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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vel carbon coating process for interlayer of fiber reinforced ceramic composites between fiber and matrix was performed by
carbonizing phenolic resin solution that coated on fiber surface in N2 atmosphere at 600

o
C to improve the strength and fracture

toughness of CMC(ceramic matrix composite). 160 nm carbon layer was coated on fiber surface with 5 vol% of phenolic resin
solution. Since the process temperature (600

o
C) is lower than chemical vapor deposition(900~1000

o
C), the strength and toughness

could be preserved. Furthermore the coating thickness uniformity was improved to 8% of deviation along the stacking sequence.
Therefore, prevention from fiber degradation during coating process and controlling coating thickness uniformity along the preform
depth were achieved by coating with phenolic resin carboniz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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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항공, 우주, 자동차 및 여러 산업분야의 고온 구

조물에 적용되고 있는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재료는 일반

세라믹소재에 비해 높은 인성과 강도 그리고, 비취성파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다.
1)

 섬유강화 복합재료

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은 소재가 파단에 도달 했을 때 연

성 파괴가 유도되기 때문인데, 이는 섬유가교, 균열퍼짐,

미소균열, 층간분리, 섬유모재간 균열 그리고 섬유 미끄

러짐 등의 현상에 기인하게 되며, 섬유와 모재 사이의 계

면이 이러한 현상들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비교적 취

성 소재인 탄화규소(SiC) 섬유와 SiC 모재로 이루어진 복

합재료의 경우 섬유와 모재 사이에 열분해탄소(PyC,

pyrolytic carbon) 계면을 형성시켜 제조하게 되는데, 이 경

우 계면층의 균열 유도 현상에 의해 모재에서 발생된 균

열이 직접 섬유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면을 따라 성장하

게 되어 재료의 인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3)

 즉,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계면은 복합재료의 제조공정 중 화학적, 열적

공격으로부터 섬유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높은 파괴인

성을 나타내기 위한 섬유 섬유뽑힘(pull-out) 현상과 섬유

분리(debonding) 현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탄소

계면층은 이방성(anisotropic) 구조에 의해 계면 전단강도

가 낮고, 섬유와 모재간의 화학 반응을 억제하여 서로 접

착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많은 연구에 의해

탄소 계면이 적용된 SiC/SiC 복합재료는 비취성 파괴를

보이며, 파괴인성의 우수함이 보고되었다.
4)

 SiC/SiC 복합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탄소 계면 코팅은 약

900~1100
o
C에서 메탄 또는 프로판을 사용하여 화학증착

법으로 섬유 표면에 PyC를 형성하게 된다.
5)

 현재 섬유강

화 복합재료에 주로 사용되는 SiC 섬유는 폴리카보실란

을 열분해 하여 얻게 되는데, 비정질 또는 β-SiC의 결정

구조를 가지며, 일부 산소와 약간의 탄소가 내부에 포함

되어 있어 SiC 섬유 표면에 계면을 형성하기 위해 CVD

의 높은 공정 온도에서 섬유 내부에 CO나 SiO의 형성 등

화학적으로 열화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어 강도 저하 현

상이 나타나게 된다.
6)

본 연구에서는 Tyranno S grade의 SiC 섬유에 저점도

페놀수지를 이용하여 고분자 코팅을 수행한 뒤 이를 열

분해하여 표면에 탄소 코팅막을 형성하는 새로운 코팅법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행된 실험은 페놀수지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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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도 조절 및 코팅공정 반복에 따른 탄소 코팅층 양

상, 직조된 섬유의 적층 두께에 따른 코팅균일도 그리고

코팅 온도에 따른 SiC 섬유의 강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코팅용 고분자로는 변성 레졸 페놀

수지(KRD-HM2, Kolon chemical,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점도 조절제로는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Table 1과 같이 6

종류의 용액을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페놀-에탄올 용액의

비율과 점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점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장치는 Brookfield사(U.S)의 LVDV-I+를 사용하였

다. 페놀수지의 탄화 특성 확인을 위해 TGA (Thermal

gravity analyzer, TA instrument, U.S.A.)를 이용한 열분석

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SiC 섬유를 Fig. 1(a)에 나타내었

는데, 섬유는 평직의 형태로 직조된 Tyranno S grade

(Ube, Japan)로 직경 8.5 µm이며, Si 50 wt%, C 30 wt%,

O 18 wt% 그리고 Ti 2 wt%를 포함하는 섬유이다.

