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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동향 (海外 技術動向)
내화 복합재료 클래딩 개발
(Fire-resistant composite cladding opens endless options for designers)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4년 7월 1일

크라이슬러(Kreysler & Associates) 사가 고층 건물의 화재 규정을 준수하는 새로운 유리 섬유 복합 재료 클래딩 물질
을 개발하였다. 이는 유리 섬유와 탄소 섬유로 강화된 복합 재료의 경량성과 형태와 질감의 유연성을 설계자가 제약 없
이 사용하도록 한다.
새로운 클래딩 복합 재료인 Fireshield 285는 새로운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 박물관 확장 10층 건물의 주요 외관이
될 것이다. Fireshield 285의 패널 시스템이 최근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화재 시험인 NFPA 285을 통과하였다. 이 시험
은 다중 층계 외관 시스템의 실물 크기 모형을 연소 및 화염 전파 특성 시험을 포함한다.
크라이슬러 사는 Fireshield 285가 처음으로 NFPA 285를 통과한 내화 섬유 강화 폴리머(FRP) 클래딩이라고 한다. 윌
리엄 크라이슬러 사장은 자사의 합성수지와 섬유, 자연 골재의 조합을 특허 출원중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는 매우 내
구성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이며 매우 내열성이 강하다고 한다. 이로써, 설계자들은 큰 외형을 국제 건물 규격(IBC)을 만
족하는 대부분의 모양과 윤곽, 질감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크라이슬러 사는 컴퓨터 본체에 사용된 적 없는 독특한 디
자인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였다. 패널 또한 크고 매끄러운 외관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 박물관 확장이 하나의 예이다. 이는 노르웨이의 Snohetta 사가 지역 회사인 EHDD와 합작하
여 설계하였다. Fireshield 클래딩의 곡면의 질감은 마치 몇 블록 떨어져 있는 샌프란시스코 만의 물결을 연상하게 한다.
크라이슬러 사가 제작한 700개의 패널의 두께는 4.8mm(0.1875inch)이고 무게는 평균
패널은 가로 1.7m, 세로 9m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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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퍼 플라스틱스, 초고성능 사출성형 열가소성 복합재 개발
(Piper Plastics develops ultrahigh-performance, injection moldable thermoplastic composite)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4년 7월 28일

