분리한

뒤 환원, 흑연화, 압축공정으로 큰 크기의 그래핀(Large

flake size graphene, LG) 필름을 제조하였고, 이후 LG 필

름 표면에 스퍼터링을 통해 구리를 1 μm 두께로 코팅하

여 구리/큰 크기의 그래핀(Cu/LG) 필름을 제조하였다.19)

Fig. 5(a)와 같이 Cu/LG 필름의 전기 전도도는 구리 측에

서 측정 시 5.88×10⁻⁶ S/m, 그래핀 측에서 측정 시 5.67×

10⁻⁶ S/m로 LG필름의 전기 전도도 5.00×10⁻⁶ S/m에 비해

약 17.60% 뛰어난데, 이는 박편의 접합면에 구리가 채워

졌기 때문이다. Cu/LG 필름과 LG 필름의 방열 특성은

Fig. 5(c) - (g)와 같이 각각 스마트폰의 뒷면에 필름을 부

착하고 30분 동안 작동하여 열을 발생시켰을 때 상승한

표면온도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평가하였

다. 필름을 부착하지 않은 스마트폰은 47.7 oC, LG 필름

을 부착한 스마트폰은 43.6 oC, Cu/LG 필름을 부착한 스

마트폰은 40.8 oC의 최대 온도를 나타냈으며, 낮은 온도

를 나타낸 Cu/LG 필름의 방열 특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Fig. 6은 L-band (1~2 GHz), S-band (2~4 GHz), C-band (4~8

GHz), X-band (8~12 GHz), Ku-band (12~18 GHz)에서 전

자파 차폐 성능을 측정한 결과로, Cu/LG 필름의 전자파

차폐 성능은 L-band에서 63 dB, X-band에서 52 dB을 나

타내었으며, Ku-band에서 99.9%의 전자파를 차단 및 흡

수하였다. 등방성 물질인 구리를 통해 열원에서 열을 전

달받고 열전도도가 뛰어난 그래핀이 공기와 열을 교환하

여 발산시키는 방법으로 뛰어난 방열 특성을 달성하였으

며, 구리 층과 그래핀 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반

사 및 흡수를 통해 필름의 전자파 차폐 특성을 향상시킨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중국 과학원 석탄화학연구소의 Wang 교수 연구팀은 그

래핀보다 저렴한 Fe2(SO4)3를 사용하여 전자파 차폐 및

방열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Fe3O4/그래핀 필름을 제안하

였다.20) Fig. 7과 같이 Fe2(SO4)3 수용액에서 그라파이트

페이퍼를 양극과 음극으로 사용하고 전압을 두 전극에 전

류 방향을 교환하여 인가하면서 그라파이트를 충전/팽창

시킨 뒤 550 oC에서 30분간 열처리하여 Fe3O4/그래핀 복

합 필름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Fe3O4/그래핀 복합 필름은

자성을 띈 Fe3O4 나노 입자를 통해 전자파 차폐 성능이

향상되어 Fig. 8(b)와 같이 50 μm 두께에서 62 dB까지 증

가하였으며, 열전도도는 Fe3O4의 함량이 58.3 wt.%일 때

111.14 W/mK으로 측정되었다. 

Fig. 3. Thermal conductivity of the rGC-1000 (1,000 oC reduced

graphene/CNTs film), rGC-1600 (1,600 oC reduced gra-

phene/CNTs film), gGC-2800 (2,800 oC graphitized gra-

phene/CNTs film) and gC-2800 (2,800 oC graphitized

graphene film).18)

Fig. 4. (a) Electrical conductivity and (b) EMI shielding effec-

tiveness of the graphene/CNT film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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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Electrical conductivity and (b) in-plane thermal conductivity of different graphene(or graphite) film or paper, and (c) infrared

thermal photographs of various films, and (d) optical image on the back of a smart phone, and (e-g) surface elevated temperature

of smart phone with various films.19)

Fig. 6. EMI shielding efficiency of Cu foil, LG film, and Cu/LG film at (a) L-band, S-band, C-band, (b) X-band, and (c) Ku-ban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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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Harbin 공업대학의 Li 교수 연구팀은 Fig. 9와 같

이 환원 그래핀 옥사이드 폼 사이 니켈 폼을 샌드위치 구

조로 압축하여 환원 그래핀 옥사이드/니켈(reduced gra-

phene oxide/nickel, RGN) 복합필름을 제조하였다.21) RGN

필름의 열전도도는 247 W/mK으로 니켈 폼 필름의 열전

도도인 6.5 W/mK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전기 전

도도는 니켈 폼 필름에 비해 20.9% 높은 2604 S/cm로 향

상되었다. Fig. 10은 니켈 폼 필름과 RGN 필름의 전자

파 차폐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니켈 폼 필름은 한 장일

때 32 dB, 두 장을 적층한 경우 53 dB을 나타냈는데, RGN

필름은 한 장일때는 55 dB, 두 장을 적층한 경우 최대

85 dB까지 증가하였다. Fig. 10(c)는 80%의 변형률로

1,000회의 굽힘 시험을 시행한 후 전자파 차폐 성능을 나

타낸 것으로 굽힘 시험 전과 비교해 10% 내외의 감소폭

을 보였다.

