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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전류밀도 변화에 따른 탄소섬유의 양극산화 처리가 탄소섬유 표면과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기계적 
계면결합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양극산화 처리된 탄소섬유 표면 특성은 원자간력 현미경(Atomic force micro-
scope, AFM)과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적외선 분광법(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및 X선 광전자 분광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으로 분석하였으며, 
Short beam 전단시험을 통해 표면처리에 따른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계면 전단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전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섬유 표면의 거칠기와 산소관능기의 함량의 증가와,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층간전단강
도(Interlaminar shear strength, ILSS)의 향상 및 페놀릭 하이드록실 그룹과의 비례관계를 확인하였다. CF-2.0 시편의 층간
전단강도는 87.9 MPa로 CF-AS 시편에 비해 약 4%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양극산화 처리가 산소관능기와 탄소섬
유 표면 거칠기의 증가를 유도하여 탄소섬유와 수지의 계면 결합력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층간전단강도와 
비례관계인 페놀릭 하이드록실 그룹은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계면결합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 판단된다.

Abstract
We studied the effects of anodic oxidation treatments of carbon fibers on interfacial adhesion of the carbon fibers-reinforced 
epoxy matrix composites with various current densities. The surface of treated carbon fibers was characterized by atomic force 
microscope (AFM),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The interlaminar shear strength (ILSS) of the composites was determined by 
a short beam shear test. This result showed that both the roughness and oxygen group of the carbon fibers surface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current density. After anodic-oxidation-treated, the ILSS also increased as a function of the current 
density. In addition,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ILSS and phenolic hydroxyl group was confirmed. The ILSS of 
the CF-2.0 sample increased by 4% compared to that of the CF-AS sample, because the anodic oxidation treatment increased 
the oxygen group and roughness on the carbon fibers surface, which lead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interfacial adhesion 
of the carbon fibers-reinforced epoxy matrix composites. Among these, the phenolic hydroxyl group which has the propor-
tional relationship with ILSS i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the interfacial adhesion of the carbon 
fibers-reinforced epoxy matrix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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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섬유는 고강도, 고탄성, 내열성, 그리고 높은 열적 특성을 지닌 

고기능성 소재로서 자동차, 선박 및 항공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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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uring conditions of laminated prepreg in a hot press.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the short beam shear test. 

재료이다. 특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지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탄소

섬유 강화 복합재료는 높은 비강도, 경량성, 내약품성, 그리고 내피로

성 등을 가진 소재로 높은 강도를 필요로 하는 건축, 토목, 군사용품, 

스포츠용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1-8].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좌우하는 것은 강화재로 

사용되는 섬유와 기지재료의 물성이지만, 탄소섬유와 매트리스의 접

촉 계면에서 결합력은 외부충격의 일차적인 확산 경로이기 때문에 계

면에서의 결합 정도에 따라 기계적 물성이 크게 좌우된다[9,10]. 일반

적으로 탄소섬유는 표면처리 없이는 낮은 결합력을 보이기 때문에 탄

소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트릭스

를 개질하거나 탄소섬유의 표면처리가 행해지고 있다[11-13]. 

현재 탄소섬유 표면처리 방법으로는 양극산화 처리[14-16], 플라즈

마 처리[17], 오존 처리[18], 불소 처리[19] 등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

은 표면처리들은 탄소섬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젖음성의 향상

과 표면 거칠기의 증가로 섬유와 수지 사이의 결합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그중 양극산화 처리는 기존 처리 방법에 

비해 제어가 비교적 쉽고 연속공정이 가능하며 활성표면에 -OH, 

COOH, 및 C=O 등의 다양한 관능기의 도입과 물리적 결합인 van der 

Waals 힘을 유도하여 섬유와 수지 사이의 계면 결합력을 향상시킨다

고 알려져 있다[22-28]. 양극산화 처리에 사용되는 전해질은 크게 산

성 용액, 알카리성 용액, 그리고 암모늄염 용액이 있다. 산성 용액은 

쉽게 장비를 부식시키고, 알카리성 용액은 섬유 표면에 금속성 철의 

영향을 받아 섬유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암모

늄염 용액은 장비를 부식시키지 않고 금속성 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 뿐만 아니라 세척 공정이 없이도 열처리 과정에서 표면처리 도

중 생긴 잔여물이 완전이 제거되어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에서 암모늄염 용액을 

이용한 양극산화 처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29].

