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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환경을 보호하고자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항공, 우주분야에서 쓰이는 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CFRP를 사용함으로써
배출가스나 연비에 대한 이슈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 우주 분야에
쓰고 있는 재료를 실생활에 쓰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 CFRP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이 있지만 큰 부품이나 틀을 생산 할 수 있는 RTM 공정(Resin
Transfer Molding process)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RTM 공정에 주로 에폭시와 경화제를
쓴다. 이는 반응성 고분자계이기 때문에 화학유변학(chemorheology)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RTM

공정에서

화학유변학를

이용하여

에폭시와

경화제를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공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알아보기 위하여 공정수치모사(simulation) tool을 만들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Kamal’s
nth order equation와 Castro-Macosko viscosity equation의 변수들을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와 유변물성측정 장치(rheometer)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그러나
생산성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진 점도, 온도, 시간, 경화도 외의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더 진행하였다.
먼저 공정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 소재의 전체적인 물성의 측정이 필요하다.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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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유변물성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에폭시의 액상에서부터 고상까지 진행하였다.
또 고체의 특성은 DMA(Dynamic mechanical analysis)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등온 온도 조건 마다 G’값이 다르며 경화 온도가 낮을 수록 높은 G’의
값이 측정되었다. 이는 경화 속도를 통해 cross-linking 되어 만들어진 경화 수지의
분자량의 차이에서 비롯된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RTM 공정에 들어가는 경화도(degree of cure), 점도(viscosity),
온도(temperature), 경화 시간(time)을 공정수치모사에 적용하는 모델식을 더 개산하는
연구와 이를 PAM-RTM 에 적용해보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유변물성측정 장치로 액상에서 고상으로 경화되는 전 과정을 관찰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해 경화 되는 온도 마다 다른 G’의 값 즉 다른 물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정에서 고려해야하는 것은 온도, 제품을
만드는 시간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도를 낮추어서 만든 제품이 더 높은 물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온도-시간에 국한되게 생산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물성을 추가해서 생산성을 고려해한다는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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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Introduction

