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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최근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존 소재의 물성을 뛰어넘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만족하는 새로운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료 절감과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난화 가스 배출의 절감을
통한 환경보호가 요구됨에 따라 우주항공 산업에서는 신규 소재를 통한 구조체 경량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신규 소재의 다양한 응용을 위하여 우수한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특성에 부합되는 고기능성
맞춤형 재료의 개발은 현재의 재료 과학기술의 최우선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맞춤형 재료에 가장 근접한 소재는 탄소섬
유강화 복합재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항공기 경량화를 위한 필수적인 물질로서 그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항공기의 경량화를 위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필요성과 더불어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기술동향에 대하여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BSTRACT：Recently, the need of new materials which have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has been increased in all industries. In particular, body weight reduction via new materials in aerospace industry was significantly emphasized by the require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the fuel savings and reduction of greenhouse
gas, i.e., carbon dioxide(CO2). Also, for various applications, the development of high performance custom materials with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was the current primary goal of 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respect, carbon fiber-reinforced composites were the most candidates among the various materials. Indeed, carbon fiber-reinforced composites have
been lately used as essential materials for the weight reduction of aircraft and the demand has increased remarkably. Therefore,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need of carbon fiber composites in the fields of aircraft and technique status.
Keywords：Aircraft, weight reduction, carbon dioxide, carbon fiber composites

Ⅰ. 서

론

최근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소재와 비교하여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료 절감과 이산화탄
소(CO2)와 같은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의 절감을 통한 환경보
호가 요구됨에 따라 자동차 및 우주항공 산업에서는 차체 경
량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응용
분야 개척을 위하여 우수한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특성에 부합되는 고기능성 맞춤형 재료의 개발은 현재의 재료
과학기술의 최우선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맞춤형 재료 개발에
매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복합재료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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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
복합재료란 성분이나 형태가 다른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조합되어 각각의 특성을 상호 보완하여 단일 물질과 비교하여
물성이 크게 향상된 재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복합재료는
섬유, 입자, 층상 물질 등과 같은 충전제(Filler)와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과 같은 매트릭스(Matrix)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재료는 섬유강화 복합재료, 입자강화 복
합재료, 그리고 층상 복합재료로 분류 할 수 있다. 또한, 복합
재료는 매트릭스의 종류에 따라 금속계, 세라믹계, 고분자계
복합재료로 구분되며, 금속계 및 세라믹계는 특성은 뛰어나지
만 가격이 비싸 선진국에서도 우주항공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4,5
여러가지 복합재료 중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Composites)는 기존의 고분자 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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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plications of the Carbon Fiber Composites for Weight
Reduction of Major Aircraft Manufacturers
Airbus
Boeing

15% 15%(A319, A320, A321), 13.4%(A330, A340)
20% A380(Service in Y2006) [CFRP * 42Tons/Plane]
9%

5%(Before B777), 9%(B777 at 1995)

50%

B787(After Y2008)

MDC 3%

3%(MD=11)

