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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rbon nanomaterials including Graphene and carbon nanotube (CNT) are promising fillers for composite 
material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reinforcements in composites due to their excellent 
mechanical and functional properties. In previous researches on carbon nanomaterial filled nanocomposites, 
limited improvement of properties have been shown because of strong agglomeration of the carbon 
nanomaterials and poor interfacial bonding between carbon nanomaterials and matrices. To solve these 
important issues, a new fabrication process, named “molecular level mixing process”, has been developed to 
fabricate carbon nanomaterials filled nanocomposite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filler addition in 
various matrices. The molecular level mixing process to fabricate carbon nanomaterials filled nanocomposite 
powders is composed of several steps described in Figure. As a first step, the carbon nanomaterials are 
functionalized by attaching functional molecular groups on surfaces. Second step is to fabricate a precursor 
carbon nanomaterial bonded with matrix ions induced by chemical interaction. Third step is to mix the carbon 
nanomaterial with matrix by nucleation and growth of matrix phase. Fourth step is the synthesis of 
nanocomposite powders, in which the carbon nanomaterial and matrix phase are homogeneously mixed 
together. 

The molecular level mixing process has been proved to realize homogeneous dispersion of nanomaterials 
with strong interfacial bonding with matrices. Various types of nanomaterials reinforced nanocomposites, such 
as CNT/Cu, CNT/Al, Graphene/Al2O3, Graphene/Cu, AgNW/Graphene/PDMS, Carbon Fiber/CNT/Epoxy, 
Carbon Fiber/Graphene/Epoxy Graphene/P3HT:PCBM, GNP/Ni/PMMA, GNP/Ni/Wax, BNNS/Gelatin and 
BNNS/Cu, exhibited significantly enhanced mechanical and functional properties which demonstrated that 
both carbon nanomaterials and BNNS filled nanocomposites are new emerging materials for multifunctional 
applications.  

Figure.  Schematics depicting strategies and procedures for the molecular level mixing process, (a) 
functionalization of CNT (b) molecular level reaction between the inorganic ions and the functional group on 
the surface of CNT (c) nucleation and growth of inorganic phase on the surface on CNT (d) synthesis of 
CNT/metal nanocomposite powders in which CNTs are homogeneously distributed in matrix. 
(Advanced Materials, 17, 2005, pp. 1377-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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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인류가 풍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한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지만 현대 
개념의 풍력 발전기는 성공적 상업화는 1970년대의 
덴마크 정부의 시장 육성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풍력 발전기의 발전 효율은 로터 직경에 비례한다. 
초기의 상업적 발전기는 로터 직경이 17 m인 75 
kW급의 소형이었지만 시장의 요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들어서는 블레이드의 길이가 약 
100 m에 가깝고, 로터 직경이 200 m에 달하는 8 
MW급의 발전기가 상업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이러한 대형 풍력 발전기의 성공적인 상업화와 기술 
고도화는 고 신뢰성 경량 복합재 블레이드 덕분에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최근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천명하였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확보하겠다는 정책으로서, 
앞으로 12년간 16.5 GW의 풍력 발전단지 구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최근 한국에서도 이미 
길이 68 m 블레이드의 5 MW 해상풍력 발전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더하여 블레이드 길이 
100 m, 8MW급의 저풍속형 해상 풍력 발전기 개발을 
시도 중에 있다. 
 

 
Fig. 1.  5 MW grade wind turbine blades under 

development in Korea. 
 

본 발표에서는 최근에 상업화한 3 MW급 저풍속형 
카본 블레이드의 설계 및 인증 시험에 사용된 다양한 
요소 기술과 대형 복합재 블레이드 개발의 기술적 
도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Fig. 2.  Carbon blade after finishing the post-static test. 

 
2. 블레이드의 개발 기술 
 
대형 풍력 블레이드의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설계 기술 및 설계 도구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재료연구소는 BIMS (Blade Intelligent 
Modelling System: 복합재 적층 정보를 자동으로 구조 
해석용 FE Model에 적용하는 Software), CASA 
(Computational Asymptotic Section Analysis: 
블레이드의 동적 해석을 위해 자동으로 단면 특성을 
계산해주는 Software로 BIMS와 연동) 등의 Tool들을 
개발 및 활용하였으며, 3차원 비선형 좌굴 해석 기술 
등을 통해서 블레이드 경량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인증시험을 위해서도 안정된 측정 기술, 시험 장치 
기술, 해석 및 분석 기술 등의 다양한 진보된 시험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시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풍력 발전기 개발사인 VESTAS社의 블레이드 
시험을 수주하였다. 
블레이드 개발의 난이도는 블레이드의 길이에 대체로 
비례한다. 최근에 개발을 시작한 길이 100 m의 
8MW급 저풍속형 풍력 블레이드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 및 구조 개념의 개발, 새로운 시험 기술의 개발이 
더 큰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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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태풍, 극한 한파와 같은 이상 기상현상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기존 풍력발전기 설계 
규격에서는 태풍과 같은 극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블레이드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적용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설계목표 수립: 극한 풍속 조건 
 
2.1 태풍 환경 분석 
고풍속용 블레이드 개발 목표 선정을 위해 매년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주지역 해상의 4곳을 
선정하고, 100m 높이의 기상탑에서 실제 측정된 
DATA와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유인관측소(ASOS), 
자동기상 관측소(AWS) 풍속 DATA를 통해 1998년 
부터 2017년까지 태풍시 발생한 극치 풍속을 분석 
하였다.  
 

2.2 태풍 환경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태풍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Holland 모델은 태풍의 비대칭성 및 육지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태풍을 모델링하고[1], 제주 지역을 
통과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태풍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향후 25년간 제주 해상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풍속을 도출해 이를 블레이드 개발을 
위한 설계 목표로 선정하였다. 
 
2.3 태풍 모사를 위한 풍력터빈 하중해석 모델 구축  
일반적으로 IEC 61400-1, 3 에서 제공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설계용 하중조건은 태풍과 같은 특이 
환경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선급(GL)에서 
발간한 Technical Note[2]에 따라 태풍 시 외부 환경 
조건을 기존 하중조건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블레이드 각 부위에 작용하는 하중을 산출하였다.  
 
 
 

3. 고풍속용 블레이드 개발 
 
3.1 블레이드 구조설계 
일반적으로 풍력발전기용 블레이드는 몰드를 이용한 
인퓨전 공법으로 제조가 되며, 한번 개발되어 제작된 
몰드를 변경 또는 재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 비용과 및 
풍력터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3가지 블레이드 설계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효성중공업에서 보유한 HS68 블레이드용 
몰드를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태풍시 고풍속으로 인해 발생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 설계가 될 것 
셋째, 풍력발전기 동역학적 거동에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량 증가는 기존 HS68 블레이드 대비 10% 
미만을 유지할 것 
 

3.2 국산 소재의 선정 및 적용  
개발 블레이드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에폭시 
수지와 유리섬유이며, 국내 공급업체의 제품을 선정 
하고 시편 시험을 통해 구조적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실제 이를 적용한 블레이드를 생산해 
실제 크기의 블레이드 하중시험을 통한 극한하중 및 
수명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통해 국산 소재를 적용하고 태풍과 같은 
고풍속에도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풍력발전기용 
블레이드 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였다. 향후 추가 
중량 감소를 위해 유리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카본) 적용한 블레이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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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과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로 풍력발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로 적용되는 복합재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50년 전 세계 풍력 
블레이드 폐기물이 4300만톤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나 
[1]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기존의 폐 복합재 블레이드를 처리 
하는 방법으로는 매립, 소각, 기계분쇄, 화학적 분해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친환경적이지 못하며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복합재 블레이드의 
기지소재 (Matrix)로 사용되는 열경화성 수지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재활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 [2].  
폐 복합재 블레이드를 대량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열경화성 수지를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기술개발이 요구 되어진다. 많은 연구자들이 대표적 
인 열경화성 수지인 에폭시 수지의 화학분해법을 
보고하였으나 강산 또는 강염기를 사용해야 하고 높은 
분해 온도가 요구되어 많은 한계를 보였다 [3]. 본 
발표에서는 폐 풍력 블레이드의 친환경적 재활용 
구현을 위해 에폭시 수지의 증류수 기반 화학분해법을 
개발하는 연구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블레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 모두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과 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에폭시 수지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결과 및 분석 
 
2.1 화학 분해 가능한 에폭시 수지 개발  
화학 분해 가능한 에폭시 수지 개념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먼저, 화학 분해 가능한 관능기를 포함한 다관능 
에폭시 수지 (Cleavable multifunctional epoxy resin, 
ME)가 적용되었다. 특히, 다관능 수지를 적용하여 
기계적 특성과 열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하여 
증류수 기반 분해 용액이 에폭시 수지 내부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성 첨가제 (Cleavable hydrophilic 
channel, HC)가 포함된다.  
 

 
Fig. 1.  Material concept for development of chemically 

degradable epoxy resin. 
 

2.2 개발 에폭시 수지의 화학 분해 특성  
그림 2는 ME와 HC 함량 조절을 통해 시간에 따른 
분해량이 조절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 
의하면, 개발된 에폭시 수지는 증류수 기반의 분해 
용액을 통해 3시간 안에 100% 분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  Degradability of epoxy resin with the contents of 

ME and HC. 
 

3.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통해 증류수 기반의 분해 용액으로 화학 
분해 가능한 에폭시 수지를 개발하였다. 향후, 분해된 
에폭시 수지와 섬유 보강재를 재사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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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발성형공법은 강화섬유에 수지를 함침시켜, 단면

이 일정한 형상을 지닌 가열된 금형을 통과하며 경

화시키면서 당겨내어 연속적으로 제품을 성형하는 

공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복합재료 제조공

정 중에서 연속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높은 인장강

도 및 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발성형 공정에 대

한 조사와 인발성형 공정을 이용한 FRP의 다양한 기

능성 확보 및 이를 통하여 제작된 제품의 응용현황

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였다. 
 
2. 인발성형 (Pultrusion) 
 
2.1 인발성형공법의 종류 

인발성형공법은 Vertical pultrusion, Horizontal 

pultrusion, Pull-winding, Pull-braiding, Radius 

pultrusion 등으로 구분되어 지며, 함침 방법에 따라 

bath type과 injection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 인발성형공법 적용 FRP 

인발성형공법의 장점으로는 1)연속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2) 섬유함량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3) 높은 생산 수율과 함께 품질의 균일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4) 길이의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1) 형상에 대한 자유도가 

낮다는점, 2) 금형 수명이 짧다는 점 등이 있다. 

인발성형공법 적용 FRP는 사용 강화섬유에 따라 
GFRP, CFRP 등으로 구분하며, 불포화폴리에스터, 
비닐에스터, 에폭시, 페놀, 우레탄 등의 수지류를 
적용하여 다양한 용도개발 및 성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활밣히 진행되고 있다. 
 
3. 응용현황 (Applications) 
 
3.1 토목건축 분야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이후 탄소섬유시트 보강 

공법의 적용이 본격화된 이후 인발성형 공법으로 

제조된 CFRP strip 적용 보강공법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철판 보강과 비교하여 시공이 쉽고, 

두께 및 하중 증가가 미미하며, 보강효과 및 내구성 

이 우수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신성소재의 

CFRP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계적 물성을 확보하였다.  
 
3.2 풍력블레이드 분야 

풍력블레이드의 지속적인 대형화에 따른 성형성, 

구조안정성, 비용 절감을 위하여 기존 프리프레그 

소재를 대신하여 인발성형공법으로 제조된 CFRP 

strip을 Spar-cap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조된 CFRP는 매우 준수한 기계적 물성을 보여준다. 

㈜신성소재에서 연구한 인발성형공법 적용 풍력 

블레이드용 CFRP는 Zoltek, Fiberline 등의 해외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였다. 

