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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카보실란의 종류와 용제에 따른 SiCf/SiC복합재의 충진 거동

김선한
1,2
·정양일

1†
·박정용

1
·김현길

1
·구양현

1
·홍순익

2

1한국원자력연구원, 경수로핵연료기술개발부, 
2충남대학교, 에너지기능재료 Lab

Impregnation Behavior of SiCf/SiC Composites Depending on the 

Polycarbosilane Precursor and Solvent

Sun-Han Kim1,2, Yang-Il Jung1†, Jeong-Yong Park1,

Hyun-Gil Kim1, Yang-Hyun Koo1 and Sun-Ig Hong2

1LWR Fuel Technology Division, KAERI, 989-111 Daedeok-dearo, Yuseong, Daejeon 305-353, Korea
2Energy Functional Material Lab., Chungnam Nat’l. Univ., 79 Daehangno, Daejeon 305-764, Korea

(2014년 4월 22일 접수: 2014년 8월 7일 최종수정: 2014년 8월 11일 채택)

Abstract Process conditions for the impregnation of polycarbosilane preceramic polymer into SiC-based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Two kinds of preceramic polymer (PCP) was impregnated into SiC-fiber fabrics with different solvents of n-hexane

and divinylbenzene (DVB). Both microstructural observations and mechanical tes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impregnation. The matrix phases were particulated in the case of hexane solvents. Apparent relative density of the matrix was

about 78.8 %. The density of matrix was increased to about 96.1-98.8 % when the DVB was used; however, brittle fracture

was observed during a bending test. The modulus of toughness was less than 0.74 J/m3. The fabric impregnated with a mixed

PCP-dissolved solution showed intermediate characteristics with relative high density of filling (apparent density of ~96.1 %)

as well as proper bending behavior. The modulus of toughness was increased to about 5.31 J/m3. The composites developed

by changing the precursor and solvent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fabricating SiCf/SiC composites without a fiber to matrix

interphase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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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 내에 핵연료를 감싸고 있는

부품인 핵연료 피복관은 핵연료 연소 중 생성된 핵분열

생성물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핵연료의 성능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관련하여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핵연료 피복관

은 원자로의 정상 운전 조건에서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

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상황에서도 그 건

전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핵연료 피복

관은 일반적으로 지르코늄 기지의 합금이 사용되고 있

다. 지르코늄의 경우 매우 낮은 중성자 흡수단면적을 가

지고 있으며, 원자로 정상 운전 조건에서 부식저항성도

우수하다.1-4)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요시 되고 있

는 사고 안전성 면에서 살펴보면, 중대사고 발생 시 급

격한 고온산화를 동반한 발열반응과 다량의 수소발생이

문제가 된다.5-7) 또한 고온에서 기계적 강도를 소실하거

나 용융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연구계는 출력증강 및 안전성 향상

을 위하여 세라믹 기반 핵연료 피복관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 특히, SiC 기반 세라믹의 경우 1200 oC 이상의

고온에서도 강도 저하 없이 기계적 건전성을 유지하며, 중

성자 조사환경에서 내구성이 우수하고, 산화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수소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8-1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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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지르코늄 피복관을 기

지로 하여 외부에 세라믹 복합재층을 형성하는 방법으

로 중대사고시 수소발생의 억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

고안전성을 높인 핵연료 피복관을 개발하고 있다.12,13) 이

피복관은 기존의 지르코늄 피복관 튜브에 SiC 섬유를 필

라멘트 와인딩하고, 폴리카보실란 프리세라믹 폴리머로 함

침하여 기지상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제조된다. 