료와 비교하여 고분자 매트릭스에 섬유상의 보강재를 복합시
켜, 기계적 강도와 내열성을 크게 향상시킨 복합재료를 나타
낸다. 보강재로는 유리섬유, 탄소섬유 및 방향족 나일론 섬유
(케블라)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고분자 수지로는 불포화 폴리
에스테르, 에폭시수지 등의 열경화성 수지가 주로 쓰이고 있
다.6,7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경량화를 위한 복합재료 중 기타
섬유와 비교하여 가격은 비싸지만 물성이 월등히 뛰어난 탄소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기술 동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
고자 한다.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는 경량, 높은 무게비 강도 및 강성도, 열적특성, 전기
적특성, 내부식성, 내충격성, 피로특성, 부품 일체화의 용이성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탄소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항공기용 부품ᆞ소재의 경량화, 내부식
성 및 충격, 진동 등의 성능 향상, 금형 가격의 절감 등을 위하
여 구조물, 외장 부품과 같은 기구부품 및 엔진부품 등에 적용
하기 시작하여, 현재 그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또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내약품성, 화학적 불
활성 및 생체 친화성이 매우 우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이 가능하다.8-1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1980년
대부터 항공기의 기체구조인 꼬리날개에 적용이 검토되어 에
어버스사 A310, 300, 320, 보잉사의 B777 등에 채용된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주익이 F-2 군용기뿐
이 아니고 민간기인 보잉사의 B787에 채용되었고, 이제까지
기체구조의 10~20 중량% 정도였던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사용비율이 50 중량%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주요 항공기 업
체의 경량화를 위한 복합재료 적용예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항공기 경량화에 있어서 필수 소재
로서 다시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기술동향을 알아봄으로써 탄소섬유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
료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필요성
다가오는 우주항공시대를 대비하여 이제까지의 어느 소재
보다 월등히 우수한 물성을 갖는 탄소섬유강화 복합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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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우주
여행에 경쟁적이었던 미ᆞ소 양국은 물론 일본과 프랑스, 독
일 등 몇몇 선진국들은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강화 복합소재의
개발과 응용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기술 격차는 점차 벌어지게 되었다.
향후 21세기는 지식 산업에 기초하여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
는바, 이에 발맞추어 국가적으로 선진국과 맞서기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우리
의 여건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새로운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의 실리콘과 같이 21세기에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탄소재료를
이용한 복합재료는 기존 복합재료를 뛰어넘는 우수한 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첨단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소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탄소섬유와 이를 이용한 복합재료는 최근
에 에너지 위기에 따른 석유류 가격의 폭등으로 에너지 효율
을 높이기 위해 거의 모든 수송기계 시스템의 경량화를 위한
소재로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하여 일부 고기능성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품귀가 될 정도로 그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소재라 할 수 있다.
탄소섬유 복합재료는 우주ᆞ항공재료부터 각종 스포츠용
품 재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로
서, 앞서 언급된 바와같이 그들의 우수한 특성으로 다양한 분
야에서 응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국내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산업에 있어서 핵심소재 및 원천기술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탄소섬유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제조를 위한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
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재의 수입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신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은 단기간에 개발하기 어렵고 대규모 투자 및 높은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가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원하
면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Ⅲ. 항공기용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기술동향
1. 세계 기술동향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에 있어서 기술 선진국들은 그 동안
주류를 이루어 왔던 PAN계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를 넘어서
탄소함량이 더욱 높아진 고강도 Pitch계 탄소섬유강화 복합재
료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탄소재료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에 대
한 연구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주ᆞ항공ᆞ
자동차, 선박 및 레저산업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섬
유강화 복합재료의 고기능화와 고성능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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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적 측면에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하
여 항공기, 자동차, 선반의 동체를 대체할 경우 높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신시장이 개척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선진국들은 고강도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개발 및
응용분야를 넓히고자 많은 투자를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
회적ᆞ산업적 구조변화로 인해 환경, 생활, 건강, 에너지 분야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로의 응용을 확
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능 측면에서도 기존의 능력을 상
회하는 초기능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개발 및 지능형 복합
재의 개발도 시도 중이다.
그동안 항공기 소재는 항공기용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재 추세는 복합재 소재의 사용이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1,12 Boeing 777의 무게를 기준
시 알루미늄(Al) 70%, 복합재료 11%, 타이타늄(Ti) 7%, 특수강
11%, 기타 1%의 소재가 사용되었고, 민군 부문을 아울러 복합
재료는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알루미늄 재료
사용량을 초과하고 있고, 그림 1에 Boing 777과 Boing 787의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적용양을 나타내었다.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2000년 이후부터 사용량이 급격
히 증가한 가운데, 내구성 및 기능성 향상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Boeing 787의 경우 전체의 50%,
Airbus A350의 경우 약 52%, Airbus A380의 경우 19% 복합재
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복합재의 적용은
Fuselage, Wing, Cowling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
2007년에 첫 지상조립 출시 발표 이후 각종 지상 하중 및
비행시험 중인 B787의 경우,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적용
하여 얻어지는 항공기 이용자 측면과 항공기 운항사 측면에서
의 장점은 기존의 Al 합금적용 항공기와는 달리 매우 다양하
게 열거 될 수 있다. 복합재료 항공기 구조물의 생산공정 측면
에서도 기본 알루미늄 합금 항공기와 비교시에도 생산 치공구
비용이 절감되고, 항공기의 부품수가 축소되어 그림 2에서 보
는바와 같이 통합된 일체성형 공정적용으로 인한 원가절감
효과 및 표면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Net shape 생산이 가능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13
복합재료 동체를 적용한 B787은 여압에 의한 동체 둘레방
향 하중을 둘레 방향으로 배열된 탄소섬유에 의해 충분히 전
달할 수 있어 운항고도에서도 대기압 가까이 기내 압력을 높
일 수 있어 귀먹먹임이 최소화 되고, 내부 창문도 기존보다
크게 만들어 전망이 좋아지며, 부식이 없는 플라스틱 동체이
므로 습도도 승객들이 쾌적하게 장거리를 여행할 수 있도록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B787 항공기의 경우 비강
도 및 비강성이 우수한 T800급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사용하
여 얻어진 1대당 약 10,000 lbs의 무게 절감으로 인해 항공기의
운항수명 동안 약 1~3 M$에 해당하는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어 항공기 이용자뿐만 아니라 운항사에도 많은 경제적 이득
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B787에는 동체 및 날개구조물에 복합재료를 적용한 것 외
에 항공기의 전기체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엔진을 경량
화하고 고효율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섬유 복합재료 팬
블레이드(Fan Blade)가 적용된 그림 3과 같은 GE90(GE, USA)