 

3.3 기타 분야 

인발성형공법을 적용한 FRP는 일방향성 형상 및 

특성을 활용 가능한 자동차, 철도, 건축자재, 스포츠 

및 그 외 각종 산업에 다양한 용도로써 활용되고 

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인발성형공법은 복합재료 성형공법 중 유일한 연속 
공정으로써 높은 기계적 특성과 경제성을 함께 구현할 
수 있어 토목건축 분야, 풍력 블레이드 분야 외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경쟁력 
및 응용기술 등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뒤쳐져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 응용기술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신성소재에서는 인발성형공법 적용 CFRP의 물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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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은 하루 중 대부분을 실내 거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실내의 
미세먼지는 최근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데 
미세먼지는 PM10 이하의 미세먼지와 PM2.5이하의 초 
미세먼지로 분류된다. 공기 청정기는 기계식 필터와 
전기식 필터 복합식 필터로 구별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기식 필터의 하나인 이온 방사식  전기 집진필터의 
집진효율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집진필터의 성능평가 방법 
 
집진성능 평가장치는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제시 
한 시험규격(SPS-KACA-002-0132,2015)[1]를 참고하여 
제작하고 시험 평가하였다. 장치 내 유속은 1m/s, 시험 

입자는 KCL 입자를 사용하고 입경 0.3μm의 집진효율 

을 평가한다. 집진효율은 아래 (1)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η는 집진효율, C1은 작동 전 입자농도 

이며 C2는 작동 후 입자 농도이다. Fig 1. 은 집진평가 
장치의 도면이다. 

100)1(
2

1 
C

C
                   (1) 

 

Fig. 1. Dust Collec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2.2 인가 전압에 따른 집진효율 평가 
집진필터에  전압을 인가하여 집진효율을 측정 
하였다. (+)전압은 +1~10kV까지 측정하였으며,  (-) 
전압은 -1~15kV까지 1kV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집진 
부에는   7.5kV의 인가전압을 주었다. +11kV에서는 
방전부과 집진부 사이에 불꽃방전이 발생하여 실험을 
중지하였다. 

3. 집진효율 평가 결과 
 
방전부에 인가하는 전압에 따라 집진효율의 차이를 

보았다. -15kV일 경우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고,  

실험도중 인가 전압이 높아질수록 스파크가 발생 

하였는데 (-)전압보다는 (+)전압일 경우 스파크가 

많이 발생하였다.  
 

 

Fig. 2. Collection efficiency according to voltage.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이온방사식 전기집진필터의 집진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집진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15kV의 전압을 인가 하였을 때 효율이 85.42%로서 
80%이상인 실내 공기청정기 규정을 만족하는 인가 
전압을 찾을 수 있었다. 다만 고전압을 인가하는 만큼 
전기집진필터의 문제점인 오존[2]발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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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etal matrix composites are gaining a lot of interest as 
their properties can be tailored depending on the desired 
application [1,2]. In this paper, magnetic metal matrix 
hybrid composites were fabricated and characterized for 
their properties according to mixture ratio of iron 
nanoparticles and iron microparticles. 
 
2. Experimental procedures  
2.1 Sample preparation  
Iron nanoparticles (nFe) (90 - 110 nm, purity,99.9%), iron 
microparticles (mFe) (30 - 40 µm, purity 99.9%), 
aluminum nanoparticles (30 - 40 µm) and carbon 
multiwalled carbon nanotube were mixed using ball 
milling. The 4 g of stearic acid were added to the power as 
a control process agent and 60 alumina balls of 10 mm 
diameter were used as media ball. The milling speed was 
set to 300 rpm and the ball mill was run for 24 hours. The 
mixtures were filled in graphite die with an inner diameter 
of 50 mm. After then, they were compacted and sintered 
using spark plasma sintering with load of 80 kN and at 
temperature of 800oC. The sintered sample were cut into 
specimens for different properties characterizations 
 
Table1. Volume Ratio of Composites (n: nano, m: micro) 

Materials Al 
(vol.%) 

MWCNT 
(vol.%) 

nFe 
(vol.%) 

mFe 
(vol.%) 

M1 19 1 80 0 

M2 19 1 40 40 

M3 0 0 100 0 

 
2.2 Characterization  
The produced sample were machined into specimens. The 
morphology of the sintered samples was observed using 
SEM. The specimens were tested for transverse rupture 
strength (TRS) in accordance with ASTM B 528-99. The 
magnetic properties were evaluated using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VSM) with an applied field 
ranging from -10 kOe to + 10 kOe. The magnetic 
properties were compared with the VSM results for 
electric steel S18. 
 
3. Results and Discussion  
Fig.1 shows the SEM images of the composites in 
comparison with the pure iron. The distribution of Fe, Al 
and CNT, can be clearly observed.  The magnetic 

properties such as magnetic saturation (Ms), intrinsic 
coercivity (Hci) and retentivity (Mr) and the mechanical 
transverse rupture strength (TRS) of the materials are 
listed in Tables 2. Although the composites have lower 
magnetic saturation than both pure iron and steel S18, it 
can be seen that the composites with a mixture of nano and 
micro iron particles in the ratio of 50/50 (sample.) has the 
advantages of having the lowest coercivity. It seemed that 
the incorporation of microparticles into nanosized matrix 
reduced the mechanical strength. 
 

 
Fig. 1.  SEM Image of The Composites (m:micro, n: 

nano).  
Table 2 Magnetic properties  

 
Materials Density 

(g/cm3)
Ms (G) Mr 

(G) 
Hci (Oe) TRS 

(MPa) 

M1 6.28 11744 94.5 27.3 640.85

M2 6.24 11454 16.5 4.9 590.39

M3 7.47 17156 63.7 18.4 918.08

Steel 18 7.7 18617 56.45 7.48 - 

     
4. Conclusions 
The Al-MWCNT-Fe composites were successful 
fabricated using metallurgy techniques. The effect of 
micro and nanoparticles hybrid composites was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the coercivity and the 
retentivity of the materials can be reduced by mixing the 
nanoparticle and microparticle in ratio of 50/50. This can 
lead to the reduction of hysteresis loss of the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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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는 

탄소 기반 물질을 슈퍼캐퍼시터 제조에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산화그래핀을 합성하고 이를 

전기방사하여 탄소나노섬유에 이를 충진 및 환원시켜 

직물 형태로서의 에너지 저장장치 사용 가능성 확대 및 

저장 효율 증대를 시키고자 한다.  
 
2. 시험편 제조방법 
 
산화그래핀 합성을 위하여 50mL의 환산수용액과 

10g의 , 10g의 를 첨가하여 교반한 뒤 10g의 
그라파이트를 첨가하여 추가 교반을 하였다[1]. 
필터링을 통해 산화그라파이트 파우더를 얻고 2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중화시킨 뒤 건조를 진행하였으며 
건조된 파우더는 460mL의 황산수용액에 KMn 와 같이 
첨가하여 교반을 하고 필터링 후 2차 증류수에 분산시킨 
후  50mL의 를 첨가시켰으며 이를 세척 수 동결 
건조하여 합성을 마무리하였다[2]. 
전극 제조를 위하여 50mg의 합성된 산화그래핀을 

9g의 DMF에 첨가하여 분산하였으며 0.9g의 PAN 
파우더를 용액에 첨가하여 추가 분산한 뒤 이를 12kV의 
전압, 0.8mL/hr의 토출속도 조건으로 방사하였으며 
280℃에서 안정화, 1000℃에서 탄화하여 최종적으로 
전극 시험편을 제조하였다.   
 
3. 전기화학적 분석 및 결과 
 
전기화학적 측정은 Pt를 카운터 전극, Ag/AgCl를 

기준전극으로 하는 삼전극방식에 의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1M의 KOH용액이 전해질로 사용되었다. 

 

Fig. 1.Cyclic Voltammograms at a scan rate of 50mV/s. 

모든 전극은 안정화를 위하여 20mV/s의 주사속도에서 
10회 순환시킨 뒤 본 제조 시험편과 일반적인 PAN계 
탄화 시험편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2.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Curves at a 
Current Density of 1A/g 

 
 두 시험편의 주사속도에 따른 전류밀도의 형태가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보였으며 이는 전기화학적 
가역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일 
전류밀도에서 산화그래핀이 첨가된 시험편의 면적이 더 
넓게 나타났다. 또한, 전류밀도 1A/g 조건에서 
산화그래핀이 첨가된 시험편(131F/g)이 일반적인 PAN계 
시험편(110F/g) 보다 실효충전용량이 높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내용으로서 탄소나노섬유에 산화그래핀 
입자를 분산시킨 형태의 시험편을 제조하고 이를 
일반적인 PAN계 탄소나노섬유 시험편과의 전기화학적 
분석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기존에 비하여 약 
1.18배의 실효충전용량을 확보하였으며 향 후 추가적 
연구를 통해 이의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DC Marcano et al. ACS Nano. 4:4806-4814, 2008. 
[2] Lichaofeng et al. Materials. 7:3919-3945, 2014.  
 
후기 

본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6R1A6A1A03012069)  
(No. 2017R1D1A1B03028413).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8 -



 

 

셀룰로오스 유도체계 탄소 폼의 열적 특성 
Thermal property of cellulose-derivative-based carbon foam 

 
*김용선1, 이유상2, 이상옥2, 신혜경2, 김홍건3+ 

* Y.S. Kim1, U.S. Lee2, S.O. Lee2, H.K Shin2, H.K. Kim3+ 

 
1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2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 3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 E-mail: hkim@jj.ac.kr 
 

Keywords: Cellulose, Carbonization, Thermo-graphic measurement, Carbon foam 
 

1. 서론 
 
탄소소재의 물질은 화학적 안정성과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연구되었다. 다양한 탄소 
소재의 물질 중 탄소 폼은  다양한 모양과 3D 망상 
구조를 가진 다공성 물질이다. 이러한 탄소 폼은 
상변이 물질, 흡음제 및 흡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폼의 열적 특성을 분석 하고자 상 
변이 물질인 Erythritol을 첨가하여 열화상 카메라 
분석을 하였다.[1] 
 
2. 본론 
 

2.1 탄소 폼의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탄소 폼은 평균 분자량이 약 
250,000이고 친환경 소재인 Carboxymethyl cellulose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 제조 방법으로는 CMC 13% 와 
가교 역할을 하는 Citric Acid 4%를 교반하여 반죽하고,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가교를 진행하였다. 준비된 
샘플은 동결건조를 거쳐 Tubular furnace를 사용하여 
1000℃에서 탄화하여 샘플을 얻었다.[2] 
 

 
 

Fig. 1. Before and after carbonization of carbon foam. 
 

2.2 열화상 카메라 측정 

Erythritol과 탄소 폼에 Erythritol을 분산시킨 두 가지 
샘플을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완전 용융 되었을 
때까지의 시간을 비교하였고, 상온까지 냉각 했을 
때의 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Erythritol 

C/F+Erythritol

 
Fig. 2. Thermal image according to heating time. 

 

Erythritol 

C/F+Erythritol

 
Fig. 3. Thermal image according to cooling time. 

 

3. 결론 및 향후과제 
 
두 가지 샘플 모두 25분에 Erythritol이 전부 용융 되어 
액체상태도 변하였으며 70분이 지났을 때 모두 
상온으로 Cooling 되었다. C/F+Erythritol이 모두 녹은 
온도는 156℃이고, Erythritol은 163℃에서 모두 용융 
되었다.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는 탄소 폼이 첨가된 
샘플이 더 빨리 녹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소재가 들어간 탄소 폼을 제조하고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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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arbon fibers (CFs) are widely used in applications 
requiring superior mechanical properties and lightweight, 
and they can be ideal reinforcements in advanced polymer 
matrix composites [1,2]. 
The properties of high strength PAN-based CFs are highly 
dependent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basically composed of precursor 
synthesis, spinning, stretching, stabilization, carbonization, 
and surface treatment steps, and it is well known that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fiber largely depends on 
individual processing conditions. Various surface defects 
that can occur during these individual processes promote 
non-uniform stress distribution (stress concentration at a 
specific point), and the formation and growth of micro- 
voids, which can lead to failure and limit the production of 
ultra-high performance fibers [3]. To overcome this 
problem, excellent PAN precursor fibers are required, 
which have low diameters, high molecular orientation in 
the fiber axis direction, high crystallinity, and low 
activation energy for the cyclization reaction [4]. 
 
