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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복합재 고속액상성형 기술
(High Speed Liquid Molding of Carbon Fiber Reinforce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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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요

● 고성능 경량화 재료인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대량생산체계를 요구하는 자동차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고속성형 기술

● 응용 분야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속경화성 수지의 고속 주입 및 압축 성형공정을 이용한 고속 액상성형 기반 기술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보유기술

● 고속 RTM 유동해석용 시뮬레이션 S/W

● 탄소섬유 복합재 고속액상성형공정 기본물성 평가 기술

● 탄소섬유 복합재 제조를 위한 고속액상성형 공정 최적화 

    기술

구   분 현재 기술 기술의 우수성

탄소섬유 
복합재 성형공정

- Autoclave molding
- Resin Transfer Molding

- 고속 수지 주입을 통한 생산속도의 획기적 개선 및 
   저원가 공정 실현

고속 RTM
공정 기반기술

- 단일 체적율에서의 탄소섬유 프리폼 2차원 
   투과성계수 측정

- 체적율 변화에 따른 3차원 투과성계수의 연속 측정

- 수지 유동에 의한 섬유 변형 불량 발생
- 유동 기인성 섬유변형 예측 기술을 통한 불량 최소화 
   공정조건 확보

고속 RTM 

공정 유동해석
- 기존의 사출성형이나 RTM 공정의 유동 해석

- 고속 Compression RTM 공정의 지배방정식 및 
   경계조건을 반영한 유동해석

● 고속 액상성형 (High speed RTM) 공정의 유동해석을 통한 최적의 금형 및 공정 조건 확보

3 시장성 및 사업성

●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탄소섬유 복합재 차체 부품

   - EV, HEV 등 미래형 고효율 자동차에 적용

   - 적용가능부품 : Hood, Roof 등 복합재 차체

   - 고성능/고연비 및 저원가 달성

● 우주항공, 철도, 토목/건축 등 타분야 경량화 소재

   - 기존 부품대비 경량화 효과

   - 탄소섬유 적용 및 섬유체적율 증가를 통한 기계적 성능 개선 

   - 기존 복합재 대비 고속 성형공정 도입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 기대효과

   - 기존 Steel 부품대비 ~50% 무게 감소효과

   - 차체 경량화에 따른 연비, 가속성능, 제동거리, 조향성능, 내구성 개선

      (무게 10% 감소 → 연비 ~3.8% 개선)

   - 배기가스 감소에 따른 환경 규제 대응

   - 국제적인 연비 규제 대응 (예, 미국의 경우 2016년부터 적용)을 통한 자동차 

      경쟁력 강화

   - 복합재료 대량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복합재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