Figure 1. Comparison of the carbon fiber composite-applied
Boing 777 and 787.

Figure 2. Composite body of B787; (a) central body and (b) interior body.

Figure 3. Composite fan blade for B787 engine(G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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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발 주자인 한국에 적용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복합재료 항공기의 선진국에서는 거의 해결되고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다.
2. 국내 기술동향

Figure 4. Carbon dioxide reduction by the use of carbon fiber
composites.
Table 2. Comparison of the Maintenance Interval of Major
Composite Aircraft
Maintenance
interval
Line Maintenance
Interval
Base Maintenance
Interval
Heavy Structural
Inspection

B767

A330

B787

500 hours

700 hours

1,000 hours

18 months

18 months

36 months

6 years

6 years

12 years

엔진을 2대 장착하고 있다. 고속 회전하는 엔진의 부품을 복합
재료로 대체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경량화 효과는
매우 높다.
B787 항공기의 경우 몸체에 탄소섬유와 고분자 소재가 결
합된 복합소재가 적용되어, 몸체 소재 비중의 50%가 복합소
재로 금속소재보다 강하면서 무게는 20% 줄일 수 있다. 이러
한 무게감량 효과로는 그림 4와 같이 전세계 100석 이상 여객
기 제작시 복합소재의 비중을 50% 이상 적용하게 되면 온실
가스 연간 감축량을 노르웨이 전체 배출량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또한 B787 같은 복합재료 항공기는 내피로 특성이 매우 우
수하기 때문에 기존의 동급 Al 합금 동체 항공기인 B767이나
A330에 비해서 표 2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기적인 유지 검
사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정기적인 유지비용은 최소 30%이
상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기 검사시 육안
검사로 보이지 않는 복합재료의 내부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전 기체에 걸쳐 수시로 검사하기 위한 비정기적인 검사
비용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렴하고 진보된 비파괴 검사방법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기본
물성 및 설계허용치 등의 설계용 기술자료의 산출에 많은 고
비용이 드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작된 복합재료항공기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충분한 결함의 발생원인과 수리방법에 대한
기본 축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기존 금속합금 항공
기에 비해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