본 연구에서는 암모늄염 용액인 탄화수소암모늄(NH4HCO3)을 전해

질로 사용하여 전류밀도를 변화시켜 다양한 조건에서 탄소섬유 표면

처리를 실행하였다. 전류밀도에 따른 탄소섬유의 구조, 관능기의 변화 

및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기계적 계면 물성을 확인하였고, 그중 

페놀릭 하이드록실 관능기와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기계적 계면 

물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인 에폭시 수지(Diglycidy-

lether of bisphenol-A, DGEBA, YD-128, KUKDO Chem., Korea)를 사

용하였고, 경화제로는 4,4’-diaminodiphenol methane (DDM, Tokyo 

Chem. Co. Ltd., Japan)을 사용하였다. 강화재로는 (주)태광 산업에서 

생산된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Polyacrylonitrile, PAN)계 연속 탄소섬

유(TZ-607, Taekwang Co., Korea)로 표면처리와 사이징 처리하지 않

은 섬유를 사용하였다. 점도가 높은 YD-128의 점도를 낮추기 위해 

methyl ethyl ketone (MEK, Daejung Chem. Co., Korea)을 희석제로 사

용하였다.

2.2. 양극산화 처리

탄소섬유의 양극산화 처리는 탄화수소암모늄(NH4HCO3) 0.1 mol 

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양극과 음극에 각각 탄소섬유와 흑연판을 연결

하고, 처리 속도를 0.6 m/min으로 일정하게 100 s 동안 처리하였다. 

전류밀도는 0, 1, 1.5, 2, 2.5 A/m2으로 변화시켜 처리하였으며, 각각 

CF-AS, CF-1.0, CF-1.5, CF-2.0, CF-2.5로 명명하였다. 처리된 모든 샘

플은 증류수로 세척하고 오븐에 12 h 이상 건조시켜 섬유 표면의 수

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탄소섬유 표면 분석 및 복합재료의 제조에 사

용하였다. 

2.3. 시편제조

에폭시 수지 150 g과 경화제인 DDM을 당량비로 혼합하여 60 ℃에

서 녹이고, MEK 150 g을 첨가하여 교반하였다. 충분히 교반된 수지

를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한 드럼와인딩 장비의 수지조에 옮겨 탄소섬

유에 수지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장비를 조절하여 프리프레그를 

제작하였다. 수지가 충분히 함침된 프리프레그를 균일하게 적층하고 

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진공백 성형 방법으로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를 제조하였으며 섬유 체적비(fiber vol-

ume fraction)는 약 55%이었다.

2.4. 표면 특성

처리 전 후 탄소섬유의 표면 변화는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UPRA40VP, 

Carl Zeiss, Germany)을 사용하였다. 탄소섬유에 Osmium (Os) 코팅을 

한 후, 2 kV의 가속전압으로 표면을 측정하였다. 표면 지형 이미지는 

원자간력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 Park Systems Corp., 

Korea)을 사용하여 3 µm × 3 µm인 주사범위를 측정하였다. 표면에 

형성된 관능기 및 조성 변화는 적외선분광법(FT-IR, Nicolet is 10, 

Thermo, USA)과 X-선광전자분광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PHI 5000 Versa Probe Ⅱ, ULVAC-PHI, Japan)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2.5. 기계적 계면 물성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기계적 계면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Short beam 전단시험을 이용한 층간전단강도(Interlaminar shear 

strength, ILSS)를 측정하였다. 층간전단강도는 ASTM D2344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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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S CF-1.0 CF-1.5 CF-2.0 CF-2.5

Area 300 nm × 300 nm

Ra (nm) 48.2 55.2 56.0 56.6 60.3

Table 1. Surface Roughness of Untreated and Treated Carbon Fibers

Figure 3. FE-SEM and AFM micrographs of the anodic-oxidation- 
treated carbon fibers with current densities.

