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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일방향의 탄소/탄소 복합재료는 탄화 매트릭스의 전구체인 페놀수지를 사용하여 단일 공정을 통하여 제조하였으며,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밀도와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페놀수지에 산화몰리브덴(MoO3)과 바인더 피치를 첨
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oO3와 바인더 피치 첨가로 인한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굴곡강도와 층간전단강도 측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MoO3와 바인더 피치가 첨가된 탄소/탄소 복합재료들
은 탄소섬유와 매트릭스간의 계면결합력 증가로 인하여 기계적 물성이 향상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MoO3와 바인
더 피치를 첨가함으로써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흑연구조가 발달함과 동시에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Abstract
Unidirectional carbon/carbon (C/C) composites were manufactured using phenolic resins as a precursor of the carbonized ma-
trix throughout a one-step manufacturing process. Also, molybdenum oxide (MoO3) and binder pitches were impregnated with 
phenolic resins to improve the bulk density and mechanical property of the C/C composites.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MoO3 and binder pitches on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C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by measuring flexural strength 
(f) and interlaminar shear strength (ILSS). The results show that the enhancement of interfacial adhesions between the fibers 
and matrix resins of the C/C composites with MoO3 and binder pitches which led to the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C composites. This indicates that the presence of MoO3 and binder pitches in C/C composites can develop the graph-
ite structure and increase the bulk density.

Keywords: C/C composites, phenolic resins, binder pitches, mechanical properties

1)1. 서    론

탄소/탄소 복합재료는 비강도와 비탄성률이 금속보다 우수하며, 열

충격 저항성, 마찰 특성, 경량성, 열⋅전기 전도성 등이 우수하며, 특

히 고온에서의 기계적 성질을 유지하는 고온특성으로 인하여 우주⋅
항공분야, 연료 및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1,2].

일반적인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제조공정은 열적 및 기계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매트릭스 전구체로서 열경화성 고분자, 열가소성 석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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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석탄계 피치 등을 액상 함침법을 이용하거나 탄화수소 가스를 사

용한 열분해에 의한 화학기상 증착법으로 크게 구분되어지며, 두 가

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두 가지를 혼합하여 

제조되어진다. 이러한 공정 중 화학 기상 증착법의 경우 고상 증착상

에서의 미세 조절이 가능하지만 매우 느린 증착 속도에 의해 높은 원

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반면에 액상 함침법은 편리한 제조공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나 원하는 물성을 얻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재함침을 통한 고밀도화 공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액상 

함침법에 사용되는 매트릭스로는 페놀수지와 퓨란수지 그리고 피치 

등이 있다. 주로 사용되는 열경화성 수지인 페놀수지는 다루기가 용

이하며, 탄화수율과 열분해 온도가 높지만 탄화 시 유리상 탄소를 형

성함과 동시에 큰 수축으로 인해 복합재료에 손상을 입히게 되어 결

국 물성저하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열가소성 수지인 경우 탄화 후 

수축률이 적고 값이 저렴한 피치를 사용하고 있다. 피치의 원료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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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
types

softening
point (℃)

elemental analysis (at%)
C/H ratio QI(%)a Aromaticity (fa)

C H N S

Coal-tar 131.5 93.65 4.35 1.19 1.40 1.78 7.8 0.91

Petroleum 135 93.75 6.01 0.11 0.75 1.30 0 0.85

a Quinoline insoluble.

Table 1. Properties of Binder Pitches

Figure 1.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C/C composites.

탄계 콜타르와 석유계 중질유로 제조된 바인더 피치는 함침 시 침윤

력과 침투력이 높으며, 탄화 시 수축에 따른 균열 발생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탄화 처리 시 약 55% 정도에 낮은 탄화수율로 

인하여 1회 함침과 탄화 처리로는 1.2∼1.3 g/cm3 정도에 밀도를 나타

낸다. 따라서 복합재료의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차례 반복적인 

고밀도화 공정으로 장시간을 요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수한 

조건하에서 높은 탄화수율을 얻을 수 있는 Terwisch[3]와 Karlisch[4] 

등의 연구결과로 알려져 있다[5-9].

한편, Park[1] 등은 밀도 및 물성 그리고 공기 중에 열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단일 제조 공정을 통한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제조에 대한 연

구에서 산화억제제로서 매트릭스에 특이한 물성을 가진 세라믹 분말

을 산화억제제로서 첨가하였다. 이러한 세라믹 분말은 매트릭스에 높

은 융점(2100 ℃)과 우수한 고온에서의 산화저항성으로 가지고 있으

며, 특히 900 ℃에서 취성-연성-전이(brittle-to ductile, transition, BDT) 

특성으로 탄소/탄소 복합재료 제조에 있어 흑연화도 증진효과와 기계

적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복합재료의 물성에 아

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 하나인 고온에서의 계면결합 특

성에 대해서 연구되어졌다[10].

