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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는 

경량성, 고강도, 고강성, 내피로성 등의 장점으로 항공기, 자동차, 

스포츠∙레저 분야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이나 

자동차의 경량화를 위해 금속 소재를 대체하고 있다. CFRP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고, 온도와 수분 등의 환경 영향이 

재료 물성 열화의 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에서 CFRP의 

파괴 거동을 조사하여 신뢰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FRP 제조 시 튜브 형태의 점토 광물인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alloysite nanotube, HNT)를 첨가하여 수분 

흡수와 기계적 물성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수지주입성형법(Resin transfer molding, RTM)을 이용하여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제작하였고, 25℃, 50℃, 75℃의 증류수가 담긴 

항온 수조에 침지 한 후 일정 시간 간격으로 흡수율과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수분 흡수에 따른 기계적 물성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노 물질인 HNT 첨가한 CFRP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후 흡수율과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CFRP의 흡수율은 고온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HNT를 첨가한 

CFRP의 흡수율이 HNT를 첨가하지 않은 CFRP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때, 두 시편 모두 침지 온도가 높을 수록 흡수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온에서 확산 계수가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HNT를 첨가한 

CFRP의 포화 흡수율이 모든 온도에서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HNT의 첨가가 수분 흡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침지 

50일 후 CFRP의 굽힘강도(Flexural strength)와 층간전단강도(Inter-

Laminar Shear Strength, ILSS),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는 

감소했으며, 높은 온도에 침지된 시편일수록 더 많이 감소하였다. 

아이조드 충격강도(Izod impact strength)는 침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성 값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분 흡수로 인한 수지의 가소화로 인해 

CFRP의 연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경화된 수지를 

침지한 후 아이조드 충격시험을 진행하여 충격강도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NT를 첨가한 CFRP의 경우 굽힘강도와 층간전단강도의 

개선이 나타났다. 반면 인장강도와 아이조드 충격강도는 HNT를 첨가한 

CFRP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HNT가 응집된 상태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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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기인한다. 수분 영향과는 별개로 HNT 첨가 에폭시/탄소섬유의 

계면전단강도가 더 낮게 나타났으며, HNT의 존재가 결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HNT의 첨가가 CFRP의 수분 흡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HNT가 에폭시/탄소섬유 계면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CFRP 층간에 존재하는 HNT는 크랙의 전파를 더디게 하고 

이동경로를 복잡하게 하여 물성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의 사용 시 CFRP의 물성 열화를 방지 하기 위한 

방안으로 HNT를 첨가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주요어 :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환경 열화, 수분 흡수, 수지주입성형법,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 

 

학   번 : 2020-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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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1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FRP)의 정의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란 탄소섬유를 강화재로, 폴리머 수지를 

기지재로 사용하여 제작한 복합재료로 경량성, 고강도, 고강성, 내피로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특성들로 인해 항공기, 자동차 

및 선박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기기, 의료기기, 군수용품, 건축 및 토목 

자재, 스포츠∙레저 분야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1-6]. 특히 

선박이나 자동차의 경량화를 위해 금속소재를 대체하고 있다 [2, 7]. 

그러나 CFRP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다양한 환경(예: 온도, 수분)에 

노출되어 재료의 물성 열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한 예로, 비행 중인 

항공기의 날개 온도는 80℃에 도달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습도에 

노출된다 [8]. 이러한 경우 재료를 수명만큼 사용하지 못하고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가혹한 환경에서 CFRP의 파괴 거동을 

조사하여 신뢰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9].  

 

그림 1.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그림 2.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다양한 용도 

출처: http://www.ristecbiz.com/ristecbiz/business_03_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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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분 환경에서의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연구 

수분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수분에 노출된 시간에 따라 

흡습률이 점점 증가하다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이에 따른 물성 

변화는 흡습 시간이 증가할수록 기계적 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3]. Genna, S.와 Trovalusci 등은 오토클레이브로 

경화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에 대해 수분 흡수 영향을 조사했는데, 

이때 수분 흡수에 따른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판재의 강성 감소를 연구 

하기 위한 압입 시험(Flat-top Cylinder Indenter for Mechanical 

Characterization, FIMEC)과 층간전단강도의 감소를 검증하기 위한 

짧은 빔 전단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편은 T400 탄소섬유 패브릭을 

사용하여 4 mm 두께로 제작하였고, 수분 흡수는 24℃에서 14일동안 

24시간 간격으로 진행 되었다.  침지 6일째에 포화상태(0.22%)에 

도달하였고, 침지 후 압입강도와 층간전단강도는 감소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침지 된 시편을 다시 건조한 후의 흡수율과 물성도 

측정하였다. 침지 후 건조된 시편의 흡수율은 0.05%이고, 압입강도와 

층간전단강도 모두 소폭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10]. 

 

 

(a) 

 

   (b)                          (C) 

그림 3. 오토클레이브로 제작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흡수율 

과(a) 압입강도(b), 층간전단강도(c) 결과 그래프. 출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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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era, A. 등은 침지 온도가 상온인 경우와 고온인 경우의 

흡수율과 기계적 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11]. 300×450 mm 로 

제단한 IMA/M21 탄소섬유 에폭시 프리프레그를 [±45, 0, 90]2s의 

적충 순서로 쌓은 후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여 준등방성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를 만들었다. 제작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섬유 분율은 

59%이며 두께는 3.1 mm였다. 이를 상온과 고온인 70℃의 물이 담긴 

비커에 침지한 후 약 400일 동안 흡수율을 측정하고 인장시험과 

압축시험을 진행하였다. 인장시험용 시편의 규격은 15×150×3.1 

mm3로 15×50×4 mm3의 End Tab을 붙여 gage length가 50 mm가 

되도록 하였고, 압축시험용 시편의 규격은 12.5×110×3.1 mm3로 

15×50×4 mm3의 End Tab을 붙여 gage length가 10 mm가 되도록 

하였다. 수분 흡수 결과 상온의 물에 침지한 시편의 포화 흡수율은 

1.20%였고, 70℃의 물에 침지한 시편의 포화 흡수율은 1.61%로 

고온에서 수분흡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침지 후 

인장강도와 압축강도의 물성도 고온의 시편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a)                          (b) 

 

(c) 

그림 4. 준등방성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를 고온인 70℃(a)와 

상온 (b)의 물에 침지 한 후 측정한 흡수율과 기계적 물성 변화(c)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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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udaihesh, F. 등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가 수분 환경 노출 시 

재료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핵심 매개변수 

‘섬유 구조’에 따른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12]. 단방향(UD)과 

평직(plain weave), 능직(twill weave) 프리프레그를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여 온도 80℃와 압력 5bar에서 30분, 이어서 125℃와 5bar 

압력에서 60분 동안 경화시켜 제작하였다. 수분 흡수는 70℃의 물에 

40일 동안 침지하여 흡수율을 계산하였다.  침지 후 압축강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CLC(Combined Loading Compression) 시험과 

층간전단강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짧은 빔 전단 시험을 진행하였다. 

CLC 시험용 시편의 규격은 13×140×(UD의 경우 3.1또는 그 외의 

경우 3.5) mm3로 gage length 13 mm가 되도록 하였다. 600kN의 

로드셀을 장착하여 1.3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짧은 빔 전단 

시험용 시편은 36×12×(UD의 경우 5.8 또는 그 외의 경우 6.4) 

mm3로 지지 스팬 길이 24 mm에서 1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수분 흡수 결과 UD 프리프레그로 제작한 시편의 흡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Plain 직조된 프리프레스로 제작한 시편의 흡수율이 가장 

낮았다. 저자는 수분 침투 메커니즘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우선 

복합재가 수분 환경에 노출 시 표면의 미세 균열이나 공극을 통해 물이 

침투하게 되고, 섬유-매트릭스 계면에 도달하면 계면을 따라 확산이 

일어나 계면 접착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듯 수분 흡수는 섬유와 

수지의 계면을 따라 수분이 침투하여 발생하는데, 직조된 섬유는 직조 

구조가 장벽 역할을 하여 수분이 침투하는 경로를 더 길고 복잡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4]. 압축강도는 침지 후 감소율이 UD와 

plain, twill 각 14.6%와 7.5%, 1.34%로 plain 구조의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층간전단강도의 감소율 또한 plain 구조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UD와 plain, twill 각각 7.8%와 6.5%, 6.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가 수분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는 UD 

