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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icon carbide(SiC) exhibits many unique properties, such as high strength, corrosion resistance, and high temperature stability. In
this study, a SiC-fiber web was prepared from polycarbosilane(PCS) solution by employing the electrospinning process. Then, the SiC-
fiber web was pyrolyzed at 1800

o

C in argon atmosphere after it was subjected to a thermal curing. The SiC-fiber web (ground web)/
phenolic resin (resol) composite was fabricated by hot pressing after mixing the SiC-fiber web and the phenolic resin. The SiC-fiber
web composition was controlled by changing the fraction of filler (filler/binder = 9:1, 8:2, 7:3, 6:4, 5:5).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indicates that at the filler content of 60%, the thermal conductivity was highest, at 6.6 W/mK, due to the resulting
structure formed by the filler and binder being closed-packed. Finally, the microstructure of the composites of SiC-fiber web/resin was
investigated by FE-SEM, EDS, and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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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 섬유는 1980년대 일본의 S.

Yajima에 의해 SiC 섬유의 세라믹 전구체인 PCS(Polycabo-

silane)의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1)

 SiC

섬유는 여타 소재가 지니지 않은 재료자체의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매력적인 소재이고, 섬유라는 장점이

있어 응용폭이 넓다. 일본 Ube사에서 만든 3세대 SiC섬

유(Tyranno SA 1)는 3.02 g/cm의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65 W/mK의 높은 열전도도 값을 가지고 있다.
2)

 또한 높

은 인장강도와 탄성률, 그리고 우수한 열적 안정성 등 여

러 특성을 가지고 있다.
3-7) 
이러한 SiC 섬유의 특성으로

인해 우주항공, 원자로, 국방산업 등 초고온 환경에서 사

용되는 복합재료의 원소재로서 사용된다.
5)

 최근에는 초고

온 환경에서는 사용되는 복합소재 이외에 SiC 소재의 높

은 열전도도를 이용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방열용 복합

소재로 응용성을 주목받고 있다.
8)

 특히, SiC 섬유는 장섬

유, 단섬유 형태로 재단이 가능하여 기존 구형의 분말상

충진재에 비해 입자간 접촉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어서 매우 효과적인 열전달경로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조된 섬유상 SiC 충진재를 적용한 방열용 복합

재는 향상된 열전도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발광다이오드

(LED) 관련 전자기기의 packing 재료로서 열을 효과적으

로 방출 할 수 있게 해주어 LED 자체의 효율을 향상시

키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업적으로

섬유상 충진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복합재의 열전도도는

최대 2~3 W/mK에 불과하며, 섬유와 같이 aspect ratio가

큰 판상의 Boron nitride(BN) 충진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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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 W/mK를 넘는 복합재는 나와 있지 않다. 문헌에서

는 섬유상이나 aspect ratio가 큰 충진재의 함량이 증가할

수 록 열전달경로가 효과적으로 증대됨으로 복합재의 열

전도도 50 W/mK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

다.
9,10)

 따라서 열전도도가 우수한 알루미늄(234 W/mK),

구리(400 W/mK), 흑연(200 W/mK), BN(125 W/mK), AlO

(36 W/mK) 등을 섬유상이나 판상으로 입자의 형상을 제

어하여 열전도도가 우수한 복합재를 제조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10-14)

 섬유상이나 판상의 충진재는 열이

전달되는 경로에서 입자간 접촉수를 줄여 열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게 하지만 이러한 열전달 방식도 결국은 충

진재간 물리적 접촉에 불과하여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저항으로 작용하여 충진재 입자 자체의 열전도도값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된 열전도도값만이 반영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의 필러로 섬유상 SiC 소재를 선

택하고 섬유간이 상호 접합되도록 하였다. 복합재의 열전

달 경로에서 물리적 접촉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섬유 상호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된 SiC web을 섬유상을 유지하여

aspect ratio가 큰 필러로 재단하였다. 필러의 제작은 최초

로 전기방사 공정를 통해 SiC web을 제작한 D. G. Shin

등의 방법에 따라 고분자 전구체인 PCS를 사용하여 micro

미터 또는 submicro미터 직경을 갖는 PCS web을 제조하

였다.
15)

 이렇게 제작된 PCS web은 공기중 불융화과정을

거친 후에 고온으로 열처리하여 SiC 섬유로 전환하였다.

