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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동향 (海外 技術動向)
새로운 탄소섬유 접착 기술
(Dow launches new carbon fiber bonding technique)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6년 5월 9일

Dow Automotive Systems(Auburn Hills, MI, US; Schwalbach, Germany)가 BETAFORCE 복합재 접착재를 이용한 주
입 접착 기술을 개발하였다. 회사는 이 기술이 여러 재료를 조합하는데 있어 탄소 섬유 부품의 활용을 넓히고, 최근
BMW의 7er 시리즈와 같이 제조업체의 제품 경량화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입 접착 기술은 루프를 따라 사이드 프레임을 적용하는데 있어 탄소 섬유 부품을 금속에 부착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여기서, 탄소섬유 부품은 금속 하우징 내부에 루프를 따라 A-piller와 D-pillar 사이에 사용되는데, 이는 가장 작은
질량에서 NVH와 subsequent R&H을 개선시키고, 차량의 비틀림 강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차량 충돌 또는 차량 전복
시 차량 내부 안전성을 보장해준다.
길이가 긴 탄소섬유 복합재 부품을 통합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차량의 수명 동안 선형 열 팽창 계수 차이를 관
리 하는 것이다. BETAFORCE는 높은 연신 인자와 탄성 계수의 특징을 갖는데, 높은 탄성계수는 요구되는 강성을 제공
하고 높은 연신 인자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 흡수와 선형 열 팽창 계수 차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여 선형
열 팽창계수 차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BETAFORCE에 의해 접착된 재료는 스틸 혹은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섬유가 가능하며 roofing, 탄소섬유로 이루어진
부품 그리고 문과 같이 hang-on 부품 등에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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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가스 유전 운용을 위한 새로운 복합재 파이프 개발
(New Composite pipe designed for extreme subsea oil and gas operations)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6년 5월 2일

Magma Global Limited는 해저 원유 및 가스 시스템의 위험성을 줄이고 탐사 및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m-파이프 기술을 개발하였다. Magma는 회사의 최신 초경량 연속 파이프는 지금까지 가장 길고 가장 넓은 VICTREX
PEEK기반의 구조라고 발표하였다. 이 파이프는 10,000피트의 깊이에 사용될 수 있으며, 압력은 최대 15ksi (103MPa)까
지 버틸 수 있다. 이 파이프는 VICTREX PEEK와 고급 탄소섬유 그리고 S-2유리 섬유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재 파이
프로 높은 압력과 높은 유량을 다루는 유압 펌핑 시스템의 요구치를 만족하면서 신뢰성 있는 해저 삽입 라인을 구성하
기 위해 만들어졌다.
Magma의 커머셜 디렉터인 Charles Tavner는 "Victrex Plc와의 협력덕분에, 멕시코 걸프에서의 10,000 피트 light
well intervention과 유압 펌핑을 위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VICTREX PEEK 폴리머의 고성능과 그들
의 재료 및 공정 분야 전문지식이 기존의 기록을 깨는 새로운 원유 및 가스 산업용 m-파이프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
었다."라고 말하였다.
m-파이프는 VICTREX PEEK 폴리머와 탄소 및 유리섬유 기반의 복합재료로 기존의 스틸 파이프와 비교하여 낮은 피
로 및 향상된 부력과 높은 내식성을 갖는다. Victrex의 에너지 디렉터인 Swanson은 “원유 및 가스 탐사에서 범위를 넓
히고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속적인 요구는 우리가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동기부여를 주었으
며,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라고 말하였다.
Tavner는 “현재 원유 및 가스 산업은 운용 비용으로 인해 상당한 위험에 처해있고,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gma 시스템은 유압 펌핑 시간을 줄임으로써 선박 사용효율을 극대화 하고 이동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intervention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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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를 이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태양 에너지 시스템
(New hybrid solar energy system uses composites to lower costs)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6년 5월 16일

복합재 제작 전문 업체인 5D Composite(Sarasota, FL, US)의 자회사인 5D Watts(Sarasota, FL, US)가 생산용 프로
토 타입의 완성과 2년간의 실내 시험 후에, 유리섬유와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하여 만든 복합재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태양열 집중 광발전과 열 에너지 시스템의 증명시험을 신재생에너지시험센터(RETC, Fremont, CA, US)와 함께 시작하였
다.
태양열 및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복합재의 고강도, 고강성, 경량 및 내구성 특성을 이용하여
만든 5D Watts의 하이브리드 태양 에너지 시스템은 낮은 구매 비용과 설치비용으로도 에너지 생산을 기존의 평판 시스
템 대비 400% 향상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가벼우면서도 내구성 있는 섬유 강화 복합재를 사용함으로써 리프팅
장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보도에 따르면 시스템 구성 부품 중 16kg이 넘는 부품이 없어 한사람에 의해서도 충분
히 설치될 수 있다. CEO Andrew Rekret은 “우리는 설치 시간을 10분 이하로 줄였으며, 작은 필요 면적과 가벼운 무게
로 인해 천장을 뚫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Rekret은 “우리는 복합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두 부분으
로 이루어진 폴리우레탄 열경화성 수지를 적용하였고 이는 이 제작 방법의 새로운 적용이다.”라고 말하였다.
5D Composite의 pultrusion, tank 그리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합재의 풍화, 부식 그리
고 UV 저항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Rekret은 “25~30년 동안의 풍화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가장 우
수한 하이브리드 광발전 및 열 에너지 성능을 갖는 저비용 섬유 강화 복합재 제품을 제공한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