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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동향 (海外 技術動向)
탄소 섬유 생산을 위한 대기압 플라즈마 상용화 눈앞
(Atmospheric plasma heading toward commercialization for carbon fiber manufacture)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5년 9월 15일

RMX Technologies (Knoxville, TN, US)는 자사가 지난 몇 년간 개발해온 대기압 플라즈마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
르렀으며, 이 기술은 섬유 생산 시 발생하는 산화 에너지 소비를 75% 감소시키며 탄소섬유 생산비용을 20% 줄일 수 있
다고 발표하였다.
Rod Grubb 사장과 Truman Bonds 연구개발 부사장은 PAN 전구체 산화 시킬 때 기존의 산화 오븐 대신에 대기압 플
라즈마를 사용하면 공기로부터 독특한 반응 물질을 만들어 산화 속도를 가속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Bonds는 기존의 오븐은 탄화 공정 중 PAN의 열적 화학적 평형을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와 산소를 필요로 하지만,
RMX 대기압 플라즈마 시스템은 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소와 열을 이용하여 다른 화학물질을 만들어 낸다고 말하며,
자사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화학물질 생성기라고 말하였다. 또한 비용과 에너지 소비 감소의 주원인은 기존 열 시스템
에 비해 20~30분가량 단축된 시간 덕분이며, 다른 산화 오븐에 비하여 길이가 반 이상 짧게 설계되어 전체적인 생산 라
인 이동거리의 단축효과도 있다고 말하였다.
RMX사는 oven의 크기를 키움과 동시에 500-ksi, 50K 탄소섬유 생산을 위한 플라즈마 산화에 최적화된 textile-grade
PAN 전구체 개발에 많은 유럽 회사들과 협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오븐과 같은 시기에 전구체가 상용화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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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성질 측정을 이용한 NDT 기술
(Dielectric properties measurement drives NDT technology to composites market)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5년 9월 14일

Material-Wave Interactions Laboratories (MWI Lab, Tempe, AZ, US)는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에서 개발된 비파괴
재료 검사 기술의 파생 품을 긴 연구개발 기간 끝에 복합재 제조 및 유지 보수 시장에 내놓으려 준비 중에 있다.
MWI 연구소는 공정중 비파괴 품질 검사 및 품질 보증용 안테나와 시스템을 제조하며, 자사의 RF 및 MW 안테나 기
술을 바탕으로, 가우시안 빔 기술을 이용한 시험 서비스 또는 고객 맞춤 생산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안테나 및 시
스템은 허니콤, 저항 필름 그리고 레이돔 재료와 같은 고급 복합재의 이방성, 유전체, 자성과 같은 재료 물성을 측정하
는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복합재 구조물 내의 동공, 박리, 수리결함 또는 RF 및 MW 누설 등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
MWI 연구소의 비접촉 가우시안 빔 안테나는 평면파, 광대역, 좁은 빔 등을 제공하며 삽입손실, 반사손실, 복합재 수리
및 RCS 응용 시 상대적으로 넓은 동적 범위를 제공한다. MWI 연구소의 최고 상업 책임자인 Matthew Witte는 자사 기
술의 잠재적인 응용은 프리프레그 제작 중 공정 내 분석부터 복합재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고 말하였다.
공정 내 분석의 예시로, Witte는 MWI 연구시가 개발한 방사선 민감 복합재 구조를 위한 허니콤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케블라 섬유 코팅의 유전 성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을 들었다. MWI Lab 대표 Jeff Peebles는 이 시스템이
케블라 직물의 42%에서 허니콤 또는 복합재 구조물로 사용되었을 때 결함발생 가능성이 높은 결함을 찾아냈다고 말하
였다. MWI 연구소는 항공우주 분야 응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품의 평가를 위한 스캐너 대여를 Boeing, Northrop
Grumman, General Atomics, General Dynamics, Raytheon, GE Aviation 등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Peebles는 MWI 연
구소 기술의 장점은 interrogation 속도이며, 다른 기술들이 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자사는 2~3분 안에 가능하다고 말하
였다.
Witte는 앞으로 회사가 복합재 제조부터 응용까지 모든 수준의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품을 시장으로 내놓기
전 결함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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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VD 생산 공정을 이용한 세라믹 섬유 제작
(Laser chemical vapor deposition viable for ceramic fiber fabrication)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5년 8월 17일

Free Form Fibers (Saratoga Springs, NY, US)는 자사의 LCVD(laser chemical vapor deposition) 생산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다재료 세라믹 섬유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Free Form Fibers는 고성능 원소와 세라믹 재료 간의 독특한 결합을 갖는 섬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Free Form Fibers는 25 마이크로미터 직경의 실리콘 카바이드와 보론 카바이드, 보론 그리고 텅스
텐 카바이드 섬유를 수 밀리미터 폭의 테이프 형태로 생산해왔다. 회사는 올해 말까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금보다 더
넓은 형태의 재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Free Form Fibers는 긴 연속 섬유 생산을 위한 스풀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
며, 150 미터의 테이프 스풀을 2016년 초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회사의 선임 재료 연구원인 Sha Harrison 박사는 “이 결과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사에서 생산 가능한
재료에 대한 엄청난 양의 다중 성분 상태도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생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였던 재
료의 결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Free Form Fibers의 다음 목표는 섬유 제품의 강도 및 파괴 인성과 같은 섬유의 물성
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Harrison은 또한 “마이크로 혹은 나노 크기의 여러 성분의 혼합은 매우 흥미로운 기술 성과이고, Free Form Fibers는
이러한 기술성과에 대한 특허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탄화규소 및 탄화붕소를 이용한 고급 갑옷과 같은 잠재적인 응용들
을 연구 중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