1

1. Introduction
1.1 Chemorheology

자동차, 항공우주, 전자, 건설, 스포츠 레저 및 군수산업 등과 관련하여 첨단산업 재료
로서 각광받고 있는 섬유강화고분자재료는 제품의 고급화, 경량화, 소형화 및 에너지
절감 등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높은 소재이며, 성형공정에서 그 조성을 자유롭게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복합 소재로 사용되는 고분자 수지나 섬
유보강재를 대체하는 우수한 성질을 가진 물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
에 사용되는 물질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종 복합재료 제품의 특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고분자 수지나 섬유 보강재뿐만 아니라
prepreg 같은 중간 물질의 열적, 기계적, 전기적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최종 제품의
품질을 관리 및 개선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복합재료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의
개발 및 특성 파악은 항시 가공 조건을 염두에 두고 행하여져야 한다.
보통 가공 할 때 조건을 온도와 시간 만을 고려하여 공정 조건으로 생각을 한다. 가
장 비용에 직접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도를 올려서 유지하는 것도
돈이 들고 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져서 높은 비용이 지출 되
기 때문에 두가지의 변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2] [3]
[4]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제품의 품질도 고려해서 성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자 한다.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최적화 하기 위하여 chemorheology (화학유변학)
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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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경화성 수지(unsaturated polyester, epoxy, urethane)는 기능성 작용기가 있는 작은 분
자로 이루어져 있다.[5] 개시제와 경화제에 의해 화학반응(경화 반응)을 겪는다. 온도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compounding과 섞여 있는 탄성중합체(elastomer) 그리고 가황제로
인해 cross-linking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폴리머를 크게 반응성 고분자계(reactive
polymer system)라고 분류한다. 이러한 반응성 폴리머를 유변학적 거동으로 분석을 하
는 것을 화학유변학이라고 한다.[6] Chemorheology는 Tobolsky et al. (1946, 1959)의 논문
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Chemorheology는 gelation과 vitrification 뿐만 아니라
chemoviscosity의 화학반응(경화도, 경화거동) 그리고 공정 조건(온도, 전단응력, 시간)
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화학유변학은 보통 열경화성 수지, reactive
polymer blend, 탄성중합체(elastomer)의 가황반응 등으로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한
다.[7] 그 중 cross-linking 폴리머는 다양한 곳에서 쓰는데 이러한 경화 플라스틱 재료
를 활용하기 위하여 Reaction Injection Molding(RIM), Resin Transfer Molding(RTM)공정을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에 유변학적 특성을 이용하면 가장 민감하게 액체에서 gelation state로 전
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변학적인 특성이 경화 거동을 가지는 제조 공정에
서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유변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재료의 특성 분석, 공정 시
뮬레이션, 공정 디자인을 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경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에폭시-경화제가 경화 온도에 도달하면 cross-linking reaction이 시작된다. 즉 화학
시스템에 의해 polymerization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branch가 늘어나는데 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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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weight)와 점도 증가가 같이 일어난다. 두 분자로 이루어진 branch끼리
cross-linking이 되고 3차원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gel 형태를 띄게 된다. 이렇게 되면 흐
르는 특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지점을 gel point라고 한다. Gel은 탄성이 있는 고무적
성질도 있고 여전히 soluble polymer의 형태를 가진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더 경화가
되면 vitrification이 되는데 유리화 재료로 변화가 된다.
경화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 중에 gelation과 vitrification이 있
다. 가용성 물질에서 불용성 매트릭스로 변화하는 포인트, 재료가 기계적 성질을 견디
는 시점 또는 분자와 particle의 화학적 물리적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액체에서 고체의
전환을 gelation이라 한다. (Larson 1999)
Vitrification은 재료의 gel 구조에서 유리화 구조로 변화하는 지점으로 정의한다. 옛날
에는 재료가 완벽하게 경화가 완료된 지점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그 지점이 지나도
경화가 진행이 됨이 밝혀졌다. (Huang and Williams, 1994, Barral et. al) vitrification은 높은
분자가 유리화 상태로 변화 할 때 시작하여 낮은 분자가 유리화 상태로 변화 될 때 끝
난다. 고분자는 분자량에 따라 Tg가 변화하는데 분자의 반응으로 인해 높은 분자량을
지나면 Tg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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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sin Transfer Molding(RTM) process

첨단 산업 재료로서 고분자 복합재료는 제품의 고급화, 경량화 등에 이바지하는 부가
가치가 높은 소재이다. 이 재료들은 차량, 항공, 우주 산업에 다양하게 쓰인다. 이러한
산업에서 차량의 상판, 비행기 날개 등의 부품과 제품을 생산할 때 주로 쓰이는 공정
이 앞에서 이야기 했던 Resin Transfer Molding(RTM) 공정이다. RTM 공정이란 미리 특
정한 형태의 섬유를 금형 내에 채우고 수지를 충전 또는 함침 시킨 후, 금형 외부에서
적절한 열을 가하여 경화시키는 공정이다. Fig. 1에서 공정을 도식화 하였다. 공정 온도
는 120℃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80℃에서 보관되어 있는 에폭시와 경화제를 주입 한
다. RTM 공정은 복잡한 형상의 대형 성형품 자동차의 작은 부품에서 항공기 날개까지
큰 부품들이나 부분을 생산할 수 있어서 많이 쓰이고 있다. 고성능 고분자 복합재료는
점성 또는 점탄성 성질을 갖는 고분자 matrix와 이를 보강해주기 위해 방향성을 가진
고탄성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따로따로 쓰이는지는 않고 같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고
분자 복합소재의 물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압력, 온도, 사이클 시간 등의 공정변수
들을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정변수들은 열경화성 수지의 물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공정 변
수에 따른 수지의 경화 정도를 연구하여 열경화성 수지 자체의 경화 물성 분만 아니라
fiber와 수지의 경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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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poxy