파이퍼 플라스틱스(Piper Plastics, Chandler, Ariz, USA) 사는 사출 성형 열가소성 복합재의 새로운 상품인 Kyron
MAX를 개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사출 성형 복합체와 적층을 이용한 복합 재료 사이의 성능 격차를 줄였
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상품은 충전제의 사용으로 상당히 높은 인장 특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S 시리즈는
PEEK와 PPS, PEI, PPA, 나일론 6/6 강화로 구성되며, 자사 소유의 MAX 섬유로 강화되었다. 이는 알루미늄과 주철, 마
그네슘 대체를 겨냥한다. ES 시리즈와 XS 시리즈는 MAX 섬유와 유리 섬유, 탄소 섬유로 강화된 PEEK와 PPA로 구성되
어 있다. ES 시리즈는 강철과 알루미늄, 주철, 마그네슘 대체를 겨냥하는 반면, XS 시리즈는 티타늄과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주철, 마그네슘 대체를 겨냥한다. 재료공학 담당자 데이브 윌킨슨에 따르면, S 시리즈는 일반적인 사출 성형으
로 제작되는 반면, ES 시리즈와 XS 시리즈는 자사 소유의 고압 사출 성형으로 제작된다고 한다.
윌킨슨은 MAX 섬유가 상업성이 있고 탄소 섬유와 유사하며, 짧게는 1mm에서 길게는 20- 25mm로 다양하다고 한다.
또한 파이퍼 사 소유의 성형 공정은 주문 설계 저전단 사출 공정을 사용하며 섬유 길이를 50-85%로 유지한다. 그는 고
압 성형 공정은 사출 압력을 기존 사출 성형보다 높게 사용하며, 부품을 50.8mm(2inch)까지 성형 가능하다고 한다. 그
리고 Kyron MAX의 주요 기술은 섬유와 레진의 접착 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크기 조정이라고 한다.
Kyron MAX 물질의 주요 특징은 100,000psi보다 높은 인장 강도와 철의 75%, 티타늄의 60%에 해당하는 무게, 큰 부
피의 부품을 성형하는 성능, 적층을 이용한 복합 재료에 비해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까다로운 공정이다. 윌킨
슨은 파이퍼 사가 기존에 66% 유리 섬유로 강화된 나일론 6/6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부품을 20% MAX 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는 무게가 25% 감소하고 연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잠재적인 자동차 실내 적
용 사항으로는 나사와 너트, 브라켓 뿐만 아니라 언더 후드 부품이 있다.
파이퍼 사는 두 항공우주 관련 회사와 협업하고 있으며, XS 시리즈의 재료를 이용하여 0.25inch 플라스틱 나사를 개
발하였다. 이 나사는 티타늄 나사의 치수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318kg(700lb)를 지지하지만 무게는 티타늄 나사의 절반
에 불과하다. 파이퍼 사는 제조사가 아니고 Kyron MAX를 판매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부품 조립 업체이며 성형 및 가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시장과 적용 사례는 의료 기기와 임플란트, 항공우주 클립, 패스너, 브라켓, 패스-스루, 석유,
가스, 전자 기기, 자동차 등이다. 파이퍼 사는 미국에 3개의 공장, 태국에 1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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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나무를 모방한 탄소 섬유 에폭시 허니컴
(Carbon fiber epoxy honeycombs mimic performance of balsa)
정보출처 : www.compositesworld.com
원문출판날짜 : 2014년 6월 30일

북미와 유럽의 풍력 발전 단지에서는 최첨단 기술의 날렵한 터빈이 풍력을 전기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블
레이드 안의 재질은 낮은 수준의 소재인 발사 나무이다.
많은 다른 생산품과 마찬가지로, 풍력 터빈 블레이드는 경량화와 고강도를 위해 샌드위치 패널 구조를 사용한다. 심재
로서 발사 나무는 가볍고 단단하지만 자연 목재의 불규칙적인 결이 풍력 터빈 블레이드와 다른 적용에 점점 정확한 요
구 성능을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터빈 블레이드가 에어버스 A380의 날개길이에 상응하는 최대 75m(246ft)로 매우 커지면서, 정밀도와 무게, 품질의 일
관성 등 늘어나는 요구 사양을 충족하며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사실상 수십 년간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야 한다.
그리하여, 제조업체는 새로운 샌드위치 구조 재료를 찾고 있다.
섬유 강화 에폭시 수지와 3D 입체 인쇄 기술을 이용하여, 하버드 기계 응용 공학과와 WYSS 연구소 생명 공학과의
재료 과학자들은 전례없이 가볍고 강성이 높은 셀룰러 복합재를 개발하였다. 이 복합재의 기계적인 특성과 섬세한 제조
덕분에 개발자들은 발사 나무를 모방하고 개선하였다.
결과를 설명하는 논문은 Advanced Materials 저널에 온라인으로 게제되었다.
지금까지 3D 인쇄는 구조적인 적용에 사용되지 않았던 비강화 열가소성 UV 경화성 수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하
버드 SEAS 생명 공학과의 교수이자 연구 책임자인 제니퍼 루이스 한스버그 교수는 에폭시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재료
를 사용하여 경량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한다. 또한 3D 인쇄에 사용되는 물질을 더욱 더 넓힐
수 있다고 한다.
루이스 교수는 발사 나무가 대부분 빈 공간이고 오직 세포벽이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무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때문에 발사 나무가 높은 비강성과 비강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 개념을 모방하여
복합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