앞서 이야기 한 일본 Ube사에서 만든 3세대 SiC 섬유,

Tyranno SA-1은 1700
o
C 이상에서 열처리가 이루어졌고,

7)

본 연구에서는 1800
o
C 이상의 열처리를 하여 결정화를 이

루었다. 하지만 Tyranno SA-1 섬유는 평균 직경이 11 µm

를 갖는 반면
7)

, 본 연구에서 제작한 SiC-fiber web의 섬유

직경은 열처리 전 평균 3.2 µm를 가지며, 열처리 후 평균

1.6 µm이다. 이를 통해 전기방사라는 쉬운 방법으로 상용

SiC 섬유가 아닌 SiC web을 얻었다. 또한 불융화과정에

서 분위기가스, 온도, 시간, 하중 등을 변화시키면서 섬유

간의 융착에 의한 화학적인 결합을 유도하여 섬유간 상

호 접합된 SiC web을 제조하였다. 이후 SiC web을 충진

재로, 레졸상 페놀수지를 바인더로 선택하여 혼합 후 열

경화 과정을 거쳐서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이때 최밀충진

이 이루어지도록 SiC web을 분쇄하여 짧은 섬유상을 만

들고 충진재와 바인더 배합을 달리하여 복합재를 제조하

였다. 제조된 복합재의 열전도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Laser

Flash 법으로 비열용량, 열확산율, 열전도도를 측정하였으

며 짧은 섬유상의 접합된 SiC web 복합재의 열전도 특성

을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2.1. SiC web 및 복합재의 제조

SiC-fiber web 전구체로 폴리카보실란(PCS, ToBeM

Tech.)을 선택하였다. 전구체인 PCS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PCS web은 전기방사(Electrospining)공정을 통

해 제조하였고 Fig. 1에 전기방사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전기방사에 사용한 솔루션은 N-N dimethylformide(Sigma

aldrich)와 Toluene(Sigma aldrich)을 wt % 30:70로 혼합하

여 12시간 실온에서 교반하고, PCS를 DMF:Toluene (wt

% 30:70) 혼합용매에 1.3 g/ml의 양으로 넣어 용해될 수

있도록 실온에서 24시간 교반 시켰다. 균일하게 용해된

PCS 솔루션을 주사기에 넣고 일정한 속도(80 µl/min)로 공

급하면서 전압(18 kV)을 걸어주어 PCS 섬유 web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전기방사된 PCS web은 각각 일반 불

융화 공정에서 200
o
C의 온도로, 섬유간의 접합을 유도하

기 위한 불융화 공정에서는 공기분위기의 오븐에서 280
o
C

로, 각각 6시간 불융화시켰다. 불융화된 PCS web은 흑연

로에서 열처리하였고, 아르곤 분위기에서 10
o
C/min로

1300
o
C까지 승온하여 2시간 유지하여 SiOC Web을 제조

하였다. 이후 SiOC Web을 아르곤 분위기에서 10
o
C/min

의 승온속도로 1800
o
C까지 승온시킨 후 2시간 유지하여

SiC Web을 얻었다. 이와 같이 PCS를 통한 SiC web의 제

작은 이를 최초로 적용한 D. G. Shin 등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15) 
제조된 SiC web을 Phenolic resin(resol type)(

강남화성, TD-2493D)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SiC web/

Phenolic resin 복합재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

자 한 열전도 거동을 위해 일반 불융화 공정을 거친 SiC

web, 섬유간 접합이 있는 SiC web, 그리고 접합이 있는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electrospinning process with

PCS solution.