Hardener

Upper mold

Lower mold

Figure 1 (a) A schematic diagram of the RTM process,
(b) A schematic diagram of the R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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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hemorheological Modeling

에폭시 수지와 같은 열경화성 수지는 경화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반응에 의해
수지의 morphology가 결정된다. 에폭시는 2차원 선상구조인데 경화제를 만나 경화가
진행되면서 선상 구조(2차원 구조)에서 3차원 망상구조로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에폭
시는 분자 단량체에 에폭시기를 지니고 있다. 이 에폭시기와 경화제의 활성 수소 반응
으로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지의 morphology는 재료의 물리적, 기
계적, 전기적 특성을 결정한다. 에폭시 수지는 공정과정에서 일어나는 경화 반응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에폭시 수지의 가공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경화 반응
메커니즘과 속도식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경화 반응은 경화제와 촉매의 조성, 온도, 경화도(degree of cure), 경화 속도(cure rate)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많은 변수 때문에 대부분의 동역학 모델은
semi-empirical model과 auto-catalytic reaction model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실
제 공정에서는 경화 온도, 등온인 조건과 온도 상승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
로 kinetic 모델이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Kamal(1974), Keenan(1987)의 논문에서 에폭시와 불포화 폴리에스터의 curing kinetics
model이 “semi-empirical 자동촉매반응 모델”로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자
들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을 기초로 하여 수지의 유형, 경화제의 조성, 반응
조건 등에 의해 조금씩 수정되어 왔다. Kamal식은 수지와 경화제의 비율이 변화하면 그
안의 변수들이 변화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수지와 경화제의 비율이 일정하
7

게 유지하여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경화거동의 매커니즘과 속도식에 대한 이해를 위
해서 대표적인 Kamal식을 선택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목표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주입
속도, 위치 등을 예측하여 실제 공정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또 다
른 하나는 공정이 끝나면 고체 상태의 CFRP가 생성 되는데 에폭시와 경화제에서 먼저
고체가 되었을 때 어떤 물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𝑑𝛼
−𝐸𝑎
= 𝐴𝑒𝑥𝑝 (
) (1 − 𝛼 )𝑛
𝑑𝑡
𝑅𝑇
(1.1)
(A : pre-exponential constant, Ea : apparent activation energy, n : re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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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erimental method
2.1 Material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에폭시 수지는 HEXION사의 EPIKOTOTM Resin TRAC 06150이라는
에폭시를 사용하였다. 에폭시는 medium viscosity epoxy resin을 사용하였는데, 20℃에서
1.15 – 1.19 Kg/l(ISO 2811)의 밀도를 지니고 25℃에서 8000-10000mPa·s의 점도를 지닌
다. 경화제도 똑같이 HEXION사 이다. EPIKURETM Curing Agent TRAC 06150이라는 경화
제이다. 에폭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8]
에폭시 수지, 경화제 그리고 촉진제로 구성된 에폭시가 있고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
로 구성된 에폭시가 있다. 전자는 상온에서 수지와 경화제를 섞어 놓아도 반응하지 않
다가 촉진제를 넣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는 수지이고 후자는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섞었을 때 상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나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에폭시
수지를 투입과 동시에 빠르게 반응을 일으키며 제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촉진제가 없이
도 잘 반응이 일어나는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사용하였다. 회사의 재료를 선택하게
된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어떤 조건에서 실험을 해도 되는 안정성(stability)을
지녔다. 즉, 상온에서 경화가 천천히 일어나며 상온에서 다루기에 적절한 점도를 지녔
으며 경화가 갑자기 일어나서 경화로 인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다. 또 실제
연구를 통해 개발 된 수지 이므로 바로 공정에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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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ample preparation and Equipment

에폭시와 경화제는 회사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100:24의 비율로 섞었다. 섞을 때
는 overhead stir로 300RPM 1min의 조건으로 섞었다.