본 연구에서는 탄화 공정 시 탄소/탄소 복합재료 내부에 발생하는 

기공을 줄이고 밀도 향상을 위하여 매트릭스 전구체인 페놀수지에 각

각의 석탄계 및 석유계 피치를 첨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여러 차례에 

걸친 재함침 및 고밀도화 공정 없이 단일 공정을 위하여 세라믹 분말

인 MoO3를 첨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일방향의 탄소/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탄소/탄소 복합재료는 바인더 피치 종류에 따라 

밀도, 구조적 특성 그리고 기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

교,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본 연구의 탄소/탄소 복합재료 제조에 사용된 매트릭스의 전구체로는 

약 60%의 고형분을 갖는 레졸형(Resol-Type)의 페놀수지(KRD-HM2, 

Kolon industries Inc., South Korea)를 사용하였고, 바인더 피치로는 석

유계 피치(GS Caltex Co., South Korea)와 석탄계 피치(OCI Co., South 

Korea)를 사용하였다. 보강재로 쓰인 탄소섬유는 직경이 7 µm이고 밀도

가 1.78 g/cm3인 polyacylonitrile (PAN)계 고강도 탄소섬유(TZ-607, 

12K, Teakwang Co., South Korea) 제품으로 표면처리 및 사이징 처리를 

하지 않은 장섬유를 사용하였으며, 단일공정을 위하여 사용된 첨가제는 

MoO3 (Aldrich Co. USA)로 Freezer-Mill을 이용하여 0.5 µm 정도로 분

쇄하여 사용하였다. 바인더 피치 및 탄소섬유의 물성은 Table 1에 나

타내었다.

2.2. 바인더 피치 물성 분석

열처리 온도에 따른 석탄계 및 석유계 바인더 피치의 화학적 구성은 

적외선 분광법(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Nicolet 

is10, Thermo, USA)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방향족화도를 계산하였다. 

시료는 KBr에 200 : 1의 비율로 분산시켜 pellet을 제조하였다. 또한 

바인더 피치의 분자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핵자기공명 분광법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500 MHz FT/NMR Spectrometer 

Avance-500, Bruker., USA)을 통해 1H-NMR 스펙트럼을 관찰하였으

며, 시료는 Chloroform-d (CDCl3) 용매에 4∼6 wt% 정도 녹여 사용하

였다.

석탄계 및 석유계 바인더 피치의 탄화수율과 열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쇄한 피치를 질소 가스 50 mL/min으로 조건하에서 1000 ℃

까지 10 ℃/min으로 승온하면서 열중량 분석기(Thermo gravimetric 

analyzer, TGA-50, Shimadzu C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3. 탄소/탄소 복합재료 제조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제조공정은 Figure 1에 나타내었듯이 단일공

정 처리를 위하여 페놀수지에 석유계 및 석탄계 바인더 피치를 각각 10 

wt%의 중량비로 첨가한 다음 각각 고르게 교반시켜 준 후, 드럼 와인

딩법을 이용한 연속공정에 의하여 수지를 함침시켜 일방향 프리프레그

를 제조하였고, 상온에서 3일간 건조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프리프레그

는 몰드사이즈에 맞추어 150 mm × 50 mm 크기로 알맞게 자른 후 적

층하여 샘플을 진공 백(vacuum-bagging) 방법으로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자체 제작한 가열 압착기(hot-press)를 이용하여 탄소/탄소 복

합재료 제조를 위한 초벌 복합재료(green body)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각각의 green body는 질소 분위기하에서 1100 ℃로 2 h 동

안 탄화시켜 최종적으로 일방향 탄소/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였으며,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섬유 체적비(fiber volume fraction)는 약 60% (± 

2%)이었다. 시편들은 각 종류별 시험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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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uring conditions of laminated prepreg in a hot press.

(a)

(b)

Figure 3. FT-IR spectra of heat-treated binder pitches; (a) coal-tar 
pitch and (b) petroleum pitch.

바인더 피치가 미첨가된 복합재료를 포함하여 첨가된 바인더 피치 종

류에 따라 각각 C/C, P-C/C 및 C-C/C로 명명하였다.