폴리카보실란은 SiC 세라믹을 얻는 전구체 고분자이

며, 원소배열은 [-CH3H-Si-CH2(CH3)2-Si-CH2-]n 이다. 이

고분자는 600-1000 oC로 열처리 됨에 따라 유기금속에서

Si-C 골격이 형성되는 전이가 일어나고, 온도가 1000 oC

이상이 되면 SiC만으로 구성된 결정질로 변화하게 된

다.14-17) 또한 1600 oC 이상에서는 입자성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폴리카보실란이 저온에서 열분해되면, 대기

중에서 가교 과정(소성)을 겪게 되면서 Si-O-C 형태의 구

조가 얻어진다.18,19) 소성이란 무기고분자를 가교시켜 세

라믹의 수율을 높이는 공정을 말하는 것으로 소성 온도

는 주로 200-300 oC가 일반적이나, 폴리머의 특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소성 과정을 거치면 Si-C-H

고분자 구조에 산소가 포함되면서 Si-C-O-H 형상으로 고

분자 가교작용이 발생한다.18,19) 이러한 폴리카보실란을 이

용하여 SiC 섬유 복합재는 함침과정과 열분해 과정을 반

복하여, SiC 섬유로 구성된 필라멘트 와인딩 구조물의 기

공을 메우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iC 섬유 직조물의

함침 시 폴리카보실란의 종류, 용매의 종류 변화에 따

른 충진 거동을 분석하여, 하이브리드 피복관의 복합재

층의 최적 제조공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함침을 위한 SiC 섬유 프리폼은 상용 섬

유인 Tyranno-Lox M(Ube industry, Japan)을 능직한 직

조물(Gunze-IEST, Japan)을 사용하였다. SiC 섬유에는 계

면상(인터페이즈) 형성을 위한 표면코팅은 수행되지 않

았다. 또한 프리세라믹 폴리머의 원료 분말로는 상용 폴

리카보실란(원료A, NIPUSI, Nippon Carbon, Japan) 및

개발 폴리카보실란(원료B, ToBeMTech, Korea)의 두 종

이 사용되었다. 원료 A와 원료 B의 조성과 분자구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열중량 분석, 푸리에 변환 적외

분광법, 핵자기 공명 분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열중량 분

석은 TGA 장비(TGA-51, SHIMADZU, Japan)를 이용하

여 두 원료의 온도에 따른 중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

각의 원료 0.1 g을 분당 60 oC의 승온속도로 1200 oC 까

지 가열한 후 10분간 유지하며 무게를 측정하였다. A원

료의 경우 초기에 무게가 증가하다가 300 oC 이상에서

무게가 감소하였다. 이는 초기에는 산소와의 반응에 의

한 프리세라믹 폴리머의 가교작용이 일어났으나, 이후 열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무게 감소가 발생하였기 때문이

다. 반면에 B원료의 경우 가교로 인한 무게증가 없이 승

온과정 초기부터 무게 손실이 됨을 확인하였다. 푸리에 변

환 적외 분광법의 경우, FT-IR장비(FT-IR 4100, JASCO,

USA)를 이용하여, 각각 원료의 열처리 전 정량 및 정

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두 원료 모두 비슷한

위치에서 파장이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핵자기 공명 분

석의 경우 NMR장비(AVANCE 400WB, Bruker Science,

Germany)를 이용하며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원

료에 대한 초기 분자구조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결

과 대부분의 공명파장이 비슷한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A

원료에서는 Si, C, H의 기본 골격이 나타나는 반면, B

원료에서는 산소가 포함된 화학구조가 발견되었다. A원

료와 B원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 두 원료

의 정량 및 정성은 비슷하지만 그 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B원료의 경우 초기 상태에서 이미

산소와 가교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은 프리세라믹 폴리머의 함침 및 열분해를 수행

하는 공정의 개략도이다. 우선 용질인 폴리카보실란(A원

료, B원료)을 n-헥산 또는 디비닐벤젠에 용해하여, 함침

용 폴리머 용액을 제조하였다. 실험조건에 따라 원료와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and process conditions for the

polymer impregnation and pyrolysis(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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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의 종류와 배합을 달리 하였다. 제조한 함침용 용