RPM와 시간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빠르게 섞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 에폭시와 경화제의 경화
반응을 보기 위하여 경화 거동을 보기 위하여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는
Q1000(TA instrumnt)을 사용하여 경화 거동을 보았다. 유변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TA instrument 사의 DHR-HR3를 사용하여 유변학적 특성을 보았다. 그리고 경화가
완료 된 에폭시의 물성을 보기 위하여 DMA(Dynamic Mechanical Analyzer)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앞의 DSC와 DHR-3를 통해서 얻은 data는 시뮬레이션에 쓰이는 모델링의 변수들을
구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점도가 시간과 온도에 변수들에 의하여 경화도 α(degree of
cure α)에 영향이 있는지 보기 위하여 실험을 더 진행을 하였다. 액체에서 고체로 경화
되어가는 큰 틀을 보기 위한 마땅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액체에서 고체로 경화되어가는 과정을 유변물성측정 장치를 통해 유변물성을
측정을 하였고 DMA 측정을 통하여 장비의 상호보완을 하였다.
에폭시와 경화제는 상온에서도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험 직전에 섞어서 로딩하
였다. 먼저 경화 거동을 보기 위하여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를 사용하였
는데, 실험 조건은 25℃ ~ 250℃의 온도 범위로 설정을 하고 승온 속도는 5, 10, 15,
20K/min의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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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변학적 특성을 보기 위하여 사용한 유변물성측정 장비에서는 25mm parallel plate를
사용하였고 점도가 낮아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벽을 세워서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
나사로 PP(parallel plate)를 고정하고 실험을 하고 버리는 방식(disposable)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조건은 경화 실험이므로 Steady mode가 아닌 Dynamic mode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Steady mode의 측정은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의 각각의 점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
하였다. 또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섞었을 때 초기 점도(𝜂0 )를 알아보는 실험에서 사
용하였고 나머지는 Dynamic mode에서 rate sweep을 통하여 재료가 shear rate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을 하였다. strain sweep을 통하여 linear 한 구간 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time sweep을 통하여 등온인 조건에서 경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뒤에서 이야기 하지만 장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normal과 torque를 control하여 실험 측정을 하였다. 등온 조건에서 온도 설정 기준은
실제 RTM 공정에서 사용하는 공정 온도를 참고하여 설정 하였다. 실제 공정에서는 공
정 온도를 120℃로 설정 되어 있다.
액체에서 고체까지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rheometer를 측정을 하였고 고체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DMA 측정을 실시하였다. DMA는 3-point bending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으며 25℃ ~ 250℃까지 범위에서 측정을 진행을 하였다. 샘플은 teflon 틀을 이용
하여 오븐에서 100도, 110도, 120도의 오븐 온도에서 40분동안 경화시켜 만들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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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3.1 Curing kinetics

열경화성 수지의 경화 반응 속도식과 재료의 점도 모델링(viscosity modeling)을 통하
여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RTM(Resin Transfer Molding)공정의 기본적인 예측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서 경화 거동의 속도식과 재
료의 점도식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 들어가는 모델식을 위한
parameter를 구하기 위하여 재료의 물성값(chemorheology)을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경화 거동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ESR(Electron-spin resonance),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FTIR(Fourier-transform infrared), MIR(Mid-infrared),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등 여러 가지 분석방법과 장비가 있지만 열경화
성 수지의 경화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경화도(α)를 측정하는 실험방법으로 DSC를 이
용하였다. 경화 반응 속도 모델식을 완성하고, 금형 외부에서 가열 속도의 변화에 따른
최적 경화 조건을 구하기 위한 열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경화 반응 메커니즘을 밝히고
RTM 공정의 실험 및 수치 모사에 요구되는 물성치 및 여러 가지를 찾으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입시간, 주입되는 위치 그리고 초기 재료가 형성되는 것을 알아보기 위
해 공정수치모사 툴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서 실험 파트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그 중 경화도(degree of cure α)는 경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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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 사이의 값을 지닌다. 이 경화도(α)를 통하여 경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예측
할 수 있다. DSC 실험을 통하여 경화 반응 중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경화도
율(dα/dt)식을 이용하여 경화도를 구하였다. 경화도의 변화는 또 경화도율은 crosslinking되는 폴리머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경화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화 거동을 보기 위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을 통해 공정수치모사에 들
어가는 식들의 변수들과 경화도를 구하여 공정수치모사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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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a) DSC data at Heating temperature 5, 10, 15, 20℃/min
(b) dα⁄dt graph of DSC data
16