2.4. 밀도 및 기공도 측정

바인더 피치 첨가가 탄소/탄소 복합재료 제조 시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밀도측정기(XS204, METTLER TOLEDO Co., USA)를 

통해 복합재료를 각각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기공도는 

ASTM C20-83 수중 함침범(Water displacement method)에 의거 측정 

후 다음의 식 (1)에 의하여 계산하였다[11].

Open porosity (%)     ×  (1)

여기서 는 시편을 건조한 다음 상온에서 측정한 무게이며, 

는 포화된 시료의 표면수분을 제거한 다음의 무게를 나타내었다.

2.5. 결정화도 분석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결정화도는 단일 공정 제조 시 바인더 피치 

종류에 따라 결정화도 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ometer, XRD, X’pert Powder, PANalytical, Netherlands)을 통하

여 측정하였다.

2.6. 기계적 특성

바인더 피치 첨가에 따라 단일공정으로 제조된 탄소/탄소 복합재료

의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 machine 

LR5K plus, Lloyd Co., UK)를 사용하여 굴곡강도, 굴곡탄성률 그리고 

층간 전단 강도를 측정하였다. 굴곡강도와 굴곡탄성률은 3점굴곡시험

(three point bending test)으로 ASTM D790에 의거 지지 간에 걸친 복

합재료의 높이 비율(span-to-depth)은 16 : 1로 고정하였으며, 크로스

헤드의 속도는 2 mm/min로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한 값은 다음의 식 

(2)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2)

여기에서 는 하중, 은 span간의 거리(mm), 는 시편의 너비

(mm), 그리고 는 시편의 두께(mm)를 나타내었다.

층간전단강도는 짧은 보 시험(short-beam test)으로 ASTM D2344에 

의거 span-to-depth의 비는 4 : 1, 크로스헤드의 속도는 2 mm/min로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조건당 5개 시편의 측정값을 다음의 식 (3)에 

의해서 계산한 후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max = 


 (at  being a constant) (3)

여기에서 는 하중, 는 시편의 너비(mm), 는 시편의 두께(mm), 

그리고 은 span간의 거리(mm)를 나타내며, 는 4로 일정하게 하

였다.

측정된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파단면 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백금 

코팅 후 주사전자현미경(SEM, S-4800, Hitachi Co.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바인더 피치 물성 분석

Figure 3에 열처리에 따른 석탄계 및 석유계 바인더 피치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석탄계 및 석유계 바인더 피치 두 가지 모두 

방향족 고리 화합물 구조를 갖는 피크(3030 cm-1 : C-H 신축진동, 

1600 cm-1 : C=C 신축진동, 750-870 cm-1 : C-H 흡수)와 지방족 고리 

화합물 구조의(2920 cm-1 : C-H 신축진동, 1450-1375 cm-1 : C-H 변각

진동) 피크가 뚜렷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석유계 피

치의 경우 3030, 1600 cm-1의 방향족 피크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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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 types Aromatic hydrogen (Ha) α-hydrogen (Hα) β-hydrogen (Hβ) Aromaticity (fa)

Coal-tar 80.6 6.4 8.6 0.93

Petroleum 44 26.4 21.3 0.78

Table 2. 1H Distribution of Binder Pitches

Figure 4. 1H-NMR spectra of binder pitches; (a) coal-tar pitch and (b) 
petroleum pitch.

Figure 5. TGA thermogram of binder pitches; (a) coal-tar pitch and 
(b) petroleum pitch.

니라 2920, 1450 cm-1의 지방족 피크 역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12-15]. 또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으로써 두 가지의 바인더 

피치의 지방족 피크 크기가 점점 감소하면서 방향족 피크도 함께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석유계 바인더 피치의 경우 1000 ℃에서 다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지방족 고리가 제거되고 탈수소화에 의한 환화와 중축합반응

이 일어나 피치가 고분자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6,17]. 석탄

계 석유계 바인더 피치들의 방향족화도(Fa)는 적외선 스펙트럼의 흡광

계수비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 (4)에 의하여 구하였다.

Fa  X ′ HaHs
HC

(4)

HaHsD
D

×AS


 (5)

여기에서 식 (4)의 X’는 방향족 탄소 이외의 탄소와 결합하는 수소

의 평균 개수로써 일반적으로 2로 가정하며, H/C는 원소 분석 값을 

나타낸다. Ha/Hs는 방향족과 지방족이 결합하는 수소의 비로 식 (5)에 

의하여 구하였다. εA/εS는 방향족 3030 cm-1 피크와 지방족 2920 

cm-1 피크의 흡광계수비 0.5이며, D3030/D2920는 방향족 성분의 대표적

인 피크와 지방족 성분의 대표적인 피크의 흡수비를 나타낸다.