2. Experiment details 
 
This study used polyacrylonitrile (PAN)-based CFs 
(H3055S C10, 12K) manufactured by Hyosung, Korea. 
Prior to the experiment, all carbon fibers were desized for 
3 h or more using acetone and then placed in a continuous 
surface treatment apparatus while maintaining constant tension.  
The electrolyte used in the electrochemical oxidation 
experiments was ammonium bicarbonate (ABC, 98%) 
manufactured by Daejung, Korea. Graphite bars and plates 
were used as the anode and cathode, respectively. The CFs 
were placed in a surface treatment tank and supported on 
the graphite bars of the anode so that a constant tensile 
force was maintained. The electrochemical surface 
treatment was performed at a constant current density (3 
A/m2) using a 0.1 M ABC electrolyte for 5 to 25 min.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equipment is shown in Figure 1. 
The surface-etched CFs were washed two times with 
distilled water to remove all foreign substances on the 
surface and then dried in an oven at 80°C (3 h) or higher 
and stored.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tensile strength of the CFs as a function of etching 
treatment time was measured using the single fiber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method,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Figure 5. Tensile strength tended to increase 
up to E-CF-20 compared to as-received CFs, and then 
decreased again. This suggests that the tensile strength of 
the fiber increases when the surface defects are etched at 
the beginning of the electrochemical etching process. The 
tensile strength and modulus of the E-CF-20 sample were 
10% and 1% higher, respectively than those of the as- 
received sample. These were the best results in this study.  
In general, the core part of the CFs has the best crystal 
structure arrangement, and the inner voids increase, and 
the crystal structure becomes weaker toward the surface. 
Therefore, the removal of surface defects and reduction in 
diameter due to etching can lead to an increase in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CFs.  
In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results of single fibers repeatedly show a 
slight increase and decrease. This result is in good 
agreement with the previous morphology results. The 
change in surface roughness is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f oxidation behavior when the disordered graphite 
structure is etched after the preferential oxidation of the 
amorphous structure. Accordingly, in the amorphous 
oxidation step, a change in tensile strength is not well 
observed, but a repetitive phenomenon is observed in 
which the tensile strength is significantly improved by the 
subsequent etching step (disordered graphite oxidation).  
On the other hand, the tensile strength and modulus of the 
fibers were observed to decrease and increase, respectively, for 
sample 'E-CF-25'.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cessive 
oxidation induces selective oxidation of the entire amorphous 
region in the carbon fiber and causes the formation of 
inner voids and damage to the stress transfer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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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ngle fiber tensile properties of the carbon fibers 
(CFs). Samples from E-CF-5 to E-CF-25 were electrochemically 
etched from 5 to 2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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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s a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change in 
surface structure that can occur as oxidation attacks the 
outer walls of the CFs.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crystallinity was statistically increased by oxidation and 
structural densification of the amorphous component, and 
this concept is illustrated in (a). In this process, the tensile 
strength of the CFs tended to increase (10% higher than 
that of the pristine CF) up to 20 minutes of treatment time 
and then to decrease again. This is equivalent to the point 
at which the D band value greatly decreased due to the 
oxidation of amorphous regions and small crystals. It was 
confirmed that the etching treatment of the CFs could 
absolutely help increase tensile strength, but excessive 
oxidation of the crystal structure leads to a decrease in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CF itself. 

 

 
Fig. 2. A mechanism responsible for the change in the 
surface microstructure of the carbon fibers (CFs); (a) 
Scheme images, (b) atomic force microscopy (3 μm x 3 
μm) images and graphs. Samples from E-CF-5 to E-CF-20 
were treated by electrochemical etching for 5 to 20 min. 
Ra means the average surface roughness. 
 
4. Conclusions 
 
In this study to produce ultra-high strength carbon fiber, 
the surface properties, microstructure, mechanical strength, 
and mechanical interface strength of carbon fibers were 
observed depending on electrochemical oxidation 
treatment conditions. Depending on the electrochemical 
treatment of the carbon fibers, the diameter of the fibers 
decreased from the initial 7 μm to 6.5 μm for the sample 
treated for 25 min. As the surface treatment progressed, 
the roughness and electrostatic charging of the carbon 
fiber surface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again, 
repetitively. Regarding mechanical strength, tensile 
strength increased by 10% and the tensile modulus 
increased by 1% in the E-CF-20 sample as compared to the 
as-received CF. This is because the electrochemical 
surface treatment preferentially causes the oxidation of 
surface defects and amorphous portions during the initial 
oxidation, and oxidation of the non-graphitic structure 
occurs as continuous oxidation proceeds, leading to the 
reduction of the fiber diameter. The electrochemical 
treatment of carbon fiber, which has a structure similar to 
onion skin, causes repetitive changes in the crystal 
structure due to the repetitive pattern of oxidation (1st 
amorphous oxidation, 2nd disordered graphitic structure 
oxidation) and also reduces the diameter of the carbon 
fiber. Exposure to excessive oxidation processing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inner voids and damage to the stress 
transfer pathway, resulting in a reduction in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carbon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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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materials 
used to maximize the effect in areas requiring lightweight 
application. Especially, it is increasingly used in structural 
parts of the aerospace industry where lightweight and 
durability is required. Generally, prepregs are being 
applied to manufacture composite parts. However, in the 
case of prepreg tack for carbon composite manufacturing, 
the tack is a property required to produce sufficient bonds 
between adjacent prepreg plies, but not too high so that a 
misplaced prepreg ply can be relocated due to the 
existence of reinforcement fibers. So, the prepreg tack is 
more complicated than adhesive tack. [1] Therefore, the 
analysis of prepreg tack should be characterized to 
quantify the development of these composite parts. So,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 it is to develop tack 
analysis method that evaluates the tack property of prepreg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To develop a probe tack 
method for prepregs that can acquire reliability data by 
using the probe tack method, which is a test method for 
tack properties, we have developed an analyzing jig that is 
optimized for analysis.   
 
2. Experimental 
 
For the measurement of adhesive force (Tack), the load is 
applied to the prepregs at a speed of 600 mm/min and 50 N. 
The value obtained by dividing the initial forces at the time 
of detachment by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probe is 
defined as an adhesive force. 
 P                                              (1) 

 
Tack of the prepreg applies the equation (1) which is the 
pressure formula of the pressing force per unit area. (P = 
pressure (MPa), F = force (N) generated when the probe 
adhered to the prepreg surface is detached, and A the 
cross-sectional area (mm2) of the probe contacting the 
prepregs.  
 
At this time, the resin content and the smoothness of the 
used prepregs are constant and are calculated assuming 
that the surface of the probe is accurately adhered to the 
prepregs. 
 

 
Fig. 1.  Principle of measurement device for prerpeg 

adhesive force.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2 showed comparison results of conventional ball type 
probe tack method and developed flat type probe tack 
method. The average load of ball type probe is 1.13N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11.9% and the average load of flat 
type probe is 16.41 N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0.9%.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flat type probe tack was a 
more accurate method since the standard deviation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ball type method. 
 

        
(a) Ball type                               (b) Flat type 

 

Fig. 2. Tack results of (a) ball type probe tack and (b) flat 
type probe tack. 

 
4. Conclusions  
 
In this work, the test method for reliable data of prepreg 
tack can be obtained by using the flat type probe tack test. 
At present, experiments are being conducted using 
different probe diameters to determine an optimum probe 
dimensions. This reliable data obtained activity is 
expected to support the prepreg industry on enhancing the 
quality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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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the present study, to enhance the mechanical property 

and electrical insulation of epoxy composite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rmal stability, epoxy composites were 
reinforced with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NTs) 
and micrometer-sized fused silica (SiO2) particles. 
 
2. Composites fabrications 
 
Before mixing the epoxy (YDF-161) resin with the two 

fillers, the air entrapped in the epoxy resin was released 
using a vacuum desiccator with an air release agent for two 
hours. The MWNTs (M90, Carbon nano-material 
Technology Co., Ltd.) filler was then added to the resin in 
appropriate amounts to reach the desired loadings, and was 
then dispersed in the resin using a shear mixer (PDM-300 
Paste mixer; Dae Wha Tech. Co., Ltd.) and an ultrasonic 
bath sonicator. After mixing with silica (SILNOS 230, 
ABC Nanotech Co., Ltd.) particles, a curing agent was 
added, and mixed with the epoxy resin using the shear 
mixer. When the mixing of epoxy resin with the filler and 
hardener (Jeffamine D-230, Huntsman International LLC.)  
was completed, the mixture was degassed again for 10 
minutes, and then poured into silicone mold. Then, the 
sample was cured at room temperature for 48 hours in a 
pressure chamber at 3 atm, and further cured in an oven at 
80 °C for 6 hours. 
 

3. Results and Discussion 
 
3.1 Mechanical property 

Figures 1 show the tensile strength of the epoxy 
composite specimen reinforced with MWNTs filler 
and the hybrid composite specimen, where 30 wt% 
SiO2 has been added in addition to the MWNTs filler, 
respectively. Figures 2 show the tensile strength of 
the epoxy composite specimen reinforced with SiO2 
filler and the hybrid composite specimen, where 0.6 
wt% MWNTs has been added in addition to the SiO2 
filler, respectively. Unlike Figs. 1, these graphs were 
plotted with the content of SiO2 filler, to know the 
effect of silica particles on the strength of the 
composite specimen.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improved by adding carbon nanotubes and silica 
particles, which have higher strength and modulus of  

Table 1. Properties of epoxy composites,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and micrometer-sized fused silica used in this study. 

 

 
* www.mattweb.com, www.azom.com 
** Obtained from measurements 
 
elasticity than the matrix. In the experimental range, 
the tensile strength of the hybrid composite specimen 
reinforced with 0.6 wt% MWNTs and 50 wt% SiO2 
were increased by about 12 %, compared with those 
of the baseline specimen, showing the best results. 
 

 
Fig. 1. Tensile strengths of the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MWNTs filler. 

Epoxy Composites
(Resin + Hardener) MWNTs SiO2

Tensile Strength
(MPa)

5.2 ~ 97 *
(69.1 **)

30,000 * 110 *

Young's Modulus
(GPa)

0.0037 ~ 215 *
(1.03 **)

600 * 73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0-6 /K)

16 ~ 86 *
(33.4 **)

16 * 0.4 *

Thermal 
Conductivity

(W/m�K)

0.14 ~ 1.28 *
(0.185 **)

3,000 * 1.4 *

Electrical 
Resistivity

(Ω·m)
2.1×1013 * 1.6×10-8 * 1018 *

Density
(g/cm3)

1.17 *
(1.12 **)

1.0 ~ 1.4 * 2.2 ~ 2.3 *

Specific Heat
(KJ/kg°K)

1.3 * 0.7 * 0.7 *

Poisson's Ratio 0.34 * 0.0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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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nsile strengths of the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SiO2 filler. 
 
3.2 Thermal property 

Figure 3 shows the CTE of the epoxy composite 
specimen reinforced with MWNTs filler and the hybrid 
composite specimen where 30 wt% SiO2 has been added in 
addition to MWNTs filler, respectively. Figure 4 shows 
the CTE of the epoxy composite specimen reinforced with 
SiO2 filler and the hybrid composite specimen where 0.6 
wt% MWNTs has been added in addition to SiO2 filler, 
respectively, to know the effect of silica particles, unlike 
the effect of nanotubes, on the thermal expansion of the 
specimens. 
When the results of the CTE of the baseline specimen and 

the epoxy composite specimen reinforced with 0.2 wt% 
MWNTs were compared, the decrease in the thermal 
expansion of the specimen was considered quite 
reasonable, as the thermal expansion of MWNTs was 
much smaller than that of the matrix [1]. However, for the 
specimens reinforced with 0.4, 0.6, and 0.8 wt% MWNTs, 
these values of the thermal expansion were barely changed. 
Since SiO2 filler has a very low CTE of about 1/80 of that 
of epoxy composites, the CTE gradually decreased as the 
SiO2 filler content increased, as shown in the result, and 
thereby the thermal strain of the specimen decreased, 
improving the thermal stability. In particular, at the 50 wt% 
SiO2, the CTE decreased by about 26 %, compared with 
that of the baseline specimen. 
 
