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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켓의 추진기관은 작동 시 로켓의 노즐부는 고온의 

연소가스에 노출된다. 노즐부가 연소가스에 노출되며 

높은 압력 및 온도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노즐

부의 재료선정에 있어서 열충격에 의한 파손 및 침식

변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노즐목부는 로켓 추

진기관의 성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 올바른 

기능을 위해서는 가해지는 열충격에 대한 형상의 변형

이나 기능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원래의 형상 및 기능

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추진 기관 노즐목에 사용되는 재료는 높은 

기계적 강도, 열충격 저항성, 내열성, 삭마 저항성, 등

에서 높은 값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열팽창 계수는 작

아야한다. 기존에 노즐목 부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그

라파이트(graphite)나 탄소섬유에 탄소 기지를 갖는 탄

소/탄소 복합재 등이 있다. 그라파이트는 복합재료에 

비해 가격에 저렴하여 노즐목 구조물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비교적 낮은 강도를 가지며 500℃ 이상의 

고온에서 쉽게 산화반응에 의해 본래의 강도를 잃게 

된다. 탄소/탄소 복합재는 그라파이트와 같이 온도 증

가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며 비교적 우수한 기계적 성

질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에서는 노즐목부 

같은 고온 구조물의 구조적 건전성 및 신뢰성을 고려

하여 탄소섬유 강화 실리콘 카바이드 복합재(C/SiC 복

합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본적으

로 C/SiC 복합재는 고온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Hui1)는 C/SiC 복합재에서 내부에 발생되는 열잔류응력

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강도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또한 Hui 외2)는 시편 단

면적 변화와 열처리 조건에 따른 C/SiC 복합재의 인장 

강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에서 시편의 단면

적이 감소할수록 파괴일과 잔류 변형률은 증가하였고 

인장강도에서도 미미한 증가를 관찰하였다. Tao 외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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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온도 범위에서, 정적 및 동적 압축 시험을 수행

하여 그에 따른 압축강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에 

연구에서 압축강도는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산화에 의해 일정 온도 이상에서 감소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 또한 Chi4)는 그라파이트의 시편 크기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에서 시

편 크기 변화는 압축강도에 무시할만한 영향을 보였다. 

류영록5)은 SiC 분말입자를 첨가한 능직 적층복합재에 

대해 AE 센서를 이용하며 인장 및 파괴시험을 수행하

였으며, 강지웅6)은 SiC가 포함된 재료의 계면영역에서

의 탄소성 응력장 분포 거동을 연구하는 등 실험적, 해

석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C/SiC 복합재에 대한 시편크기, 섬유 방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C/SiC 복합재의 열적, 기계적 시험을 

위해 시험온도, 산화 유무, 시편 크기 그리고 섬유방향

에 대한 변수를 선정하여 압축강도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2. 본 론

2.1 재료

본 연구에서 연구된 재료는 탄소섬유 강화 실리콘 

카바이드 합재(C/SiC 복합재)로 국내 대양산업을 통해 

제공되었다. C/SiC 복합재는 니들 펀칭된 C/C 복합재 

프리폼을 coal tar pitch로 하여 고밀도화 하였고, 이에 

실리콘을 액상으로 함침하는 방법인, Liquid silicon 

infiltration(LSI) 공정을 이용하여 C/SiC 복합재를 제조

하였다. C/C 프리폼위에서 실리콘 분말은 1401.7℃에

서 용융되기 시작하여 1413.0℃에서 용융이 완료된다. 

액상의 실리콘이 C/C 복합재에 존재하는 열린 기공을 

통해 침투하여 1414℃를 전후로 급격한 발열 반응과 

함께 액상 실리콘이 탄소 기지와 반응하여 SiC가 형성

된다. 함침만 많이 발생하고 반응이 적게 발생할 경우

에는 함침된 액상 실리콘이 냉각 후에도 복합재 내부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C/SiC composites

Properties Value Unit

Density 1.9 ~ 2.15 g/cm

Porosity 2 ~ 5 %

CTE*
‖ -1 ~ 2.5

10-6/K
‗ 2.5 ~ 7

Thermal conductivity
‖ 17.0 ~ 22.6

W/mk
‗ 7.5 ~ 10.3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 ‗ : Direction of fiber

에서 SiC로 변화되지 않고 잔류 실리콘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균일한 두 가지 과정이 중요하다7). LSI 

공정은 공정중의 고온 및 고압 환경으로 인하여 탄소 

섬유의 기계적 혹은 열적 손상을 주지만, 친환경적인 

공정이며 탄소섬유의 높은 함유율을 갖게 한다. Table 

1에는 독일 DRL사에서 LSI 공정을 통해 제조한 C/SiC 

복합재의 몇 가지 기계적 특성을 요약하였다8).