국내의 항공기 산업의 경우 대형여객기의 경우 완제기 개발
및 생산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며, 1980년대까지 군항공기 도입
의 절충교역사업을 통해 Stringer, Frame 등 단순 부품의 임가
공 중심으로 항공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하청 및 공동생산
을 통해 선진국 신기술의 지속적 도입 및 구조물 설계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부터는 A320계열 Wing Top Panel, B737 Empennage
등 대형 기체구조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바 있고, 1990년
대 후반 이후로는 B717 Nose cone 등 Risk Share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B784, A350 등의 양대 제작사의
major 파트너로써 기체 구성품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산업의
기술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보잉사의 경쟁사인 Airbus사가 B787기의 경쟁기종으
로 개발하고 있는 복합재료 항공기인 A350의 경우, 전체 총구
조물 무게총량의 약 52%까지 복합재료를 적용하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항공기 제작
업체인 대한항공은 B787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그림 5와 같이
A350 화물기의 Door를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설계/제작하여
수출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항공이
참여하고 있는 B787 사업의구조물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국내의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초기 도입단계로서, 현재
국내업체들은 물성이 낮고 생산이 비교적 용이한 프리프레그
제품을 주로 생산하여 낚시대 등 스포츠, 레저용에 이용하고
있어, 제품의 부가가치 및 수요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 SK 화학과 한국카본 등은 일본의 도레이와 미국의
허큘레스 등으로부터 원사를 수입하여 탄소섬유강화 복합재

Figure 5. Composite door of A350 prepared by Korea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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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tructural configuration of the Boeing B787.

Figure 7. Comparison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carbon fiber
composites as a function of silver concentration and coating times.

의 전단계인 B-stage 프리프레그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체
계적인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개발이 절실하며, 무엇보다 항
공 산업에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개발을 통한 부
가가치 상승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응용분야를 넓히고자
건축, 토목용에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
품생산 기술도 중요하지만 설계생산기술, 보강설계기술, 시공
기술 등의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대부분
일본 업체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학계에서는 1997년까지는 고성능 섬유를 이용한 복합
재료나 물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근래에는 방탄재료
및 건설자재용 보강재에 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탄소섬유 응용분야는 80년대에는 대부분을 낚시
대, 골프채 분야에 사용하였으나, 90년대부터 산업용 소재, 항
공기의 구조재,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소재로 응용분야가 점
차 확대되어 현재는 산업용소재 분야에 가장 많은 탄소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복합재료의 기술개발 국내 동향으로는 KIST, 서울대학교,