3.3 Electrical property 

Figure 5 shows the electrical resistivity depending on the 
MWNTs content to examine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e specimen and the hybrid composite 
specimen. When the MWNTs filler is uniformly dispersed 
within the epoxy resin, agglomeration does not occur,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anotubes with a large 
aspect ratio are expressed, thereby reducing the electrical 
resistivity.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study by Cui et al. 
[2], in the present study, SiO2 filler having a high 
resistivity was additionally added to assign the insulation 
property. Figure 5 shows that the additionally added silica 
particle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esistivity of the 
hybrid composite specimen. The resistivity of the SiO2 
filler is more than 105 times as much as that of the epoxy 
resin, as summarized in Table 1, and thus the electrical 
conductivity increased by MWNTs filler could be lowered 
using only 30 wt% SiO2.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the 

 
Fig. 3. Thermal expansions of the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MWNTs filler. 

  
Fig. 4. Thermal expansions of the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SiO2 filler. 
 
silica particles maintain high resistivity, interrupt the 
formation of a conductive network, and deteriorate the 
electron transfer effect. 
 

  
Fig. 5.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composite specimens reinforced 

with several contents of MWNTs filler. 

 
4. Conclusion 
 
To enhance the mechanical property and electrical 

insulation of epoxy composite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rmal stability, epoxy composites were reinforced with 
MWNTs and SiO2 filler, and the mechanical, therm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hybrid composite specimen 
reinforced with two fillers were improved. Also, it is 
considered that in the future, the research on composite 
materials using two fillers will be applicable to heat 
dissipation materials and very large-scale integrated 
circui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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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t is a key function to analyze and adjust the polariza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in any frequency range, 
including THz radiation. We have experimentally 
demonstrated robust, flexible, mass-producible, and 
highly error-tolerant THz carbon fiber polarizers [1-3] that 
are easily fabricated by hot-melt impregnation process 
using pneumatic spread carbon fiber tows and 
thermoplastic polyurethane films. THz time-domain 
spectroscopy is carried out to measure THz responses of 
the THz carbon fiber polarizer.  
 
2. Experimental 
 

Materials  
The materials used to fabricate the THz carbon fiber 

polarizer (THz-CFP) consisted of carbon fiber tows 
(Hyosung Co., LTD. 12K sized fibers, South Korea), 
thermoplastic polyurethane (TPU) (Ionefilm Co.,LTD. 
South Korea), and polyimide (PI) (Ionefilm Co.,LTD. 
South Korea).  

Fabrication of THz carbon fiber polarizer 
Carbon fiber tow, TPU film and PI film were put into the 

hot-melt impregnation system. TPU films were melted by 
infrared-heaters at 180 ℃ to impregnate carbon fibers. The 
films impregnated with the carbon fibers through the 
hot-melt impregnation process were pressed twice with a 
roller heated to 150 ℃, and then cooled with a chill roller 
at room temperature. THz-CFP films were finally 
fabricated by stripping the PI films used to support the CF 
/ TPU film in the hot-melt impregnation proces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performance of a polarizer[1-3] is assessed via the 

ER = 10log10( T / Tǁ ) and IL = -10log10( T / Tref ), where 
T and Tǁ are the transmittance for the electric field 
component perpendicular and parallel to the carbon fiber 
strands, respectively, while Tref is the transmittance in the 
absence of the polarizer. In order to evaluate the 
uniformity of the alignment of the carbon fibers in the 
fabricated THz-CFPs and the reliability of performance, 
we randomly extracted 10 samples from a 10-m long 
polarizing film and performed THz-TDS measurements. 
As can be seen in Fig.1, the imperfection and irregularity 
of the structure do not have a large negativ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our polarizer in the 0.2-1 THz range. The 
fabricated polarizers have ER between 26 dB and 31 dB in 
the 0.2-1 THz range with IL below 5 dB (see the inset of 

Fig. 1). The standard deviations of measured ER and IL 
increase with increasing frequency. This phenomenon is 
thought to be due to the more sensitive response of THz 
wave polarization to the irregularity in the 3-D alignment 
of carbon fibers as the frequency increases, that is, as the 
wavelength decreases. The maximum ER was 31±0.4 dB 
at 0.76 THz. The fabricated THz-CFP has ER of 26-31 dB 
and IL of 1-3 dB in the range of 0.2-0.8 THz.  
 

 
 

Fig.1. ER and IL as a function of frequency of THz-CFP 
 
 4. Conclusions 
 
We report a low cost, mass-producible, and highly 

error-tolerant method for fabricating flexible and robust 
THz polarizers with good performance, reliant on the 
intrinsically one-dimensional nature of conduction 
electrons in well-aligned carbon fibers. Carbon 
fiber-based THz polarizers are fabricated by hot-melt 
impregnation process and their performances are 
experimentally demonstrated using THz time-domain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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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증가로 

인해, 화재로 인한 인적 피해와 물질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난연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박막 

적층법(Layer-by-layer(LbL) technique) 사용하여 

폴리우레탄 폼이나 옷감에 코팅한 친환경 

양성전분(CS)/나노점토(MMT) 복합 나노박막의 난연 

특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Methodology 
 
2.1 Materials and Method:  

양성전분은 물에 용해하였을 때 양의 극성을 띄는 

반면, 나노점토는 물에 용해시켰을 때 음의 극성을 

띈다. LbL 방법은 양전하나 음전하 특성을 갖는 

고분자전해질 등 재료의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판 재료의 표면 위에 나노 두께의 박막을 

적층하는 방법이다.  
 

2.2 LbL assembly on polyurethane foam 

양성전분을 DI water에 0.1 wt%의 농도로 90 °C를 

유지하며 용해하였으며, 나노점토 역시 0.1 wt%의 

농도로 DI water에 용해하였다. 이 후 양성전분, 

나노점토 용액 순으로 면섬유와 폴리우레탄 폼에 LbL 

코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나노박막 

(5-20 BLs)을 샘플 위에 적층하였고, 이 후 진공 오븐 

에 넣고 80 °C 온도를 유지하며 하루 동안 건조 

하였다.  
 
3. Result  
 

양성전분과 나노점토로 LbL 코팅된 샘플의 열적 

안정성 평가를 위해 질소와 공기 분위기 하에서 각각 

열중량분석(TGA)을 실시하였다. 5, 10, 20 BL 면섬유 

샘플은 질소 분위기에서 각각 5.5, 7.7, 8.5wt% 가량 

800 °C에서 잔유물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고 (Fig. 

1(a)), 5 BL PU 샘플이 공기 분위기에서는 1.2wt%, 

질소 분위기에서는 4.38wt% 가량 800 °C에서 

잔유물이 더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b)). 

 LbL 코팅 샘플의 열방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cone- 

calorimeter를 이용하였다. 코팅하지 않은 샘플과 

비교하였을 때, 열방출량과 총열방출량 모두 감소 

하였고, 특히 PU 샘플의 경우 2 배 가량 낮았다 (Fig. 

2 (a)&(b)). 

 화염테스트 후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샘플의 

표면을 SEM 촬영으로 관찰하였다. 연소 시험 후의 

SEM 사진으로 내부는 구조가 보존되어 있고, 표면은 

화염에 의한 수축은 있었으나 나노 점토에 의해 

형성된 char에 의해 섬유나 폼의 구조는 유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  TGA spectra of (a) cotton and (b) PU samples 

Fig. 2. HRR plots of (a) cotton and (b) PU samples 
 

 4. Conclusion  
 
 친환경 난연재인 양성전분과 나노점토를 LbL 

코팅을 통해 나노 두께 박막을 적층하여 면섬유와 

폴리우레탄 폼에 난연성을 부여하였고 그 특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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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Nowadays, polymer composite materials are used in 
various structural components found in daily life. This is 
because they exhibit good physico-chemical properties [1]. 
Unfortunately, most of the polymer composites, due to 
their organic structure, are inherently flammable and 
combustible in nature. Therefore, it is highly necessary to 
reduce the flammability of the composite materials. Many 
researchers have reported that some of the transition metal 
oxide (MgO, CuO and ZnO) [2] can change the thermal 
stability, viscosity, heat absorption and dripping of 
polymer composite. By applying the transition metal 
oxides to polymer composit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thermal stability would be enhanced. Here, we report 
the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molybdenum trioxide 
(MoO3), which is an ecofriendly as reported by Desai et al 
[3]. There has been a very little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different crystal phase and morphology of MoO3 as a 
flame retardant 
 
2. Experiments 
 
2.1 Synthesis: In a typical synthesis process of h-MoO3, 
[(NH4)6Mo7O24.4H2O] was dispersed in 15 ml DI water 
and stirred. After that solution was heated up to 70oC nitric 
acid was added. Resultant precipitates were dried at 60oC. 
Finally, the resultant sample was calcined at different 
temperatures 100oC(M1), 200oC(M2), 300oC(M3), 
400oC(M4), 500oC(M5) and 600oC(M6) for 3 hours.  
 
2.2 Characterization: The crystallographic and structural 
information of synthesized materials were obtained by 
X-ray diffraction (XRD) pattern an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The thermal 
stability was measured by using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TGA) an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measurement.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crystalline structure of synthesized samples was 
analyzed by using XRD pattern as shown in Fig. 1. The 
sharp intense peak in the XRD pattern of M1, M2 and M3 
were indexed as a hexagonal (h-MoO3) structure using 
JCPDS card number 00-021-0569 having lattice 
parameters a=b=10.53 Å and c=14.88Å [4]. The change of 
crystal structure was observed in M4, M5 and M6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XRD peaks at 12.7, 23.3, 
27.3 and 38.9°, which respectively corresponds to (020), 
(110), (021) and (060) crystal planes of orthorhombic 
structure (α-MoO3) indexed with standard JCPDS 
00-005-0508 having lattice parameters a=3.962Å, 
b=13.858Å and c=3.697Å [4]. It concludes that during the 

calcination process h-MoO3 transform to α-MoO3. From 
Fig. 2 we observed that the shape of the synthesized 
samples also evolved from rod-like to belt- and flake-like 
structural morphology. To understand the thermal 
behavior of MoO3 TGA and DSC analyses were 
perform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5oC to 1000oC. In 
these analyses three weight losses were observed. The first 
weight loss in the temperature range of 60oC to 150oC was 
due to the desorption of adsorbed water molecules at the 
surface of h-MoO3. Next was observed at 345oC which 
corresponds to the ammonium and other nitrates loss. The 
sharp peak observed at 410oC indicates the phase 
transformation from hexagonal (h-MoO3) to orthorhombic 
(α-MoO3) structure. No weight loss was observed in the 
temperature range higher than 420oC, which implies that 
thermodynamically stable phase was formed therein [3]. 
Therefore, it is claimed that h-MoO3 is a metastable 
whereas the α-MoO3 is a stable phase.  

 
   Fig. 1. XRD pattern.            Fig. 2. FESEM images. 
 
4. Conclusions 
In summary, we have successfully synthesized the MoO3 
nanostructures by using low-cost hydrothermal technique. 
MoO3 underwent phase transformation from hexagonal to 
orthorhombic structure during annealing. Phase and 
structural (1D to 2D) transformation were experimentally 
confirmed by the XRD and FESEM analyses. TGA-DSC 
analysis indicates that the thermal stability of 
orthorhombic is higher than that of hexagonal.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MoO3 can be used as better 
flame-retardant material. 
 
References 
[1] W Z Xu et al. Polym. Adv. Technol. 27:964-972, 2016.  
[2] A Rodolfo et al. J. Appl. Polym. Sci. 116:946-958, 2010. 
[3] N Desai et al. J. Nanomed Nanotechnol 6:1-7, 2015. 
[4] A Chithambararaj et al. Phys. Chem. Chem. Phys. 
35:14761-14769, 2013. 
 
Acknowledgement 
BA and YJ are thankful to the Basic Science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Ministry of Science Education through research grant 
2018R1A6A1A03024509 for financial support.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17 -



 

Investigations on Nano-Metal Oxide coated  
Jute Fiber reinforced Biocomposites 

*Saurabh Chaitanya1 and Jung Il Song1+ 
1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E-mail: jisong@changwon.ac.kr 

 

Keywords: jute fibers, flame retardant, biocomposites  
 

1. Introduction 
 

The application spectrum of fiber reinforced plastics (FRP) 
has increased exponentially during the last few decades. 
These materials having high specific strength and stiffness, 
are being used in variety of applications by automobile, 
aerospace and construction industries [1]. However, the 
FRP comprising synthetic fibers and petroleum derived 
matrices are non-degradable in nature and result in 
generation of huge amount of waste. In order to counter 
this problem, the use of lignocellulosic fibers instead of 
synthetic fibers is being explored. The use of 
lignocellulosic fibers subsidizes the cost of product as well 
as restrict the usage of non-renewable polymers. The fiber 
surface modification of lignocellulosic fibers before 
development of FRP is essential to ensure better 
interaction between fibers and the matrix. The addition of 
metal oxides is expected to introduce some functional 
properties when added to composites [2].  
In the present study, the feasibility of incorporating metal 
oxides on to the surface of Jute fiber prior to their 
reinforcement into polymer matrix is being explored.  
 