Table 1에 나타낸 페놀수지용액으로 Fig. 1(b)의 섬유 코

팅공정에 대한 개략도와 같이 SiC 섬유를 함침 및 경화

시킨 후 600
o
C(5

o
C/min), N2(140 cc/min)의 분위기에서 페

놀 수지를 1 h 동안 탄화하여 SiC 섬유 표면에 탄소 코

팅막을 형성하였다. 섬유에 대한 페놀용액 함침은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VARTM)법을 사용하였

는데, 이는 진공백 내부에 섬유를 위치시키고 진공압을

내부에 인가하여 압력 차이에 의해 외부로부터 액상 고

분자가 내부로 들어가 섬유를 함침시키는 공정이다.

VARTM 공정에 대한 단순화된 개략도를 아래의 Fig. 2

에 나타내었다. 함침이 완료된 후 진공압은 페놀 수지의

경화반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공정에 의해 형성된 탄소코팅막에 대해 SEM 등의 분석

을 수행하여 막의 형상 및 두께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페놀 탄화에 의한 코팅 균일도 확인을 위해 SiC 섬유

8×8 cm 16장이 적층된 두꺼운 프리폼에 대해 CVD PyC

코팅과 비교분석 하였으며, CVD PyC 코팅 공정은 프로

판과 질소 가스를 14 : 140 cc의 비율로 흘렸고, 코팅 온

도는 800 ~ 1100
o
C까지 조절하였다. 각 공정 조건으로 코

팅된 섬유의 인장강도를 ASTM D2343에 따라 측정하여

섬유의 열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사용된 페놀에 대해 TGA를 이용하여 열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의 Fig. 3(a), (b)에 나타내었다. 사

용된 페놀 수지는 변성 레졸 타입으로 상온에서는 액상

을 유지하며, 약 120
o
C에서 경화반응이 시작된다. Fig. 3(a)

에 나타낸 열분석 결과는 1000
o
C까지 5

o
C/min의 승온속

도로 N2 분위기 내에서 가열하였다. 열분석 결과 경화된

KRD-HM2 페놀 수지는 약 500
o
C에서 탄화가 시작되며,

1000
o
C에서 63 wt%의 탄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상적인 페놀의 탄화온도인 800
o
C 부근에서의 탄

화 수율은 약 65%였으며, 온도를 증가시킬수록 탄화 수

율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7)

 본 연구는 가장 낮은 온도

에서 탄소코팅막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탄화반응의 변곡

점 (524
o
C) 부근인 600

o
C를 탄화공정 온도로 설정하였고,

Fig. 1. (a) Plain woven SiC fabric and (b) phenol carbonized

coating process.

Table 1. Phenol-ethanol Solution and Viscosity Result

Solution A B C D E F Phenol

Phenol 

vol%
5 10 20 50 70 90 100

Viscosity 

(cps)
0 0 2 20 72 280 740

Fig. 2. VARTM schematic view.



페놀수지 탄화 코팅법을 이용한 섬유강화 복합재료 계면 형성에 관한 연구 303

제46권 제3호(2009)

1시간의 등온 유지시간을 두었다. 탄화공정 조건에서의

TGA 분석 결과를 Fig. 3(b)에 나타냈으며, 800
o
C에서의

탄화수율과 차이가 크지 않아 충분한 탄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SiC 섬유는 하나의 bundle에 1600가

닥의 섬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bundle 내부까지 모

두 함침하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점도의 용액이 필요하

게 된다. 초기 페놀수지의 점도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740 cps로 VARTM 공정 시 최대허용 점도인 500 cps

를 초과하여 섬유에 대한 함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는 점도이나
8)

, 알코올 첨가량에 따라 용액의 점도가 현저

히 낮아져 용액내 페놀이 90 vol% 이하가 포함된 경우

bundle 내의 섬유가닥까지 함침이 가능한 500 cps 이하의

점도로 낮출 수 있었다. 즉, 페놀수지에 약간의 에탄올 첨

가로 점도를 크게 낮출 수 있었으며, 에탄올을 80% 이상

첨가했을 때의 점도는 0 cps에 가까웠다.