2.2 시험 시편

C/SiC 복합재는 취성재료로써 큰 변형 없이 고속으

로 파괴된다. 그로인해 시험간 일축 하중 상태를 유지

해주어 정량화된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탄소 및 그라파이트의 압축시험에 적용되

는 ASTM C 6959) 규정에 준거하여 시험 설계 및 시편

을 제작하였다. Fig. 1 (a)는 ASTM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준시편이며, Fig. 1 (b)는 크기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표준시편보다 2배의 직경을 가지는 확대시편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탄소섬유 방향에 대한 압축강도 영향

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험 하중에 대하여 탄소섬유 방

향이 수직인 시편을 Across Grain (A/G), 탄소섬유 방향

이 평행한 시편을 With Grain (W/G)으로 하여 각각 제

작하였다. Table 2는 기존에 시험된 Grain별 인장하중

의 온도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a) Standard specimen (STD)

(b) Expanded specimen (EXT)

Fig. 1. Compressive specimen.

Table 2. Tensile strength of C/SiC composite

Temperature
Tensile strength

W/G A/G

R.T. 37.60 24.35

500℃ 41.24 26.41

900℃ 41.64 34.91
 

Unit :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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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험 방법

시험 방법은 ASTM C 695에 준하여 수행되었으며, 

시험장비는 MTS 810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하였다. 

ASTM 규정에서 제시하는대로, 구면 베어링 치구를 이

용하여 시험 동안 일축 압축하중 상태를 유지하였다. 

시험속도는 0.1 mm/min으로 수행되었으며, 고온 시험

의 경우 MTS 자체 고온로를 이용하여 고온환경을 조

성하였다. 온도 조건은 상온, 500℃, 및 900℃로 선정되

었으며 또한 시편내의 균일한 온도분포를 위하여, 시

편 표면의 온도가 시험온도에 도달 후에 15분을 추가

로 부여하였다. 900℃의 고온시험에서는 극심한 산화

로 인해 C/SiC 복합재의 온전한 강도 관찰이 어려운 

것을 판단, 실리카바이드 계열의 산화방지제를 도포하

여 비산화환경에서의 시험도 수행하였다. 시험 장비의 

모식도 및 실제 모습은 Fig.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2. Schematic and real image of load system.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온도 조건(상온, 500℃, 900℃), 산화

유무, 탄소섬유의 방향, 그리고 시편크기 변화에 대한 

변수를 선정하여 C/SiC 복합재의 압축강도 변화를 연

구하였다.

3.1 표준시편 시험결과

Fig. 3은 상온에서 수행된 A/G 및 W/G 표준시편

(STD)에 대한 압축응력 대 변위 그래프이다. 상온에서 

대체적으로 W/G 시편의 압축강도가 A/G 시편의 압축

강도보다 12% 정도 높게 나타났다. Fig. 4는 500℃에서 

수행된 표준 시편의 압축 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상온

과 마찬가지로 W/G 시편의 압축강도가 A/G 시편의 압

축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략 6.7%정도의 강도 차

이를 관찰할 수 있다. Fig. 5는 900℃에서 수행된 C/SiC 

Fig. 3. Stress-displacement curves for C/SiC composites STD 
specimen at room temperatures. 

Fig. 4. Stress-displacement curves for C/SiC composites STD 
specimen at 500℃.

Fig. 5. Stress-displacement curves for C/SiC composites STD 
specimen at 900℃. 