2. Materials and Method 
 

2.1 Materials:  
Vinyl ester polymer resin was procured from Polynt 
Composites, South Korea. Commercially available 
Magnesium Nitrate Hexahydrate and Sodium Hydroxide 
were sourced from Junsei Chemical Co. Ltd., Japan and 
Samchun Chemicals, South Korea, respectively. 
 

2.2 Methodology:  
The surface of Jute fibers was modified by soaking the jute 
fibers in an aqueous solution of Mg(NO3)2 and NaOH. The 
fibers were then washed with distilled water and dried 
overnight at 100 °C. This treatment is expected to modify 
the surface of jute fibers and result in deposition of MgO 
particles on their surface.  
The composites incorporating treated jute fibers and vinyl 
ester resin were developed using compression molding 
process. The untreated and treated jute fibers (UJF and 
TJF, respectively) were characteriz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The composite specimens 
were characterized using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and UL-94 horizontal burning test (HBT). The 
flexural properties of the developed composites were 
determined in accordance to ASTM 790-10.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fiber morphology of UJF and TJF can be observed  

from SEM images depicted in figure 1. The surface of the 
UJF appears clean while the deposition of nano-particles 
can be clearly observed on surface of TJF. 
 

 
Fig. 1. Fiber morphology of (a) UJF and (b) TJF 

 

 
Fig. 2. FTIR spectrum of MgO particles, UJF and TJF 

 

The FTIR spectrum depicted in figure 2 also signifies the 
deposition of MgO on the fiber surface. The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revealed an increase in 
the thermal stability of treated jute fiber reinforced 
composites. The burning rate of TJC was reduced by 10% 
compared to UJC due to the presence of metal oxide. The 
flexural strength was observed to marginally decline with 
the addition of treated jute fibers.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low interfacial bonding between the fibers and the 
matrix. 
 

4. Conclusion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methodology followed was 
successful in deposition of MgO nano-particles on to the 
surface of jute fibers. Further investigations to improve the 
interfacial bonding are required to improve the strength of 
the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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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fused deposition modeling or FDM based 3D printing 
systems found a wide range of application recently. 
Although there are a lot of experimental studies focused on 
improvement of different aspects and parts the numerical 
simulation provides a powerful tool for investigation. It is 
also allow to greatly decrease the study expenses and 
increasing the development speed.  
Only a small number of experimental research works 
currently exist [1]. There is lack of studies focused on 
computational investigation of the clogging process inside 
the 3D printer nozzle head. Most of the current researches 
focused on simulation of the deposition and analysis of the 
extruded filament or analysis of the thermal analysis of the 
3D printer head [2, 3]. A lot of research work is still 
required.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filament inside the nozzle with solid- 
liquid phase-transition analysi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logging phenomena.  
 
2. Materials and methods 
The proposed model determined a temperature 
distribution inside the filament before and after extrusion. 
In the obtained results the phase transition regions 
between liquid and solid states can be observed. 
A highly nonlinear multiphysics problem was considered. 
The fully coupled time dependent solver combining heat 
transfer with fluid flow analysis was implemented. The 
model calculated the flow behavior, phase transition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filament inside the 3D 
printer nozzle.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was used 
in order to simulate the given problem. The model was 
considered as 2D axisymmetric due to symmetry of the 
filament and nozzle. Different nozzle designs where 
considered and analyzed in order to find the optimal shape 
which will help to reduce clogging during the filament 
extrusion. Another way to avoid clogging is to place the 
heater on the lower position near the tip. The results for 
lower heater position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for 
upper position. In the current simulation the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ABS) filament was considered for the 
model testing purpose. 
 
3. Results and Discussion  
Fig.1 demonstrates simulation results for temperature 
distribution. From the figures it can be clearly observed 
the benefit of the lower position of the heater (right) due to 

higher temperature at the nozzle tip compared to upper 
position (left). For the lower heater position the 
temperature at the tip is ~ 500o K while for the upper 
heater position the temperature at the nozzle tip is ~ 480oC. 
It was reported in the experimental tests that clogging 
occurs at this temperature [4] 

 

Fig. 1.  Temperature distribution inside the nozzle for 
different heater positions.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This study will very helpful in optimizing nozzle shape for 
preventing its clogging when a new flame retardant type of 
filament will be implemented 
The current results provide deep insight information of the 
clogging process inside the printer nozzle by showing 
temperature difference at the nozzle tip for different heater 
positions. 
The next step of the study is to analyze and simulate the 
behavior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different types of 
flame retardant filaments during 3D prin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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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substances used to increase the flame retardance of a 
material are called flame retardants. The organic and 
inorganic flame retardants have been used in the 
manufacturing of electronic devices, composites, 
constructing material and flame retardant coatings. 
Organic flame retardants (Halogen contained agents) are 
most effective in the manufacturing of engineering plastics. 
Unfortunately, bromine, chlorine contained flame 
retardants releases the toxic gases during burning [1].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usage of halogen free flame 
retardants is employed. Intumescent flame retardants are 
the most effective, low toxic and smoke suppressant 
agents used to minimize the usage of halogen containing 
flame retardants. The intumescent flame retardants include 
three ingredients: an acid source, carbonizing agent and a 
blowing agent.  During burning, the intumescent flame 
retardants evolve the formation of thick char layer which 
restricts the flame. It has been shown that acid sources 
such as ammonium polyphosphate, and pentaerythritol as 
carbonizing agent are used as effective elements in 
intumescent flame retardant system [2]. The intent of this 
research work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l(OH)3 on the 
intumescent flame retardant system.  
2. Experimental Procedure:  
To prepare composites, different wt% of Al(OH)3 were 
used into the epoxy resin/IFR System. IFR contains 
Modified ammonium polyphosphate and CFA 
(Charring-Foaming Agent) in 2:1 ratio. The Epoxy/IFR/ 
Al(OH)3 composites were prepared by hand layup 
molding method. Molded composite sheets were prepared 
in different dimensions for the thermal and flame property 
analysis. Different amounts of Al(OH)3 were added to 
mixture of resin and hardener (2:1 ratio) and mixed for 20 
min at room temperature to get homogenized sample. A 
blank of epoxy resin was also prepared by mixing epoxy 
and amine hardener for reference purpose. The 
synthesized composites were allowed for curing at room 
temperature for two days.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composites are listed in Table 1. 
The obtained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Limit Oxygen Index and UL-94V 
burning tests to evaluate the flame and combustion 
properties of the sample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Table. 2 data shows the LOI and UL-94V results of 
the samples. From the data it is seen that pure epoxy resin 
has 25.1 % LOI value. In addition, the incorporation of the 
IFR system in 2:1 ratio increases the LOI value up to 

28.3%. From this data it can be seen that the loading of 
Al(OH)3 into the Epoxy/IFR system increases the LOI 
values. Table. 2 also shows the flame retardation 
properties of the samples. It is clear that addition IFR 
system to Epoxy resin has shown V-2 rating. It also 
indicates that all Epoxy/IFR/ Al(OH)3 blends passes the 
burning test and reach V-0 rating. From the TGA results it 
is seen that the loading of Al(OH)3 shows great increase in 
the thermal property of the composites. It is attributed to 
the charring-foaming agent interaction with Al(OH)3 to 
form a dense protective char. This char prevents the flow 
of heat in between material and atmosphere. The modified 
ammonium polyphosphate also releases the inert gases 
such as ammonia and nitrogen in to the atmosphere. These 
inert gases can deplete the amount of oxygen and 
combustible gases.      
Table 1 Composition of the samples 
Epoxy % MAPP CFA Al(OH)3 

(%)
100 0 0 0
70 20 10 0
68 20 10 2
66 20 10 4
64 20 10 6

Table 2 Flame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Epoxy 
(%)

MAPP CFA Al(OH)3 LOI UL-94V

100 0 0 0 25.1 NR
70 20 10 0 28.3 V-1
68 20 10 2 29.6 V-0
66 20 10 4 31.5 V-0
64 20 10 6 33.2 V-0
4. Conclusions:  
Ethylene diamine modified ammonium polyphosphate and 
CFA agents were synthesized successfully.The LOI and 
the UL-94V results verified that the addition of Al(OH)3 
has a significant synergistic effect on Epoxy/IFR system. 
It is confirmed that the addition of Al(OH)3 at all 
concentrations can pass the burning test and shows V-0 
ratings. All the above results show that Al(OH)3 can be 
used as synergistic agent in intumescent flame retard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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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Generally, the incorporation of particle filler (flame 
retardant) causes a decrease in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natural fib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due to 
incompatibility. Moreover, combining with carbonizing 
agents would induce synergistic effect which greatly 
promote the char formation and eventually improve flame 
retardancy [1]. In this study flax fabric reinforced vinyl 
ester (Flax/VE) composites were manufactured using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VARTM) process. 
The flax/VE composite has light weight and acceptable 
mechanical properties which can be used in interior parts 
of automobiles and marine industry. To avoid the negative 
effect of FR (flame retardant) filler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different measures are being 
adopted by the researchers. Eco-friendly novel bio- 
phosphate flame retardant (BPF) was synthesized through 
solution mixing process. The interaction and presence of 
BPF in composites were studied through spectral analysis, 
and proposed to study the mechanical, thermal and flame 
retardancy test for flax/VE, and BPF/VE/FF composites.   
 

2. Experimental methods 
 

Flax/VE composites with 40 vol% of flax fibers were 
fabricated using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VARTM) process. Three different compositions were 
prepared, which include flax/VE, and 1 wt% BPF filled 
flax/VE. Each composition contains 8 layers (layer size: 
630 x 380) of bi-direction flax fabric. Three different 
mechanical mixing methods i.e., ultra sonication, stirring 
and three roll mill process used for mixing of FR fillers to 
VE resin as shown in Fig.1. The FTIR spectra of 
composites were recorded from wavenumber 400–4000 
cm−1 using computerized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Model: FT-IR-6300, JASCO 
International Co., Ltd., Japan) under dry air at ambient 
temperature. 
 

 
Fig. 1.  Different mechanical mixing process. 

 
3. Results and Discussion  
An FTIR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teraction of FR filler with composite constituents.  

Below Fig. 2 shows the FTIR spectra of VE/FF and BPF 
filled composites. The flax fabric showed peaks at 3323 
cm-1 (hydroxyl group of cellulose (O-H)); 1721 cm-1 
((C=O) acetyl ester of hemicellulose and carbonyl 
aldehyde of lignin); 2913 and 2857 cm-1 (C-H methyl 
groups); 1028, 1009, and 908 cm-1 ((C-O) glucopyranose 
rings), and 1604 cm-1 (water) and VE showed peaks at 
1601 and 889, 826, 558 cm-1 refers -C=C- and C-H (out of 
plane bending vibrations). The new/shifting of peaks at 
1424 cm-1 (BOP/VE/FF) refers the presence and 
interaction of flame retardant fillers (BOP) with 
composites constituents.  
 

 
Fig. 2.  FTIR spectra of FR filled composites. 