DSC data를 가지고 경화도를 나타낸 식을 이용하여 경화도를 구하였다.[10] 경화도는

∆𝐻
𝛼=
∆𝐻0
(3.1)
로 계산이 되고 경화 속도인 dα/dt는

𝑑𝐻
𝑑𝛼 ( 𝑑𝑡 )
=
𝑑𝑡
∆𝐻0
(3.2)
이것으로 시간에 따른 경화도를 구할 수 있다. 경화도는 위의 fig (a), (b)를 이용하여 총
발열량

에 대한 주어진 시간에서의 발열량

DSC 실험을 통해 구한

의 비로 구한다.[11]

data를 시뮬레이션에

(chemorheological modeling)

식을

사용하여

이용하려면 화학유변학적 모델식

경화도(α)를

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Kamal‘s nth order equation (3.3)을 이용하여 풀었다. 이 식의 parameter는 A(Preexponential factor), Ea(Activation energy), n(Reaction order)이고 이 세 가지를 구한다. 이
것을 구하기 위해서 Kissinger equation과 Crane equation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12]
Kamal 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에폭시 경화 반응은 Tg에 따라 다른 이론을 적용하
고 Tg 온도 밑에서는 자유체적론을 Tg 온도 이상에서는 Arrhenius 이론을 따르기 때문
이다. Kamal’s nth order 모델은 Arrhenius 식에서 나온 모델이다. [13] 이 Kamal 식은 경
화제의 비율에 의해 변수들의 값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화제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므로 단점이 생기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단점 외에는 정확
하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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𝑑𝛼
−𝐸𝑎
= 𝐴𝑒𝑥𝑝 (
) (1 − 𝛼 )𝑛
𝑑𝑡
𝑅𝑇
(3.3)
(A : pre-exponential constant, Ea : apparent activation energy, n : re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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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gree of cure(α) graph that calculated by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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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Kamal 식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 Kamal 식에 승온속도를 추가한 식으로 변형을
시킨 후 Kissinger equation 와 Crane equation을 이용한다.[14] 먼저 Kamal 식에 ln을
양변에 두고 변형을 하여 식을 푼다.

𝛽
𝐴𝑅 −𝐸𝑎
−𝑑(1 − 𝛼 )𝑛
𝑙𝑛 2 = 𝑙𝑛
−
+ 𝑙𝑛 (
)
𝑇𝑝
𝐸𝑎 𝑅𝑇𝑝
𝑑𝛼
(3.4)
위의 식에서 β = 𝑑𝑇⁄𝑑𝑡로 변환시켜 풀었다. Fig. 4(b), 5(a)에서 보듯이 slope 의 기울기
를 이용하여 1⁄𝑇𝑝 = 𝑥 , ln 𝛽⁄𝑇𝑝2 = y 로 변환시켜 𝐸𝑎 와 A를 구하였다. 그리고 Crane
equation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linear slope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reaction order n을 구한
다.

𝑑(ln 𝛽)
𝐸𝑎
=−
1
𝑛𝑅
𝑑( )
𝑇𝑝
(3.5)
이렇게 계산을 하여 얻은 3개의 변수의 값은 A ∶ 8.74 × 105 𝑠 −1 , E𝑎 ∶ 67.518 × 103 𝐽,
𝑛 ∶ 0.91 다음과 같이 구해졌다. 이 변수들을 원래 식에 넣고 계산을 한다.