복합재 압축시험의 결과를 압축응력 대 변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900℃의 압축 시험에서는 산화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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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ressive strength variation of STD specimens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

여 C/SiC 복합재 표준시편의 표면에 산화층이 형성되

었고, 그에 따라 온전한 기능을 하는 면적이 줄어들어 

500℃에서의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감소된 강도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C/SiC 복합재 표

준시편 표면에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의 산화방지제를 

코팅하여 비산화환경에서 시험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산화방지제의 도포 후 수행된 비산화환경의 시험결과

에서 W/G 시편은 대략 12%, A/G 시편은 대략 14% 정

도의 강도 증가를 보였다. Fig. 6을 통해 온도 변화에 

따른 C/SiC 복합재의 압축강도 변화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동일 조건에서 A/G 표준시편의 압축

강도보다 W/G 표준시편의 압축강도가 항상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상온에서 500℃까지 온도 증가에 따라 강도

가 증가하다가 900℃에서 산화로 인하여 500℃의 압축

강도보다 낮은 압축강도를 나타냈지만, 산화방지제 코

팅 후 수행된 900℃에서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증가된 압축강도를 관찰하여 강도감소에 대한 원인을 

C/SiC 복합재의 산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2 확대시편 시험결과

Fig. 7은 상온, 500℃, 및 900℃에서 수행된 확대시편

(EXT)에 대한 압축시험 결과를 보여준다. Across Grain

에 대한 결과 선도는 With Grain 선도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0.4 mm의 오프셋을 하여 나타내었다. 표준시편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온도증가에 따라 C/SiC 복합재

의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900℃에서 수행된 시험의 결과는 산화방지제의 코

팅 없이 수행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에서 

수행된 압축 강도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준

시편과 달리 확대시편은 고온에서 형성된 산화층이 전

Fig. 7. Stress-displacement curves for C/SiC composites EXT 
specimens at various temperatures. 

Fig. 8. Compressive strength variation of EXT specimens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

체 시편의 부피에 비해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에 

따라 표준시편보다 산화에 의한 강도 저하의 영향이 

미미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W/G 시편에서 상온에

서 500℃로 500℃에서 900℃로 온도가 증가하며 각각 

19%, 8% 정도의 강도 증가를 관찰하였으며, A/G 시편

에서는 같은 온도 변화 조건에서 각각 18%, 3% 정도

의 강도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Fig. 8은 C/SiC 복합

재 확대시편의 온도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 모습

을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표준시편의 압

축강도 경향과는 다른 점으로, 확대시편의 압축강도는 

항상 A/G 시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점은 파단 시편

의 관찰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Fig. 9는 확대 A/G 및 

W/G 시편의 대표적인 파단 모습을 보여준다. A/G 시

편은 균열이 각 층을 지나면서 점진적인 파단 형태를 

보이지만, W/G 시편에서는 탄소섬유와 SiC 매트릭스 

계면에서 곧게 균열이 진전하여 파단된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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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G (b) W/G

Fig. 9. Fractured specimens of extended specimens.

수 있다. 이는 탄소섬유나 SiC 매트릭스보다 비교적 작

은 강도를 가지는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 부분

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C/SiC 복합재에서의 균열의 진전은 R. Inoue 외10)의 연

구에서도 관찰되었다. 균열의 진전 중, 탄소섬유와 수

직에 가까운 각도로 만나면서 균열의 진전이 방해가 

되었으나, 탄소섬유의 방향과 비교적 나란한 방향을 

균열의 진전이 있는 경우에서는 쉽게 균열이 진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관점들을 통해서 W/G 시

편은 쉽게 파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비교적 낮은 압축

강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시편 크기 효과

Figs. 6과 8을 통해 온도변화에 따른 표준 시편 및 

확대 시편의 압축강도 변화를 A/G, W/G에 따라 나타

낸 것이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시편은 비산화

환경에서 지속적인 강도증가를 보였고, 확대시편은 산

화가 되어도 산화층의 두께가 전체 시편에 비해 비교

적 차지하는 부분이 작아 산화에 의한 강도 감소를 크

게 보이지 않았다. Fig. 10은 W/G 시편 및 A/G 시편 각

각에서 시편의 크기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 경향

을 보여준다. A/G 시편에서는 시편의 크기가 증가할수

록 증가된 압축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취성재료는 부피가 커질수록 취약링크에 의해 강도가 

감소한다11). 하지만 본 연구의 A/G 시편의 경우에서는 

시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증가된 압축강도가 관찰되

Fig. 10. Compressive strength variation according to specimen 
volume change.