  
4. Conclusions 
 

Flax/VE composite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BPF 
filler was prepared using the VARTM method. Spectral 
analysis results concluded that, BPF filler is present and 
interact with VE composit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mprove the thermal stability and fire retardancy of the 
composite using FR filler. The flame retardant filled 
flax/VE compositions are recommended for applications 
in interior parts of automobiles and marine industry due to 
their light weight and improved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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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markable feature of silicon-based integrated system is its capability to last forever 
without any functional and physical variation, in almost any practical purposes. Recent 
works demonstrate a new class of silicon electronics that has the opposite behavior -- it 
physically disappears in water or biofluids, in a controlled fashion, at prescribed times and 
with programmed rates. This ‘transient’ technology opens up completely new application 
opportunities for semiconductor devices in areas, such as implantable medical devices that 
exist for medically useful timeframes but then dissolve and disappear completely by 
resorption into the body. This talk summarizes recent work on ‘transient’ technology, 
ranging from fundamental chemistry of the key materials, to development of various 
components and systems for biosensors, to in vivo toxicity tests for bio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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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tructural supercapacitor는 충분한 기계적 강성을 
지니고 있어 구조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에너지 
저장 능력을 지니고 있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최근 위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섬유를 이용하여 구조용 
슈퍼커패시터를 제작하였으며, 분리막의 종류에 따른 
단락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실험 
2.1 탄소 나노 섬유 및 구조용 슈퍼커패시터 제작: 
전기방사 공법을 이용하여 Polyacrylonitrile(PAN) 나노 
섬유를 제작한 후, Furnace에서 열처리 과정을 통한 
탄소섬유 전환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후, VaRTM 
공법을 이용하여 탄소섬유를 전극으로 하는 Structural 
supercapacitor를 제작하였다. 이 때, 분리막의 종류에 
따른 단락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분리막의 종류를 
변화 시켜가며 시편을 제작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분리막은 PET film, filter paper, glass fiber fabric, 
CNF nanofiber paper 로 총 4가지 종류이다. 
2.2 에너지 저장 성능 평가: 에너지 저장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동안 전압을 인가하여 
흐르는 전류 값을 측정하는 Charge-discharge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전압을 
인가한 후 발생하는 누설 전류를 관찰하였다. 
 
3. 결과 
탄소나노섬유의 경우, 높은 비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structural capacitance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전극에서 영동되는 미세 입자에 의해 단락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분리막을 이용하여 구조용 슈퍼 

커패시터를 제작하였다. 구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리섬유의 경우 기공 크기가 수백 

μm로 매우 크기 때문에 전극 간 단락을 방지할 수 

없으며, 100μm 정도의 두꺼운 두께로 인해 충분한 

에너지 저장 성능을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cellulose 
nanofiber을 이용하여 filtration 공법을 통해 film을 

제작한 후 에너지 저장장치의 분리막으로 사용 

하였다. 제작한 filtrated cellulose nanofiber film은 

수~수십nm의 낮은 기공 크기, 20~40μm 얇은 두께 및 

충분한 전해질 젖음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eparator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structural supercapacitor 

with electrospun carbon nanofiber. 
 

(a)   (b)  
Fig. 2. (a) Filtrated cellulose nanofiber film and (b) SEM 

image of the film. 
 

4. 결론 및 향후과제 
Filtration cellulose nanofiber film을 structural 
supercapacitor의 separator로 사용할 경우 낮은 기공 
크기를 갖기 때문에 단락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동시에, 얇은 두께와 높은 전해질 젖음성을 통해 
에너지 저장 성능 또한 확보할 수 있다. 추후 연구로는 
구조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물성 시험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구조물의 multifunctionality를 계산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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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use of carbon fiber-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CFRPs) in high technical applications has drawn much 
attention because of their high strength and stiffness-to- 
weight ratio [1–4]. Many researchers have been working 
on improving the properties of CFRPs to suit each 
application. Lots of engineered structures have been made 
from CFRPs including military equipment, automobiles, 
aircrafts, sports appliances, wind turbine blades, 
spacecraft parts, etc. However, when microscale cracks, or 
when voids exist in the CFRPs, these defects are rapidly 
worsened by vibrations [5]. 
To overcome these problems, several suggestions for 
enhancing the impact property of CFRPs have been 
studied [5–7]. One noteworthy method is to embed 
nanomaterials into the matrix of the CFRPs [6–8]. 
Nanoscale fillers might provide friction when there is 
sliding between the nanoscale fillers and the polymer 
matrix. In addition, nanomaterials might play a role in the 
specific load transfer among the CFs, matrix, and 
nanofillers. These could improve the impact property of 
the materials by energy absorption [5,11]. 
In this study, CFRPs reinforced with ANFs (aramid nano 
fibers) were fabricated to investigate their impact 
properties. Also, CFRPs reinforced with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CNTs) were produced so that they 
could be compared with regard to filler effects in 
composites. The nanofiller–reinforced CFRPs were made 
by a hand-ray up method and vacuum bagging process. 
The izod impact test was used to measure impact strength. 
Based on the results, the effects of ANFs on the energy 
absorb of the composites were discussed. 
 

2. Experiment 
 
2.1 Materials 
Polyacrylonitrile-based (PAN-based) woven CF (T300) 
fabrics in 3000 filament count tows were purchased from 
the Toray Inc. Kevlar 49 was obtained from DuPont, Inc. 
Dimethyl sulfoxide (DMSO) and potassium hydroxide 
(KOH) were purchased from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MWCNTs were obtained from Kumho 
Petrochemical Inc. YD-128 (Bisphenol-A type) epoxy 

resin was purchased from Kukdo Chemical Inc. Jeffamine 
D-230 manufactured by Huntsman International, LLC., 
was used as a curing agent for the epoxy resin. 
 
2.2 Fabrication of specimen   
ANFs were successfully synthesized by the method of 
Kotov’s group [12]. Aramid fibers of 1 g, cut into 5 mm 
lengths, and 1.5 g KOH were added to 500 ml of DMSO. 
This was stirred for one week at the room temperature 
until dark red solution was achieved. Then 500 ml 
deionized (DI) water was poured into the ANF solution 
and heated at 80 °C for 2 hours to extract the ANFs from 
the solution. The precipitated ANFs were washed several 
times with DI water using vacuum filtration to remove the 
KOH and DMSO until pH 7 was achieved. The collected 
ANFs were mixed with acetone. Up to this process, we 
could obtain the solution of ANFs in acetone. 
Subsequently, epoxy resin was added into ANFs/acetone 
solution to disperse ANFs in the epoxy resin. The epoxy 
resin/ANFs/acetone mixture was stirred at 120 °C 
overnight to completely remove the acetone. Finally, we 
obtained ANFs/epoxy resin to use in the matrix of CFRPs. 
MWCNTs were also dispersed in epoxy resin using the 
same process, and the effect of the ANFs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MWCNTs. After that, a curing agent was 
added and mixed in those epoxy resins by using a paste 
mixer (epoxy resin : curing agent = 7:3, weight fraction). 
The weight fractions of fillers were 0.25 wt% for ANFs 
and 0.25 wt% for MWCNTs. 
Then the specimens of the composites were fabricated 
with the hand-ray up and vacuum bagging process. The 
preparations of specimens were 12.7×63.5×3.2 mm3 for 
the izod impact test, based on the ASTM D256. The 
impact test (IT504, Tinius Olsen Inc.) was measured by 
the izod method in accordance with ASTM D256. The 
notch depth was 2.54 mm and was made using an 899 
impact specimen notcher (Tinius Olsen, Inc.). The applied 
energy was 22.55 J, and the impact length was 335.0 mm. 
 
3. Results and Discussion 
 
3.1 FE-SEM 
ANFs Obtained through the facile process are used as a 
reinforcement filler in CFRPs. The fractured surfac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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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s reinforced with nanofiller are investigated to 
confirm the proper impregnation and dispersion of 
nanofillers in CFRPs. The well-dispersed nanofillers in the 
matrix are essential to improving the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Magnification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the 
specimens that were treated by the liquid nitrogen are 
shown in Fig. 1. This could demonstrate that the epoxy is 
well-impregnated into the woven CF. In the images, we 
can see the fractured surfaces of specimens of a neat CFRP 
with lower magnification showing carbon fibers and 
impregnated epoxy resin (Fig. 1(a)), a neat CFRP with 
higher magnification showing cut sections of carbon fibers 
(Fig. 1(b)), a CFRP with 0.25 wt% ANFs showing aramid 
nanofibers (in rectangles) and carbon fibers (right hand 
side) (Fig. 1(c)), and a CFRP with 0.25 wt% MWCNTs 
showing embedded MWCNTs and a carbon fiber (lower 
part) (Fig. 1(d)). 
 

 
Fig.1. SEM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s of specimens 
 
3.2 Impact test 
The izod impact test is executed to determine the impact 
resistance of CFRPs reinforced with nanomaterials. Fig. 2 
shows that the notched izod impact strengths of the CFRPs 
are improved, reaching 386.1, 436.1, and 389.2 J/m for 
neat CFRPs, 0.25 wt% ANF-reinforced and 0.25 wt% 
MWCNT-reinforced samples. Among them, the ANFs 
filler shows the highest value of impact strength. 
MWCNTs 0.25 wt% sample reveals a lower result than 
ANFs 0.25 wt%. This might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when CFRPs reinforced with ANFs receive the impact 
force, the ANFs provide the opportunity for 
nanofiber-matrix stress transfer [12]. ANFs with abundant 
functional groups could play a role in hindering the 
propagation of the crack. Furthermore, the surface area for 
absorption of the impact fracture energy will be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case of CFRPs reinforced with 
MWCNTs shows disappointing results. The dispersion 
quality of MWCNTs is relatively low in the epoxy resin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functional groups. When 
external force is applied to the sample, the nanofillers in 
CFRPs with low dispersion quality could affect the stress 
concentrations, causing a decrease in izod impact energy 
[13].  
 
 
 

4. Conclusions 
 

 
In summary, ANFs are successfully obtained by controlled 
deprotonation and dissolution process with a solution of  
aramid fiber/KOH/DMSO. ANFs are facilely extracted 
from ANF/KOH/DMSO solution using DI water.  
On the basis of the advantages of ANFs, CFRPs reinforced  
Fig.2. Impact strengths for the neat and reinforced CFRPs. 
with ANFs are fabricated to investigate impact properties. 
The results of the impact test reveal that the notched izod 
impact strength of CFRP reinforced with ANFs i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s due to the fact that it absorbs the 
impact energy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nanofiber- 
matrix stress transfer and increasing the surface area.   
 
References  
 
[1] R Chandra et al. Composite Structures. 46:41-51, 1999. 
[2] RF Gibson. Composite Structures. 92:2793-2810, 2010.  
[3] FS Liao et al. Journal of Composite Materials. 28:1840-1854, 

1994.  
[4] K Moser et al. Composite Structures. 10:321-333, 1988. 
[5] SU Khan et al.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71:1486-1494, 2011. 
[6] M Tehrani et al.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75:42-48, 2013. 
[7] DA Saravanos et al. AIAA Journal. 30:2906-2913, 1992. 
[8] DPN Vlasveld et al. Polymer. 46:10269-10278, 2005. 
[9] SW Hudnut et al. Carbon. 33:1627-1631, 1995. 
[10] ET Thostenson, Journal of Physics D: Applied Physics. 

35:L77-L80, 2002. 
[11] F Gardea et al.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7:9725-9735, 2015. 
[12] M Yang et al. ACS Nano. 5:6945-6954, 2011. 
[13] L Gu et al.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161:39, 

2018. 