Figure 4. FT-IR spectra of the untreated and anodic oxidation treated 
carbon fibers as functions of current densities.

Sample description
Element composition (%) Element ratio

O1s C1s O1s/C1s

CF-AS 11.79 86.22 0.14

CF-1.0 19.70 77.73 0.25

CF-1.5 19.88 77.20 0.26

CF-2.0 21.22 76.64 0.28

CF-2.5 21.47 75.27 0.29

Table 2. XPS Surface Element Concentrations of the Untreated and 
Treated Carbon Fibers

(a)                                 (b)

Figure 5. (a) XPS survey spectra of the untreated and 
anodic-oxidation-treated carbon fibers as functions of current densities, 
(b) High resolution spectra of the untreated and anodic-oxidation- 
treated carbon fibers as functions of current densities.

여 span-to-depth의 비는 4 : 1, cross-head speed는 2 mm/min으로 만능

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Lloyd, UK)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 시편의 치수와 층간

전단강도 측정 모식도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SEM 및 AFM 분석 결과

양극산화 처리된 탄소섬유 표면형태의 전후를 FE-SEM과 AFM을 

이용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미처리 탄소섬유는 제조 과정에서 

생긴 가는 홈이 관찰되었고,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홈이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FM 결과도 마찬가지로 축 방향으

로 가는 홈이 관찰되고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홈이 더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섬유 표면 거칠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

인하기 위하여 거칠기를 수치화한 중심선 평균 거칠기(Ra)의 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CF-AS의 경우 Ra의 값이 48.2 nm이었지만, 양

극산화 처리된 탄소섬유 CF-2.5의 값은 60.3 nm로 탄소섬유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양극산화 처리에 의

하여 탄소섬유 표면이 식각되어 거칠기가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러한 표면 거칠기의 증가는 탄소섬유의 표면적 증가로 이어져 탄소섬

유 강화 복합재료의 수지와 섬유 사이의 계면 결합력을 향상시켜 물

성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5,30].

3.2. FT-IR 분석 결과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에서 섬유 표면의 관능기는 섬유와 수지간 

계면 결합과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FT-IR

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의 관찰결

과 3500, 1630, 1200~1000 cm-1에서 산소관능기인 -OH, C=O, C-O의 

피크가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양극산화 처리 과정에서 탄소섬유 표면에 산소가 도입되어 탄소

섬유 표면에 산소관능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3.3. XPS 분석 결과

양극산화 처리된 탄소섬유의 표면의 원소함량, 결합에너지 및 상태

의 준위를 알아보기 위해 XPS 분석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ure 

5와 Table 2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ure 5의 XPS 분석 결과 284 eV 

에서 C1s, 532 eV에서 O1s, 그리고 400 eV에서 N1s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C1s의 피크는 감소하지만 O1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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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lative ratio of the area of the sub-peak in C1s XPS spectra.

Scheme 1. Step-wise oxidative process in anodic oxidation 
treatment[31].

Figure 7. Evaluation of the ILSS as functions of current densities.

Figure 8. Dependence of ILSS on the hydroxyl group (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
 

(b)

Figure 9. Fractured morphologies of the composites after ILSS test; 
(a) CF-AS, (b) CF-2.0.

피크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섬유 표면 C1s 피크의 

세부적인 관능기를 확인하기 위해 sub-peak를 분리하여 나타내었다. 