𝑑𝛼 8.74 × 105
−67.518 × 103
=
𝑒𝑥𝑝 (
) (1 − 𝛼 )0.91
𝑑𝑡
𝛽
𝑅𝑇

(3.6)

11.5941

8.74 × 105
−67.518 × 103
𝛼 = 1 − [1 − 0.07
∫ 𝑒𝑥𝑝 (
) 𝑑𝑇]
𝛽
𝑅𝑇

(3.7)
이것을 matlab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여 Fig. 5(b)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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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a) DSC 결과의 Ti, Tp, Tf (Ti : Initial temperature, Tp : Peak temperature, Tf :
final temperature) ,

(b) 𝐥𝐧(𝜷⁄𝑻𝟐𝒑 ) 𝒗𝒔 𝟏⁄(𝑻𝒑 × (𝟏𝟎𝟎𝟎))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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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a) 𝐥𝐧 𝜷 𝒗𝒔 𝟏⁄𝑻𝒑 × (𝟏𝟎𝟎𝟎) graph used for crane equation
(b) degree of cure graph from Kamal’s nth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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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서 얻은 실험값(경화도; degree of cure)과 Kamal’s nth order equation을 통해
예측한 값을 비교하여 정확한 공정수치모사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5K/min 두
개를 비교 해본 결과 Fig. 5에 나타난 것처럼 둘 사이에 안 맞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차이를 Least square estimation을 이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Kamal식을 통해
도출한 결과와 실제 실험 data와의 차이를 도출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긴 변수들을 Least square estimation을 통해 변수 값들을 찾았다. 이 값을 이
용하여 실제 시뮬레이션에 이용한 결과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구한 경화도와 DHR로 측정한 시간에 대한 점도 data를 이용하여 Castro-Macosko 모델
의 변수로 계산을 하여 RTM 공정에서 어떤 점도의 변화로 진행이 되는지를 예측하였
다. 이렇게 예측한 결과를 공정수치모사 툴에 적용하여 실제 공정을 예측한 결과 정확
하게 예측이 되었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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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degree of cure graph that calculated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Kamal’s nth order equation data

Linear
Fit

𝑬𝒂 [𝑱⁄𝒎𝒐𝒍]

𝟔𝟕. 𝟓𝟏𝟖 × 𝟏𝟎𝟑

𝑨 [𝒔−𝟏 ]

𝟖. 𝟕𝟒 × 𝟏𝟎𝟓

𝒏 [− ]

𝟎. 𝟗𝟏

Table 1 the data from Kamal’s nth order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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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degree of cure graph that Least square estimation was applied.

Least
Square
approx.

𝑬𝒂 [𝑱⁄𝒎𝒐𝒍]

𝟕𝟒. 𝟐𝟎𝟎 × 𝟏𝟎𝟑

𝑨 [𝒔−𝟏 ]

𝟗. 𝟗𝟐 × 𝟏𝟎𝟕

𝒏 [− ]

𝟎. 𝟖

Table 2 the data of Ea, A, n from Least square estimation wa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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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heological properties

고분자의 물질의 linear viscoelastic properties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에 사용하는 것
이 oscillatory shear이다. 유변학적으로 oscillatory shear properties는 storage modulus(G’),
loss modulus(G“), complex viscosity(𝜂 ∗ )가 있다. Storage modulus(G’)는 물질의 탄성과 고
분자의 엉김 구조를 나타낸다. 즉 변형이 일어나는 에너지의 축적(storage) 정도를 나
타낸다. Loss modulus(G”)는 물질의 점성을 나타내고 에너지 분산을 대표한다. G’이 cross
linking 결합과 반응형태, 탄성 강화제, 충전제들에 민감하므로 이를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았다. 열경화성 수지인 에폭시는 경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cross linking으로 결합하
며 경화가 된다. oscillatory shear를 통해 𝜂 ∗ 의 변화와 G’ 와 G“를 통한 물성 변화를 확
인해 보고자 한다.[15]
처음에 측정한 것은 경화 도중의 물성 변화를 보기 전에 재료 자체의 물성 특징을
보기 위하여 실험하였다.