었다. 그 이유는 시험 치구 및 시편의 경계조건에 의하

여, 즉 단면적 마찰력에 의한 시편 변형의 구속으로 인

해 시편의 단면적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가 증가하였

다. 그 영향이 취약링크에 의한 압축강도의 감소 영향

보다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다른 

경향으로, W/G 시편은 시편의 크기가 커지면서 압축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SiC 복합재 시편은 

크기가 커지면서 시편에서 취약부로 고려될 수 있는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부가 많이 포함된다. 그 

계면부가 치구에 의해 마찰력을 받는 시편 표면에서 

전단력을 받으면서 슬립이 생기고 그로인해 생기는 균

열로 인해 시편의 파괴가 시작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W/G 확대시편은 W/G 표준시편보다 낮은 압축

강도를 나타냈다. A/G 시편에서 직접적인 힘을 받는 

상하부 표면에 섬유/매트릭스 계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W/G 시편보다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낸 이유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 결과로 W/G 표준시편보다 W/G 

확대시편에서 비교적 낮은 압축강도를 보이게 되었다.

3.4 온도에 따른 강도 변화 메커니즘

온도에 따른 압축강도는 비산화 및 산화의 영향이 

적은 경우에서 항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메커

니즘은 참고문헌1)을 통해 연구하였다. C/SiC 복합재는 

탄소 섬유와 SiC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복합재로써 고

온 환경에서 LSI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고온에서 제

조된 후 상온으로 식혀지면서, 탄소 섬유와 SiC 매트릭

스 사이의 서로 다른 열팽창계수에 의해 SiC 매트릭스 

내에 인장 열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

되는 열잔류응력은 Hui1)에 의해 식으로 정량화 되었으

며, 다음 (1)식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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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식에서 σm 기호는 SiC 매트릭스에서 발생되는 

축방향 열잔류응력을 가리키며, E는 탄성계수, V는 부

피율(volume fraction), α는 열팽창계수, Te는 시험 온도, 

그리고 Tp는 재료가 제조되는 LSI 공정 동안에 도달되

는 공정온도를 각각 나타낸다. 기호의 아래첨자 f와 m

은 탄소 섬유(fiber)와 SiC 매트릭스(matrix)를 각각 의

미한다. (1) 식을 통해 계산되는 열잔류응력은 양수로

서 매트릭스 내에 인장 열잔류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장 잔류응력은 일반적

으로 재료 내부의 미세 균열들의 열림을 초래하므로 

재료의 강도를 저하시킨다. 온도가 감소하며 같이 감

소된 C/SiC 복합재의 강도는 온도가 다시 증가하면서 

본래의 강도를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

면서 C/SiC 복합재의 강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은 노즐 목에서 이용될 수 있는 LSI 공정을 

거쳐 제작된 C/SiC 복합재에 대하여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온도, 산화유무, 섬유 방향, 그리고 시편 크기에 

변수를 두고 ASTM 규정에 의거하여 압축 시험을 수

행, 압축 파단 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

은 결과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상온 및 고온에서 표준 시편 및 비표준 확대시편

에 대한 압축 시험 결과, 비산화 환경 혹은 산화의 영

향이 미미한 경우에서 온도 증가에 따른 압축강도가 

증가한다.

2) 표준시편에서 W/G 시편의 압축강도가 A/G 시편

보다 항상 높지만, 확대시편에서 A/G 시편의 압축강도

는 항상 W/G 시편보다 높다. 

3) 시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A/G 시편은 시편과 

치구 사이의 단면적 마찰력에 의해 시편변형이 구속되

어 증가된 압축강도를 보이지만, W/G 시편에서 취약

링크에 의해 압축강도가 감소한다. 

4) 운용온도와 제조온도의 차이로 발생된 내부 잔류

응력에 의해 상온에서 감소된 압축강도가 나타났고 운

용온도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발생된 열잔류응

력이 해소, C/SiC 복합재의 압축강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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