액의 농도는 15 wt.%이었다. SiC섬유 직조물은 용액에 함

침되어, 20-40 kPa의 진공에서 15분간 유지되었다. 이후 함

침된 SiC섬유 직조물은 대기 중에서 5분 정도 건조된 뒤

250 oC 의 온도에서 건조 과정을 거친다. 그 후 600 oC 의

온도에서 30 분간 가교 및 열분해가 수행되었다. 일반

적으로 1회 충진 과정으로 얻을 수 있는 충진율이 높

지 않기 때문에 위의 충진 과정을 3 회 반복하여 충진

율을 높였다. 열분해는 600 oC 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

서 수행되었기에 폴리카보실란의 가교를 높이고자 열처

리 분위기를 상압의 대기중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실험

은 용질과 용매에 따른 비교를 위하여 용액의 농도 및

함침 시 분위기와 열분해 시 조건 및 분위기는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실험 후 함침된 시편의 단면을 주

사 전자 현미경(SEM EM-20, COXEM, Korea)을 통하

여 관찰하였고, 3점 굽힘 시험을 통하여 기계적 강도를

측정하였다. 3점 굽힘 시험은 10 kN 로드셀이 장착된 만

능재료시험기(INSTRON 3366, USA)를 이용하여 0.05

mm/s의 속도로 실험하였다. 곡강도에 해당하는 응력은

3PL/2wt2[MPa] (여기서 P는 굽힘하중[N], L은 지지점 간

의 길이[mm], w는 시편의 폭[mm], t는 시편의 두께[mm])

식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굽힘 변형률은 6Dt/L2[mm/mm]

(여기서 D는 굽힘축의 변위[mm]) 식에 따라 계산되었

다. 충진율에 대한 겉보기 밀도는 단면 미세조직 사진

으로부터 충진된 영역과 충진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

여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Image J, ver. 1.42, USA)으로

정량화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는 폴리카보실란 프리세라믹 폴리머를 이

용한 SiC섬유 복합재 함침 시 용질과 용매에 따른 충

진율 및 3점 굽힘시험에 의한 기계적 강도 특성을 비교

하였다. 우선 n-헥산과 디비닐벤젠 용매에 대하여, 폴리

카보실란 원료의 변경 효과를 각각 관찰하였다. 또한, 잠

정적으로 선정된 용질 원료에 대하여, 용매 별 차이 및

혼합 용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용매가 n-헥산일 때, 용질 A원료와 B원료에 따른 비

교는 Fig. 2와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용

질에 따른 충진 시편의 단면적을 SEM으로 관찰한 모습

이다. Fig. 2(a)는 A원료를 사용하여 함침한 경우이며, 충

진된 폴리머의 기지상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기지상의 겉보기 충진율은 78.8 %로 낮았다. Fig.

2(b)는 B원료를 사용하여 함침한 경우이며, 기지상은 치

밀하게 단상으로 나타나며 99.2 %의 매우 높은 겉보기

충진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Fig. 2(c)는 A원료와 B원

료를 혼합하여 함침한 경우로써 부분적으로 파편화된 기

지상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충진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혼합 함침의 경우에 겉보기 충진율은 96.6 %

로 측정되었다.

Fig. 3은 함침 시편을 3점 굽힘 시험을 통하여 기계

적 강도를 평가한 그래프다. 용질 원료에 관계없이 최대

Fig. 2. SEM images of SiC fabrics impregnated in an n-hexane

solution with (a) precursor A, (b) precursor B, and (c) mixed solute

of A and 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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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응력은 약 27 MPa로 나타났으며, 탄성률은 0.8-1.7

GPa이었다. 그러나 Fig. 3에 따르면, 충진 상태가 가장

좋았던 B원료(Fig. 3(b))의 경우에는 3점 굽힘 시험에서

초기 변형으로 최대 굽힘응력인 26.5 MPa까지 증가한

이후에 급격한 응력값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폴리머의

기지상이 파편화되어 충진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원료

(Fig. 2(a))의 경우에는 3점 굽힘 시험에서 초기 굽힘응

력이 감소되지 않고 0.03-0.06 mm/mm 변형률 구간에서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후에는 굽힘응력이 서서히

감소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인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원료를 혼합한 경우(Fig. 2(c))는 충진된

폴리머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기계적 특성 또한 두 원

료의 중간 값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굽힘 시험에서 응

력값의 급격한 감소는 일반적으로 시편의 취성 파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응력값의 유지 또

는 완만한 감소는 복합체 시편이 어느 정도 인성을 갖

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편의 충진 상태와 기계적 특성

거동을 동시에 비교해 볼 때, 복합체의 인성을 높일 수

있는 A원료와 충진율을 높일 수 있는 B원료를 혼합한

경우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3점 굽힘 시

험에서 취성 파단의 경향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으므로

배합 비율의 추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용매가 디비닐벤젠일 때, 용질 A원료와 B원료에 따른

비교는 Fig. 4와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는

용질에 따른 충진 시편의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Fig.