각각 실시 되었으며 40 PP(Parallel Plate)로 점도를 shear

rate(1/s) 1~100 1/s 조건,

60, 80, 100℃의 온도에서 실시하였다. Fig. 8에 나타내었다.

shear rate에 따라 폴리머와 같이 shear thinning 거동은 일어나지 않고 Newtonian fluid
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초기 높은 shear rate의 상황에서는 shear
thinning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경화가 진행됨에
따라 cross liking이 되면 polymer의 특성으로 shear thinning이 일어나지만, 앞의 결과에
의해 초기 주입 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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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8 (a) Epoxy of viscosity vs shear rate graph at isothermal in 60, 80, 100℃
(b) Curing agent of viscosity vs shear rate at isothermal temperature in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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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에 경화제의 경화 과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온도 VS time 그래프가 필요하다.
실험은 steady에서 할 수 없는 이유는 강한 shear와 normal이 걸리기 때문인데
dynamic sweep test로 진행을 하였다. 이 이유는 crosslinking이 진행이 되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dynamic sweep에서 normal이 어느 level이상 넘지 못하도록
auto로 gap을 줄여가면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등온의 조건에서 시간을 주고 경화를 진
행했을 때 complex viscosity는 106 Pa·s까지는 Fig. 9와 같이 온도가 높을수록 경화가 빠
르게 진행이 되었다. Fig. 9를 이용하여 Castro-Macosko 모델의 변수들을 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수치모사에 적용하였다. 공정수치모사에 적용하는 것은 초기 공정에서
제품의 주입되는 과정과 주입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에는 좋으나 최종 제품에 어떤 물
성으로 경화가 완료가 되는지를 예측 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논문에서는 유변물성측
정 장비로 유변물성측정을 106Pa·s까지만 진행을 하였으나 점도가 낮은 에폭시-경화제
에서 완전 경화 되었을 때의 전반적인 물성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 했
다.
그 결과를 Fig. 10에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Fig. 10(b), Fig. 11를 보면 G’이 다른
saturation 값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문에서는 온도가 높아도 같은 G’의
saturation 값을 가지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saturation 값을 가지는 것
이라고 예측을 하였지만 실제 측정한 결과 온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G’의 saturation
값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것은 saturation된 값이 고체이라
고 가정 했을 때 110℃의 saturation 값이 120℃에서 경화 될 때 보다 더 빠르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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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알 수 있다. 고체의 특성이 점점 나타나므로 G’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양
상이랑 다른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원래는 유변물성측정 장비로 106이상의 영역까지
실험을 진행을 하지 않고 신뢰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맞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DMA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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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lex viscosity of isothermal condition at 80, 90, 100, 110, 120℃

30

(a)

(b)

Figure 10 (a) Storage and Loss modulus of isothermal condition
(b) Storage modulus of isothermal condition at 80, 100, 11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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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torage modulus of Fig. 10 (b) is enlarged as shown at th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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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액상에서 고상의 구간을 유변물성측정 장비가 고상의 특성을 보기 위하여
DMA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Fig. 12에서 와 같이 낮은 온도에서 만들
어진 sample이 더 높은 G’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00℃ 이상에서 실험을
진행을 한 이유는 Tg point 이상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적당한 mobility를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도가 낮을수록 G’이 높은 이유는 경화도와 경화속도에 따라 crosslinking되는 에폭시
-경화제가 완벽하게 경화 되지 않고 caged 되는 것으로 보이다. [16] Monomer의 결합에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polymer끼리의 결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미처 결합이 온전
히 이루어지기 전에 mobility를 잃고 고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17] 예
를 들면 120℃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50개의 monomer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polymer로 경화가 완료되었다면 낮은 온도에서는 더 반응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
문에 80 ~ 90개로 이루어진 폴리머 덩어리들이 생성이 된다면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재료의 defect이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제품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더 높은 G’를 지
닌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유변물성측정 장비로 측정을 한 Fig. 11에서
보면 120℃에서 두번의 완만한 peak이 생성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이라고 추정한
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온도와 시간 만을 고려한 공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 즉
온도 마다 다른 G’을 지니는데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공정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이
루어져야 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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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2 (a)DMA results use in 3-point bending at 100, 110, 120℃
(b) The picture of enlarged graph of figure 1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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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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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RTM 공정을 최적화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다. 먼저는 미리
공정을 예측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공정수치모사에 이용하고
자 하였다. 공정수치모사에 이용되는 식 중 실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식들은 크게 두
가지였다. Kamal’s nth order equation과 Castro-Macosko model 이다. 이 두 식의 변수들
을 구하기 위해서 DSC와 유변물성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Ea(J)(activation energy), A(s)(pre-exponential constant), n(reaction order), degree of cure (α), viscosity (𝜂 ∗ ) 등의 변수들