구조의 섬유보다 직조된 구조의 섬유로 만든 복합재료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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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5. 섬유 구조에 따른 흡수율(a)과 수분 흡수 메커니즘(b), 

압축강도의 감소율(c), 층간전단강도의 감소율(d). 출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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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수분 열화 해결 방안: 표면 발수 코팅 

이러한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한 방안에는 표면의 발수코팅이나 섬유 

구조 변경, 나노 필러 첨가 등의 방법이 있다. 발수 코팅은 실리콘 기반 

고분자를 이용하여 복합재를 코팅하면 수분 흡수를 막을 수 있다 [12, 

15]. David, F. 등은 에폭시 수지와 탄소섬유로 구성된 오토클레이브 

경화 항공용 라미네이트를 실리콘 기반 및 실록산 제형으로 코팅하여 

수분 흡수 거동을 비교하였다 [15]. T400 탄소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오토클레이브 경화하여 두께 4 mm의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판재를 

제작하였다. 코팅은 실리콘-에폭시 하이브리드 수지인 Silikopon과 

실록산 발수제인 Silomur로 각각 딥 코팅 한 후 실온에서 48시간 건조 

하였다. 이후 24도의 증류수에 담근 후 24시간 단위로 336시간까지 

흡수율을 측정하였다. 수분 흡수 후에는 압입시험(Flat-top Cylinder 

Indenter for Mechanical Characterization, FIMEC)을 진행하여 물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압입시험은 2.5 kN 로드셀이 장착된 만능 

시험기에서 0.1 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수분 흡수율은 코팅하지 

않은 시편과 Silikopon을 코팅한 시편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Silomur를 코팅한 경우 흡수율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Silomur 처리가 

수분 흡수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측정한 압입강도의 

기울기를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도 Silomur 처리한 시편의 기울기 

감소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표면 방수 처리가 수분 흡수를 막고 

물성의 열화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6.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표면 코팅에 따른 흡수율(a)과 

압입강도(b) 비교. 출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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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수분 열화 해결 방안: 나노 필러 첨가 

표면 발수 코팅은 유지 기간이 짧고 코팅이 벗겨진다면 그 

부분으로의 수분 침투가 일어날 수 있기에 좀 더 근본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직조된 섬유가 수분의 유입을 더디게 할 수 있으나 

직조된 섬유를 사용하여 제작한 복합재료의 경우 두께 방향으로는 

약하고 흡습 시 계면으로의 수분 침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층간 파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12, 16, 17]. 따라서 이를 강화하기 위해 나노 

물질을 첨가 한다면, 나노 물질이 장벽 역할을 하여 물의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수분 흡수를 막고 기계적 물성도 개선할 수 있다 [18]. 

Yao, X. 등은 탄소 섬유 표면에 카르복실 기능화 된 

탄소나노튜브(CNT)와 산화 그래핀(GO)를 증착하여 복합재료의 계면 

특성을 증가시켰다. 증착 후에는 표면 형상과 표면 화학 조성, 표면 

에너지와 같은 섬유의 특성을 조사하고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세 액적 시험을 시행하였다. 이후 

디사이징된 단방향(UD) 직물과 CNT 코팅된 단방향 직물, GO가 코팅된 

단방향 직물을 각각 16plies 적층한 후 수지주입성형법으로 80℃에서 

12시간 동안 경화시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제작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층간전단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짧은 빔 전단 

시험을 1 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제작한 복합재료로의수분 

흡수율 또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섬유의 계면전단강도는 

디사이징 탄소섬유와 CNT를 증착한 탄소섬유, GO를 증착한 탄소섬유 

각각 48.2 MPa과 91.3 MPa, 78.6 MPa로 CNT를 증착하였을 때의 

계면전단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탄소섬유표면에 CNT와 GO의 증착에 따른 IFS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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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를 증착한 경우와 GO를 증착한 경우의 계면전단강도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섬유와 수지 사이 계면이 다르기 때문이다. CNT는 

1차원 와이어와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탄소섬유 위의 CNT는 느슨하고 

다공성이 구조로 나타난다. 따라서 CNT 코팅은 탄소섬유의 표면 

거칠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CNT에는 미세 기공이 많아 경화되지 

않은 수지 분자가 CNT에 침투할 수 있다. 이때 CNT/에폭시 나노 

복합재가 합성되어 나노 크기의 기계적 연동을 형성한다. 이러한 측면은 

복합재료의 수지에서 탄소섬유로의 더 나은 응력 전달에 기여한다. 반면, 

GO는 2차원 판재이다. GO가 수지와 접촉하면 수지가 GO에 부착되어 

기계적 연동 및 화학적 결함을 구축한다. 또한 DCA 분석에 따르면 

GO코팅은 CNT 코팅보다 표면 자유 에너지가 더 높아 젖음성이 좋다. 

그러나 GO 코팅은 층별 구조를 가지며 GO 코팅의 최외각층은 수지 

침투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하여 복합재료에서 탄소섬유-GO-에폭시 

구조를 형성한다. 탄소섬유-GO-에폭시 구조는 미세 액적이 섬유 

방향과 평행한 하중을 많이 받을 경우 GO층이 분리되기 쉽다. 따라서 

CNT를 증착한 섬유의 계면전단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 8. 탄소섬유에 에폭시 미세 액적 형성 후의 계면 구조 모식도 

(a: 섬유/에폭시, b: 섬유/CNT/에폭시, c: 섬유/GO/에폭시)[18] 

 

층간전단강도는 디사이징 탄소섬유로 제작한 복합재료와 CNT를 증착한 

탄소섬유로 제작한 복합재료, GO를 증착한 탄소섬유로 제작한 복합재료 

각각 36.7 MPa, 58.2 MPa, 56.9 MPa로 CNT를 증착한 탄소섬유로 만든 

복합재료의 물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탄소섬유의 표면에 

CNT와 GO를 증착하면 탄소섬유와 수지 사이의 계면 접착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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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탄소섬유표면에 CNT와 GO의 증착에 따른 ILSS[18] 

 

수분 흡수율은 24시간 후 각각 0.66 wt%, 0.38 wt%, 0.24 wt%로 GO를 

증착한 탄소섬유로 제작한 복합재료의 수분 흡수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섬유 표면에 나노 입자를 코팅하면 섬유의 표면 자유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합재료의 수분 흡수 특성이 향상된 것이며, CNT는 물 분자의 

침투를 초래하는 CNT의 다공성 구조로 인해 GO를 증착하여 제작한 

복합재료보다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한 것이다.  

 

 

그림 10. 탄소섬유표면에 CNT와 GO의 증착에 따른 흡수율[18] 

 

이를 통해 탄소섬유에 나노 물질을 증착하면 에폭시와의 계면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나노 물질을 증착한 탄소섬유로 제작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수분 흡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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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할로이사이트를 첨가한 복합재료 

나노 물질은 크게 탄소기반 물질과 그 외의 물질로 구분되는데 

탄소기반에는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와 산화 

그래핀(Graphene oxide, Go)이 있으며, 그 외의 물질에는 실리카(Silica, 

SiO2), 알루미나(Alumina, Al2O3),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 

MMT),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alloysite nanotube, HNT) 등이 

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19]. 이들 중 

탄소 기반의 CNT와 산화 그래핀을 첨가하여 계면을 강화하는 방법이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그 외의 물질을 첨가하여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FRP)의 수분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노 필러 중에서도 CNT와 비슷한 튜브 형태인 

HNT는 CNT보다 저렴한 생산 비용과 대용량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HNT는 종횡비가 높기 때문에 

탄성계수(Modulus)와 항복강도가 크게 향상되며 기존 충전재와 달리 

미세한 입자 크기와 분산성으로 인해 내충격성 및 파단 연신율을 

유지하거나 일부 개선한다. 또한 얽힌 구조를 갖는 CNT와 달리 HNT는 

얽힘 없이 직선형이므로 CNT에 비해 점성 폴리머 매트릭스에서의 

분산이 더 쉽다 [20, 21]. 

Ye, Y. 등에 따르면 에폭시에 HNT를 2.3 wt%만 첨가하여도 

내충격성이 400%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0]. HNT를 사용하여 

에폭시 기반 나노복합체를 제조하여 열중량 분석과 동적 기계 분석, 

샤르피 충격시험, 3점 굽힘시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HNT를 아세톤에 

분산시키고 실온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였다. 이를 에폭시에 넣고 

75℃에서 2시간 더 교반하였다. 탈포 후 경화제를 혼합하여 몰드에 

넣어 80℃에서 2시간 경화하고 160℃에서 2시간 후경화 하였다. 