Table 1. Characterization Data(GPC, Melting Point, TGA) of PCS

Materials Mw (Daltons) Melting Point (
o

C) Ceramic Yield (%) Company

Polycabosilane 1439 350 66.3 ToBeM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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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web을 짧은 섬유로 재단하여 각각 40 wt%로 Phenolic

resin과 복합화 제작하였다. 이후, 섬유간 접합이 있는 짧

은 섬유상의 SiC web과 Phenolic resin의 함량은 각각

9:1, 8:2, 7:3, 6:4, 5:5로 나누어 제작 하였다. 각각 충진재

와 바인더를 균일하게 섞은 다음 φ13 mm 몰드에 넣고서

Hot Pressing(Carver, USA)에서 150
o
C에서 약 149 MPa로

2분간 압착하여 제조하였다. 

2.2. SiC Web 미세구조분석 및 복합재 열전도 거동 분석

불융화처리된 PCS web의 섬유형태는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700F, Japan)

을 통하여 섬유직경, 섬유간 배열형태 등을 관찰하였다.

1300
o
C, 1800

o
C 열처리 조건에 SiC web의 결정상변화는

XRD(X-ray diffraction, Rigaku Miniflex, Japan)를 통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3 deg/min, 10~90
o
 범위로 측정하였다.

동시에 EDS(Energy-dispersive x-ray spectrometer, Genesis

2000 XMS, USA)를 통해 PCS web과 SiOC web, SiC

web의 원소분석을 실시하여 불융화, 열처리 조건에 따른

성분변화를 관찰하였다. SiC web/phenolic resin 복합재는

지름 12.5 mm, 두께 2 mm의 디스크 형상으로 시편을 제

작하였다. 각 시편의 비중은 아르키메데스 법으로 측정하

여 계산하였다. 열전도거동은 KSL 1604 규격에 의거하여

Laser Flash 법으로 측정하였고 이때 LFA-427(NETZSCH,

Germ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iC web/phenolic resin

복합재는 함량별 열확산도 및 열전도도를 측정하여 열전

도 거동을 분석하였다. 제조된 각각의 복합재에 대한 열

전도도는 25
o
C의 온도에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전기방사된 PCS web의 사진과 미세조직을 보

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SiC web은 전기방사 공

정을 이용하며 Fig. 2(a)에서처럼 sheet하게 여러겹 쌓여

web을 형성한다. Fig. 2(b),(c)에서 관찰 결과 제조된 PCS

web의 섬유는 평균 두께가 1 µm에서 3 µm로 상대적으로

가늘고 균일하게 제조되었다. 전기방사는 세라믹전구체인

고분자 원료를 극성 용매와 혼합해 방사용액을 제조하고

고전압이 가해지는 (−)극과 대전된 표면위로 방사용액이

무작위로 끌려가면서 연신에 의해 섬유화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형성된 섬유는 방사조건에 따라 매우 얇고 균일

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무작위로 쌓이면서 web을 형성하

게 된다.
15-18)

Fig. 3은 전기방사된 PCS web의 일반 불융화 공정 후

와 용융접합 불융화 공정 후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PCS

web은 세라믹 전구체인 PCS로 전기방사를 통해 만들어

진다. 이후, 1000
o
C 이상으로 열분해과정을 거치게 되면

고분자에서 소결을 이루면서 세라믹으로 전환된다. 이 과

정에서 고분자인 PCS는 열가소성으로 열에 의해 용융되

어 섬유상을 잃어버린다. 이 때문에 열분해과정 전에 열

에 의해 섬유상을 잃지 않도록 PCS 섬유를 열경화성으로

전환하는 불융화 공정을 거쳐야 한다. 불융화 과정은 대

개 공기 중에서 PCS 섬유를 약 200~300
o
C로 가열해 산

Fig. 2. Photograph and SEM images of the electrospun PCS web (a) Photograph of the as-spun web, (b) SEM image of the as-spun

web(x-250), and (c) as-spun web(x-1,000).

