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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프리폼 구조가 다른 4방향성 탄소/탄소 복합재를 제조하고, 그들의 열물리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탄소섬유 

프리폼은 네 가지의 다른 간격의 섬유다발로 직조하였다. 직조한 프리폼들은 가압함침 및 탄화 공정을 통해 고밀도화하였

다. 고밀도화된 복합재는 2300 ℃에서 흑연화하였다. 이 복합재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프리폼의 

구조가 탄소/탄소 복합재의 열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열전달 및 열팽창 거동은 

섬유의 보강방향과 프리폼의 단위 격자에 따른 여러 인자들로 연구⋅검토하였다.

In this study, 4 directional carbon/carbon composites with different preform architectures were manufactured and their thermo-

physical properties are studied. Carbon fiber preforms are fabricated with fiber bundles using four different spaces. The den-

sity of the fabricated preforms were increased through pressure impregnation and carbonizing process. The increased density 

of the composites was graphitized at 2300 ℃. Microstructures of these composite were observed unde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his was to understand the effect the preform architectures has on the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carbon/carbon 

composites. Also, the behavior of thermal conduction and heat expansion was investigated and studied in association with 

the factors of the reinforced direction of fibers and unit cell of p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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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탄소/탄소 복합재(carbon/carbon composites, C/C)는 고온에서도 우

수한 열전달 및 낮은 열팽창계수와 초고온에서 높은 기계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열충격 저항성이 뛰어난 재료이다. 따라서, 로켙 

엔진의 노즐,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대면재 및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

크 등 항공우주, 에너지 산업 및 국방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다[1-4]. 그러나 이들 적용분야에서 탄소/탄소 복합재의 열물리적 특

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주로 일방향성과 이방향성 복합재료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며 다방향성 복합재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다[5,6].

  복합재의 프리폼(preform) 구조, 열분해탄소의 미세구조, 밀도 및 

기공도는 탄소/탄소 복합재의 열물리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 특성은 그 구조에 매우 민감하고, 열전달 메커니즘은 복합재 

내의 원자수준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열전달은 포논

(phonon)-포논, 포논-결함(defects) 및 포논-결정의 경계 사이의 상호작

용 등과 같은 포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방해받게 된다[7]. Baxter 등은 

1273∼2273 K 사이에서 온도를 올릴 때 0.18 g/cm
3
의 밀도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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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탄소 복합재의 열전도도는 감소하였으나, 1.25 g/cm
3
의 밀도를 

가지는 탄소/탄소 복합재의 열전도도는 감소하였고 열팽창계수는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프리폼 단위 격자의 크기가 

다른 네 종류의 4방향성(4 directional, 4D) 탄소/탄소 복합재를 제조하

였다. 고밀도화 효율을 위해 가압함침 및 탄화 공정(pressure im-

pregnation and carbonization, PIC)을 이용하였다. 제조된 복합재의 미

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열전도도, 열팽창계수 및 비열 등의 열물리적 특성

은 복합재 내의 기지 탄소의 미세구조와 프리폼 구조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였다.

2. 실    험

  2.1. 탄소/탄소 복합재 제조

  보강재인 탄소섬유는 PAN계 TZ-307(태광산업(주), Korea)을 사용

하였으며, 인장강도는 3.53 GPa, 인장강성은 245 GPa 그리고 밀도는 

1.79 g/cm
3
을 나타내었다. 기지 전구체(precursor)는 석탄계 핏치(동양

제철화학,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연화점이 387.7 K이고, 탄소/수소

(C/H)의 원자비 값은 1.73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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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mens
Diameter of fiber

bundle (d, mm)

Spacing between fiber bundles

(s, mm)

C20/40 2.0 4.0

C12/22 1.2 2.2

C12/20 1.2 2.0

C12/17 1.2 1.7

(b)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cross-section of Z-axis direction of 4D 

carbon preform (a) and spacing between fiber bundles (b).

  탄소섬유 프리폼은 weaving 방법으로 hexagonal 형태로 직조하였

다. Figure 1은 4D 탄소 프리폼의 Z축 방향을 위에서 본 평면도이다. 