복합체의 3점 굽힘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시편 규격은ASTM D790에 

따라 70×2.7×3.0 mm3으로 지지 스팬 길이 50 mm에서 1.3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샤르피 충격시험은 ASTM D5942에 따라 진자 

에너지 0.5 J와 스팬 길이 60 mm에서 진행하였다. 시편 규격은ASTM 

D790에 따라 70×10×3.0 mm3으로 0.25 mm 반경의 팁을 가지는 45˚ 

V자형 노치를 만들어주었다. 시험 전에 샘플의 절단으로 인한 잔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샘플을 180℃(유리 전이 온도 보다 10℃ 

높음)에서 2시간 동안 어닐링 하였다.  1.6 wt%의 HNT를 첨가한 

나노복합체의 최대 열분해 온도(Td)는 393℃에서 416℃까지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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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안정성이 개선되었고, DMA를 통해 측정한 유리 전이 온도(Tg)는 

HNT를 첨가할 수록 감소 하였다.  

 

 

(a)                         (b) 

그림 11.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를 첨가한 나노 복합체의 열분해 

온도(a) 및 유리 전이 온도(b). 출처:[20] 

 

복합체의 충격강도는 HNT를 2.3 wt% 첨가한 경우 2.77kJ/m2으로 

순수 에폭시의 충격강도 0.54kJ/m2보다 4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무기 나노충전재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강화된 것이다. 한 예로, 

몬모릴로나이트(MMT)를 3 wt% 첨가하여 제작한 에폭시 복합체의 

경우 60%까지 개선되었고 [22], 이산화 타이타늄(Titanium dioxide, 

TiO2) 나노입자를 4 vol% 첨가하여 제작한 에폭시 복합체의 경우 35% 

향상되었다 [23]. 따라서 400% 향상된 결과를 갖는 HNT는 에폭시 및 

기타 취성 폴리머에 대한 효과적인 충격 보강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림 12.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를 첨가한 나노 복합체의 샤르피 

충격강도와 굽힘강도. 출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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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 Y.은 이후의 연구에서는 CFRP에 HNT를 첨가하여 물성을 

평가하였는데, 열경화성 에폭시 수지에 HNT를 5 wt% 첨가하여 제작한 

CFRP의 층간전단강도(ILSS)값이 25% 상승했고 동시에 인성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4]. 해당 연구의 시편은 평직 탄소 섬유 12 

plies를 적층한 후 핸드 레이업(hand lay-up) 공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적층한 섬유를 알루미늄 몰드에 넣고 열간 프레스 기계로 80℃에서 

2시간, 160℃에서 4시간 경화하였다. 층간전단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짧은 빔 전단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시편 규격은 ASTM D2344에 따라 

20×6.4×3.2 mm3으로 지지 스팬 길이 12.8 mm에서 진행하였다. 

Mode 1 층간 파괴 인성(GTC)는 ASTM D5528에 따라 DCB(Double 

cantilever beam)시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시편 규격은 125×20×3.2 

mm3으로 2 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초기 균열 길이는 35 

mm였다. 층간전단강도는 HNT를 5 wt% 첨가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5 % 향상된 값이다. Mode 1 파괴 인성은 HNT를 

3~5 wt% 첨가 했을 때 첨가하지 않은 시편 보다 거의 두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HNT를 첨가하여 복합재료를 제작하면 

층간전단강도와 파괴 저항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13. HNT를 첨가한 CFRP의 ILSS와 파괴 인성. 출처: [24] 

 

 항공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CFRP가 각광받고 있는 만큼 물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HNT의 첨가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섬유 

적층물에 HNT를 첨가하여 비교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수분 흡수 

거동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CFRP의 수분 환경 노출 

시 HNT의 첨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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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2.1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FRP)의 제작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의 장기간 수분 흡수 및 기계적 거동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시편은 시판되는 평직 탄소 직물을 사용하여 

수지주입성형법(Resin transfer molding, RTM)으로 진행할 것이다. 

수지주입성형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비용에 비해 높은 물성을 얻을 

수 있고, 복잡한 형상의 성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대형 구조물과 

레저 용품 등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성형에 용이하다[25-27]. 또한, 

수지주입성형법으로 생산한 부품도 오토클레이브로 성형한 것에 준하는 

기계적 성능을 가다 [28, 29].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산업에서 복합재료 

제작 시 많이 채택되고 있다.  

 

그림 14.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성형 방법에 따른 물성 비교 

(RTM: 5, Autoclave: 7). 그림 출처: [30] 

에폭시에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alloysite nanotube, HNT)를 

첨가 한 경우와 Neat 에폭시의 점도를 측정하여 비교할 것이다. 그러나 

에폭시에 나노필러를 첨가할 경우 점도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Allaoui, 

A. 등의 연구에서 경화되지 않은 에폭시 수지에 CNT를 넣은 현탁액의 

점도가 CNT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31]. 이는 

수지주입성형 시 주입 속도에 영향을 준다. 주입 속도에 따라 공극의 

형성 메커니즘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섬유 토우 

내부에 공극이 형성되고,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토우와 토우 사이에 

공극이 형성된다. 이는 수지의 투과율이 토우와 토우 사이보다 토우 

내부에서 더 낮고, 모세관 압력은 토우 내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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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해 각 지점마다 수지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32]. 

따라서 공극의 제어를 위해 동일한 주입 속도를 설정해야 하며, 동일한 

속도를 위해서는 온도를 주어 점도를 제어할 것이다. 

 

그림 15. 수지 주입이 빠른 경우(a)와 느린 경우(b) 섬유 토우 

내부와 사이에서의 공극 형성. 출처:[32] 

 

에폭시에 HNT를 첨가하여 3 roll mill로 분산하고, 경화제를 섞어 

탈포한 후 유변물성측정기(Rheometer)를 이용하여 25℃에서 

150℃까지 승온 속도 5℃/min으로 온도에 따른 점도를 측정할 것이다.  

탄소섬유 패브릭은 200×300 mm로 제단하여 이형천과 유로망 

사이에 적층하여 스테인레스 스틸 몰드 위에 놓고 vacuum bag과 

실란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할 것이다. 이후 수지 주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고 배출구를 6.7 × 10−2Pa에 도달할 수 있는 진공펌프에 연결하여 

진공상태를 형성할 것이다. 진공상태의 섬유 프리폼에 탈포한 수지를 

주입하여 핫플레이트 위에서 70℃ 2시간 110℃ 1시간 온도를 주어 

경화시킬 것이다. 수분 흡수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편은 두께 1T로 

제작하여야 하며, 이때 탄소섬유 패브릭은 4plies를 적층할 것이다. 그 

외 기계적 물성 측정용 시편은 모두 16plies를 적층하여 3.5T정도의 

두께로 제작할 것이다. 제작된 시편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밀도를 

측정하고 공극률을 계산할 것이다. 공극률은 복합재료의 두께와 밀도를 

측정하여 ASTM D3171에 따라 이론 밀도를 계산하고 D2734에 따라 

공극률을 계산할 것이다. 이때 밀도는 아르키메데스 밀도 측정법으로 

측정할 것이다. 