Fig. 3. SEM images of (a) the normal cured PCS-fiber web, (b)

the conjugational cured PCS-fiber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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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도입시켜 가교하는 열산화법을 사용한다. Fig. 3(a)

의 경우는 일반 불융화 공정후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Web

을 구성하는 섬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실시한 Fig. 3(b)의 경우는 기존

의 일반 불융화 공정의 온도를 보다 높게 실시하여 PCS

web을 구성하는 섬유가 섬유상을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용융접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온도조절이 가능

한 불융화 공정을 통해 상호간에 용융접합된 섬유를 제

작하였다. 따라서 열전달시 기존 충진재간 물리적 접촉이

아닌 화학적 접촉으로 포논의 자유이동을 억제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 복합재의 열전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복합재를 만들 때 짧은 섬유

상의 SiC web을 사용하는데, 이때 화학적 접촉으로 섬유

간에 상호 접합된 것을 재단하여 섬유가 사방으로 열전

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는 열처리된 SiC web과 미세조직의 사진이다.

Fig. 4(c)는 불융화 공정 후에 1300
o
C로 열처리한 SiC 섬

유이다. 이는 SiOC로 구성되며, 미세조직 사진에서 보이

듯이 매끈한 섬유상을 보인다. 반면, Fig. 4(d)는 1800
o
C

에서 열처리한 SiC 섬유이다. 표면에 기공이 다수 보이는

섬유상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1300
o
C 열처리 후에도 남

아 있는 산소가 1800
o
C로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정질

SiC가 결정질 SiC로 전환하면서 탄소와 결합해 CO 가스

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표면에 기공으로 남아 다공성의

SiC 섬유를 형성한다. 공정별 섬유의 원소함량 분포를 알

아보기 위하여 불융화 공정 후와 1300
o
C, 1800

o
C로 각각

열처리 했을 때의 구성원소를 Table 2에 EDS의 결과로

나타내었다. 불융화 공정이 끝난 후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만 1300
o
C의 열처리가 끝난 후에는 산소함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800
o
C 열처리 후에는 산소원소가 모두 사

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300
o
C까지 열분해과정에서

휘발분, 저분자량 등의 열분해물이 제거되고 상대적으로

강한 가교결합을 참여한 산소원소는 남게 되면서 산소원

소함량이 증가하고 1800
o
C까지의 열처리후에는 SiC가 결

정화되는 과정에서 산소원소가 CO, SiO 형태로 열분해되

어 산소원소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1300
o
C로 열처리한 SiC web과 1800

o
C로 열처

리한 SiC web의 각각의 XRD 패턴이다. Fig. 5(b)는 1300
o
C

에서 열처리 한 것의 XRD 패턴이며 36.5
o
(111), 60.1

o
(220)

그리고 73
o
(311)에서 β-SiC 패턴을 보인다. Fig. 5(a)는

1800
o
C에서 열처리를 한 β-SiC web의 XRD 패턴이다. 강

한 β-SiC 패턴과 함께 36.5
o
(111) 주변으로 33.6

o
(101),

38.1
o
(102)에서 α-SiC 피크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α상으로 전이가 이루어졌다. SiC는 Si과 C의 구성원

자가 sp
3
 혼성궤도 결합을 형성하여 3차원적인 zinc blende

구조의 강한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SiC의 결정구조는

cubic 구조의 β-SiC와 hexagonal, rhombohedral 구조의

α-SiC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으며, 1800~2000
o
C의 고온

Fig. 4. Photograph and SEM images of the heat-treated web.

(a) Photograph of the heat-treated web, and SEM

images of (b) the heat-treated web, (c) the heat-treated

SiC fiber at 1300
o

C, and (d) the heat-treated SiC fiber

at 1800
o

C.