KAIST, 한국기계연구원 등에서 고성능 복합소재 부품성형에
관한 실용화 기술 및 기초기반 연구수행 중이며, 초음속 훈련
기 T-50에 탄소재료 복합재료가 적용된바 있다. 설계/시험평
가 동향으로는 복합재 구조개발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
구원(KARI)가 설계를 주로 수행하고 복합재 제작은 모두 전
문업체(한국화이바, KAI, DAC 등)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합재료 구조개발의 핵심기술인 구조설계, 특히 구조해석을
위한 설계허용치 데이터 베이스를 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순 단품 제작이 아닌
조립체 수준의 구조일 경우 부품과 부품을 결합하는 조립부분
의 설계 및 해석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조립
부 설계를 위한 원천기술을 국내에서는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Building Block Approach 개념으로 본 시험평가 기술은 선진
국 대비 30~70% 수준으로 예측되며, 일본에 비해서는 미미하
나 국내 화섬메이커인 코오롱, 효성, 웅진케미칼, 휴비스 등도
고기능성 섬유소재 개발을 통해 범용 소재 부진을 타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등훈련기 KT-1의 147개 부품은 탄소섬유
를 포함한 탄소 복합재료로 대체, 양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수
직 이ᆞ착륙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에도 탄소복합재료를 적용
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30% 이상의 무게절감 효과
를 가져다줌으로서 항공기 및 무기체계의 기동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소재의 일부는 국산화 되어 있으나 가장 근본이 되는
탄소섬유 프리폼 기술(Low-cost Near-net Shape Preform), 탄소/
탄소 복합재료 제조기술, 나아가 상용화를 위한 Scale-up 기술
에 있어서는 아직도 선진국과 10여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우주개발 사업 및 반도체 산업분야 등의
수요를 볼때, 그리고 기 확보된 기반시설 및 연구 인력의 효율
적인 integration이 추진된다면 소규모의 투자로도 소기의 성
과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Ⅳ. 항공기용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기술적 요구사항
1. 낙뢰 손상 방지용 전기전도도 향상 기술
민간 항공기의 경우, 운항 중 연간 평균 1∼2회 정도 낙뢰가
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뢰가격시 항공기 동체
는 번개에 의해 점화의 전파, 국부적인 발열에 의한 연소, 폭
발, 구조물의 변형 및 침식 등이 발생하게 된다.14 또한 초고압
의 낙뢰에 의해 유도된 전류 및 전자기장에 의해 고가 전자통
신 장비 및 기타 제어장비가 손상되거나 기능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항공기의 기체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
는 항공기 주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고 낙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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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기의 전력, 통신, 항법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있다. 동체 및 날개가 복합재료로 적용된 복합재
료 항공기의 경우 낙뢰가격시 고전류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낙뢰시 전류가 항공기에 흐르는 동안 자장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리벳, 나사 등의 체결구들이 자기력에
의해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
복합재료 구조물과 같이 전기전도도가 기존 금속 구조물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 낙뢰방지의 이상적인 방법은 전체 구조물
의 외부 표면을 높은 전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는 절연특성의 기지에 전도성을 지닌 탄소섬유
들이 함침 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소재 특성상 전도체도 절연
체도 아닌 재료로 전기전도성도 높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소
재가 항공기의 동체나 날개 등의 주구조물에 적용되는 경우
낙뢰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낙뢰방지 조치를 수행하
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
하여 복합재료를 동체 및 날개에 적용한 항공기의 경우, 적용
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 적층판 자체의 전기전도도를
향상 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5
즉 고분자 기지에 흑연,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등의 전도
성 충진재를 첨가하여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국내
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충전제의 첨가는 복합
재료의 전도성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충전 비율이 크게 증가하
면 기계적 강도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기계적인 강도는 저하되지 않으면
서 전기전도도는 유지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림 7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전기전도도 향상을
위하여 은 입자의 코팅에 따른 복합재료의 전기전도도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은
입자의 코팅 농도와 코팅 시간의 증가에 따라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전기전도성은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Figure 8. Non-destructive test (above) and result (below) of B787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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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구조진단 시스템기술의 향상
B787과 같은 복합재료 항공기의 전격적인 출현과 더불어
대두된 문제점중의 하나로는 복합재료 동체나 날개의 내재된
결함의 검출기법인 비파괴 시험과 평가 기술에 대한 요구 증
대라 할 수 있다.16 이는 복합재료 항공기는 기존의 금속 구조
항공기와 달리 충격시에 찌그러진 부분이 다시 탄성에 의해
복원 되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미세 층간
분리 및 미세 균열 등의 BVID(Barely Visible Impact Damage)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재료의 문제점은 1960년대 파괴역학의 도래와
Nondestructive Testing(NDT), Non-Destructive Evaluation(NDE)
기술의 발전 이후 태동된 정량적 비파괴 평가기법(QNDE,
Quantitative NDE)으로 인해 예측이 가능해 지게 되었다. 그러
나 복합재료 구조물의 경우에는, 적층 각도 및 순서에 따른
다양한 생산공정, 기계적 거동, 항복모드 및 수리기법 등으로
인해 보다 진보된 비파괴 검사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비파괴 검사·평가 기법이 아직은 미비하나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B787 항공기의 대형 3차원 복합재료 구조물의 검사에
적용될 만큼 발전되어, 향후 10여년 후에 복합재료 항공기의
구조건전성 진단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SHM기술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판단되고 있다.17 이들 SHM 기술은 항공
기 외에도 민ᆞ군용 중요 구조물의 건전성 평가에도 바로 활
용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18

Ⅴ. 맺 음 말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해외에서의 기술ᆞ부품 도입 자
체부터 엄격히 통제되는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소재로
관련기술 및 재료가 개발될 경우, 해당 산업분야인 항공우주
ᆞ해양, 방위, 정밀기계, 자동차, 조선, 철강, 에너지 및 환경산
업에 사용되는 수입소재의 대체 및 산업의 고도화 실현이 가
능하며, 해외로의 소재의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
조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탄소섬유를 이
용한 복합재료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비공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는 기존의 복합재료가 가지고 있는 기
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천기술 확
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경량화 소재개발
을 통한 항공기외의 자동차, 기차, 선박 등의 운송수단에 적용
시 연비의 향상, 공해물질 배출저감, 안정성 및 성능향상이
가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정부의 2020년 항공선진 G7에 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국가전략산업의 한 축으로 탄소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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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제조기술을 중심으로하는 항공산
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산업화와 핵심인프라 확충 및 저변
확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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