여기서, 섬유 다발의 직경을 d, 섬유 다발 간의 거리를 s로 하였다. 이

때 Z축 섬유 다발(bundle)의 직경과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프리폼의 구

조를 달리하여 직조하였다. 직조 방법[9,10]은 이미 고안된 장치에 W, 

X, Y축 방향으로 섬유 다발을 배향시키기 위해 W층을 배열하고 그 

위에 X층 다시 그 위에 Y층을 배열하게 되는 것이다. 직조하는 동안 

간간히 층간 높이를 일정하게 압축을 해준다. 원하는 높이에 도달하

면, Z축 방향으로 섬유 다발을 직조하였다.

  제작된 4D 탄소섬유 프리폼은 가압함침 및 탄화 공정에 의해 고밀

도화하였다. 고밀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탄소섬유 프리폼을 핏치 분

말 속에 넣고 HIP (hot isostatic pressing) 장치를 이용하였다. 함침 과

정은 Figure 2에 나타내었다[11]. 가압함침 과정을 거친 시편은 질소 

분위기에서 탄화로에 넣고 1 K/min의 승온속도로 1273 K까지 승온한 

후, 2 h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2573
 
K에서 흑연화 처리하는데, 1273 

K까지는 100 K/h, 2573 K까지는 150 K/h의 승온속도로 가열하였으

며, 아르곤 기체 분위기에서 실시하였다. 고밀도화 공정을 5회 반복하

여 고밀도 탄소/탄소 복합재를 얻었다.

  2.2. 시편의 밀도 측정

  시편의 밀도는 ASTM C373-88 방법인 수중치환법을 이용하여 밀

도(bulk density, B)를 구하였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Figure 2. Temperature and pressure profile of the PIC process.

  여기서, D는 시편을 423 K에서 건조한 다음 상온까지 냉각 후 측정

된 질량이고, S는 시편을 증류수에 5 h 끓인 후 상온까지 냉각 후의 

수중 질량이며, M은 포수된 시편의 표면 수분을 제거한 후 측정한 질

량을 나타낸다.

  2.3. 비열 및 열확산도 측정

  고밀도화된 탄소/탄소 복합재의 열확산도 측정은 레이저 플레쉬법

(laser flash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디스크 모양의 시편 

한쪽 면에 파장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고성능 적외선 펄스 레이저

(high-power infrared pulse laser)가 이용된다. 파장 에너지에 의해 반

대쪽 면에 온도가 올라감에 따른 결과는 적외선 탐지기에 의해 수집

되고, 디지털화된 데이터 수집 장치에 의해 기록된다. 비열도 열확산

도 측정시, 동시에 자동계산 되어진다. 측정시, 3번의 펄스 레이저를 

조사하여 평균을 낸다.

  측정장치는 NETZSCH LFA 427 (NETZSCH-Gerätebau GmbH사, 

Germany)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디스크 모양의 시편 크기는 직경이 

12.5 mm, 두께는 2.5 mm이며, 각 방향에 따른 열확산도를 측정하기 

위해 X축과 Z축 방향의 시편을 만들었다. 온도 범위는 실온∼1173 K

이고, 아르곤 분위기에서 6개의 지정된 온도(298, 373, 573, 773, 973, 

1173 K)에서 측정하였다. 샘플 두께의 불일치는 ± 1% 미만이며, 측정 

오차는 ± 2%이다.

  2.4. 열전도도 계산

  탄소/탄소 복합재의 열전도도()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ㆍㆍ (2)

  여기서, α는 열확산도이고, cp는 정압비열이며, ρ는 298 K에서의 

겉보기 밀도를 나타낸다.

  2.5. 열팽창계수 측정

  복합재의 열팽창계수 측정은 시료에 일정한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온도 및 시간 함수에 따른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열분석 방법인 

Dilatometry법을 적용하였으며, DIL 402C (NETZSCH-Gerätebau GmbH

사, Germany)를 사용하였다. 시편은 탄소/탄소 복합재 모재로부터 직

경은 5.0 mm, 두께는 25.0 mm로 잘랐다. 측정은 질소 분위기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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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Carbon/carbon Composites

Specimens
Total fiber volume fraction

(%)

X (Y or W) direction

fiber volume fraction (%)

Z direction fiber

volume fraction (%)

Preform density

(g/cm
3
)

Final bulk density

of C/C (g/cm
3
)

C20/40 47.8 10.76 15.48 0.855 1.837

C12/22 50.5     8.90 23.84 0.905 1.876

C12/20 50.3     7.82 26.82 0.900 1.854

C12/17 53.2     4.85 38.64 0.952 1.817

℃/min의 승온 속도로 실온∼1273 K까지 실시하였다. 방향에 따른 열

팽창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X축과 Z축 방향으로 제작된 시편으로 하

였다. 열팽창계수의 계산식은 ASTM E831 및 D3386에 의거, 다음과 

같다.