Table 2.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meter Analysis of the SiC-fiber Web

Element (At%) After Curing Heat treatment (1300
o

C) Heat treatment (1800
o

C)

C 55.25 39.02 54.74

O 15.45 25.98 -

Si 29.29 35.01 45.26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heat-treated SiC web

(a) heat-treated SiC web at 1800
o

C, (b) heat-treated

SiC web at 13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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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α상으로 전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polytype

SiC(3C, 4H, 6H, 15R)의 특성으로 cubic 구조인 β--SiC(3C)의

열전도도는 360 W/mK이며 반면에 α-SiC(6H)의 경우

470 W/mK의 열전도도를 나타낸다.
20)

 복합재료에 관한

Weber의 연구에서도 결정성 고분자가 더 높은 열전도도

거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13)

 Weber는 polycarbonate

(PC)와 Nylon 6,6에 carbon black을 첨가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하였으며, PC 복합체에서 결정성 고분자를 사용하였

을 때 약 70.9% 열전도도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21)

 따라서

1800
o
C에서 열처리하여 α-SiC로 결정화가 이루어진 충진

재로 사용한 복합재가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도도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Fig. 6은 SiC web을 일반 불융화 공정 처리한 것과 용

융접합 불융화 공정 처리한 것, 그리고 용융접합 불융화

공정을 거친 분쇄한 섬유를 복합제로 제조한 것의 각각

열확산도와 열전도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각 복합재의 SiC

web은 결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800
o
C에서 열처리

를 하였고, 복합재의 제조시 충진재 함량은 각각 40%이

다. Fig. 6에서 보여지듯이 용융접합 불융화 공정처리를

함으로써 섬유간 접합이 이루어진 SiC web을 사용한 복

합재는 일반 불융화 공정 처리를 하여 섬유가 물리적 접

촉만으로 구성된 SiC web을 사용한 복합재보다 열확산도

와 열전도도가 높았다. 보다 나아가 짧은 섬유상을 가지

는 충진재의 복합재가 충진재와 바인더 사이의 공극을 적

게 만들어서 가장 높은 열확산도와 열전도도를 나타내었

다. 이는 바인더로만 이루어진 시편의 약 1000%에 해당

하는 향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SiC

web 복합재와 같은 비금속에서의 열전달은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포논에 의하여 열전달이 이

루어진다. 따라서 용융접합 불융화 공정 처리를 통해 포

논의 격자진동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단순히 물리

적인 접촉만 이루어진 SiC web보다 열전달 저항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열확산도와 열전도도 값을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분자 복합재의 열전달은 주

로 전도성 경로 또는 전도성 필러에 의해 형성된 네트워

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쇄하지 않은 긴 섬유 형태의

SiC web은 복합화하는 과정에서 섬유와 섬유사이 간격이

큰 상태로 남게 되지만 분쇄하여 짧은 섬유상을 이루는 것

은 충진재와 바인더의 간격이 좁아서 분쇄하여 짧은 섬유

상이 된 SiC web 복합재의 열확산도가 높게 나타났다.
10)

 

Fig. 7은 함량별 SiC web 복합재의 단면 미세조직을 나

타낸 것이다. SiC web을 분쇄하여 짧은 섬유상으로 만든

충진재와 페놀수지 바인더의 분율별에 따라 미세조직 관

찰을 하였다. Fig. 7(a)의 확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다

공성의 표면과 섬유주위에 수지가 입혀져 있는 모습, 그

리고 섬유와 수지간의 결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Fig. 8(b)는 충진재를 90% 무게비로 첨가하여 제조한 복

합재의 파단면 미세조직사진이다. 충진재인 단섬유가 보

이지만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공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수지끼리 뭉침현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충

진재 60 wt%인 Fig. 8(e)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짧은 섬유

충진재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기공이 적으며 수지끼

지 뭉침현상도 적었다. 복합재의 충진재 함량에 따른 밀

도값을 나타낸 Fig. 8(a)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밀도값이

높게 나타내어 충진재 60 wt%가 최밀충진을 이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섬유 충진재 사이에 수지가 균일