200

300

400

500

389.2
(+0.8%)

436.1
(+13.0%)

386.1

MWCNTs
0.25 wt%

ANFs
0.25 wt%

Neat
CFRP

Im
pa

ct
 S

tr
en

gt
h 

(J
/m

)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25 -



 

 

Ultrastrong and Durable Functional Biomaterials-based Nanocomposites 
 

Sunghan Kim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Chung-Ang University 

+E-mail: sunghankim@cau.ac.kr 
 

Keywords :    Graphen-Oxide, Cellulose nanocrystal(CNC), Silk fibroin (SF), Atomic force microscope (AFM) 
 
 

1. Introduction 
 

The critical mechanisms of nanodevices are largely a 
function of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the nanomaterials 
of which they are composed, and so understanding the 
multifunctional properties of bio-nanomaterials is elemental 
to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bio-nanomaterial-based 
nanodevices. Such an understanding is essential for their 
design and manufacture, to ensure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We demonstrate that mechanically stronger 
and electrically conductive GO (graphene oxide)/SF (silk 
fibroin) and GO /CNC (cellulose nanocrystal) membranes or 
microcapsules can be obtained by selectively tailoring the 
interfacial interactions between GO and SF (or CNC).  This 
work also develops ad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critical 
factors of mechanical behaviors and interfacial strength 
besides chemical bonding, and provide a framework to build 
various bio-nanomaterials that can be readily integrated with 
biological materials such as SF and CNC.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provide guidance for designs and applications 
for bio-nanomaterial-based mechanically robust multi- 
functional and flexible devices such as flexible and wearable 
electronic devices, ion and charge transfer membranes, 
lightweight ballistic protection, drug delivery systems and 
energy harves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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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지의 에너지 밀도 및 사이클 특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활물질의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전기화학 반응 이후에도 전극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바인더의 역할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리튬 
이온전지 중 하나인 리튬-황 전지에서 효과적이고 값 
싼 바인더로써 목재에서 추출할 수 있는 리그닌 
술폰산염계 고분자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개요 
 
2.1 리그닌 계 고분자   
 자연 유래 고분자인 리그닌 술폰산염은 목재의 펄프 
생산 공정으로부터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값싼 
재료로써, 현재까지는 부가가치가 낮은 바이오매스 
연료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성과 친수성을 모두 갖는 화학 구조적 특징과 
음전하를 띈다는 점에서 이 물질을 리튬-황 전지에 
바인더로 적용시 전극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2.2 리튬-황 전지에의 적용 

 수용성 고분자로써 리그닌 술폰산염은 소수성인 황 
활물질과 탄소 도전재를 물을 기반으로한 슬러리에 잘 
분산시킬 뿐 아니라 술폰산 작용기에 의해 생기는 
정전기적 척력으로 인해 황 전지의 반응 중 생기는 
폴리설파이드의 전극 밖으로의 용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술폰산 작용기에 의해 
양이온 통로가 형성되어 이온 전도도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3. 연구 결과 
 
실험 결과 리그닌 술폰산 염은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리튬-황 전지에 적용하 

였을 때 다른 수용성 고분자 바인더 및 유기계 

바인더인 PVdF 에 비하여 높은 용량 특성 및 안정된 

사이클 특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수계 바인더가 

실리콘 음극재에 적용될 수 있는 수소 결합 기반인 

데 비해 리그닌 술폰산 염 고분자는 양친적 특성과 

음전하로 인해 리튬-황 전지의 반응 메커니즘에 

적합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다른 바인더에 비해 리튬 

이온 전도성이 높아 출력 특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1.  Cyclic performance comparison of each binder. 

 
 

4. 결론 및 향후과제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리그닌 술폰산 염 
고분자는 값싼 공정 부산물로부터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의 재료로써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제안된 
바인더가 활물질 개질, 전해질 첨가제 등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리튬-황 전지의 
특성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된다.  
 

0 20 40 60 80 1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LA/LSS
 PVDF
 Alg
 CMC

 

 

D
is

ch
ar

ge
 c

ap
ac

ity
 (m

A
h 

g-1
)

Cycles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27 -



 

 

Design of Elastic Spiral Triboelectric Nanogenerator 
 

*Banseok Kim1, Jihoon Chung1, Haksung Moon1, Dongseob Kim2+, and Sangmin Lee1+ 
1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Chung-Ang University, 2 Aircraft System Technology Group,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TECH) 
+E-mail: yusae@kitech.re.kr, slee98@cau.ac.kr 

 
Keywords :  Triboelectric nanogenerator, Energy harvesting, Elastic body, Spiral spring 
 

1. Introduction 
 
Triboelectric nanogenerator (TENG) which converts 
ambient mechanical energy into the electrical energy is 
spotlighted as energy harvesting technology for a portable 
power generator [1]. In previous researches, the electrical 
power output of TENG has been improved via applying 
new materials or combining with other energy harvesting 
technolog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bine TENGs 
with existing portable devices because of shape 
differences between the TENG-based charging system and 
electronic de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spatial limitation of TENGs for developing portable 
generators. 
 
2. Elastic Spiral Triboelectric Nanogenerator 
 
2.1 Fabrication and Working Mechanism: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elastic spiral triboelectric nanogenerator 
(ES-TENG) with cylinder-plate connected shape which 
can act as a self-charging case accessory for portable 
electronics. The elastic sheet enhances the generation 
efficiency by functioning as an electrode and simplifies 
the fabrication process by reducing the number of required 
components. ES-TENG’s operation is explained by 
simultaneous sliding and vertical contact-separation of the 
elastic sheet based on dynamic motion analysis. 
 
2.2 Design Optimization of ES-TENG: The electrical 
output of ES-TENG is investigated based on voltage, 
current, and total electric charge. Theoretical analysis of 
various design factors for ES-TENG was also performed 
to assist in the fabrication of ES-TENG for maximum 
output [2]. The principal parameters that can be controlled 
independently for maximizing the electrical output of 
ES-TENG are total length of the elastic sheet (Lo) and 
initial number of turns (no). These two principal 
parameters decide moving distance (d) which is the 
maximum distance the elastic sheet can move during the 
extraction and retraction process. 
 
3. Results and Discussion 
 
Unique motion of the elastic sheet inside ES-TENG can 
achieve considerable peak open-circuit voltage and 
closed-circuit current output (228 V and 56.8 µA 
respectively) by simple manual operation. To demonstrate 
the possibility of ES-TENG as a portable charging device, 
ES-TENG was operated by hand to light an LED array as 

well as an engineering calculator after one minute of 
charging.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elastic spiral 
triboelectric nanogenerator. 

 

Fig. 2.  Motion of elastic sheet during retraction process 
 
4. Conclusions 
 
We are the first to report a new portable TENG design 
considering the shape of commercial portable electronic 
devices. This novel and simple design can broaden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applications of high-output 
portable energy harvesting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And, this study is the first to develop fabrication 
guidelines for designing ES-TENG with maximum output.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using ES-TENG as a self-charging case accessory for 
existing portable electron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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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나노튜브 (CNT)에 질소를 도핑하는 시도는 
화학적 반응성이 낮은 CNT를 기능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질소 도핑된 CNT 
(NCNT)에 생체모방기법으로 여러 무기물을 
광물화하는 실험이 Lee et al. 에 의해 소개되었다[1,2]. 
이산화규소 (Silica, SiO2)도 역시 NCNT에 광물화될 수 
있는데 (SC-NCNT), 이산화규소 단독으로도 고분자 
물질의 기계적 물성 증가를 위한 나노충전재로 
사용되는 만큼 SC-NCNT의 고분자 나노충전재로서의 
성능이 조사될 필요가 있다.  
 
2. 분자동역학 모델링 
 
2.1 생광물화 모델 생성  
이산화규소 (silica) 광물화된 NCNT (SC-NCNT)를 
고분자 물질의 나노충전재로 사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므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자동역학 전산모사 기법이 이용되었다. 만들어진 
분자동역학 모델은 Fig. 1 에 나타나있다. 자세한 
방법은 본 저자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3]. 
 
2.2 열 기계적 물성 테스트 
단축인장시험은 분자동역학 모델의 단위 셀을 일정한 
strain rate로 인장시킴으로써 진행되었다. 이 때 사용된 
strain rate는 2 10 	/s  이다. 유리전이온도 또한 
측정됐는데, 600K에서 안정화된 모델을 1 10 /  
의 cooling rate로 200K까지 온도를 낮춰 유리전이 
온도를 계산했다. 자세한 방법은 마찬가지로 본 
저자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3]. 
 
3. 시뮬레이션 결과 
 
3.1 기계적 물성 

기계적 물성 테스트 결과는 Fig. 2. 에 나타나 있다. Fig. 
2(a)를 보면, CNT 길이 방향 물성은 광물화하기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CNT 길이에 수직인 
방향으로는 기계적 물성이 광물화하지 않은 모델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  Comparison between the SC-NCNT/PMMA 

system and CNT(or NCNT)/PMMA systems.  

 
Fig. 2. Mechanical properties along the filler weight 

percentage. 
 

4. 결론 및 향후과제 
 
광물화된 CNT의 열 기계적 물성은 실험적으로 발견된 
이후로 처음 측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향후 진행될 실험 진행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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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recent decades, there has been significant interest in the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issues associated with the 
increasing demands of electricity production, including 
environmental, economic, resource, and safety issues. 
Accordingly, the search for sustainable energy harvesting 
methods, by which electrical energy is generated from 
alternate sources, is an emerging field of research.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electricity generation methods, 
the recent eco-friendly energy harvesting methods 
generate significant electricity for society, widen 
cutting-edge technology application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ough the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ion has increased, there is continued large growth 
in demand for electric energy due to the widespread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electronic devices. Hence, 
innovative science and engineering methods must be 
considered to address future electric power shortages. In 
general, all electric/electronics systems and energy 
generating methods have inevitable energy loss when 
operated. It is thus necessary to consider the causes of 
energy loss, and methods to recapture energy loss as 
available energ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energy-loss return gate 
(ELRG) as a novel method for converting dielectric loss 
into available energy, through studies of electrical field 
effects on liquid dielectric polarization. We show how the 
liquid dielectric polarization effect, due to the molecular 
polarization characteristics, can be used in the energy-loss 
return gate to harvest the energy loss from a wide array of 
electronic devices used in daily life. These 
electric/electronic systems can be operated more 
efficiently through the cooling effect arising from 
decreased power-consumption. Most importantly, this 
approach for using returned energy loss as an available 
electric energy source can be implemented without a 
complex fabrication process. The method is simple and 
intuitive, and provides a means for addressing the problem 
of energy loss and electric/electronic efficiency in a given 
system, while amplifying energy harvesting efficiency, 
reducing power consumption of electronics, and storing 
energy loss for use in another system. The energy-loss 
return gate is an innovative approach in the sense that it 
can enhance many other superior energy harvesting 
technologies, in addition to improving electronics 
efficiency. Thus, adapting this methodology will aid in the 

development of energy harvesting research as well as 
other energy-related engineering disciplines. 
 
2. Results and Discussion 
 
2.1. Design of energy loss return framework 
Fig. 1.a shows a schematic of the energy transfer process, 

illustrating the electricity generation, the loss mechanisms, 
and the energy-loss return gate (ELRG). Compared with 
conventional energy harvesting methods, which operate 
under specific conditions, the ELRG is a fundamental 
technology and novel energy-harvesting method for 
transferring energy loss to available energy. The ELRG 
configuration and step-by-step mechanism are illustrated 
schematically in Fig. 1.b,c. The configuration of the 
ELRG can be classified into four electric regimes: the AC 
electric system, dielectric loss layer, liquid dielectric layer, 
and electrode. The AC electric system can represent all 
commonly used electricity-related devices. The electric 
fields generated by these devices affect adjacent materials 
that are not related with the device operation, such as, for 
example, a device case, support, coatings, etc. Some of 
these dielectric materials are easily polarized, with the 
direction of polarization continuously changing in 
accordance with the input AC frequency of the electric 
system. As a result, some energy is dissipated as heat, 
resulting in dielectric loss. In other words, if there is an AC 
power-based electric system, the electric field inherently 
induces a dielectric loss that dissipates energy as heat (Fig. 
1.b.). To prevent the dielectric loss, we introduce a liquid 
dielectric layer to facilitate the ELRG process. When there 
is a liquid dielectric layer beside the dielectric loss layer, 
the electric field from the AC electric system is directly 
transferred to the liquid dielectric layer owing to its high 
permittivity, so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energy 
dissipation in the dielectric loss layer. This is because 
liquid dielectric materials are more easily polarized than 
the dielectric loss layer materials. Consequently, the 
dipole moment in the liquid dielectric is aligned, storing 
polarization energy. The liquid dielectric dipole alignment 
enables transfer of polarization energy to electrode 
adjusting molecular alignment direction. Finally, the 
electrode inside the liquid dielectric is defined as an 
electric potential inducing medium, because electrode 
could generate charge transfer via electrostatic induction 
(Fig. 1.c.). In summary, this illustrates the ELRG process 
by which energy loss is returned as available electri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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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chanism of energy-loss return gate (ELRG). 