1

을 구하였다.
초기에 주입하는 사출 공정의 control도 중요하지만 최종 제품은 액체 형태가 아닌
고체의 형태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액상에서 고상까지의 전체적인 물성의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하여 액체에서 고체까지 유변물성측정 장비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유변물성측
정 장비로 유동이 거의 없는 부분의 관찰에 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없으므로 이를 더
보완하기 위하여 에폭시-경화제의 고상 물성을 DMA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온도가 낮
을수록 높은 G’(storage modulus)가 나왔는데 이는 Monomer의 결합에서 폴리머들끼리
의 결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세부적으로 결합이 미처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mobility를 잃고 고체처럼 보이는 것이 G’의 값의 차이를 만든 것이라고 추정한다. 예
를 들면 경화 온도가 120도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50개의 monomer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폴리머로 경화가 완료되었다면 낮은 경화 온도에서는 더 반응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80 ~ 90개로 이루어진 폴리머 덩어리들이 생성이 되어 낮은 경화
온도에서 만들어진 재료의 defect이 높은 경화 온도에서 만들어진 재료의 제품보다 줄

36

어들기 때문에 더 높은 G’을 지닌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온도 시간 변수가 생
산 비용에 주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제품의 품질이라는 변수를 더하여 고려해
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품의 생산을 공정 온도를 120℃에서 유지하는
것 보다 110℃로 낮추어서 공정을 진행하였을 때 120℃의 공정 온도에서 생산된 제품
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므로 공정 온도를 110℃로 낮추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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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emorheological behavior and curing kinetics of
epoxy and curing agent for optimizing RTM process

JINSOO AHN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e days many countries try to reduce CO2 gases in many ways. 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is used at aerospace field. Many car manufacturer trying to reduce car's
weight for environmental and economic issues. Therefore, they want to use CFRP for car. There
are many process making CFRP but mainly used RTM process (Resin Transfer Molding). In RTM
process epoxy and amine hardener are commonly used. It is reactive polymer system.
Therefore, studying chemorheology was essential.
In this study, using chemorheological behavior of epoxy and amine hardener to optimize RTM
process. For expecting the process and design the process we’re going to make simulation tool.
For making simulation tool Kamal’s nth order equation and Castro-Macosko viscosity
equation’s variable must be found.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and rheometer was
used for solving variables. But we think there is another variable may be affect epoxy and amine
hardener’s properties. And there is no experiment to see overall liquid of epoxy and amine
40

hardener to solid. The hole process of epoxy and amine hardener was needed. We got totally
different result we expected. When epoxy and amine hardener are fully cured, G’ (storage
modulus) was different at each temperature. And using DMA (Dynamic Mechanical Analysis)
showed the results came out from rheometer has same tendency. We think that curing rate and
curing time will have affected the number of cross-linking polymer’s molecular. We think this
will be affected storage modulus. We also find that processing temperature at 110 degrees is
better than 120 degrees. We usually think that temperature and time affect productivity. We
recommend we need to add the properties of the product here.
In previous studies, many studies were carried out on the modeling of the degree of cure,
viscosity, temperature and time for the RTM process, and research on PAM-RTM the
simulation tools.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observe the entire process of
curing from liquid to solid with rheometer and it has been found through this method that it
has a different value of G’ for each temperature. It is meant that we should not consider
productivity only considering temperature and time. We suggest productivity by consider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a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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