Sub-peak는 graphitic carbon (C-C(sp2, sp3), 284.6-284.7 eV), 페놀릭 

하이드록실(C-OH, 285.9-286.2 eV), 카르보닐(C=O, 287.3-287.6 eV), 

그리고 카르복시기(COOH, 288.6-288.7 eV)그룹의 관능기들로 구성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9]. 미처리 섬유의 경우 graphitic car-

bon이 다른 관능기에 비해 높게 관찰이 되지만 양극산화 처리 후 

graphitic carbon이 감소하고 C-OH, C=O, 그리고 COOH 관능기의 증

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 2의 결과 탄소섬유 표면의 O1s/C1s 

비율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탄

소섬유 표면이 산화되면서 C-OH, C=O, 그리고 COOH와 같은 산소관

능기 그룹의 형성 때문이라 판단된다. 전류밀도에 따른 sub-peak의 상

대적 함량비를 도식화한 Figure 6의 함량비를 살펴보면, 미처리 섬유

의 경우 graphitic carbon의 비율이 높았지만 양극산화 처리된 섬유의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graphitic carbon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산소관능기 그룹은 미처리 섬유에 비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Scheme 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극산화 처

리에 의해 graphitic carbon이 파괴되고 산소와 결합하여 C-OH, C=O, 

그리고 COOH와 같은 산소관능기들이 생성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

류 밀도에 따라 관능기의 함량이 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능기 

도입의 조절이 가능하여 섬유와 수지간의 결합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산소관능기들은 탄소섬유 표면의 극성을 증

가시켜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

된다.

3.4. 기계적 물성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층간전단강도는 다음과 같은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2]. 

ILSS bd
P

(1)

여기서 P는 시편의 중앙면의 최대 전단응력, b는 시편의 넓이, 그리

고 d는 시편의 두께를 의미한다. 

Figure 7은 양극산화 처리된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층간전단강

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전류밀도에 따른 복합재료의 층간전

단강도가 CF-AS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CF-2.0이 87.9 

MPa로 가장 높은 층간전단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CF-2.5의 강도

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과한 표면처리의 영향으

로 탄소섬유 고유 물성에 영향을 주거나, 과한 산화 반응으로 관능기

가 변화 및 분리되어 최종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물성이 감소되

었다고 판단된다[5,29].

층간전단강도 결과는 양극산화 처리에 따른 C-OH그룹의 함량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Figure 8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전류밀도에 따

른 샘플들은 층간전단강도와 C-OH 그룹의 함량이 비례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OH그룹이 에폭시와 탄소섬유 

사이의 접착력에 중요한 요소이며, 전류밀도를 변화시켜 탄소섬유 표

면의 표면적과 산소관능기의 조절을 통해 탄소섬유와 수지간의 계면

결합력을 증가시켜 최종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ure 9는 층간전단강도를 측정 후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파

단면을 FE-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미처리 시편 (a) 



476 김동규⋅김관우⋅한  웅⋅송범근⋅오상엽⋅방윤혁⋅김병주

공업화학, 제 27 권 제 5 호, 2016

CF-AS의 경우 파단면에 섬유가 뽑힌 구조가 관찰되었지만, 양극산화 

처리한 시편 (b) CF-2.0의 경우 섬유가 뽑히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 구

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극산화 처리 후 섬유와 수지

간의 결합력의 증가로 섬유가 뽑히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전단응력

에 대한 저항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의 양극산화 처리가 탄소섬유 표면과 탄소섬

유 강화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탄

소섬유 표면 분석결과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탄소섬유 표면이 식각되

어 탄소섬유 표면의 표면적이 증가하였고, 탄소섬유 표면의 graphitic 

carbon이 줄어들고 섬유 표면에 산소를 포함하는 C-OH, C=O, 그리고 

COOH 관능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층간전단강도 또한 미처

리 시편에 비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페놀릭 하이드

록실 그룹의 함량은 층간전단강도와 비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탄소

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중요한 요소라 판단된다. 그러나 CF-2.5 시편의 

경우 양극산화 처리 중 전해질이 탄소섬유 표면과 과하게 반응하여 

섬유 표면에 식각이 일어나 섬유 자체 물성의 감소하고 페놀릭 하이

드록실 관능기의 함량이 감소하여 최종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물

성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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