4(a)는 용질이 A원료인 경우이며, Fig. 4(b)는 용질이 B

원료인 경우이다. 이 두 경우를 보면, 용매가 디비닐벤

젠인 경우 용질에 관계없이 함침 후 폴리머가 충진된 상

태가 매우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겉보기 충진율

은 약 97 %이었다. Fig. 5는 3점 굽힘 시험을 통하여 기

계적 강도를 평가한 그래프다. A원료의 경우와 B원료의

경우 모두 굽힘 시험 결과, 탄성율이 1.4-1.5 GPa이며 최

대 굽힘응력은 25.9-29.9 MPa에서 형성되는 유사한 거동

Fig. 3.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d by a three-point bending test

for the samples impregnated in an n-hexane solution. Labels indicate

the kinds of precursors.

Fig. 4. SEM images of SiC fabrics impregnated in a divinylbenzene

solution with polycarbosilane of (a) precursor A, and (b) precursor B.

Fig. 5.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d by a three-point bending test

for the samples impregnated in a divinylbenzene solution. Labels

indicate the kinds of precur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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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다. 이는 미세조직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굽힘 시험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치밀한 기지상에 의한 취성 파단이 나타났으므로

복합체 충진의 조건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복

합체의 인성은 기지상과 섬유상의 기계적 특성을 서로

다르게 설계하여 얻어진다. 크랙이나 결함의 섬유상 회

피가 일어나게 하거나, 변형 시 기지상으로부터 섬유상

의 미끄러짐 또는 분리가 일어나도록 하여 인성을 확보

할 수 있다.20,21) 본 복합재의 SiC 섬유상에는 인터페이

즈 코팅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섬유상의 미끄러짐

기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더욱이 디비닐벤젠

을 용매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지상과 섬유상이 강하게

결합하여 치밀화 되기 때문에, 복합체로써의 인성이 얻

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용질을 A원료로 고정하고, 용매를 n-헥산과

디비닐벤젠으로 변화하여 이에 따른 충진율 비교를 한

실험 결과이다. Fig. 6(a)는 n-헥산을 사용하여 함침한 경

우, Fig. 6(b)는 디비닐벤젠을 사용하여 충진한 경우이

다. n-헥산을 사용하여 충진한 경우는 폴리머의 기지상

이 모두 파편화되어 충진 상태가 좋지 않았다. 디비닐

벤젠을 사용하여 충진한 경우는 치밀화된 기지상을 갖

고 있으며 매우 우수한 충진 상태를 보여 주었다. 두 용

액을 혼합하여 충진한 경우(Fig. 6(c))에는 치밀화된 기

지상 위에 파편화된 기지상이 공존하는 형태이며 겉보

기 충진율도 약 96 %로 충진상태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3점 굽힘 시험을 통하여 기계적 강도를

평가한 그래프다. n-헥산의 경우 파편화된 기지상으로 인

하여, 섬유상과 기지상의 결합력이 약하고 최대 굽힘응

력이 26.6 MPa로 세 종류의 시편 중 가장 낮았다. 디비

닐벤젠의 경우 치밀화 된 기지상으로 인하여 섬유상과

기지상간의 강한 결합이 일어났으며, 최대 굽힘응력은

29.9 MPa로 얻어졌다. 그러나 굽힘시험에 대한 에너지 흡

수율은 불과 0.74 J/m3 수준으로 복합체로써 요구되는 인

성은 얻어지지 않았다. 두 용액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

우에는 치밀한 기지상을 갖고 있으며, 섬유상과의 결합

력 또한 우수하였다. 최대 굽힘응력은 36.2 MPa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변형 시 취성 파단이 일어나지 않

Fig. 6. SEM images of SiC fabrics impregnated in polycarbosilane

(precursor A)-dissolved (a) n-hexane (H), (b) divinylbenzene (D),

and (c) mixed solvent of n-hexane and divinylbenzene(H + D),

respectively.