전술한 Table 1에 나타낸 여섯 종류의 용액으로 함침된

섬유를 경화 후 질소 분위기에서 탄화한 섬유의 SEM 분

석 사진을 아래의 Fig. 4에 나타내었다. 5 vol%의 페놀 수

지가 들어간 용액인 solution A의 SEM 사진을 Fig. 4(a)

와 (b)에 나타내었다. 이경우 약 130~160 nm 두께의 탄

소막이 균일하게 코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용액

내의 페놀함량이 증가할수록 섬유표면에 탄소가 코팅막

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Fig. 4(c)와 (d)의 경우처럼 섬유와

섬유 사이를 잇는 하나의 matrix의 형태로 존재함이 SEM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즉, 페놀수지용액의 점도가 낮을

수록 섬유표면에 균일한 탄소 코팅막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으며, 점도가 높은 경우 섬유가닥의 표면에 코팅이

되기보다는 섬유 bundle 내에 응집현상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섬유에 코팅되는 탄소 코팅층의 두께 조절을 위해 함

침-탄화 코팅공정을 반복 수행하였다. 5 vol%의 페놀수지

용액인 solution A를 이용하여 함침과 탄화 공정을 3회 반

복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코팅 공정의 횟수를 증

가 시킬수록 코팅막의 두께는 함께 증가하였는데, Fig. 5(a)

Fig. 3. TGA result of phenol resin. ((a) TGA analysis up to

1000
o

C and (b) 600
o

C for 1 h)

Fig. 4. Carbon coating layer by phenol carbonizing method.

((a), (b) solution A, (c) solution B and (d) solution  D)

Fig. 5. Carbon layer coating by repeated phenol carbonizing

process. ((a) 1st coating, (b) 2nd coating and (c, d) 3rd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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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듯이 1회 함침시에는 130~160 nm의 두께로

탄소 코팅층이 형성되었다. 2회 코팅공정을 반복한 경우

는 Fig. 5(b)와 같으며, 1회 코팅의 두 배에 가까운 약

270 nm 정도의 코팅층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회 이

상 반복의 경우 Fig. 5(c)와 같이 코팅막은 약 330 nm정도

의 매우 두꺼운 코팅층이 형성되었으나, Fig. 5(d)에서와

같이 대부분 섬유 사이에 모재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어

더 이상 계면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5 vol%

이하의 페놀함량의 용액으로 코팅공정을 수행할 경우

130 nm 보다 얇은 두께의 코팅막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코팅공정의 반복을 통해 두께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여러 장의 섬유가 적층된 프리폼에 화

학증착법을 이용하여 탄소 코팅막을 형성할 경우 가장 윗

장의 코팅 두께가 내부의 섬유에 형성된 코팅 두께보다

매우 두껍게 형성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직조된 SiC

섬유 16장을 적층하였으며, 코팅 조건은 600
o
C에서의 페

놀 탄화코팅과 800~1100
o
C까지의 CVD PyC 코팅이 수행

되었다. CVD 코팅 공정 후 가장 위에 위치한 섬유 장부

터 1, 4, 8, 12 그리고 16번째 장의 섬유에 형성된 탄소 코

팅막의 두께를 측정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7

에는 각 공정 별로 형성된 탄소 코팅막의 16장 평균 두께

그리고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Fig. 6에서와 같

이 높은 온도에서 형성된 코팅층의 경우 적층위치별 두께

편차가 비교적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증착법에 의해 코팅된 탄소막은

30~60% 이상의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화학증착법의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증착속도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첫 윗장에 두꺼운 코팅층이 형성되어 내부로

