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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요

● 탄소복합재의 자동차 적용에 따른 재활용 기술 개발 요구

   - 탄소복합재 자동차 부품의 대량생산체제 확보에 따른 확대적용 

   - 자동차 소재는 폐차시 화학물질규제법 (REACH) 재활용 규정 적용

   - 열경화성 탄소복합재 재활용 기술에 대한 환경적 필요성과 수요자 

      요구가 급증

● 탄소복합재의 대량 재활용을 위한 소재 및 공정 개발 필요

   - 기존기술 : 탄소섬유의 온전한 재활용 어려움 및 친환경 대량 처리 

      불가능

   - 수용액으로 화학분해 가능한 열경화성 수지 개발을 통해 폐 탄소

      복합재 대량 처리 기술 필요

<탄소복합재 재활용 기술>

<화학분해 가능 열경화성 수지>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의 특징

● 개발 대상: 수용액으로 화학분해 가능한 고강도 열경화성 수지

● 개발상세내용

   - 우수한 기계적 특성 : 인장강도/신율 매우 우수, Tg ~120℃ 수준 

   - 우수한 화학 분해 성능

     → 상대적으로 mild 조건에서 화학 분해 가능 : 물 기반 분해 용액 

     → 특별한 장비가 요구되지 않음, 대기압 하에서 분해 가능 : 대량 처리 용이

   - 일반 에폭시 수준의 내화학성 보유

   - 낮은 점도로 인해 다양한 복합재 제조 공정에 적용 가능

   - 기계적 특성과 화학 분해성을 조절 가능

● 최적화된 화학분해성/점도/물성으로 구조용 복합재의 기지 수지 (matrix resin)로 적합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보유기술

● 열경화성 수지 합성 및 변성 기술

   - 화학분해 성능 및 고내열 동시 보유한 열경화성 수지 합성 기술

   - 화학분해 가능 경화제 기술

   - 수지 compounding 기술

● 폐 탄소복합재 대량 재활용 기술

   - 수용액 기반의 탄소복합재 대량 재활용 기술

   - 폐 탄소섬유 적용 고강도 탄소복합재 제조 기술

   - 폐 탄소섬유 적용 표면 활성화 기술

3 시장성 및 사업성

● 자동차용 복합재 부품의 세계 시장은 2014년 144 억$, 2021년 291 억$로 추정1)

● 2015년 기준 세계 자동차 생산 대수는 8,547만대, 국내 생산량/판매량은 456/183만대

   - 향 후 국내 열경화성 기지 복합재 부품의 적용확대를 가정하면 (20%, 50kg/대) 

      판매량 기준 연간 18,000톤 이상의 복합재 폐 부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전 세계 탄소복합재 소요량 전망: 245,000톤2) (2022년)

   - 약 69억$ 시장 규모로 예상 (탄소복합재 가격 27,994 $/톤 적용)

   - 재활용이 요구되는 제품을 5%만 가정해도 약 3.4 억$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

● 전 세계 에폭시 수지 시장 규모 : 약 105 억$ (2020년)

   - 재활용이 요구되는 응용분야를 5% 가정하면 약 5.3 억$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

<전 세계 탄소복합재 소요량 전망>

1) Global Automotive Composites Market, Forecast to 2021, Frost & Sullivan, 2016
2) The global CFRP market 2016, Experience Composites, 2016

<전 세계 에폭시 수지 시장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