2.2 흡수율 측정 

수분 흡수 측정은 ASTM D5229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두께 1T 

시편을 100×100 mm로 절단할 것이다. 시편은 조건 당 2 개씩 구성할 

것이며 상온인 25℃와 고온인 50℃, 75℃의 증류수가 담긴 항온 수조에 

침지한 후 시간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여 흡수율을 계산할 것이다. 수분 

흡수 측정은 1일부터 10일까지는 2일 간격으로, 10일부터는 4일 

간격으로 50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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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계적 물성 평가 

 침지된 시편의 기계적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3점 굽힘시험(3 point 

bending test)과 짧은 빔 전단 시험(Short beam shear test, SBS test), 

인장시험(Tensile test), 아이조드 충격시험(Izod impact test), 미세 

액적 시험(Micro droplet test)을 진행할 것이다. 각각의 시험을 통해 

굽힘강도(Flexural strength)와 층간전단강도(Inter-Laminar Shear 

Strength, ILSS),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아이조드 충격강도(Izod 

impact strength), 계면전단강도(Inter-Facial Shear Strength, IFSS)를 

평가할 수 있다. 3점 굽힘시험은 ASTM D790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시편 규격은 두께 3.5 mm를 기준으로 너비는 4배인 14 mm이어야 하며, 

지지 스팬은 16배인 56mm, 길이는 지지 스팬보다 양끝이 각각 최소 

6.4 mm씩 더 길어야 하므로 14×70×3.5 mm3으로 설계했다. 시험은 

만능 시험기와 로드셀 2kN을 사용하여 지지 스팬 56mm에서 1.5 

mm/min의 속도로 진행할 것이다. 시험 속도는 지지 스팬의 길이와 

두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약 1.5 mm/min의 속도로 설정하였다. 짧은 

빔 전단 시험은 ASTM D2344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짧은 빔 전단 

시험은 3점 굽힘시험의 축소된 버전으로 지지 스팬의 너비가 시편 

두께에 비해 작아서 시편에 전단 응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층간전단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시편 규격은 두께를 기준으로 너비는 

2배인 7 mm이며, 길이는 16배인 21 mm이어야 하므로 

7×14×3.5mm3으로 설계했다. 또한 지지 스팬 길이는 시편 두께의 

4배인 14 mm이어야 한다. 시험은 만능 시험기와 로드셀 2kN을 

사용하여 지지 스팬 14mm에서 1mm/min의 속도로 진행할 것이다. 

인장시험은 ASTM D3039에 따라 이루어지며, 시편 규격은 

20×200×3.5 mm3으로 설계했다. 이때 양 끝 50 mm에 end tab을 

부착하여야 하므로 유리섬유강화 복합재료(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GFRP)를 20×50×3 mm3규격으로 준비하였다. End tab은 

에폭시 접착제인 DP460을 이용하여 부착할 것이다. 로드셀 250 kN이 

장착된 고하중 만능 시험기를 사용하여 1mm/min의 속도로 진행할 

것이다. 이때 변형률(strain)은 gage length가 50 mm인 신율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아이조드 충격시험은 ASTM D256에 따라 아이조드 

충격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편 규격은 12.7×63.5×3.5mm3으로 

설계했고, 곡률 반경 0.25mm의 커터가 장착된 노치 기계로 2.54mm 

깊이의 45˚ V자형 노치를 만들 것이다. 이를 증류수가 담긴 항온 

수조에 침지하였다가 꺼낸 후 팬듈럼 충격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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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것이다. 미세 액적 시험은 탄소섬유 다발에서 단일 섬유를 

분리하고 섬유에 80~120 ㎛ 크기의 에폭시 수지 미세 액적을 형성한 

후 경화(70℃ 2시간, 110℃ 1시간) 시켜 준비할 것이다. IFSS 값을 

계산 하기 위해 미세 액적의 크기를 알아야 하므로 시험 전 광학 현미경 

관찰을 통해 계측을 진행한다. 이후 섬유를 지그에 걸고 미세 액적을 

블레이드 칼날 바로 아래에 위치 시킨 후 시험을 진행한다. ㈜쏠트의 

만능 시험기를 사용하여 로드셀 500gf(약 4.9 N)에서 0.1 mm/min의 

속도로 한다. 

2.3 관찰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NT)를 첨가하여 제작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FRP)에 대하여 HNT의 분포와 기공의 분포, 내부구조 

분석을 위해 3차원 X-ray 현미경(3D X-ray microscope, XRM) 

관찰을 진행할 것이다.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1㎛의 분해능으로 경화된 

Neat 에폭시와 HNT를 첨가한 에폭시, Neat CFRP와 HNT를 첨가한 

CFRP의 단면을 관찰할 것이다. 또한, CFRP의 단면에 위치한 나노 

입자가 HNT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고분해능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표면 원소 분석(SEM-EDX,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을 진행할 것이다. 표면 관찰을 위해 

사포를 이용하여 시편을 폴리싱한 후 백금 코팅할 것이며, 나노 입자가 

위치해있는 부분의 SEM 이미지를 얻은 후 Mapping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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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    험 
 

 

제 1 절 시편 제작 
 

복합재료 제작 시 RTM  (Resin transfer molding) 성형방식으로 

제작하였다. RTM이란 수지주입성형법으로 원하는 형상의 몰드 안에 

섬유 프리폼을 넣고 진공상태에서 주입구를 통하여 수지를 주입하는 

성형방법이다. 탄소섬유는 도레이사의 T-300 평직물을 사용했고(Plain 

woven fabric of Toray T-300), 수지는 Bisphenol A 계열 Epoxy 

resin(YD-128; Kukdo Chemistry, South Korea)에 polyamide 

resin(G-640; Kukdo Chemistry, South Korea)을 경화제로 섞어 

사용하였다. 이때 수지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반응성 희석제인 

Butyl glycidyl ether (BGE; Kukdo Chemistry, South Korea)를 에폭시 

주제의 10 wt% 첨가하여 함께 섞은 후 탈포기에서 탈포하였다. 이때 

에폭시:BGE:경화제(G-640)의 혼합비는 혼합 에폭시 당량을 계산하여 

90:10:64.6으로 혼합하였다. 물성의 개선을 위한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alloysite nanotube, Applied Minerals, US)는 직경이 

30~70 ㎚이고 길이가 1~3 ㎛인 것을 사용하였고, 에폭시 주제의 1 

wt%를 첨가하여 3-roll mill로 분산하였다. 분산 시 gap 모드로 45/15 

㎛에서 1회, 30/10 ㎛에서 1회, 15/5 ㎛에서 3회 milling하여 분산 

하였다. 이후 앞선 수지와 동일한 비율로 반응성 희석제와 경화제를 

섞은 후 탈포기에서 탈포하였다. 표 1에 각 재료의 물성을 나타내었다. 

250×300 mm로 제단한 탄소섬유 패브릭 4plies(ASTM D5229에 따른 

흡수율 측정용으로 두께 1T를 만들기 위함) 또는 16 plies(기계적 물성 

측정용)를 이형천과 유로망 사이에 적층하여 스테인레스 스틸 몰드 위에 

놓고 vacuum bag과 실란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하였다. 수지 

주입구와 배출구를 설치하고 배출구를 6.7 × 10−2 Pa에 도달할 수 있는 

진공펌프에 연결하여 진공상태를 형성하였다. 진공상태의 섬유 프리폼에 

탈포한 수지를 주입하여 핫플레이트 위에서 70℃ 2시간 110℃ 1시간 

온도를 주어 경화하였다. 그림 16에 시편 제작 공정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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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복합재료 제조 시 사용된 재료의 물성 

Material Model Material property Value 

Fiber T300 

Tensile strength (MPa) 3,530 

Tensile modulus (GPa) 230 

Strain (%) 1.5 

Density (g/cm3) 1.76 

Filament diameter (㎛) 7 

Matrix 

YD-128 

Epoxy equivalent weight (g/eq) 184-190 

Viscosity (cps) 
11,500-13,500 

@ 25℃ 

Hy-Cl (wt. %) 0.05 max. 

Specific Gravity 1.17 @ 20℃ 

Color (Gardner) 0.05 max. 

G-640 

Active hydrogen equivalent 

weight (g/eq) 
100-120 

Viscosity (cps) 
8,000-12,000 

@25℃ 

Total Amine Value(0.1N-HCl 

Method) (mgKOH/g) 
370-400 

Color (Gardner) 12 max. 

Filler HNT 

Formula weight (g/mol) 294.19 

Pore volume (ml/gm) 1.26-1.134 

pH 4.5-7.0 

Diameter (nm) 30-70 

Length (㎛) 1-3 

Density (g/cm3) 2.53 

Surface area (m2/g)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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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6. 실험 공정과(a) RTM 공정 모식도 

(섬유 프리폼 적층(b), 수지 주입(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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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에 HNT를 첨가는 경우 점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주입 

속도에 영향을 주므로 온도를 조절하여 동일한 점도로 맞춰준 후 

주입해야한다. 따라서 유변 물성 측정기(DHR3 Rheometer; TA 

Instruments, US)를 이용하여 에폭시 수지의 온도에 따른 물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혼합 에폭시 당량에 따라 섞은 에폭시+BGE+경화제와 

에폭시+BGE+경화제+HNT를 탈포한 후 25 mm의 알루미늄 평행판 

사이에 각각 놓았다. 질소 분위기에서 oscillation 모드로 25℃에서 

60초 동안 안정화를 시켜준 후 5℃/min의 속도로 150℃까지 

승온하였다. Strain은 2.5%이고 각진동수(angular frequency)는 10 

rad/s였다.  