침투하는 반응가스의 유량을 줄이게 되어 적층순서별 코

팅층 두께의 차이가 더욱 크게 발생하게 된다.
9)

 반면, 16

장 적층된 섬유에 페놀수지 탄화 공정을 적용하였을 경

우에는, Fig. 6,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적층 위치 별 코팅

막의 두께 편차가 약 8% 정도로 화학증착법에 비해 매

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점도 페놀 용액이 섬유의

위치에 관계없이 내부로 침투가 가능하여 균일한 코팅막

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10)

 따라서, 섬유에 균일한 탄소코

팅막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존의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코

팅 공정보다 페놀수지 탄화 코팅 공정이 매우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SiC 섬유에 화학증착법으로 탄소를 코팅할 때 섬

유가 900
o
C 이상의 높은 공정온도에 노출될 경우 그 특

성이 열화됨을 보이는 보고에 따라 증착 온도별 특성변

화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아래의 Fig. 8에 나타내었

다.
11,12)

 화학증착법에 의한 코팅 온도는 800~1100
o
C까지

Fig. 6. Normalized coating thickness variation along the

preform depth according to CVD PyC method and

phenol carbonizing method.

Fig. 7. Coating thickness deviation along the preform depth

according to CVD PyC method and phenol carbonizing

method.

Fig. 8. Tensile strength and young’s modulus of SiC fiber

according to the coa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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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켰고, 반응 가스는 위의 조건과 동일하였다. 공정

이후 섬유에 대한 인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동일한 섬

유인장 실험을 600
o

C에서 수행된 페놀 탄화 코팅 공정을

적용한 SiC 섬유에도 수행하였다.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코팅 공정 중 800
o

C 이하에서는 코팅막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으며, 코팅막이 형성되는 900
o

C 이후부터는 섬유의

강도가 약 2.5 GPa에서 1.5 GPa로 약 40% 가량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섬유의 강성이 900
o

C 이후부터 점차 증가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섬유 강도의 감소와 강성의 증가는

섬유가 보다 brittle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brittle

화는 섬유의 인성을 저하시켜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재료

의 장점인 파괴인성 값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

나 페놀 탄화에 의해 코팅막을 형성한 섬유는 600
o

C의

낮은 공정 온도에 의해 본래의 SiC 섬유에 비해 강도와

강성이 변하지 않아 기계적 특성의 저하가 전혀 발생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화학증착법에 의한 탄

소막 코팅 보다 페놀 탄화에 의한 코팅공정이 SiC 섬유

의 물성을 유지하는 데에 유리함을 보이는 결과이다.

4. 결 론

1.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재료의 섬유 모재간 계면층을

기존의 화학증착법이 아닌 페놀 수지를 600
o

C 질소 분위

기에서 1시간 동안 탄화하여 형성하였다. 5 vol%의 페놀

수지와 95 vol%의 에탄올 용액으로 코팅한 섬유를 경화

후 탄화시킨 결과, 약 160 nm의 균일한 탄소 코팅막을 형

성할 수 있었으며, 페놀 탄화 코팅 공정의 반복 수행으로

코팅두께의 조절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기존 화학증착법 공정에 비해 낮은 공정 온도의 페

놀 탄화공정으로 코팅된 SiC 섬유의 강도가 2.4 GPa로 코

팅하지 않은 원래의 섬유강도 2.4 GPa과 동일한 강도를

보였으며, 섬유의 강성 역시 133 GPa로 원래 섬유의 강성

인 135 GPa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여러 장의 섬유에 코팅공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화

학증착법은 36~65%의 두께편차가 발생하였으나, 페놀 탄

화 코팅공정이 약 8% 정도의 편차로 매우 균일한 코팅

층을 형성함에 따라 화학증착법에 비해 섬유 프리폼의 내

부 코팅 균일도가 우수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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