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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유전성 하이브리드 기능성 섬유기술
(Functionalized Magnetic/Dielectric Hybrid Fibers)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의 특징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보유기술

● 형상 이방성을 제어한 자성/유전성 섬유 제조

   - 금속 및 산화물 코팅 탄소나노섬유 또는 탄소나노튜브

   - 마이크로 섬유를 사용한 자성금속 마이크로 섬유 제조

   - 경량성 부여를 위한 중공형 구조의 섬유 합성

   - 2차원 나노 탄소입자 표면 금속 하이브리드 코팅

 ● 하이브리드 입자 기능성 제어

   - 나노 크기의 금속 산화물 또는 금속 입자와의 하이브리드를 통한 전도성 또는 자성/유전성 부여

   - 자성 금속 구조 및 조성 변화를 통한 자성 성질 제어

● 형상 제어 기술

   - 구형/편상형 등의 단순한 구조 

    → 형상 이방성을 가지는 중공형 등의 다양한 구조 형성 가능

   - 물리적 제조를 통한 크기 제어의 한계

    → 화학적 합성을 통한 나노/마이크로 크기의 하이브리드 가능

 ● 기능성 제어 기술

   - 기능성 입자의 단순 혼합에 의한 기능성 발현 어려움

    → 화학적 합성에 의한 기능성 부여 및 하이브리드 제조

   - 복합재로의 적용 시 사용성의 문제

    →  나노 크기에서의 제어를 통한 기능성 향상 

● 나노/마이크로 하이브리드 입자 형태 제어 기술

   - 나노 또는 마이크론 크기 제어

   - 중공형 및 섬유 형태 등의 제어 가능

● 마이크로 입자 기능성 부여 기술

   - 전도성, 자성 등

●  나노 탄소+금속 산화물/금속 나노 입자 제조 기술

●  나노/마이크로 입자 계면 제어 기술

<중공형 자성 섬유> <유리 섬유 기반 자성섬유>

1 기술개요

● 다기능성 (전도성, 흡수·방열특성 등)을 가지는 자성/유전성 하이브리드 섬유를 합성 또는 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

● 섬유가 가지는 복합재료로의 활용성과 마이크로/나노 크기 섬유의 기능성을 동시에 구현 가능

3 시장성 및 사업성

● 복합 나노 소재 산업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후방산업(전기/전자, 자동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조업에 접목 가능

● 복합 나노 소재 품목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까지 연평균 19.19% 성장률로

    26억 39백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기대효과

   - 차세대 IT 산업 핵심부품의 고성능화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자동차 분야의 
      신사업 창출

<차세대 IT 산업용 핵심부품>

<광 및 전기화학 촉매>
<Flexible Display>   <미래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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