  
×∆

∆×
 (3)

  Calibration coefficient,  


∆

× ×∆
 (4)

여기서, α와 αref는 시편 및 표준시료의 열팽창계수, k는 calibration 

상수, L과 Lref는 상온에서의 시편과 표준시료의 길이, ∆L과 ∆Lref는 

측정시, 시편과 표준시료의 길이 변화 그리고 ∆T과 ∆Tref는 측정시, 

시편과 표준시료의 길이가 변화할 때의 온도 차이를 의미한다.

  2.6. 시편의 미세구조 관찰

  시편의 미세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JSM-6300, JEOL 

ltd., Japan)을 이용하였다. 시편은 섬유가 보강된 X축 방향과 Z축 방

향으로 만들었으며, 표면을 연마한 후,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

척하고 건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밀도 측정

  본 연구에서 제조된 4D 탄소/탄소 복합재의 섬유 보강분율과 밀도

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프리폼의 탄소섬유 분율은 약 50 vol% 전후로 유지하였고(47.8∼

53.2 vol%), 이들의 밀도도 약 0.9 g/cm
3 

(0.855∼0.952 g/cm
3
)이었다. 

그리고 고밀도화 공정을 거친 후 4D 탄소/탄소 복합재의 밀도 범위는 

1.817∼1.876 g/cm
3
에 도달하였다. 각 시편에서 보강된 섬유 분율과 

최종 얻어진 탄소/탄소 복합재의 밀도를 검토해 보면 대체적으로 섬

유가 적게 보강된 시편이 보다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이유는 

복합재 내의 보강된 섬유 분율이 적을수록 채워지는 기지의 부분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약 2.20 g/cm
3
 이상의 흑연화된 기지가 

많이 채워질 수 있으므로 섬유의 보강분율이 적을수록 더높은 밀도의 

복합재가 얻어지는 것이다.

  3.2. 탄소/탄소 복합재의 미세구조

  고밀도화된 탄소/탄소 복합재의 미세구조는 SEM을 사용하여 다양

한 배율로 관찰하였다. Figure 3은 4D 탄소/탄소 복합재에서 Z축 방향

의 단면을 나타낸 SEM사진이다. Figure 3(a)에서 (d)로 갈수록 프리폼

의 섬유 다발 간의 거리가 줄어들어 단위 격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

다. 이것으로 섬유 다발 사이에 생긴 기지 포켙(pocket)이 점점 작아지

는 것이다. 큰 균열과 기공은 주로 단위 격자가 큰, 즉 기지 포켙이 

큰 복합재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격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들의 크

기는 작아졌다. Figure 3(a)에서 기지 포켙을 보면 첫 번째 고밀도화 

과정에서 생긴 기지가 있고 이 기지 내에 섬처럼 균열로 둘러쌓여 있

는 4개의 부분을 볼 수 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 

이들은 1차 고밀도화 과정에서 분해기체 혹은 휘발분에 의해 생긴 기

공이 2차, 3차의 고밀도화 과정에서 기지로 채워진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

  Figure 4는 복합재에서 X축 단면을 관찰한 SEM사진이다. Figure 3

에서는 보강섬유 다발의 형태가 원에 가까운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Figure 4의 X축 보강섬유 다발들은 대개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프리폼을 제작할 때 Z축 방향보다 X축 방

향이 더 많은 압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그 밖에 기지 포켙의 형상

이나 섬유다발과 다발 간의 균열, 섬유다발과 기지 간의 균열 및 기공

의 형상들은 Figure 3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Figure 5는 각 시편에서의 섬유 다발 내부 미세구조를 보여주는 

SEM 사진이다. 대체적으로 섬유 다발 내부는 탄소질로 잘 채워져 있

다. 이것은 기지 전구체인 핏치의 용융점도가 낮아서 함침 공정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기공이나 균

열들이 발견되는데 이들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1 µm 이하이며, 단섬유

와 기지의 경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Figure 5(d)는 배율을 30000배로 

확대한 것인데 단섬유 사이에 탄소질의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시편은 2573 K 이상 열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탄소질은 흑연화되어 층

상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단섬유 주위에 배열되어 있다.