제작된 복합재료 판재의 품질을 파악하기 위해 공극률을 계산 

하였다. 복합재료의 두께와 밀도를 측정하여 ASTM D3171과 식(1)에 

따라 이론 밀도(𝑇𝑑 )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R은 수지 함량(wt%), D는 

수지 밀도(Neat 수지: 1.107 g/cm3, HNT첨가 수지: 1.121 g/cm3), r은 

섬유 함량(wt%), d는 섬유 밀도(1.16g/cm3)이다. 그 다음 ASTM 

D2734와 식(2)에 따라 이론 밀도(𝑇𝑑)와 실측 밀도(𝑀𝑑)의 차이를 통해 

공극 함량을 계산하였다. 실측 밀도는 아르키메데스 밀도 측정법으로 

측정하였다. 

 

𝑇𝑑 =
100

𝑅
𝐷 +

𝑟
𝑑

 (1) 

  

𝑉 =
𝑇𝑑 − 𝑀𝑑

𝑇𝑑
× 1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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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흡수율 측정 
 

흡수율 측정은 폴리머 매트릭스 복합재료의 흡수율 측정 규격인 

ASTM D5229에 따라 진행하였다. 시편 규격은 질량이 최소 5.0g인 

정사각형 형태이며, 한 변의 길이가 두께의 100배가 되어야 한다. 두께 

1T인 시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탄소섬유 4 plies를 적층한 후 

수지주입성형법으로 성형하였다. 제작 후 한 변의 길이가 100 ㎜인 

정사각형 형태로 절단하여 조건 당 두 개씩 구성하였고, 침지 전 

60℃에서 1시간 건조하여 침지 전 무게를 측정하였다. 25℃와 50℃, 

75℃의 증류수가 담긴 항온 수조에 각각 넣은 후 1일부터 10일까지는 

이틀 간격으로, 10일부터는 4일 간격으로 꺼내어 50일까지 무게를 

측정하였다. 침지 후 꺼낸 시편은 젖은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 다음 식 (3) 에 따라 흡수율( 𝑀 )을 

계산하였다. 𝑊𝑖 는 침지 후 젖은 시편의 무게, 𝑊𝑜 는 침지 전 건조된 

시편의 무게이다. 

 

𝑀, % =
𝑊𝑖 − 𝑊𝑜

𝑊𝑜
× 100 (3) 

 

 

제 3 절 기계적 물성 평가 
 

3.1 3점 굽힘시험(3 point bending test) 

재료의 침지 기간과 침지 온도에 따른 굽힘강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ASTM D790에 따라 3점 굽힘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편 규격은 

두께 3.5 mm를 기준으로 너비는 4배인 14 mm이며, 지지 스팬은 

16배인 56mm, 길이는 지지 스팬보다 양끝이 각각 최소 6.4 mm씩 더 

길어야 하므로 14×70×3.5 mm3으로 설계했다. 시험은 만능 

시험기(Instron 4464; Instron, US)와 로드셀 2kN을 사용하여 지지 

스팬 56mm에서 1.5 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시험 속도는 식 

(5)에 따라 지지 스팬의 길이와 두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약 1.5 

mm/min의 속도로 설정하였다. 𝐿은 지지 스팬의 길이이고, 𝑑는 시편의 

두께, 𝑍 는 0.01이다. 시험을 통해 얻은 값으로 식 (6)에 따라 

굽힘강도(Flexural strength)를 계산 할 수 있다. P는 하중이고, 𝐿은 

지지 스팬의 길이,  𝑏 는 시편의 너비, 𝑑는 시편의 두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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𝑅 = 𝑍𝐿2/6𝑑 (4) 

 

𝜎𝑓 = 3𝑃𝐿/2𝑏𝑑2 (5) 

 

그림 17. 3점 굽힘시험용 시편의 규격 

 

3.2 짧은 빔 전단 시험(Short beam shear test, SBS test) 

재료의 침지 침지 기간과 침지 온도에 따른 층간전단강도(Inter 

laminar shear strength, ILSS)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ASTM 

D2344에 따라 짧은 빔 전단 시험을 진행하였다. 짧은 빔 전단 시험은 

3점 굽힘시험의 축소된 버전으로 지지 스팬의 너비가 시편 두께에 비해 

작아서 시편에 전단 응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층간전단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시편 규격은 두께를 기준으로 너비는 2배인 7 mm이며, 길이는 

16배인 21 mm이어야 하므로 7×14×3.5mm3으로 설계했다. 또한 지지 

스팬 길이는 시편 두께의 4배인 14 mm이어야 한다. 시험은 만능 

시험기(Instron 4464; Instron, US)와 로드셀 2kN을 사용하여 지지 

스팬 14mm에서 1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층간전단강도는 식 

(7)에 따라 계산 할 수 있으며, P는 최대 하중이고, b는 시편의 너비, 

h는 시편의 두께이다. 

 

𝐹𝑠𝑏𝑠 = 0.75 ×
𝑃𝑚

𝑏 × ℎ
 (6) 

 

그림 18. SBS 시험용 시편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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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장시험(Tensile test) 

재료의 침지 기간과 침지 온도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ASTM D3039에 따라 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편 규격은 

20×200×3.5mm3으로 설계했고, 양 끝 50mm에 end tab을 에폭시 

접착제(DP460; 3M, US)로 부착하여 실제 gage length는 100mm가 

되도록 하였다. End tab은 두께 3T의 유리섬유강화 복합재료(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GFRP)를 20×50 mm2으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은 gage length가 50mm인 신율계가 장착된 고하중 

만능 시험기(Instron 5985; Instron, US)와 로드셀 250kN을 사용하여 

크로스헤드의 속도 1mm/min(1% strain/min)하에서 진행하였다.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는 식 (4)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P는 

시편의 파단이 일어나기 전 최대 힘이고 A은 단면의 평균 면적이다.  

 

𝐹𝑡𝑢 = 𝑃𝑚𝑎𝑥/𝐴 (7) 

 

그림 19. 인장시험용 시편의 규격 

 

3.4 아이조드 충격시험(Izod impact test) 

재료의 침지 기간과 침지 온도에 따른 충격강도(Izod impact 

strength)를 파악하기 위해 ASTM D256에 따라 아이조드 충격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편 규격은 12.7×63.5×3.5mm3으로 설계했고, 곡률 

반경 0.25mm의 커터가 장착된 노치 기계(899 Specimen Notcher; 

Tinius Olsen, UK)로 2.54mm 깊이의 45˚ V자형 노치를 만들었다. 

이를 증류수가 담긴 항온 수조에 침지하였다가 꺼낸 후 팬듈럼 

충격시험기(IT 504; Tinius Olsen, UK)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팬듈럼과 추의 무게 합은 1.889kg이고, 11.277 J의 에너지로 충격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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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아이조드 충격시험용 시편의 규격 

 

3.5 미세 액적 시험(Micro droplet test) 

HNT 첨가에 따른 섬유와 에폭시의 계면전단강도(Interfacial shear 

strength, IFSS)를 파악하기 위해 미세액적 시험을 진행하였다. 

탄소섬유 다발에서 단일 섬유를 분리하고 섬유에 80~120 ㎛ 크기의 

에폭시 수지 미세 액적을 형성한 후 경화(70℃ 2시간, 110℃ 1시간) 

시켜 준비하였다. IFSS 값을 계산 하기 위해 미세 액적의 크기를 알아야 

하므로 시험 전 광학 현미경 관찰을 통해 모든 미세 액적의 크기를 

계측을 진행하였다. 이후 섬유를 지그에 걸고 미세 액적을 블레이드 

칼날 바로 아래에 위치 시킨 후 시험을 진행하였다. ㈜쏠트의 만능 

시험기(ST1000; SALT, Korea)를 사용하여 로드셀 500gf(약 4.9 

N)에서 0.1 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미세 액적이 섬유에서 

제거될 때의 하중( 𝐹𝑑 )을 측정한 후 식 (8) 에 따라 IFSS( 𝜏𝑏 )를 

계산하였다. 𝑑는 탄소섬유의 직경이고 𝐿은 미세 액적의 크기이다.  

