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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동향 (海外 技術動向)
NASA 의 복합재를 이용한 극저온 연료 탱크 실험
(NASA tests composite cryogenic fuel tank)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3년 7월 8일

미 항공 우주국 (NASA)은(Washington, D.C)는 최근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대용량의 가압 극저온 추진제 탱크를 성공
적으로 테스트하여 주요 우주 기술 개발 이정표를 완료했다고 7월2일 발표했다. 이 복합재 탱크는 다음세대의 로켓이나
우주탐사를 필요로 하는 우주선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극저온 추진제는 영하의 온도에서 냉각, 응축되어 높은 가연성의 액체를 형성하는 기체들을 일컫는다. 이 극저온 추진
제들은 미래에 지구 저궤도(low-Earth Oribt)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유인 탐사임무에 중요한 높은 에너지 추진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액체 산소나 액체 수소와 같은 극저온 추진제는 전통적으로 대형 로켓이나 NASA의 우주 왕복선에 필
요한 막대한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추진제 탱크는 금속으로 제작되었다. NASA의 마샬 우주 비행 센터 (헌츠빌, 알라바마, USA)에서 테스트 한
거의 2.4m(8-ft)의 직경을 가지는 이 복합재 탱크가 중요하다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로켓의 발사나 다른 우주 임무를
위한 비용과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테스트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먼 우주로의 임무를 해내기 위해서는 극저온 복합재 탱크를 필요
로 한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Michael Gazarik, (NASA's associate
administrator for space technology)은 말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우주 기술의 투자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복합 재료의
제조, 사용량과 미국의 산업 능력에 혜택을 줌과 동시에 더 먼 우주로의 NASA의 탐사를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탱크를 금속재료에서 복합재료로 전환 하면서 미래의 우주 시스템은 극적인 무게감소를 통하여 엄청난 수행능력향상
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복합재 기술의 잠재적인 초기 적용 대상 프로그램은 NASA의 Space Launch
System heavy-lift rocket의 상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주(Washington) 투 퀼라 (Tukwila)에 자리 잡고 있는 Boeing사의 시설에서 만들어진 이 탱크는 2012년
후반기에 미국 항공 우주국 (NASA)에 도착했다. 엔지니어는 탱크를 검사 및 절연 처리 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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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의 액체 수소를 함유한 채로 가압 후 일련의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탱크는 –253°C(-423°F)까지 냉각시켰고, 최대
135 psi의 압력까지 20회의 압력 사이클을 변화시켜 이루어졌다.
"이 작은 탱크를 이용한 실험 경험은 우리가 훨씬 더 큰 탱크를 완벽하게 제조 및 실험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도
움을 주었습니다." Marshall1)의 극저온 탱크 프로젝트 매니저 John Vickers가 말했다. " 직경 5.5m(18ft)의 이 탱크는
사상 최대의 크기로 제작된 복합재 추진제 탱크가 될 것이며 오늘날 대형 발사체에 사용되는 금속재로 만든 탱크의 크
기인 8.4m(27.5-ft)와 같은 크기의 복합재 탱크에 적용 가능한 설계상의 특징과 제조 공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NASA와 보잉(Boeing)팀은 5.5m(18ft)직경의 복합 탱크를 제조하는 과정에 있으며 내년

Marshall 에서 실험할 예정

이다.
"탱크의 제조 공정은 oven-cured 재료의 섬유 배치(fiber placement) 자동화나 heavy-joint를 제거하여 누설 부위를
줄이는 복합재 탱크벽의 섬유배치 디자인와 같은 다양한 산업적인 성과를 대표합니다." Marshall의 Boeing cryogenic
tank program manager, Dan Rivera가 말했다.
복합재 탱크의 조인트, 특히 나사 체결부의 경우 과거에 상습적으로 누설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였다. 보잉(Boeing)사
와 파트너인 Janicki Industries (Sedro-Woolley, Wash., USA)는

heavy-joints의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장

비를 개발했습니다.
"보잉(Boeing)은 대형 복합재 구조물을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Marshall에는 큰 탱크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설이
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Marshall의 cryogenic tank deputy project manager인 John Fikes 가 말했다. "더 크고
더 높은 성능의 탱크를 제작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NASA와 보잉사가 협력하여
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Park Electromechanical에서 새로 출시한 복합재 Strut
(Park rolls out new composite strut)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3년 7월 22일