하게 분포됨으로써 기공이 적어지고 그로 인하여 밀도가

올라가게 된다. Horsfeild가 제시한 복합재의 Packing

Model에 의하면 최밀충진구조를 나타내는 충진재의 함량

은 충진재 양이 적을시에는 바인더간 뭉침현상이 심하고

적을시에는 불균일하고 바인더가 채우지 못한 기공이 많

이 존재하는 경향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2)

 바인

더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던 Fig. 7(f)는 상대적으로 많

은 바인더끼리의 뭉침현상이 나타나고 섬유와 바인더의

불균한 분포가 보이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보다 균일한 필러함침을 통해 필러들의 균일한 열

Fig. 6. (a) Thermal diffusivity and (b) thermal conductivity of the non-conjugated web composites, the conjugated web composites

and the ground SiC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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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Fig. 8는 충진재 함량에 따른 복합제의 밀도와 열확산도,

열전도도값을 나타내었다. 밀도값은 충진재 함량 60 wt%에

서 가장 높았고 열확산도와 열전도도값 또한 충진재 함량

60 wt%에서 가장 높은 값들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대적

으로 밀도값이 높은 복합재는 복합재 내의 불규칙한 기

공이 적고 짧은 섬유상의 충진재간 접촉이 양호하여 계

면에 전달되지 못하고 산란되는 포논이 최소화되어 열확

산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열전도도가 상승하게 된 것으

로 판단된다. 충진재 함량 60 wt%에서 열전도도값 6.6 W/mK

을 나타내어 기존의 분말상 충진재에 비해 높은 값을 나

타내어 넬슨 등이 연구한 섬유상 또는 Aspect ratio가 큰

충진재가 열전달 효율이 향상되어 열전도도가 향상된다

는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4) 

4. 결  론

PCS를 DMF/Toluene(wt% 30:70)의 용매에 충분히 교반

시켜 전기방사를 하여 PCS Web을 만들었다. 전기방사된

PCS web은 불융화 공정으로 200
o
C 이상의 공기분위기에

서 불융화 공정온도를 조절하여 섬유간의 접합이 이루어

지게 하였다. 이후 1800
o
C 이상의 열처리를 통해 α-SiC

로 결정화 시켜서 SiC web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1800
o
C

이상에서 SiC 섬유는 C와 O의 결합으로 CO 형태의 가

스로 분해가 되고, 이를 통해 섬유에서 다수의 기공이 생

기는 것을 보았다. 이런 SiC web을 Phenolic resin과의 복

Fig. 7. SEM images of cross section of the ground SiC web/phenolic resin composites with different filler fractions: (a) magnification image (x-

5000), and filler-to-binder ratio of (b) 9:1, (c) 8:2, (d) 7:3, (e) 6:4, and (f) 5:5.

Fig. 8. (a) Density, (b) diffusivity and thermal conductivity results of the ground SiC web/phenolic resin composites with respect to the

fraction of f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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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재를 만들었다. 각각의 열확산도와 열전도도는 불융화

온도를 조절하여 섬유간의 접합이 일어난 SiC web 복합

재가 높았으며, 또한 접합이 일어난 후 분쇄한 SiC web

이 SiC web만을 가지고 제작한 복합재보다 열확산도와

열전도도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를 토대로 분쇄한 SiC

web의 분율별 복합재를 각각 제조하였다. 밀도의 변화는

충진재 양이 많아지면 섬유 사이사이에 페놀수지의 함침

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밀도가 가장 낮았다. 반대로 충

진재 함량이 낮아지면 섬유와 섬유 사이의 함침이 잘 이

루어져서 기공이 보다 적었다. 따라서 충진재와 바인더

사이의 최적의 함침 분율인 충진재 60 wt%에서 가장 높

은 열전도도 값인 6.6 W/mK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복

합재의 열전도도는 복합재내의 필러의 열전달 네트워크

의 형성과 포논 산란 인자의 감소와 필러의 결정성에 영

향을 받으며 이를 제어함으로써 열전도도가 우수한 복합

재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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