Table 1에 나타내었듯이 석유계 바인더 피치의 방향족화도의 경우 

0.85이었으며, 석탄계 바인더 피치의 방향족화도는 0.91로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12,18].
1H-NMR 측정을 통하여 석탄계 및 석유계 바인더 피치 내에 방향

족 화합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펙트럼을 Figure 4에 나타내

었다. 석탄계 및 석유계 바인더 피치 모두 비슷한 위치의 스펙트럼을 

나타내었으며, 크게 방향족 탄소에 부착된 방향족 수소 피크(6-9 ppm)

와 지방족 탄소에 부착된 지방족 수소 피크(0.5-4 ppm)로 구분할 수 

있다[19]. Table 2는 바인더 피치의 1H-NMR 스펙트럼 결과를 통하여 

수소분포를 나타내었다. 수소의 방향족화도(Fa) 방향족 탄소와 결합된 

수소의 분율로 FT-IR 측정을 통하여 계산된 Fa 값과 유사하게 석탄계 

바인더 피치의 Fa 값이 0.93로 석유계 바인더 피치보다 높게 나타내었

다. 이는 탄화 공정 시 석유계 바인더 피치보다 높은 탄화수율을 나타

낼 것으로 판단된다[16,20-23].

석탄계 및 석유계 바인더 피치의 TGA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

다. 석탄계 및 석유계 바인더 피치는 250∼300 ℃ 부분에서 저분자량

의 물질들이 열분해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50∼500 ℃ 부

분에서 열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350∼500 

℃ 구간에서 바인더 피치가 연화⋅용융상을 거치면서 흑연구조로 전환

되는데 바인더 피치 내에 존재하는 방향족화합물의 분해로 휘발성 분

자들이 방출됨과 동시에 중합과 축합 반응에 의해 생긴 방향족의 메조

페이스 구조가 발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바인더 피치의 열적 

거동은 함침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탄소/탄소 복합재료 내부에 발생하

는 기공을 채워줌으로써 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바

인더 피치가 액상탄화를 거치는 온도구간에서는 탄화 공정 조건 확립

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며, 바인더 피치의 탄화수율에 따라 복합재료

의 밀도 및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24,25].

3.2. 탄소/탄소 복합재료 밀도 및 기공도

Figure 6은 바인더 피치 첨가에 따라 제조된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밀도 및 기공도의 결과값을 나타내었으며, 석유계 바인더 피치가 첨

가된 P-C/C의 경우 1.49 g/cm3의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바인더 

피치 첨가 없이 제조된 C/C의 경우 1.34 g/cm3의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내었으며, 기공도 역시 밀도와 반비례하게 밀도가 증가할수록 기공도

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바인더 피치를 첨가함으

로서 밀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석유계 바인더 피치의 경우 

석탄계 바인더 피치보다 높은 밀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26,27].

3.3. 결정화도 분석

바인더 피치 첨가에 따른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결정화도를 관찰하

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C/C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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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lexural strength of the C/C composites with binder pitches.

Figure 8. Flexural modulus of the C/C composites with binder pitches.

Samples d002 Lc

C/C 3.61 12.18

P-C/C 3.58 13.82

C-C/C 3.62 12.00

Table 3. Structural Parameters of the C/C Composites with Binder 
Pitches

Figure 6. Bulk density and open porosity of the C/C composites with 
binder pitches.

C-C/C와의 층간거리(d002)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P-C/C의 경우 3.58 

Å으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정자 크기

(Lc) 역시 다른 복합재료에 비해 석유계 바인더 피치로 첨가된 P-C/C

가 13.82 Å으로 가장 큰 결정구조를 나타내었다. 이는 1100 ℃까지

의 열처리 온도는 결정자 크기의 발달은 미흡했으나, 탄화 공정 시 복

합재료 내부에 함침된 석유계 피치의 저비점 물질이 방출됨으로써 방

향족 성분이 증가되어 결정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석

탄계 피치의 경우 기존에 석탄계 피치 내부에 존재하는 카본블랙과 

같은 무정형 탄소 입자 또는 코크스의 미립자 등과 같은 primary QI 

성분이 탄화 공정 시 피치의 메조페이스화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결정 

영역 발달에 있어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28].

