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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허

탄소 화이버 상에 성장한 나노 구조체를 포함하는 복합 재료의 형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하
여 형성한 나노 구조체를 포함하는 복합 재료(10-2013-0129665)
Method of manufacturing composite material having nano structure grown on carbon
fiber and composite material having nano structure manufactured using the same
(P 14/49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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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본 기술은 탄소 화이버 상에 성장한 나노 구조체를 포함하는 복합 재료의 형성 방법 및 이
를 이용하여 형성한 나노 구조체를 포함하는 복합 재료 기술이다. 탄소 화이버 상에 높은
밀도로 성장한 나노 구조체를 포함하는 복합 재료의 형성 방법을 제공한다.

기존기술 대비 개선점
· 탄소 화이버 상에 탄소 계열 나노 로드들을 성장시키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이지
만 원하는 물성을 구현하기 위한 이종 나노로드 성장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존재
· 탄소 화이버 상에 탄소 계열 나노 로드의 경우 수지와의 결합 면적을 증가시키지만 탄소
화이버에 손상을 줌에 따라 복합 재료의 성능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

복합 재료의 성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개면 특성 향상 기술 요구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복합 재료는 대면적 펄스
전자 빔 표면 개질 처리와
진공 보조 수지 전사 몰딩
공정을 이용 개발

아연 산화물 나노 구조체들
의 x-선 회절에서, 결정도
피크의 강도는 대면적 펄스
전자 빔에 의하여 처리된
경우가 높게 나타남

대면적 펄스 전자 빔에 의
하여 처리된 경우에, 무게
변화 및 전기저항도 높게
나타남

복합 재료의 전기 저항은
대면적 펄스 전자 빔 처리
의 인가 전압을 10 kV 내지
30 kV로 증가시킴에 따라
21.1%까지 증가

대면적 펄스 전자 빔 처리
된 경우에, 충격 에너지 흡
수도는 153.3% 까지 증가

대면적 펄스 전자 빔 처리
된 샘플간의 결합은 상호
결합에 의하여 더 강한 충
격 저항성을 나타냄

[실시예에 따른 복합 재료 표면 모폴로지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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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면

화이버의 표면 개질된 표면
상에 나노 구조체를 성장

화이버를 표면 개질

화이버와 나노 구조체를
매트릭스 상에 전사

[복합 재료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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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
2010년 기준 세계 탄소섬유 생산량은 5만4천t으로 집계되며, 국내 수요는 8천t 규모로 역시 2007년 대비 2천500t에서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 탄소섬유 시장이 연간 11% 이상 급성장, 2020년에는 약 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동향
① 미래섬유산업은 초경량화 · 고기능성 섬유, 스마트 섬유, 친환경 섬유, 첨단의료용 섬유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 · 개발진행
② 기존 섬유의 재질 및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감성 섬유도 개발되어 환경, 의료, 건강, 실버 등에 응용될 것으로 예상
③ 미국은 산업용 원천소재 기술, 일본은 극한섬유 및 복합가공 기술, 유럽은 디자인 및 제품화 기술 중심으로 개발 중
④ 고성능 탄소섬유의 개발은 주로 일본 Toray사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탄소섬유의 고성능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응용분야도 점차 다양화 되고 있음

시장동향
① 산업용 섬유의 수요 비중은 ‘80년 15%, ‘90년 18%로 소규모 성장에 그쳤으나, ‘00년 23%, ‘06년 24%
(일부 통계 30%로 상향 추정)로 급속한 증가세를 유지
② 탄소 섬유의 글로벌 시장은 2011년 기준 35,000톤에서 2020년에는 두 배로 늘어나 70,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약
2,000톤 규모의 국내 시장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원사를 2013년부터 태광, 효성, 도레이 첨단과학이 경쟁적으로
생산 개시 중
③ 탄소, 아라미드섬유는 첨단 기술산업의 핵심소재로 활용되어 기존 금속소재를 대체하는 부품소재로 급속히 확대 중
④ 섬유의류산업에 적용되는 나노소재 시장은 2015년의 경우 3.3억불 규모로 확대 예측
⑤ ‘08년 리먼사태 이후 산업용 섬유 시장은 자동차, 우주항공 등에서 경량 소재사용이 확대되면서 아라미드, 탄소섬유가
부상하며 수요 촉진

[탄소섬유 시장 규모] 출처 : 미래에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