 

𝜏𝑏 =
𝐹𝑑

𝜋𝑑𝐿
 (8) 

 

     

그림 21. 미세 액적 시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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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찰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alloysite, nanotube, HNT)를 첨가하여 

제작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에 

대하여 HNT의 분포와 기공의 분포, 내부구조 분석을 위해 3차원 X-

ray 현미경(3D X-ray microscope, XRM) 관찰을 진행했다. 마이크로 

시스템(Zeiss: Xradia Ultra/Versa hybrid systems; Carl Zeiss X-ray 

Microscopy Inc, Germany)에서 1㎛의 분해능으로 경화된 Neat 

에폭시와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 첨가 에폭시, Neat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와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 첨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내부구조를 관찰하였다. 또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단면에 위치한 

나노 입자가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고분해능 

주사전자현미경(Verios 460; Fei, US)으로 표면 원소 분석(SEM-EDX,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을 진행하였다. 표면 관찰을 위해 사포를 이용하여 

시편을 폴리싱한 후 백금 코팅하였고, 나노 입자가 위치해있는 부분의 

SEM 이미지를 얻은 후 Mapping을 진행하였다. 각 시편들의 물성 

평가를 진행한 후에는 파단면 관찰을 진행하여 침지 전과 후의 파단 

형상을 비교하였다. 디지털 현미경(VHX-900F; Keyence, Japan)으로 

3점 굽힘시험 후의 파단면을 관찰하였고,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Nova NanoSEM 450; Fei, US)으로 짧은 빔 전단 시험 

후의 파단면 관찰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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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제 1 절 시편 품질 
 

1.1 수지 점도 (Viscosity)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의 

수지주입성형(RTM)을 진행하기 전 Neat 수지와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alloysite nanotube, HNT)를 1wt% 첨가한 수지의 점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도가 점점 낮아졌으며, 

상온에서의 점도는 5Pa∙s(=5000cPs)이고 80℃에서는 

0.38Pa∙s(=380cPs)이다. 경화 시작 온도인 80℃까지는 동일한 거동을 

보여 수지 주입 시 동일한 온도에서 진행하여도 무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경화 시작되어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온도가 Neat 수지는 

100℃인 반면 HNT를 첨가한 수지는 94℃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HNT 첨가 시 경화 시작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Jouyandeh, M. 와 Moini Jazani, O. 등은 HNT의 구조가 반응성이 

높은 아민(amine) 및 이미드(imide) 그룹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화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33]. 

20 40 60 80 100 120
0

1

2

3

4

5

6




C
o

m
p

le
x

 v
is

co
si

ty
 (

P
a

.s
)

Temperature (°C)

 Neat

 HNT 1wt%

 

그림 22. 경화 전 Neat 수지와 HNT를 첨가한 수지의 점도 



 

 27 

1.2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공극률(Void contents) 

 

증류수에 침지 전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FRP)시편 약 20개 

정도의 밀도를 측정하여 계산한 공극률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Neat 

CFRP는 평균값 1.27%,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NT)를 첨가한 

CFRP는 평균값 2.62%로 HNT를 첨가한 CFRP의 공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에폭시 수지의 탈포과정에서 HNT를 첨가한 에폭시의 

탈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3차원 X-ray 현미경(XRM)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미지 분석 결과 Neat 에폭시의 공극률은 

0.04%, HNT를 첨가한 에폭시의 공극률은 0.3%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 25).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공극이며 HNT를 첨가한 

에폭시에서 HNT주변에 다량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노 

입자를 첨가할 시 탈포가 완벽히 진행되지 않는 것은 Nayak과 Ray 

등의 연구에서도 나타났으며, 포획된 기포가 제조 공정 동안 점성 

에폭시/나노입자 현탁액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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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공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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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4. 경화된 Neat 에폭시(a)와 

HNT첨가 에폭시(b)의 공극을 나타낸 2차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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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5. 경화된 Neat 에폭시(a)와 

HNT첨가 에폭시(b)의 공극을 나타낸 3차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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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흡수율 
 

25℃와 50℃, 75℃의 증류수에 침지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시편의 흡수율을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모든 온도 조건에서 흡수율은 증가하다가 점차적으로 

포화되었다. 침지 50일 후 흡수율은 Neat CFRP의 경우 25℃와 50℃, 

75℃에서 각각 1.68%와 1.87%, 1.95% 였으며,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alloysite nanotube, HNT)를 첨가한 CFRP의 경우 각각 

1.46%와 1.54%, 1.63%였다. 두 종류의 CFRP 모두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흡수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Ellyin 등에 따르면 고온에서 확산 

계수가 더 높기 때문에 침지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흡수량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36]. 또한, HNT를 첨가한 CFRP의 포화 흡수율이 

모든 온도에서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HNT의 첨가가 수분 

흡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분 환경 노출 시 수분 침투 

메커니즘과 HNT가 수분 흡수를 막는 원리를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수분 침투 메커니즘은 그림27(a)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분 환경에 노출 

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표면의 미세 균열이나 공극을 통해 물이 

침투하게 되고, 섬유와 수지 계면에 도달하면 계면을 따라 침투하여 

계면 접착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 계면에 나노 필러를 삽입하면 나노 

필러가 장벽 역할을 하여 물의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12]. HNT도 이러한 원리로 작용하여 수분 흡수를 더디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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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Neat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a)와 HNT 첨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b)의 온도별 흡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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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27. 수분 침투 메커니즘과(a) 나노 필러의 작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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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계적 물성 
 

3.1 굽힘강도(Flexural strength)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를 

50일까지 침지한 후 온도별 굽힘강도를 측정하여 그림 30에 나타내었다. 

Neat CFRP의 굽힘강도는 침지 전 563 MPa이었으며 침지 50일 후 

25℃에서 494 MPa, 50℃에서 411 MPa, 75℃에서 359 MPa로 

나타났다(그림 30). 세 가지 온도 조건에서 모두 침지 후의 굽힘강도가 

감소했으며, 온도별 감소율은 12.3%와 27.0%, 36.2%로 침지 온도가 

높을수록 굽힘강도가 더 많이 감소하였다.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NT)를 첨가한 CFRP의 굽힘강도는 침지 전 

585MPa이었으며 침지 50일 후 25℃에서 522 MPa, 50℃에서 440 

MPa, 75℃에서 389 MPa로 나타났다(그림 31). 온도별 감소율은 각 

10.8%와 24.8%, 33.5%이었으며, Neat CFRP와 마찬가지로 침지 

온도가 높을수록 굽힘강도가 더 많이 감소하였다. HNT를 첨가한 

CFRP와 Neat CFRP를 온도별로 비교해보면 HNT를 첨가한 CFRP의 

굽힘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수분 침지 후 감소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HNT의 첨가가 수분 흡수에 의한 굽힘강도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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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Neat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침지 기간별 굽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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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Neat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와 HNT첨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침지 기간별 굽힘강도(a: 25℃, b: 50℃, c: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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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층간전단강도(Inter-Laminar Shear Strength, ILSS)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FRP)를 각 온도별로 50일까지 침지 한 후 

층간전단강도(Inter-Laminar Shear Strength, ILSS)를 측정하여 그림 

32에 나타내었다. Neat CFRP의 ILSS값은 침지 전 47 MPa이었으며 

침지 50일 후 25℃에서 41 MPa, 50℃에서 29 MPa, 75℃에서 27 

MPa로 나타났다 (그림 32). 세 가지 온도 조건에서 모두 침지 후의 

ILSS값이 감소했으며, 온도별 감소율은 각각 12.8%와 38.3%, 42.6%로 

침지 온도가 높을 수록 더 많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물성 

평가 중 침지 전 물성에 비하여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수분 침투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층간 물성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NT)를 첨가한 CFRP의 ILSS값은 침지 

전 49MPa이었으며, 침지 50일 후 25℃에서 47 MPa, 50℃에서 36 

MPa, 75℃에서 33 MPa로 나타났다 (그림 33). 세 가지 온도 조건에서 

모두 침지 후의 ILSS값이 감소했으며, 온도별 감소율은 각각 4.1%와 

26.5%, 32.7%로 침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소하였다 HNT를 

첨가한 CFRP와 Neat CFRP를 온도별로 비교해보면 HNT를 첨가한 

CFRP의 굽힘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수분 침지 후 감소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HNT의 첨가가 수분 흡수에 의한 

층간전단강도(ILSS)의 저하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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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Neat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침지 기간별 층간전단강도 



 

 35 

0 1 2 4 6 8 10 14 18 22 26 30 34 38 42 46 50
0

10

20

30

40

50





In
te

r-
L

a
m

in
a

r 
S

h
ea

r 
S

tr
en

g
th

 (
M

P
a

)

