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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동향 (海外 技術動向)
포르쉐의 탄소 섬유 휠
(Porsche and the braided carbon fiber wheel)
정보출처 : www.porsche.com
원문출판날짜 : 2017년 8월 20일

Herzog 9m braider

braided carbon fiber wheel

포르쉐(Porsche)는 탄소 섬유를 꼬아서 휠을 제조하고, 직접 차량에 제공하는 최초의 자동차 회사가 되
었다. 한화 2천만원(€ 15,232)으로 2018년식 포르쉐 911S에 4개의 탄소 섬유 휠 세트를 옵션으로 선택
할 수 있다.
4개의 탄소 섬유 휠은 무게가 표준 합금 바퀴보다 약 8.5kg 가량 덜 나간다. 총 20% 무게가 감소했으
며, 20% 더 강해졌다. 감소된 중량으로 인해 탄소 섬유 휠은 낮은 회전 질량(moment of inertia)을 갖게
되고 가속과 제동 성능이 증가하게 되었다. (스프링 아래 무게(Unsprung weight)를 8.5kg 줄이는 것은 차
량 무게 85kg을 감소 효과를 얻는다. -역자주)
9m 직경의 꼬는 기계(braider)로 꼬아진 탄소 섬유를 생산한다. 포르쉐에서 사용한 Herzog는 세계에서
가장 큰 브라이딩 머신(braider)이다. 이 기계는 직물부터 금속 와이어에 이르기까지 뭐든 다 짤 수 있는
기계이다.
바퀴의 스포크(wheel spokes)들은 200개의 꼬아진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다. 섬유를 꼬는 것(braiding)은
탄소 섬유의 밀도를 더 조밀하고 더 작게 만들어 강성을 높인다. 이 탄소 섬유들은 이미 수지가 합침된 프
리프레그(Prepreg)이며, 오토클레이브 작업이 생략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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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치유 복합 재료에 대한 새로운 연구
(New research on self-healing composites)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7년 9월 21일

버밍엄 대학(영국)과 하얼빈 공과 대학교(중국) 연구원은 동결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복합재가 균
열을 스스로 치유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왕립 학회(Royal Society Open Science)에 실린
이 논문은 자가 치유 물질이 매우 낮은 온도 (-60°C)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진은 해상 풍력 터빈과 같은 수리 또는 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되는 섬유 보강 자재 또는 비행
중 항공기와 위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자체 치유 복합 재료는 자동으로 속성을 복원 할 수 있었고 유리한 조건(높은 온도)에서는 복합 재료가
인상적인 치료 기능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치유가 불충분하다고
논의되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치유 작용제를 전달하고 방출하기 위한 3D 중공 용기와 다공성 전도성 요소가 내부
가열을 제공하고 필요시 열을 가하기 위해 합성물에 묻혀있다. 가열 요소가 없으면 액체는 –60°C에서 동결
될 수 있으며 화학 반응은 시작 될 수 없다.
유리 섬유 강화 합판에서 -60°C의 온도에서 100% 이상의 치유 효율이 얻어졌으며, 대부분의 복합 재료
에 적용 할 수 있다고 한다. 치유 된 섬유 강화 복합 재료는 더 높은 층간 접착 품질(interlaminar
properties)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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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우주 분야의 보강재로 사용되는 Spread-tow 직물
(Spread-tow fabrics: better than traditional reinforcements in aerospace applications?)
정보출처 : www.textreme.com
원문출판날짜 : 2017년 8월 22일

BlackWing Sweden사의 경량항공기 동체와 날개는 TeXtreme사의 spread-tow 탄소 섬유로 제작되었다.

경량 항공기의 개발자이자 제조사인 BlackWing Sweden은 동체 및 날개를 TeXtreme spread-tow 탄소 섬유로 제작
했다. 경량화로 Red Dot Award를 수상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spread-tow 섬유는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laminates)가 매우 얇다. 많은 스포츠 용품 및 자동차 응
용 분야에서 이러한 얇은 소재의 인기가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물성 테스트, 특히 충격 테스트가 없어 항
공 우주 분야의 채택이 느렸다.
표준화된 80gsm과 160gsm으로 짜여진 TeXtreme재료를 사용하여 55ply 패널을 항공우주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했다. 평면 내 전단, 더블 캔틸레버 빔, 인장 및 압축 하중, 충격 후 압축을 통한 잔류 강도(CAI)
등 200개 이상이 테스트되었다. spread-tow 직물은 항공기 내에서 사용 된 표준 보강재와 비슷한 손상 내성 값이 나타
났으며, 오히려 평면내(in-plane) 특성이 더 우수했다.
Oxford는 spread-tow fabric 라미네이트의 충격 후 손상을 개선하기 위해 열가소성 바인더(thermoplastic binder)를
포함하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저 충격 에너지에서 CAI 잔류 강도가 23%이상 향상되고 고 충격 에
너지에서도 16%이상 향상되었다.
spread-tow fiber가 최근 경량 항공기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향후 상업용 항공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