Fig. 8. EMI shielding efficiency of (a) graphene and Fe3O4/

graphene film and (b) Fe3O4/graphene films with different

Fe3O4 contents.20) 

Fig. 7.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ynthesis and in-situ functionization of graphene and further casting into functional films through

electrochemical exfoliation of graphite in aqueous Fe2(SO4)3.
20)

Fig. 9. The preparing process of reduced graphene oxide/nickel (RGN) paper.21)

Fig. 10. EMI shielding effectiveness of (a) flat nickel foam, (b) reduced graphene oxide-nickel paper and (c) RGN paper after repeated

bending for 1,000 cycles at a strain of 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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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라파이트 복합재 필름

그라파이트는 약 1,000 S/cm의 전기 전도도와 2,000 W/

mK의 열전도도로 전자파 차폐 및 방열 필름에 적합한

소재이다.41-43) 그라파이트 시트는 제조 방법에 따라

2,700 oC 이상의 고온에서 폴리이미드 필름을 열분해하여

얻어지는 인조 그라파이트 시트와 팽창 흑연(expanded

graphite, EG)을 통해 제작한 천연 그라파이트 시트로 나

뉜다. 인조 그라파이트 시트는 차폐와 방열 성능이 뛰어

나고 유연성이 우수해 스마트폰 같은 소형 전자기기에 방

열 시트로 사용되고 있으나,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양산

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44) 천연 그라파이트 시트는 원

재료인 그라파이트 플레이크의 제조 방법이 간단하고 가

격이 저렴하나,44,45) 산화로 인해 전기 전도도와 열전도도

가 떨어지고 기계적 특성이 나쁘다는 문제가 있다.46,47) 최

근에는 팽창 흑연의 팽창 방식을 개선하거나 기계적 특

성이 뛰어난 재료와 복합재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천연 그

라파이트 시트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하면서 방열 및 전

자파 차폐 요구특성을 만족시키는 복합재 필름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Sichuan 대학의 Chen 교수 연구팀은 그라파이트

플레이크의 팽창 과정에 과황산암모늄을 팽창제 및 약한

산화제로 사용하여 팽창 흑연을 만든 뒤 800 oC에서 5분

간 환원하고 압축하여 팽창 흑연 필름을 제작하였다.22)

그라파이트 플레이크의 팽창 과정 중에 그라파이트 시트

에서 가스가 빠져나가 시트에 주름을 유발하는데, 이로

인해 팽창 흑연 필름이 유연성을 갖게 된다. Fig. 11(a)는

그라파이트와 과황산암모늄의 중량비에 따른 전기전도

도를 나타낸 것으로 과황산암모늄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라파이트 플레이크의 산화로 인해 전기전도도가

감소하여 최대 1,897 S/cm를 나타냈으며, 중량비 1:5 보

다 적게 첨가된 경우 그라파이트의 팽창이 일어나지 않

았다. 환원 후에는 전기 전도도와 열전도도가 증가하여

전기 전도도는 2,977 S/cm으로 57%, 열전도도는 854 W/

mK로 79% 증가하였다. Fig. 12(a)는 X-band에서 측정된

팽창 흑연 필름의 전자파 차폐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필

름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 차폐 성능이 증가하

여 60 μm 두께에서 최대 70 dB을 나타내었다. Fig. 12(b)

는 전자파 차폐 흡수 및 반사 계수를 측정한 결과로, 높은

전기 전도도로 인한 공기와의 임피던스 불일치로 반사 계

수가 87.3%로 나타났다. 팽창 흑연 필름의 유연성은 Fig.

12(c)와 같이 180도 굽힘 시험으로 확인하였으며, 800회

의 굽힘 시험 후에도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균열

의 발생 없이 유연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팽창 방식을 개

선하여 추가적인 산화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라파이트

의 박리가 가능하며, 저에너지로 필름을 환원할 수 있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중국 Sichuan 대학의 Fu 교수 연구팀은 팽창 흑연과 수

화 아라미드 나노섬유(hydrated aramid nanofiber, HANF)

를 혼합, 압축하여 기계적 특성이 뛰어난 팽창 흑연/

HANF 복합 필름을 제조하였다.23) Fig. 13과 같이 팽창 흑

연필름에 비해 20 wt.%의 HANF를 첨가한 복합 필름은

파단 신율이 10.5배, 인장 강도가 5.5배, 인성이 74.9배 향

상되었으며, 이는 Fig. 14와 같이 유연한 HANF가 π-π결

합과 수소 결합을 통해 팽창 흑연 시트와 연결되어 네트

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HANF는 절연 및 단열

특성이 높아 전기적 열적 특성을 감소시키는데, Fig. 15,

Fig. 12. (a) EMI shielding properties at X-band with different film thickness, and (b) SEA, SER and SETOTAL at the frequency of 10.3