3.4. 기계적 특성

제조된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굴곡강도와 굴곡탄성률은 three point 

bending test를 통하여 측정한 값을 Figures 7, 8에 나타내었다. 석탄계 

및 석유계 바인더 피치 첨가에 따라 제조된 탄소/탄소 복합재료는 바

인더 피치가 첨가되지 않은 C/C에 비해 굴곡강도 및 굴곡탄성률 향상

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C-C/C의 경우 약 160 MPa인데 반하

여 P-C/C는 최대값인 178 MPa에 이른다. 이는 MoO3 첨가로 인하여 

흑연화 매트릭스에서 결정이나 입자영역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여지며, 바인더 피치가 첨가됨에 따라 탄화 공정 시 바인더 피

치의 메조페이스화로 인하여 탄소/탄소 복합재료 내부에 생성되는 기

공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굴곡탄성률 역시 굴곡강도 

시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바인더 피치를 첨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석유계 바인더 피치를 첨가한 경우 가장 높은 

값을 보인 P-C/C는 다른 복합재료에 비해 흑연화성이 좋고 탄소섬유 

표면에 양호하게 배향한 것으로 판단된다[29].

탄소/탄소 복합재료에서 기계적 특성과 내구성은 섬유와 매트릭스 

수지 간의 계면접착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수한 기계적 특성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복합재료를 형성하는 각 

재료들의 강한 화학적 결합력보다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물리적 계면

접착력이 더욱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30,31]. 이러한 계면결합력

을 알아보기 위하여, 바인더 피치 첨가에 따른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층간전단강도를 나타낸 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굴곡강도와 굴

곡탄성률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었으며, 그중 석유계 피치를 첨가한 

P-C/C의 경우 16 MPa로 가장 높은 물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

은 Figure 10에 나타내었듯이 최근 Park[32]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탄소/탄소 복합재료 제조 시 MoO3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층간전단

강도가 증가하였으나, 첨가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할 경우 오히려 결

합재의 결합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탄소/탄소 

복합재료 제조에 있어 적정량의 MoO3 첨가는 섬유와 매트릭스와 바

인더 피치 사이에 표면적의 접착력 증가와 고온 탄화 시 MoO3의 

BDT 현상으로 인하여 휘발성분들이 방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기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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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terlaminar shear strength of the C/C composites with 
binder pitch.

Figure 10. Interlaminar shear strength of the C/C composites with 
MoO3 contents[32].

Figure 11.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e C/C composites; (a) 
C/C, (b) P-C/C, and (C) C-C/C.

을 채워줌으로써 기공형성을 감소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바인더 피치를 첨가함으로써 탄화 공정 시 액상탄화과

정을 거치는 바인더 피치는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에서부터 메조페이

스 발달 및 조직의 균일화로 인하여 기계적 물성 향상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석탄계 바인더 피치의 경우 탄화 공정 시 기

존 피치 내에 존재하는 primary QI로 인하여 메조페이스의 성장 및 조

직의 균일화에 저해요인으로 인해 기계적 물성이 P-C/C에 비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1,33,34].

3.5. 단면구조 분석

층간전단강도 시험 후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파단면을 SEM을 통해 

관찰한 것을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바인더 피치가 첨가된 C-C/C 및 

P-C/C는 첨가되지 않은 C/C보다 미세기공과 균열들이 적게 관찰되었

으며, MoO3를 포함하여 매트릭스간의 결합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탄화 시 페놀수지가 열분해하여 발생하는 일산화

탄소, 메탄, 이산화탄소 등 탄화 부산물이 방출로 형성되는 미세기공

과 균열들을 MoO3가 효과적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첨가된 바인더 피치의 흑연화에 따른 섬유의 표면과 조화를 잘 이루

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적정량의 MoO3 첨가는 최종 복합

재료의 열안정성의 효과를 가져오며, 섬유와 매트릭스간의 결합력이 

향상되어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탄소 복합재료의 밀도 향상을 위하여 매트릭스 

전구체인 페놀수지에 석탄계 및 석유계 바인더 피치를 첨가하였으며, 

세라믹 분말인 MoO3를 첨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일방향 탄소/탄소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일정량의 MoO3 첨가는 탄화 공정 시 복합재

료 내부에 발생하는 기공들을 감소시킴에 있어 효과를 가져왔으며, 

석탄계 및 석유계 바인더 피치가 첨가된 C-C/C와 P-C/C의 기계적 물

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탄화 공정 시 복합재료 

내부에 발생하는 기공들 속으로 액상탄화를 거치는 바인더 피치가 침

투함으로써 기공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함침된 바인더 

피치는 열처리를 통하여 방향성을 갖는 메조페이스로 발전하면서 탄

소/탄소 복합재료의 밀도가 증가와 기계적 물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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