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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동향 (海外 技術動向)
탄소 섬유, 전력 전송 케이블로 활용
(Carbon fiber featured in new electrical transmission cable)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4년 6월 2일

셀라니즈(Celanese)와 미국의 최대 전선∙케이블 제조 회사인 사우스 와이어(Southwire)는 경량이며 높은 비강도를 지
닌 CFR-TPR(Continuous fiber-reinforced thermoplastic rad)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전력 전송 케이블 ‘C7’을 공개하였
다. 사우스 와이어의 가공(架空) 전송 기술소장 마크 랭커스터는 C7의 개발에 7년이 걸렸음을 말하면서 가공 전력선의
디자인과 기술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초기 목표는 새로운 기반시설의 건설 없이 전력 전송량을 늘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
이었다. 케이블의 자중에 의한 처짐(Line sag)은 통과되는 전류량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문제였다. 경량의 C7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용량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과 새로운 타워 등의 설치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셀라니즈와 사우스 와이어가 공동으로 개발한 C7은 같은 지름의 알루미늄 전선 강철 강화 케이블에 비하여 거의 2배
의 전력 전송량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며, 또한 더 적은 자중에 의한 처짐을 보인다. 이미 시장에 선보여진 다른 복합
재료 전선에 비교할 경우에 대하여, 셀라니즈의 국제 복합재료 사업팀장인 미카엘 루비는 ‘C7의 재료 조합은 HTLS(High
Temperature Low Sag)을 비롯한 기존의 전선에 비하여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전하였다. C7의 코어는 7개 이상의
3.2mm 직경의 항공우주 등급의 탄소 섬유 가닥이 폴리페닐렌 설파이드와 함께 구성하고 있다. 코어는 PEEK를 통하여
케이블의 알루미늄 전선 가닥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차단되어있고, 갈바닉 부식과 코어의 마모를 막고 있다. 이전에 공개
된 균일 복합재료 코어 케이블과 다르게 CFR-TPS코어는 한 점에서의 파단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코어 가닥 뭉치와 이
를 감싸고 있는 알루미늄 전선 가닥은 함께 구조적 지지를 하여 한 두 가닥 혹은 그 이상의 가닥이 끊어져도 케이블의
파단은 발생하지 않는다. 랭커스터는 탄소 섬유 복합재료 코어는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여, 에너지 통과량을
극대화시키고 전송량 손실의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탄소 섬유/열경화성 플라스틱 코어는 고
온 환경(180~225°C)에서도 전선의 손상 없이 작동할 수 있다.
랭커스터는 C7의 성공은 케이블 설치업자가 기존의 금속 코어 케이블에 적용하던 것과 같은 도구와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따라서 설치와 보수 전략은 갖도록 하였고, 따라서 고객은 그들의 작업 환경에 기존과의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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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켈, 고압 레진 전송 몰딩 시스템 설치
(Henkel installing high-pressure resin transfer molding system)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4년 4월 14일

