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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요

● 탄소복합재용 차세대 고분자 수지

   - 고내열, 자기소화성, 속경화 등 차세대 열경화성 수지

   - 재활용/수리/용접 가능한 고속 중합형 열가소성 수지

● 기술 구성도

● 탄소섬유용 표면 처리 소재 및 코팅

   - 탄소복합재의 기계적 성능 향상 

      (탄소섬유와 기지(matrix)간 계면결합력 향상)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개발 대상 : 스케일러블 고비표면적 3차원 나노탄소다공체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고성능 복합체

● 자동차용 탄소복합재 부품 제조를 위한 열경화성/열가소성 수지 기술

   - 180℃ 내열도/2분 내 경화 및 V0급 난연성 보유한 에폭시 수지 조성물

   - 탄소섬유의 재활용이 가능한 자기소화성 열경화성 수지 조성물

   - 5분 내 중합 가능한 폴리아마이드 기반 열가소성 수지 및 복합재 제조 기술

● 고강도 열가소성 탄소복합재를 위한 탄소섬유 표면 처리 기술

   - 탄소섬유와 폴리아마이드와의 계면 결합력 향상 가능한 표면처리용 소재

   - 반응중합 열가소성 수지용 탄소섬유 표면처리용 소재 합성 기술

   - 탄소섬유 및 보강재의 습식 코팅 기술

 ● 차세대 열경화성/열가소성 수지 : 고내열, 자기소화성, 속경화/고속성형, 재활용, 수리, 용접  
 ● 열가소성 탄소복합재 탄소섬유 표면 처리 : 탄소섬유 복합재기계적 강도 향상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보유기술

● 고내열 속경화 에폭시 수지 기술 

● 인계 난연제 적용 속경화 수지 기술

● 재활용 가능한 열경화성 수지 기술

● 반응중합형 폴리아마아드 원소재 및 제조 기술

● 열가소성 탄소섬유복합재용 탄소섬유 표면처리 기술

● 탄소섬유복합재 물성 평가 기술

 * 위 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다수 보유    

구   분 현재 기술 기술의 우수성

자동차용 탄소복합재 
제조용 열경화성/
열가소성 수지 기술

- 150℃ 내열도의 속경화 에폭시 수지
- 탄소복합재의 난연성능에 대한 고려 없음
- 탄소섬유의 재활용이 불가능
- 반응중합형 폴리아마이드 원소재 전량 해외 의존

- 180℃ 내열도 보유한 속경화 에폭시 수지
- 인계 난연제 적용 속경화 에폭시 수지를 기지 
   (Matrix)로 한 halogen-free UL94 V0급 탄소복합재
- 자기소화성 재활용이 가능한 열경화성 수지
- 반응중합 가능한 저가형 폴리아마이드 원소재 

고강도 열가소성 
탄소복합재탄소섬유 
표면 처리 기술

- 탄소섬유 자체의 물성을 떨어뜨림
- 부족한 계면결합력으로 인한 낮은 전단강도
- 경제성과 양산성 취약

- Polymer wrapping으로 인해 섬유 물성에 영향 없음
- 다관능 소재 적용하여 높은 전단강도 보유
- 습식 코팅 기술: 경제성 및 양산성 확보

3 시장성 및 사업성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 자동차용 탄소복합재 구조 부품 : 후드, 트렁크, 루프, 크로스 맴버 등

   - TV, 컴퓨터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용 하우징

● 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

   - 탄소복합재 부품 적용을 통한 자동차의 연비 향상

   - EV/HEV 등 경량 구조용 부품이 요구되는 미래형 자동차 

   - 탄소섬유 sizing 및 탄소섬유 중간재 <탄소섬유 중간재> <자동차용 탄소복합재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