  3.3. 비열 및 열확산도

  열물리적 특성은 기공, 균열, 결함 등과 같은 거시적 구조뿐만 아니

라 결정의 결정화도 및 배열과 같은 미시적 구조 즉, 구조적 특성에 

의존한다[7]. 두 개의 상(phase)을 가지는 탄소/탄소 복합재는 복합한 

미세구조를 가지므로, 열물리적 특성을 매우 다양하게 한다. Figure 6

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각 시편의 X축 방향과 Z축 방향의 비열을 

비교한 그림이다. 양 방향 모두 섬유의 보강분율이 낮을수록 높은 비

열을 나타내었다. 복합재 내의 섬유의 보강분율이 낮으면 그만큼 기

지가 높은 비율로 차지하게 된다. 이는 잘 배열된 흑연상의 기지가 긴 

범위에 걸쳐 존재하므로 열의 산란을 줄여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섬

유의 보강분율이 낮으면 열의 산란이 줄어들어 비열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Figure 7은 온도 상승에 따른 각 시편의 X축 방향과 Z축 방향의 열

확산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X축과 Z축 방향의 열확산도는 상온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이다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낮아졌다. 또한, 양방향 

모두 섬유의 보강분율이 높을수록 열확산도는 높아졌다. Figure 7(a)

를 보면 C20/40이 가장 높고, 나머지 시편들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고, 

Figure 7(b)는 C12/17이 다른 시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이유는 

섬유의 보강분율이 높아질수록 섬유와 기지 간의 경계가 더 많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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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20/40 (× 50) (b) C12/22 (× 50)

(c) C12/20 (× 50) (d) C12/17 (× 50)

Figure 3. SEM photographs of cross-section of Z direction in 4D carbon/carbon composites: (a) C20/40, (b) C12/22, (c) C12/20, and (d) C12/17 

(�: matrix pocket).

(a) C20/40 (× 50) (b) C12/22 (× 50)

(c) C12/20 (× 50) (d) C12/17 (× 100)

Figure 4. SEM photographs of cross-section of X direction in 4D carbon/carbon composites: (a) C20/40, (b) C12/22, (c) C12/20, and (d) C12/17

(�: matrix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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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20/40 (× 5,000) (b) C12/22 (× 5,000)

(c) C12/20 (× 5,000) (d) C12/17 (× 30,000)

Figure 5. SEM photographs of intra-bundles in 4D carbon/carbon composites: (a) C20/40, (b) C12/22, (c) C12/20, and (d) C12/17.

    (a) X-direction     (b) Z-direction

Figure 6.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specific heat of 4D carbon/carbon composites: (a) X-direction and (b) Z-direction.

열의 산란을 높여주는 것이다. 또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복합재의 

비열 즉, 열의 흡수가 많아짐으로써 열의 전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열

확산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프리폼의 구조가 조밀할수록 

섬유의 보강분율은 높아지며 더불어 열확산도도 증가하는 것이다.

  3.4. 열전도도

  열전달 메카니즘은 복잡한 현상이며, 그 복잡함은 시험 온도가 증

가할수록 커진다. 보강재와 기지의 두 개의 상을 가지는 탄소/탄소 복

합재는 더욱 그러하다. 즉, 포논-포논, 포논-결함 및 포논-계면 사이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다른 상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열산란 평균자유

경로의 감소가 증가하면, 흡수되는 포논의 양이 온도증가와 함께 켜

지는 것이다[12,13]. 그러므로, 탄소/탄소 복합재의 열전도도는 포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무리없이 설명이 된다.

  Figure 8은 네 가지 다른 프리폼 구조를 고밀도화 공정을 거쳐 제조

된 탄소/탄소 복합재의 온도 증가에 따른 X축과 Z축 방향의 열전도도

를 나타낸 그림이다. 복합재의 열전도도에서는 Z축(약 23∼96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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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X-direction     (b) Z-direction

Figure 7.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rmal diffusivity of 4D carbon/carbon composites: (a) X-direction and (b) Z-direction.