Park Electromechanical Corp. (Melville, N.Y., USA)는 7월 22일 새롭게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복합재 strut 디자인
인 ‘ALPHA STRUT’을 발표했다. ‘ALPHA STRUT’은 항공기나 중-고 하중을 견뎌야하는 항공용으로 디자인 되었다.
또한 Park Electromechanical Corp에서 특허를 취득했던 우주 또는 매우 높은 하중을 견뎌야하는 항공용 소재로 사용
되는 SIGMA STRUT과 함께하게 된다.
ALPHA STRUT과 SIGMA STRUT 디자인은 독특한 모서리 이음쇠를 이용하여 각각의 strut들의 끝을 일치시켜 상
당한 무게 절감과 부하 운반 안정성을 제공 한다고 한다. 이 기술은 이음쇠가 전단 하중을 수행하는 결합부위에 의존하
지 않고 strut body에 모든 하중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Park Electromechanical Corp 은 ALPHA STRUT 디자인이 한계하중내의 인장력과 압축력을 모두 부하하는 1 백만
번 이상의 로드 사이클 테스트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 되었다고 말한다. tie rods, push/pull control rods, bracing,
truss structures and bulkheads등에 적용가능하다. 높은 안정성, 고유의 끝 이음쇠 디자인, 가벼운 무게, 탄소 섬유 복
합재 사용, 길이를 요구 사항에 조절이 가능 하다는 특징이 있다.
1)

marshall space fligh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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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E 2013 신제품 소개
(SAMPE 2013 New Product Showcase)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3년 7월 11일
P지난 2013년 5월6일에서 5월9일까지 열렸던 SAMPE 2013 (Long beach, CA, USA) 전시회에서 소개된 신제품들
의 리뷰 중 3개를 발췌했습니다.
섬유 강화 알루미늄(Fiber-reinforced aluminum)
Triton Systems Inc. (Chelmsford, Mass.)와 Specialty Materials Inc. (Lowell, Mass.)이 섬유 강화 알루미늄
(Fiber-Reinforced Aluminum, FRA)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여 제조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로 합의했다고 SAMPE 2013
에서 발표했다. Triton에 의해 개발 된 이 소재는 강철의 무게는 3 분의 만드는, 26 % 정도의 섬유 부피 분율에 무작위
로 지향 알루미나 규산염 섬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의 알루미늄 합금보다 3배의 고온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재료는 철판 형태로 제공되며, 카바이드(carbide) 또는 다이아몬드 코팅 기계 공구로 가공 할 수 있다. 잠재적인 적용 대
상으로 베어링 케이스, 열교환기, 액츄에이터 하우징(actuator housings), 다른 부품 사이에 삽입하는 bushing 이나
wear inserts 로 사용될 수 있다. Specialty Materials Inc.의 직원은 FRA가 두 개의 회전익 항공기 제조업체에서 베어
링 케이스로 테스트 되고 있다고 말했다. www.tritonsys.com; www.specmaterials.com
특허 취득한 열가소성 프리프 레그(Patented thermoplastic prepregs)
Fibertec (Atlanta, Texas)은 다양한 범위의 섬유타입(전하는 바에 따르면 꼬거나 직물형태로도 가능한)과 resin에서
사용가능한 자사의 특허 열가소성 프리프레그(patented thermoplastic prepregs)를 보였다. 이 회사는 최근 자사의 재료
가 복잡한 ready-to-mold preforms으로 조립 될 수 있도록

LayStitch Technologies (Highland, Mich.)로부터 장비를

인수했다. 또한 회사 자체적으로 독점 개발한 SH-MCNTs (short, multiwall carbon nanotubes)도 선보였다. ‘Ros-1’
이라 상표등록된 이 제품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엉키거나 뭉치는 다른 탄소 나노 튜브 제품에 비해 더 안정적이고 용액
이나 레진에 더 쉽게 분산된다고 한다. ROS - 1 나노 튜브는 현재 Rosseter Holdings Ltd. (Limassol, Cyprus)에서
열 및 전기 전도성 수지 및 마모 방지 코팅을 포함하여 판매되고 있다.
주위 경화 에폭시 수지 시스템(Ambient-cure epoxy resin system)
SAMPE

2013에서

Cornerstone

Research

Group

Inc.

(Dayton,

Ohio)는

오븐(Oven)이나

오토

클레이브

(Autoclave)를 사용하지 않는 수지 시스템에 대한 기술 문서를 발표했다. 독점 개발한 부드러운 두 가지의 에폭시는 상
온에서 2시간정도의 유효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열을 가하는 과정이 없으며 postcure 과정이 필요 없다고 말
했다.

vacuum-assisted

resin

infusion

과정에서

NONA(non

auto

clave)로

만든

매우

두꺼운

부위의

경우

prepreg/autoclave-cured prepreg(204°C) 와 비교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오토 클레이브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
의 타겟이 되는 부분은 매우 큰 부분(예를 들어, 풍력 블레이드 또는 발사체), 토목 인프라 및 대형 구조물의 현장 제조
가 필요할 때 실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