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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동향 (海外 技術動向)
저인화성의 Wood-polymer 복합재료 개발
(Wood-polymer composite material features low flammability)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5년 5월 11일

독일 Braunschweig의 Fraunhofer 목재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산업체들과

실

내 가구 제작에 쓰일 습기에 강한 Wood-polymer 복합재(WPC)판에 적합한 재료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판은
60%의 목재 입자와 40%의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의 열가소성 재료로 이루어지며, 이들 재료는 모두 재활용을
통해 공급될 수 있다. WPC판 내의 목재요소는 삼(hemp) 또는 목화(cotton)와 같은 식물 섬유로부터 얻어진 목질 섬유
소 또는 쌀과 해바라기 씨앗의 겉껍질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료들은 모두 100% 재활용 가능하다. 연구원은 압
축 WPC 판은 포름알데히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연구원들은

적절한

첨가제를

선택함으로서

WPC판의

난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연구팀은

적인(red

phosphorus)과 확장 흑연(expanded graphite)과 같은 난연제의 혼합을 통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방식으
로 처리되고, 방염 목재 입자를 포함한다면 WPC판의 산소 제한 지수는 38%까지 증가하였으며, 기준 목재 입자 판의 제
한 산소 지수가 27%, 이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은 WPC판의 경우 19%에 그친다는 것과 비교된다. 새로운 WPC의 기능
은 물을 거의 흡수 하지 않아 화장실과 주방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끓는 물에 다섯 시간 동안 담겨져 있
다 빼내도 전혀 손상되지 않아, 기존의 목재 입자 판들과 대조적이다.
WPC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목재 섬유, 열가소성 재료 및 첨가제들이 높
은 온도 및 압력 하에서 용융되어 금형되는 사출 성형과 압출 성형이다. 연구팀은 가구 제작용 판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압축 기술에 초점을 두었으나 WPC는 건물 외벽의 물막이판자, 전시회 부스의 설치 와 주택과 선
박 내부 설비 등에 많은 응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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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양 분야에 응용 가능한 물위에 뜨는 금속기지 복합재료
(Metal matrix composite that floats shows promise in auto, marine applications)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5년 5월 18일

뉴욕대학교 폴리텍 공과대학은 소속 연구원이 물 위에 뜨기에 충분히 가벼운 새로운 금속기지 복합재료를 입증하였다
고 5월 12일에 발표하였다. 연구원은 이와 같이 경량의 복합재로 이루어진 보트는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가라
앉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Deep Springs Technology (DST, Toledo, OH, US)와 협력하여 개발한 마그네슘 합금 기지 복합재료는 탄화규소 중
공 입자로 강화되었으며, 0.92 g/cc의 밀도를 갖으며, 1.0 g/cc의 밀도를 갖는 물보다 작은 밀도를 갖는다. 대학은 새로
운 복합재료에 대한 기술이 완성단계에 근접하였으며, 3년 내에 시험을 위한 시제품에 투입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
다. 개발자는 특히 미 해병대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UHAC(Ultra Heavy-lift Amphibious connector)와 같은 수륙양용 자
동차는 높은 부력과 가벼운 무게를 갖는 새로운 재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뉴욕 대학교 기계 항공
공학부 교수 Nikhil Gupta 및 연구의 공동저자는 “초경량 금속기지 복합재의 개발은 기존의 금속재료에 대한 선호를 복
합재로 돌려 세울 수 있으며,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엔진 및 배기 부품 활용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경량의 탄화규소 중공 구체는 DST에 의해 개발 및 제조되었으며, 단일 구체는 25,000psi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으
며, 이는 소방호스 압력의 100배에 가깝다. 중공입자의 각 쉘은 파괴 시 에너지 흡수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격 보호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이 복합재료는 쉘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밀도 뿐 아니라 다른 특성들을 요구에 맞게
제작할 수 있다.
뉴욕대학은 새로운 복합재료는 보트 바닥재, 자동차 부품 및 부력 모듈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고 말하였
으며, 현재 이 연구는 미 육군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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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40톤 트럭용 유리섬유 판 스프링
(World’s first glass fiber leaf spring for 40-ton trucks)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5년 3월 9일

IFC Composites(할덴스레벤, 독일)은 2014년 65회 IAA(9월 25일~10월 2일, Hannover, Germany )에서 전시된 바
있는 강화섬유 복합재로 만들어진 40톤 트럭용 판스프링을 개발하였다. 개발은 시리얼 프로덕션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
으며, IFC의 개발 관리자 Matthias Vogit은 “최근 몇 달 개발 진행은 매우 놀라웠으며, 우리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냈
고, 트럭 세그먼트용 섬유강화 판스프링에 대해 확신한다.”라고 하였다.
IFC Composites은 트럭용 판스프링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부터 경량트럭용 에폭시 기반 강화섬유 복합재 판스프
링을 대량 생산해왔으며, 이 판스프링의 불량률은 0%이고 납품기일에 대한 고객 불만이 전혀 없었다. 생산 관리자
Rudiger Trojahn은 “우리의 스프린터 판스프링은 강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판스프링보다 20kg 더 가벼워, 80%의 무게
절감을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 중량 트럭 부품에 대한 주요 사항은 무게 감소이며, 기존의 강 부품과 비교하여 400kg
이 절감되었다. 이에 대해 IFC는 “무게 감소는 적재량 증가 또는 연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방출량 또
한 감소하고, 타이어 소음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
CEO Oliver Schimpf는 “40톤 트럭이 도로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적은 연료를 소모하기를 원한다면, 섬유강
화 복합재 부품 사용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Trojahn은 복합재의 파손 저항을 장점으로 내세웠으며, 기존의 강재
료는 추운 지역에서 취성화되지만, 복합재료는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복합재료는 다양한
해양 분야 응용과 풍력터빈 등에서 증명된바와 같이 부식 저항성 및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다.
IFC는 판스프링뿐 아니라 샤프트, 스테빌라이저, 풍력 터빈 용 커플링 요소에 쓰이는 GFRP와 CFRP를 생산한다.
CEO Schimpf는 회사의 미래를 밝게 생각하며, 특히 복합재 판스프링을 대량생산하게 될 경우, 2018년까지 매출이 4배
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