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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성 및 사업성

● 항공기용 복합재 부품

   - 우주/항공용 복합재 세계 시장 2024년 5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

      할 것으로 전망

   -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해 OoA(Out of Autoclave) 및 자동화 공정 확대 

      추세

   - 섬유 압축 성형 기술(자동화 공정) 및 액상성형기술(OoA 공정) 적용 

     부품 확대 예상

● 기대효과

   - OoA 공정을 통한 항공기 부품 생산 단가 절감

   - 섬유 프리폼 기계 성형을 통한 공정 시간 단축 및 생산 부품 품질 균일도 확보

   - 샌드위치 형상의 수지 주입 일체 성형을 통해 적용 가능한 제품군 확대

1 기술개요

● 프리포밍(Preforming) 및 액상 성형(Infusion)을 이용한 저비용 고성능 복합재 부품 제조 기술

● 수 적층(Hand Lay-up)을 대체한 섬유 압축 성형 및 샌드위치 형상 수지 주입 일체 성형

<압축 성형을 통한 섬유 프리폼 제작> <샌드위치 형상 수지 함침 공정>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2D 상태의 섬유 직물을 3D 제품 형상 구현하는 압축 성형 공정 및 금형 설계 기술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보유기술

● 섬유 프리폼 제작을 위한 압축 성형 공정 설계 및 금형 
    설계 기술

● 유동 속도 제어를 이용한 샌드위치 형상의 다중 경로 수지 
    주입 공정 설계/해석 기술

● 샌드위치 형상 유동 해석 S/W

● 복합재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지 탈포 기술

구   분 현재 기술 기술의 우수성

압축 금형을 이용한 
섬유 프리폼 제작 기술

- 수 적층을 이용한 형상 구현
- 압축 성형을 통한 공정 시간 및 단가 절감
- 생산 제품 품질 균일성

샌드위치 형상

수지 주입 공정 설계/
해석 기술

- 섬유 투과성 계수가 낮은 경우만 일체 성형 가능
- 코어 상/하부 유동 불안전에 따른 복합재 내 
   기공 결함 가능성

- 코어 하부 수지 주입 경로 확보를 통한 고 투과성계수  
  섬유 일체 성형
- 코어 상/하부 유동 속도 제어를 통해 기공 결함 
  가능성 낮음

● 샌드위치 형태의 다중 수지 주입 경로(코어 상/하)의 유동 속도 제어를 통한 수지 주입 공정 설계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