헨켈(Henkel)은 4월 8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SAE 월드 콩그레스에서 현재 고압 레진 전송 몰딩(HP-RTM,
High-pressure resin transfer molding) 시스템을 메디슨 하이츠에 있는 자사의 북아메리카 자동차 사업 본부에 설치중
임을 알렸다. 이 장비는 헨켈의 록타이트 MAX 시리즈 폴리우레탄을 지원하며,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 복합재료에 초점
을 맞출 것이며, 이번 분기 내로의 완전 가동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는 두 구성의 폴리우레탄을 지원하는 미국 내의 첫 고압 RTM 시스템이다.” 라고 헨켈의
접착 기술부의 선임 응용 연구원인 켈빈 로스린스키는 말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자동차 공급업체의 시스템은 대량
생산에 더 적합한 폴리우레탄이 아닌 에폭시에 맞춰 설계되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에서 연료 효율과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2025 CAFE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경량화가 지속되어, 이제 자
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미국에서 폴리우레탄을 테스트할 능력은 지니게 되었다.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
체가 우리의 메디슨 하이츠 설비를 보러 왔으면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 빨리 폴리우레탄의 품질이 그들이 차후에 가
능한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으면 한다.”고 로스린스키는 말하였고, 덧붙여서 “그들은 우리 장비를 통하여 비싼 몰드
의 제작에 돈과 시간을 허비하기 전에 자신들이 개발한 섬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와, 직조법을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헨켈의 RTM은 8x11인치 플라크를 4mm두께로 사출할 수 있다. 이는 차후에 다양한 두께를 지원하고 Class A 표면을
만들기 위한 다른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헨켈의 록타이트 MAX 복합재료 레진 솔루션은 유리나 탄소 섬유의 RTM을 위하여 개발되어, 자동차의 대량생산에 맞
게 짧은 사이클 시간을 가능하게 한다. 헨켈은 록타이트 MAX 2와 MAX 3가 일반적으로 RTM 공정에 적용되는 에폭시보
다 더 빠른 성형시간을 갖는 폴리우레탄 기반 복합재료 기지 레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낮은 점성 때문에 폴리우
레탄 레진은 관통되어 섬유 재료를 주입하기 수월하여 더 짧은 주입시간이 요구된다. 록타이트 MAX 3은 레진과 경화제
뿐 만 아니라 고성능의 이형제도 포함한다. 내부 이형제는 쉽게 몰드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어, 표면이 즉시 도장하
고 접착할 수 있는 고 품질의 표면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제조 공정을 가속화 시키고, 뛰어난 표면 품질을 지
닌 구성품의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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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성형 에폭시와 폴리우레탄
(Rapid-cure epoxies and polyurethanes)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4년 6월 2일

다우 자동차(Dow)는 JEC 유럽 2014에서 복합재료 자동차 제조를 위한 90초의 성형 사이클 타임을 갖는 다우의 새로
운 트레이드마크 VORAFORCE 5300 에폭시 레진 계열을 발표하였다. 이 레진은 극히 낮은 점성(15mPa/s)을 통한 뛰어
난 지속적인 유동을 가짐으로써 프레스의 용량 한계도 줄였다. 다우는 또한 이 레진은 경쟁사의 에폭시와 기계적 물성치
뿐만 아니라 120°C에서의 열적 특성도 같다. 내부 이형제를 통하여 외부 이형제의 필요성과 관련 비용을 없을 수 있었
다. VORAFORCE 5300은 EU의 REACH 2015표준에 따라 독성을 띠지 않고 있고, VDA-278 테스트에 의해 차 내에의
적용에 중요한 요소인 휘발성이 거의 없음을 확인되었다.
다우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에폭시를 공개하였다. 예를 들면 VORAFORCE 5200 시리즈는 빠른 성형을 요구하는 대형
유리, 탄소, 아라미드 섬유 강화 복합재료 파트를 위한 낮은 점성과 높은 유동성과 빠른 성형 속도를 제공한다. 또한 다
우의 VORAFORCE 5100 시리즈는 유사한 강도와 품질을 유지하면서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빠른 제작 시간을 제공한다.
다우는 이러한 특징이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 수단의 부품의 RTM(Resin tranfer molding)에 적합하도록 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VORAFORCE TW1000 폴리우레탄 시리즈는 성형 프로필 필라멘트 와인딩이 가능한 성형 프로필을 갖도록 만들
어져, 대형 전송 케이블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소형 케이블(10kV) 폴리우레탄 시스템을 보완한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VORAFORCE 시스템은 기존 재료와 다른 타입의 레진과 비교하여 신장률이 증가되었고, 인성, 균열 저항성의 향상을 보
였다. 다우는 끝단에 보호층을 추가하기 위한 생산 공정으로 와인드 가능한 자외선 저항성 폴리우레탄 마감 시스템을 개
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