    (a) X-direction     (b) Z-direction

Figure 8.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rmal conductivity of 4D carbon/carbon composites: (a) X-direction and (b) Z-direction.

K)이 X축(약 20∼31 W/m⋅K) 방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복합재에서 Z축 방향의 기지는 전체적으로 연속된 상이기 때문에 잘 

배열된 흑연 구조의 기지로 열전달이 용이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8]. 양방향 모두 전반적으로 온도 상승과 함께 섬유의 부피분율

이 높을수록 열전도도는 높아졌다. 특히, C12/17의 경우는 X축 방향

에는 가장 낮은 부피분율을 가졌음에도 두 번째로 높은 열전도도를 

나타내었으며, Z축 방향에서는 다른 시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열전도

도를 보였다. 이 이유는 C12/17의 탄소섬유 프리폼 구조가 더 조밀하

고 균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진다.

  3.5. 열팽창계수

  고밀도화된 탄소/탄소 복합재의 열팽창계수의 프리폼 구조에 따른 

영향을 Figure 9에서 보여주고 있다. 탄소/탄소 복합재의 열팽창계수

는 보강섬유와 기지의 각 혼합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8],

    ㆍ
  ㆍ

  (5)

  여기서, 와 은 보강섬유와 기지의 부피분율을 나타내고 와 

는 각각의 열팽창계수를 나타낸다. 또한 지수 c의 값은 1에 접근한

다[14]. 그러므로 위 식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ㆍ
 ㆍ  (6)

  네 가지 모든 복합재는 실온∼1273 K에서 X축(-0.27∼1.99 

×10
-6

/K)과 Z축(-0.87∼1.48 ×10
-6

/K) 방향 모두 매우 낮은 열팽창계수

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실온∼700 K 사이의 온도범위 부근에서는 음

(-)의 팽창 거동이 나타났는데, Steward 등[4,15,16]과의 결과와 일치

한다. 이 음의 팽창거동은 프리폼 구조가 더 조밀할수록 그 범위가 확

대되었으며 더 낮은 열팽창계수 값을 나타내었다. 이 이유는 응력

(tension)을 받은 상태로 길게 늘어진 미세조직을 가지는 탄소섬유가 

열을 받으면, 그 조직이 수축을 일으킨다. 따라서, 프리폼 구조가 조밀

할수록 수축되는 탄소섬유가 많아져서 더 낮고 넓은 범위에서 음의 

열팽창 거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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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X-direction     (b) Z-direction

Figure 9.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4D carbon/carbon composites: (a) X-direction and (b) Z-direc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다른 프리폼 구조를 가지는 탄소/탄소 복합

재의 열물리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다른 프리폼 구조에 의해 복합재

들은 X축과 Z축 방향의 각기 다른 보강섬유의 부피분율을 가졌다. 즉, 

복합재에서 프리폼 구조는 탄소/탄소 복합재의 열물리적 특성에서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프리폼 구조에서 섬유 다발 간의 거리가 클수록 넓은 기지 포켙을 

가지므로, 기지 내에 기공과 균열 및 결함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

되었다. 탄소/탄소 복합재의 비열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였으

며, 프리폼 구조가 더 조밀할수록 또한 증가하였다. 열확산도는 X축

과 Z축 모두 상온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

으며, 프리폼 구조가 조밀할수록 또한 증가하였다. 복합재의 열전도도

에서는 Z축(약 23∼96 W/m⋅K)과 X축(약 20∼31 W/m⋅K) 양방향 

모두 온도 상승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프리폼 구조가 

더 조밀할수록 역시 증가하였다. X축(-0.27∼1.99 ×10
-6

/K)과 Z축

(-0.87∼1.48 ×10
-6

/K) 방향의 열팽창계수는 실온∼1273 K에서 모두 

매우 낮은 열팽창계수를 나타내었다. 실온∼700 K 부근에서 음(-)의 

열팽창 거동을 나타내었는데, 프리폼의 구조가 더 조밀할수록 그 범

위는 더 확대되었으며, 더 낮은 열팽창계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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