Immersion Time (Day)

 Neat_25 ℃

 HNT 1wt%_25 ℃

 

(a) 

0 1 2 4 6 8 10 14 18 22 26 30 34 38 42 46 50
0

10

20

30

40

50

In
te

r-
L

a
m

in
a

r 
S

h
ea

r 
S

tr
en

g
th

 (
M

P
a

)

Immersion Time (Day)

 Neat_50 ℃

 HNT 1wt%_50 ℃

 

(b) 

0 1 2 4 6 8 10 14 18 22 26 30 34 38 42 46 50
0

10

20

30

40

50

In
te

r-
L

a
m

in
a

r 
S

h
ea

r 
S

tr
en

g
th

 (
M

P
a

)

Immersion Time (Day)

 Neat_75 ℃

 HNT 1wt%_75 ℃

 

(c) 

그림 31. Neat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와 HNT첨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침지 기간별 층간전단강도(a: 25℃, b: 50℃, c: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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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FRP)를 50일까지 침지한 후 온도별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그림 28에 나타내었다. Neat CFRP의 인장강도는 

침지 전 653 MPa이었으며 침지 50일 후 25℃에서 622 MPa, 50℃에서 

593MPa, 75℃에서 584MPa로 나타났다. 세 가지 온도 조건 모두 침지 

후의 인장강도가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각 4.7%와 9.2%, 10.6%이다. 

50일 후 인장강도는 침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소하였다. 이는 

높은 온도일수록 더 높은 흡수율을 가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5℃와 50℃, 75℃에서 각각 1.68%와 1.87%, 1.95%).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NT)를 첨가한 CFRP의 인장강도는 침지 전 616 

MPa이었으며 침지 50일 후 25℃에서 575 MPa었으며, 50℃에서 

568MPa, 75℃에서 503MPa로 나타났다. 감소율은 6.7%와 7.8%, 

18.3%로 Neat와 마찬가지로 침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소하였다 

(25℃와 50℃, 75℃에서 각각 1.46%와 1.54%, 1.63%). HNT를 첨가한 

CFRP와 Neat CFRP의 침지 기간에 따른 인장강도를 온도별로 비교 

해봤을 때 HNT를 첨가한 CFRP가 Neat CFRP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그림 29). 침지 전인 0일에서도 HNT를 첨가한 CFRP가 

Neat CFRP에 비해 더 낮았으며, HNT의 첨가가 오히려 인장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R. Nakamura와 A.N. 

Netravali 등은 시편에 인장하중이 가해질 경우 HNT가 응력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이미 가교 된 에폭시 수지는 변형되지 않아 계면에서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며, HNT의 회전에 의해 주변에 생기는 자유 부피(Free 

volume)가 에폭시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Tg)를 낮추어 항복점이 

낮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HNT의 함량이 높을수록 HNT의 뭉침 

현상에 의해 파괴가 나타남으로 함량 조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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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Neat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침지 기간별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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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Neat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와 HNT첨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온도별 인장강도 비교(a: 25℃, b: 50℃, c: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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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이조드 충격강도(Izod impact strength)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FRP)를 50일까지 침지한 후 온도별 

아이조드 충격강도를 측정하여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Neat CFRP의 

아이조드 충격강도는 침지 전 42 kJ/m2이었으며 침지 50일 후 

25℃에서 49 kJ/m2, 50℃에서 47 kJ/m2, 75℃에서 52 kJ/m2로 

나타났다. 세 가지 온도 조건에서 모두 침지 후의 아이조드 충격강도가 

증가했으며, 온도별 증가율은 15.0%와 11.9%, 23.0%로 75℃의 

증류수에 침지 한 경우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수분 흡수로 인한 

수지의 가소화로 인해 복합재의 연성이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반적인 복합재료의 경우 취성 파괴가 일어나지만 수분 흡수 

시 에폭시 수지의 가소화로 인해 재료의 강도는 감소하나 

변형률(strain)은 증가하여 충격강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38, 39]. 이를 

규명하기 위해 에폭시만 경화시켜 만든 시편을 침지 후 충격강도를 그림 

36에 나타내었다. 침지 전 Neat 에폭시의 아이조드 충격강도는 2.6 

kJ/m2였으며 14일 침지 후 25℃에서 3.4 kJ/m2, 50℃에서 3.3 kJ/m2, 

75℃에서 2.8 kJ/m2로 나타났다. 온도별 증가율은 각각 32.8%와, 

28.1%, 8.5%로 나타났다.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NT)를 첨가한 

에폭시의 침지 전 아이조드 충격강도는 3.1 kJ/m2였으며 14일 침지 후 

25℃에서 3.3 kJ/m2, 50℃에서 3.1 kJ/m2, 75℃에서 3.3 kJ/m2로 

증가하였다. 온도별 증가율은 각각 9.1%와 3.5%, 8.9% 였다. 따라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침지 후 아이조드 충격강도가 증가한 것은 

에폭시 수지의 가소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NT를 첨가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아이조드 충격강도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침지 후 아이조드 충격강도는 유지되거나 증가하였다. 침지 전 36 

kJ/m2였으며, 50일 침지 후 25℃에서 36 kJ/m2, 50℃에서 35 kJ/m2, 

75℃에서 41 kJ/m2였다. 온도별 변화율은 25℃에서 0.07%증가하였고, 

50℃에서 0.3% 감소하였으며 75℃에서는 15.0% 증가하였다. 따라서 

HNT를 첨가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침지 후 아이조드 충격강도는 

Neat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침지 후 아이조드 충격강도에 비하여 

물성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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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Neat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침지 기간별 아이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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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Neat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와 HNT첨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침지 기간별 아이조드 충격강도(a: 25℃, b: 50℃, c: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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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에폭시의 침지 기간과 온도별 아이조드 충격강도 

 

  



 

 43 

3.5 계면전단강도(Inter-Facial Shear Strength, IFSS) 

 

Neat 에폭시와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NT)를 각각 1,3,5 wt% 

첨가한 에폭시의 IFSS 값을 비교한 결과 HNT를 첨가하였을 때 더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나노 필러로 섬유와 에폭시 계면을 보강하기 

위한 연구들에서 딥코팅(dip coating process)을 통해 섬유 표면에 

나노필러를 그래프팅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18, 40]. 본 연구에서는 

HNT를 에폭시에 섞은 후 섬유에 묻혀 경화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면접착력 강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R. Nakamura와 A.N. Netravali 등의 연구를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HNT 첨가에 따른 에폭시의 인장강도를 

평가하였는데, HNT의 첨가 후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시편에 

인장하중이 가해질 경우 HNT가 응력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이미 가교 된 

에폭시 수지는 변형되지 않아 계면에서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며, 

HNT의 회전에 의해 주변에 생기는 자유 부피(Free volume)가 에폭시 

수지의 유리 전이 온도(Tg)를 낮추어 항복점이 낮아진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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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HNT 첨가량에 따른 섬유-에폭시 계면전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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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찰 
 

4.1 3차원 X-ray 현미경(XRM) 관찰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alloysite nanotube, HNT)를 첨가한 

에폭시와 이를 주입하여 제작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에 있는 HNT의 

분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3차원 X-ray 현미경 관찰을 

진행하였다(그림 38). HNT를 첨가한 에폭시(그림 38(a))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그림 38(b))에서 HNT 잘 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층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8(b)). 그러나 입자의 형태가 원형이고 크기가 7 ㎛보다 큰 

것으로 보아 다소 응집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NT의 직경은 30-70 ㎚이며, 길이는 1-3 ㎛이다).  