Fig. 7.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d by a three-point bending test

for the samples impregnated in various polycarbosilane-dissolved

solutions. Labels refer to the figure caption of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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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섬유상과 기지상의 미끄러짐이나 분리가 일어나 복

합체로서의 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얻어진

에너지 흡수율도 5.31 J/m3로 가장 우수하였다.

최근 섬유강화 SiC 복합체에서 섬유상 인터페이즈 코

팅없이 기계적 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공성의 기지

상을 형성하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다.22,23) 섬유상에 대

한 인터페이즈 표면코팅은 치밀한 복합체에서 인성을 확

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원자력 분야에서는 인

터페이즈 소재에 따라 적용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예

컨대 대표적인 인터페이즈 소재인 BN은 중성자 경제성

을 낮추며, PyC는 중대사고 상황에서 급격한 산화를 통

해 소실된다. 따라서 인터페이즈 없이 SiC로만 구성되는

복합체는 건전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다공성의 기지

상은 섬유상과 기지상의 물리적 특성을 다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공성의 기지상을 제조하기 위해서 휘발

성의 소재를 기지상 내 미리 형성시켰다가 소결을 통해

계획된 기공을 얻어내게 된다.22,23) 본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용질 원료와 용매를 통해서 기지상의 미세조직을

제어하였다. 아울러 기지상의 치밀도를 높임과 동시에 기

계적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 따르면 용질 원료와 용매에 따라 충진 특

성과 기계적 거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A

원료의 경우에는 폴리머 기지상의 결합력이 약하여 쉽게

파편화되고 섬유상과의 결합도 잘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에 B원료의 경우에는 기지상의 결합력이 강하며 섬유상

의 결합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n-헥산의

경우 가교제로써의 힘이 약하여 섬유상과 기지상 혹은

기지상간의 결합에 불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디

비닐벤젠의 경우 가교제로써의 힘이 강하여 섬유상과 기

지상 혹은 기지상간의 결합을 치밀하게 해주지만, 오히

려 강한 결합력으로 인하여 취성 파단이 발생하여 복합

체 충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

이 A원료와 B원료, n-헥산과 디비닐 벤젠은 각각의 특

성과 결합력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를 혼합한 경우에

는 전혀 새로운 특성이 아닌 둘 모두의 특성을 갖고 있

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계적 강도에 있어서 A원료

가 B원료에 비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

하여 결합력이 높은 B원료와 디비닐벤젠을 통하여 충진

율을 높이고, 결합력이 낮은 A원료와 n-헥산을 통하여

복합체로써의 인성을 갖출 수 있으며, 비교적 기계적 강

도가 높은 A원료의 함량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복합체의 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속-세라믹 하이브리드 피복관의 복합

재층의 충진 공정개발을 위한 공정 변수 효과를 파악하

였다. 원료 용질과 용매의 조합에 따른 최적의 공정 조

건을 도출 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1) 용매의 경우, 충진된 기지상이 파편화되는 n-헥산이

가장 좋지 않은 충진 상태(겉보기 충진율 78.8 %)와 가

장 좋은 기계적 특성을 보였으며, 디비닐벤젠의 경우 그

반대 거동을, 혼합용액의 경우 중간정도의 거동을 보임

을 확인하였다. 

2) 원료 용질에 따라서는 원료B의 충진이 더 높은 밀

도를 보였으나(겉보기 충진율 99.2 %) 취성의 파단이 나

타나는 거동을 확인하였으며, 원료A의 경우 그 반대임

을 확인하였다. 두 원료의 혼합 분말의 경우 우수한 충

진율(~96 %)과 유사 인성(에너지 흡수율 5.31 J/m3)까지

확보된 결과를 얻었다.

3) 이를 통하여 용매와 원료용질의 조합을 통하여, 충

진 상태 및 기계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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