GHz and the corresponding EMI coefficients of R, A and T, and (c) the result of direct folding test of expanded graphite film.22)

Fig. 11. (a) Electrical conductivity of expanded graphite films

obtained from different oxidation ratios, and (b) thermal

conductivity of various films.22)
Fig. 13. (a) Stress-strain curves, (b) Tensile strength and toughness

of EG, EG/HANF, HANF film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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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과 같이 HANF의 함량이 20 wt.%일 경우 전자파

차폐 성능이 40.19 dB, 열전도도는 150 W/mK 이상의 값

을 나타냈다. 팽창흑연/HANF 복합 필름은 추가적인 열

처리 공정 없이 기계적 특성과 전기적, 열적 특성이 우수

한 필름을 제조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Fu 교수 연구팀은 팽창 흑연과 그래핀 옥사이드

를 혼합하여 환원시키고 이를 압축하여 유연성을 개선한

환원 팽창 흑연/그래핀 옥사이드(EG/GE) 복합 필름을 제

안하였다.24) 팽창 흑연 필름은 취성으로 인해 쉽게 부서

지기 쉬운데, Fig. 17과 같이 2 wt.%의 그래핀 옥사이드

를 첨가하여 EG 필름의 유연성을 향상시켰다. 그래핀 옥

사이드는 필름에서 팽창 흑연 시트 사이의 틈을 채우고

쉘 구조를 형성하여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Fig. 18

과 같이 그래핀 옥사이드를 10 wt.% 첨가한 후 환원한 복

Fig. 14. Schematic diagram of foldable and stretchable HANF

between expanded graphite sheets.23)

Fig. 15. (a) Electric conductivity and (b) EMI shielding effec-

tiveness of EG, EG/HANF, HANF films at X-band.23)

Fig. 16. In-plane thermal diffusivity and thermal conductivity of

EG, EG/HANF, HANF films.23)

Fig. 18. Stress-strain curves of (a) EG/GO films, (b) EG/GE, and (c) Elongation at break and (d) tensile strength of EG/GO, EG/GE,

GNS/GO(graphene nano sheet/graphene oxide), GNS/GE(reduced graphene nano sheet/graphene oxide) films.24)

Fig. 17. Photographical image of EG film, expanded graphite/2

wt.%-graphene oxide (EG/GO-2) film and reduced ex-

panded graphite/2 wt.% graphene oxide (EG/GE-2) fil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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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필름(EG/GE-10)은 팽창 흑연 필름에 비해 인장 강도

가 249%, 파단 신율이 60% 증가하였다. 반면 그래핀 옥

사이드는 절연 및 단열 특성 때문에 자유전자와 포논의

이동을 방해하여 전기적, 열적 특성을 감소시키는데, 평

균 50 μm 크기의 그래핀 옥사이드 플레이크(LGO)를 첨

가하여 환원한 복합 필름은(EG/LGE) 1 μm 보다 작은 크

기의 그래핀 옥사이드 플레이크(SGO)나 5~10 μm 크기

의 그래핀 옥사이드 플레이크(MGO)를 첨가하여 환원한

복합 필름(EG/SGE 및 EG/MGE)에 비해 결함이 적고 접

촉 저항을 줄여 전기 전도도, 열전도도, 전자파 차폐 성

능이 각각 1467 S/cm, 348 W/mK, 48.3 dB로 향상되었다.

또한 LGO는 SGO나 MGO에 비해 더 많은 주름을 포함

하여 필름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Fig. 19(e)와 같

이 EG/LGE 복합 필름의 파단 신율은 0.98%, 인장 강도

는 40.7 MPa까지 향상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자파 차폐와 고방열 특성을 동시에 가

지는 그래핀과 그라파이트 복합 필름의 연구동향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필름 제조에 있어 최근에는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비싼 고품질 그래핀이나 인조 그라파이트의 사

용 대신 화학적 박리를 통해 얻어진 저품질 그래핀이나

천연 그라파이트를 다른 소재와 복합화하여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복합화에 있어 접촉 저항

감소, 분산성 개선 등의 계면 제어나 필러의 배향성, 미

세조직 제어 등의 구조 제어 등을 통한 성능 개선과, 낮

은 에너지 공정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등 해결해야 할 문

제들이 있다. 이러한 기술의 확보를 통해 전자소자의 고

집적화,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

응하고, 수 백 W/mK 이상의 고방열 및 60 dB 이상의 전

자파 차폐 성능이 요구되는 OLED, QLED 등의 디스플레

이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 뿐 아니라 PCB 하우징, 엔

진 커버, 배터리 및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기자동차, 자율

주행자동차로 분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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