 

  

 (a)                              (b) 

  

  (c)                              (d) 

 

그림 38. 경화된 에폭시(a: Neat, b: HNT 첨가)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 Neat, d: HNT 첨가) 

  

HNT 

H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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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면원소 분석 (SEM-EDX,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SEM을 통해 관찰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층간에 위치한 나노 

입자가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NT)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면원소 

분석을 진행하였다. SEM 이미지에서 EDX mapping을 수행한 결과 

층간에 위치한 나노 입자에서 Si원소 X선이 방출되었다. HNT의 구조가 

외부에는 SiO2, 내부에는 Al2O3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나노 입자에서 

Si 원소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HNT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39. HNT를 첨가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의 단면에 HNT가 

나타난 SEM 사진(a)과 표면원소분석(b)  

HNT 

H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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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파단면 관찰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FRP)의 굽힘강도(Flexural strength)를 

평가한 후 파단면을 디지털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Neat CFRP와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NT) 첨가 CFRP의 침지 전 파단면을 

관찰하였고 침지 후 시편은 75℃의 증류수에 50일 침지한 시편이 

채택되었다. 우선, 침지 전과 후의 파단면을 비교해보면 Neat CFRP와 

HNT 첨가 CFRP 모두 75℃의 증류수에 침지한 후 시험하였을 때 

크랙의 전파가 층간으로 더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HNT첨가 CFRP보다 Neat CFRP의 파단면에서 층간 파괴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CFRP에 HNT 첨가 시 

수분 흡수에 의한 굽힘강도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a)                              (b) 

  

(c)                              (d) 

 

그림 40. 침지 전 3점 굽힘시험 파단면(a: Neat, b: HNT 첨가)과 

침지 후 3점 굽힘시험 파단면(c: Neat, d: HNT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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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FRP)의 층간전단강도(ILSS)를 평가한 

후 파단면을 SEM 관찰하였다. Neat CFRP와 HNT 첨가 CFRP의 침지 

전 파단면을 관찰하였고, 침지 후 시편은 75℃의 증류수에 50일 침지한 

시편이 채택되었다. 우선, 침지 전 Neat CFRP와 HNT첨가 CFRP의 

파단면을 비교해보면 Neat CFRP에서 층 간의 크랙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HNT를 첨가한 CFRP의 ILSS값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가 층 간에 존재하는 HNT가 크랙의 전파를 더디게 하고 

이동경로를 복잡하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침지 후의 파단 

면은 Neat CFRP와 HNT 첨가 CFRP 모두 층간 파괴가 더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HNT를 첨가한 CFRP의 경우 흡수율이 

비교적 낮아 물성 열화가 덜 일어났기 때문에 Neat CFRP보다는 층간 

파괴가 덜 일어났다. 

 

  

(a)                              (b) 

  

(c)                              (d) 

 

그림 41. 침지 전 짧은 빔 전단 시험의 파단면(a: Neat, b: HNT 

첨가)과 침지 후 짧은 빔 전단 시험의 파단면(c: Neat, d: HNT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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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의 온도별 수분 흡수에 따른 물성 변화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노 입자인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Halloysite 

nanotube, HNT)를 첨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제작된 CFRP의 

공극률을 측정한 결과 HNT를 첨가한 CFRP의 공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XRM 관찰 결과 HNT 첨가 시 HNT의 주변에 공극이 

형성되어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부에 잔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FRP 내부에 HNT의 분산 정도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HNT가 대부분 

층과 층 사이에 존재하였으며 다소 응집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흡수율은 침지 기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포화 흡수율 

1.95%에 도달하였고, HNT를 첨가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포화 

흡수율 1.63%로 더 낮게 나타났다. HNT를 첨가한 CFRP의 공극률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HNT가 CFRP 내의 수분 침투 및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침지 후 기계적 물성을 평가한 결과 굽힘강도(Flexural strength)와 

층간전단강도(Inter-Laminar Shear Strength, ILSS),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는 감소하였으며, 수분 흡수에 의해 물성 열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이조드 충격강도(Izod impact strength)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지의 가소화로 인해 연성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화된 수지를 침지 한 후 아이조드 충격시험을 

진행하여 충격강도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NT를 첨가한 

CFRP의 침지 후 기계적 물성을 비교한 결과 굽힘강도와 

층간전단강도의 개선 효과는 있었으나 인장강도와 아이조드 충격강도는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편에 인장하중이 가해질 경우 HNT가 

응력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이미 가교 된 에폭시 수지는 변형되지 않아 

계면에서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응집된 HNT의 존재가 파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침지 물성과는 별개로 HNT의 첨가가 계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면전단강도(IFSS)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Neat 에폭시/탄소섬유보다 

HNT 첨가 에폭시/탄소섬유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수지/에폭시 계면을 보강하기 위해 나노필러를 첨가할 경우 딥코팅(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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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 process)을 통해 섬유 표면에 나노필러를 그래프팅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NT를 에폭시에 섞은 후 

섬유에 묻혀 경화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면 결합력의 강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HNT의 첨가가 

계면에서는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ILSS값과 굽힘강도값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층간에서 HNT의 존재는 크랙의 전파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굽힘강도(Flexural strength)와 층간전단강도(ILSS)를 평가한 후 

파단면을 관찰하였는데, Neat CFRP와 HNT 첨가 CFRP 모두 침지 후 

크랙의 전파가 층간으로 더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수분 흡수가 

층간 결합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HNT첨가 

CFRP보다 Neat CFRP의 파단면에서 층간 파괴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HNT를 첨가한 CFRP의 층간에 존재하는 HNT는 

크랙의 전파를 더디게 하고 이동경로를 복잡하게 하여 물성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의 사용 시 재료의 물성 

열화를 방지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할로이사이트 나노튜브를 첨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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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on of water absorption 

and mechanical behavior of  

carbon fiber-reinforce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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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Materials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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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Carbon fiber-reinforced plastics (CFRPs) have advantages, 

including lightweight, high strength, high stiffness, and good fatigue 

resistance. CFRPs with these advantages have been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aircraft, automobile, ship parts, and sporting 

goods, military supplies, 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materials, 

and other industrial equipment, including medical equipment. 

Furthermore, CFRPs are increasingly replacing metallic materials for 

weight-sensitive structural applications, e.g., automobiles. However, 

the widespread use of composites exposes them to various 

environments (e.g., temperature, moisture), which can lead to 

deterioration in their material properties.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fracture behavior of composite materials in such a 

harsh environment to assess their reliability and to improve. As an 

improvement method, the halloysite nanotube (HNT) that clay 

mineral in the form of a tube will add to C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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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carbon fiber-reinforced composite specimens were 

manufactured using the RTM process at room temperature, and their 

water absorp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he absorption ratio of CFRPs was higher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and the absorption ratio of CFRP with HNT was higher 

than that of Neat CFRP. In both specimens, the higher the immersion 

temperature, the higher the absorption. This is because the diffusion 

coefficient at high temperature was higher. And, the saturation 

absorption rate of CFRP with HNT was lower at all temperatures.  

confirming that the addition of HNT could prevent water absorption. 

Therefore, the addition of HNT can prevent water absorption. 

After 50 days of immersion, the flexural strength, Inter laminar 

shear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of CFRP decreased, and the 

higher the temperature, the greater the decrease. But, the Izod 

impact strength increased after immersion. Th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ductility of the CFRP due to the plasticization of the resin. 

Prolonged soaking of epoxy resin in water increased its ductility due 

to a plasticization mechanism. Therefor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epoxy resin itself were improved after water absorption. When 

HNT was added to CFRP, flexural strength and Inter laminar shear 

strength were improved. However, the tensile strength and Izod 

impact strength were lower in CFRP with HNT, which is due to the 

presence of HNTs in an aggregated state. The interfacial shear 

strength of HNT-added epoxy/carbon fiber was lower, and the 

presence of HNTs may act as a defect. 

From this, it seems that the addition of HNTs can block the water 

absorption of CFRP. Although HNTs do not strengthen the 

epoxy/carbon fiber interface, existing of HNTs between CFRP layers 

slow down the propagation of cracks and complicate th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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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Thus, deterioration of physical properties can be prevented. 

Therefore, adding HNT can be considered as a method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CFRP when used in a high-

temperature and high-humidity environment. 

 

Keywords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CFRP), Environmental 

degradation, Water absorption, Resin transfer molding(RTM), 

Halloysite nanotube(HNT) 

 

Student Number : 2020-2155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내용
	제 2 장 실    험
	제 1 절 시편 제작
	제 2 절 흡수율 측정
	제 3 절 기계적 물성 평가
	제 4 절 관찰
	제 3 장 결    과
	제 1 절 시편 품질
	제 2 절 흡수율
	제 3 절 기계적 물성
	제 4 절 관찰
	제 4 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9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13
제 2 장 실    험 17
제 1 절 시편 제작 17
제 2 절 흡수율 측정 21
제 3 절 기계적 물성 평가 21
제 4 절 관찰 25
제 3 장 결    과 26
제 1 절 시편 품질 26
제 2 절 흡수율 30
제 3 절 기계적 물성 32
제 4 절 관찰 44
제 4 장 결    론 48
참고문헌 50
Abstract 5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