  
2.2. Marriage of ELRG system and electronics 
We propose a practical energy harvesting method, in 
which energy loss is converted to useful electric energy, 
while reducing power consumption, for a wide range of 
electric/electronic devices. Fig. 2.a illustrates the 
step-by-step mechanism of the energy harvesting process 
utilizing the ELRG system. When an electronic device is 
turned on, the electric field causes energy loss and heat 
dissipation, due to the continuously changing dipole 
alignment as discussed in the above sections. For 
electronic devices, this has adverse impacts, including 
reduction in efficiency, shortened lifetime, and other 
problems. By integrating ELRG with common electronic 
devices two potential benefits can be achieved: harvesting 
of energy loss, and reduced power consumption. Fig. 2.b. 
illustrates schematically some applications of the ELRG 
energy harvesting process in our daily lives. As discussed 
in the above sections, there is unavoidable energy loss 
from electronic devices such as laptops, cell phones, and 
computers. To scavenge energy loss from the various 
electronic devices, we introduce and implement an energy 
harvesting model, utilizing the ELRG system. Electrical 
components such as rectifiers, capacitors, and regulator 
are applied to each device for energy harvesting (Fig. 2.c). 
As a result, with the aid of the ELRG process, it is possible 
to convert the energy loss to available electricity, which 
can then be applied to other electric systems (Fig. 2.d). 

 
Fig. 2.  Energy harvesting process utilizing the ELRG 
system. 
 

3. Conclusions 
Previous research in energy-related fields has led to the 
objective of lowering the energy loss of electric systems, 
and to operate these systems at higher efficiency.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study of energy-generating methods 
with consideration of dielectric loss. In this paper, we 
successfully develop a new technology called the ELRG, 
which can convert energy loss to available electric energy, 
opening up new opportunities in energy related 
engineering fields. This research enables a reduction of 
energy loss in electric systems caused by dielectric loss, 
via a dielectric loss reduction method. To pursue the 
fundamental development and investigation of the ELRG, 
we introduced a liquid dielectric material, which has high 
relative permittivity and other significant advantages, to 
transfer the electrostatic potential energy. The mechanism 
was demonstrated using a TEG, and electrostatic 
simulations were implemented using COMSOL software. 
We further demonstrated the use of the ELRG system in 
electronics, with everyday electronic devices, to confirm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the approach. The results show 
the innovation of the method, and indicate the potential for 
improving overall energy systems by means of the 
following three salient features. First, if the ELRG is 
integrated with energy-generating methods, the returned 
energy loss can amplify the energy harvesting efficiency 
under the same input conditions. Second, the ELRG 
process decreases the temperature of electric systems 
because of the high thermal conductivity of liquid 
dielectric materials, which lowers power consumption of 
the electronics without adverse effects. Third, the returned 
energy from dielectric loss can be stored in a battery, 
which can then function as an energy source for another 
electronic device. Our results highlight the energy transfer 
processes that occur within every electric system and 
approach the energy-related issues from a scientific and 
engineering perspective. The advantages and benefits of 
the ELRG process are not limited to a specific application 
field, but hold promise for application to a wide range of 
energy-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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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majority of energy produced is dissipated into the 
environment as waste heat, but this could become a 
significant source of useful energy using thermoelectric 
(TE) materials that directly convert waste heat into voltage. 
Polymer-based organic TE materials have the unique 
advantages of abundance, light weight, low cost, 
intrinsically low κ and ease of processing. The addition of 
carbon nanofillers into the polymer-based organic 
materials has been shown to dramatically improve the TE 
performances.[1]  

In the preparation of organic TE nanocomposites, 
layer-by-layer (LbL) assembly offers several advantages 
over other fabrication methods for ordered thin films. A 
key advantage of the LbL technique is that sequential 
assembly of intrinsically conductive polymer and 
carbonaceous nanoparticle networks lead to a novel 3D 
film whose TE properties exceed those of each individual 
component and those of a bulk film made with the same 
components.[2] Relatively little work concerning TE LbL 
assemblies has involved enhancing the power factor, and 
no detail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asurements of 
TE performances of the organic multilayer composites 
have been reported. 

2. Results and Discussion   
 
2.1 LbL-based Organic TE materials 
Low electrical conductivity (σ) and Seebeck coefficient (S) 
have long excluded polymers from TE applications. 
However, LbL assembly was recently used for the first 
time to produce a polyelectrolyte carbon nanocomposite 
with a power factor (PF) that outperforms any known 
organic TE materials. Ordered polymer-based carbon 
nanocomposites assembled via sequential layering of 
polyaniline (PANi), graphene, and double-walled carbon 
nanotubes (DWNT) exhibited a remarkable PF of 1825 
µW/m·K2.[3]  
By replacing all insulating stabilizers with water-soluble 
(or dispersible) intrinsically conductive polymers (poly 
(3,4-ethylenedioxythiophene) : poly (styrenesulfonate) 
(PEDOT:PSS), an  80 quadlayer thin film (≈ 1 μm thick), 
comprised of a PANi / graphene-PEDOT:PSS / PANi / 
DWNT-PEDOT:PSS repeating sequence, exhibited 
unprecedented σ of 1.9 × 103 S/cm and S of 120 μV/K.[2] 
These two values yield a PF of 2710 µW/m·K2, which is 
the one of the highest value ever reported for a completely 
organic material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2.2 n-type Organic Multilayers  
More recently, we have demonstrated a new approach to 
fabricate n-type organic TE nanocomposites using LbL 
assembly. In this first ever investigation of the n-type TE 
behavior of an LbL-assembled film, an 80 bilayer DWNT 
-polyethylenimine (PEI)/graphene-polyvinylpyrrolidone 
(PVP) thin films (~ 320 nm in thickness) exhibits a PF of 
190 µW/m·K2 at room temperature, which is one of the 
highest values ever reported for a completely organic 
n-type material.[4] Unlike most organic n-type materials, 
this unique nanocomposite is relatively air-stable, which 
was demonstrated by testing after 60 days with no 
protection against moisture and oxygen.  

2.3 Electrochemical Polymerization-driven TE 
Multilayers 
As a new method to create TE materials with high PF, we 
have fabricated organic nanocomposites through a unique 
combination of LbL assembly of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NT) and in-situ electrochemical 
polymerization of PEDOT.[5] A 30 bilayer MWCNT film 
(< 1 µm thick) infused with PEDOT is shown to achieve a 
PF of 155 µW/m·K2. These unique thin films were 
assembled into a working TE generator that produced 5.5 
µW of power with a 30 K temperature gradient. 

3. Conclusions 
In all respects, the LbL approach reported here provides a 
unique way to fabricate nanostructured hybrid composites 
with great potential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E-driven devices. The exceptional TE behavior is 
attributed to a strong synergistic effect made possible by 
the uniform nano-complex created through LbL 
deposition. Integrating active conductive components, 
such as DWNT and/or graphene, into a highly ordered and 
layered 3D hybrid organic nanostructure significantly 
enhances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Seebeck 
coefficient (and hence PF). These water-based 
nanocoatings can be painted or printed anywhere there is a 
thermal gradient present (e.g., exhaust pipes, cell phones, 
or even clothing that harnesses body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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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etallic nanowire (NWs) are very promising in providing 
electrical conductivity to polymer composite because they 
can form conducting network [1]. A wearable heater is an 
effective method for physiotherapy because it can provide 
thermal therapy due to joint injuries. More than 50% of the 
body heat is wasted in an indoor environment. “Personal 
thermal management” (PTM) aims to harvest energy from 
the human body to maintain the body temperature and can 
also raise it as needed [2]. Kevlar fiber, is mainly used in 
body armors. Lightweight, flexible body armor allowing 
PTM is one model of a future smart wearable material. 
 
2. Experimental Section   
 
2.1 Synthesis of metallic NW (Cu-Ni) on WKF: 
CuCl2.2H2O, Ni(acac)2 with different molar ratio (3:1, 2:1, 
1:1, 1:2 or 1:3) and hexadecyl amine (0.056 M) were 
stirred in 600 mL of distilled water overnight. The 
emulsion was transferred to an autoclave, the woven 
Kevlar fiber (WKF) sheet was dipped in it and 
hydrothermal reaction was carried out at 160°C for 24 h. 
Then, WKF was taken out, washed with distilled water and 
dried in vacuum oven at 60°C overnight[3].  
 
2.2 Fabrication of composite: A homogenous dispersion 
of reduced graphene oxide (rGO) (0.5%) was prepared in 
PDMS. Composites were fabricated using two sheets of 
Cu-Ni NW grown WKF using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process (VARTM)[3].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growth of Cu−Ni NWs on WKF was confirmed by 
SEM and TEM studies. The crystalline structure of Cu−Ni 
were identified by XRD and the chemical states were 
determined by XPS analyses. The high conductivity of the 
NWs and rGO enabled efficient Joule heating performance 
of the composite. Combined effect of the NW networks 
and rGO enabled a surface temperature of 70 °C to be 
attained on application of 1.5 V to the composites 
Cu3Ni1−WKF/PDMS provided 43% more thermal 
insulation and higher IR reflectance than bare WKF/ 
PDMS. WKF/PDMS samples containing Cu1Ni3 NWs 
with a fixed loading of rGO displayed the highest impact 
resistance (127.5%) and tensile strength (95.6%)[3]. 

 
Fig. 1.  Schematic diagram for device performance[3] 

  

 
 

Fig.2. SEM of Cu3Ni1 NW grown on WKF[3] 
 
4. Conclusion 
Cu−Ni NWs and rGO incorporated WKF-based composite 
was demonstrated in a flexible electric heater and 
thermal-insulating device with high mechanical strength. 
NWs having different Cu/Ni ratios were synthesized by 
coating Ni on the surface of Cu NWs by hydrothermal 
method. Our results put forward extensive applications of 
the device in effective personal thermal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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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Graphene based materials, such as graphene, graphene 
oxide(GO) and reduced graphene oxide(rGO)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materials in 
eco-friendly wearable applications [1-3], However, their 
advantages in properties over traditional materials are 
often overwhelmed by complex and costly fabrication 
process [1-3]. Here we introduce some facile and scale-up 
fabrication of graphene based fabrics for many 
applications including e-fabrics, fire retardant fabrics, and 
chemical warfare agent protective fabrics.    
 
2. Experimental section  
 
2.1 Scale up production of pristine graphene on fabric 
(dry method) A catalytic dehydrogenation of carbon 
precursors on metal such as copper and nickel is one of the 
most practical methods to produce large area graphene 
[1-4]. Here we present a roll to roll based plasma enhanced 
CVD graphene fabrication system. In this way, large scale 
graphene can be continuously deposited. A reduced 
processing temperature enables to directly use many types 
of substrates including activated carbon fiber. This is the 
first time trial to deposit graphene directly on fabrics and 
believed to be used as multi-functional e-fabrics with 
protective capability from toxic industrial chemicals and 
chemical warfare agents.  
 
2.2 Scale up production of GO and rGO on fabric (wet 
method) Graphene based materials such as graphene 
oxide and reduced graphene oxide have been widely 
investigated as wearable textiles. The negative charge in 
graphene oxide enables to form a stable dispersion as well 
as to build chemical bonds with the functional groups of 
fabrics [5]. To achieve a fast and large area fabrication, 
here we introduce a roll-to-roll pad/dry system. Graphene 
based materials and composites with other functional 
materials can be used as coating materials to fabrics. It is 
believed that this continuous wet fabrication of graphene 
based fabric can be used as wearable e-textile, flame 
retardant fabric and chemical warfare agent protective 
fabrics.  
 
3. Results and Discussion 
3.1 Materials for fabric coating  
Graphene oxide can be functionalized and interact with 
many materials due to the negative charges. The surface 

treated reduced graphene oxide was prepared and coated 
on the cotton fabric. It was possible to fabricate a large 
scale graphene e-textile. The sheet resistance was 
decreased from a few mega ohms per square with single 
padding step to a few kilo ohms per square with 15 times 
padding.  
The graphene based composite materials were also 
prepared to fabricate chemical protective fabrics. Figure 1 
shows a SEM image of GO-MOF composite. It was found 
that a nerve agent (soman) was decomposed more than 95% 
within 5 minutes by the composite. It will be possible to 
fabricate large scale graphene based protective fabrics.  
 
 

  
Fig. 1.  Graphene-MOF composites for wet coating 

material 
 
3.2 Discussion 
Graphene based materials are considered as promising 
materials with superior properties over many conventional 
materials.  We report continuous fabrication methods for 
GO, rGO and composite fabrics There are still many 
factors to be carefully controlled. Both the dry and wet 
methods are being conducted and optimized to fabricate 
multi-functional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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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탄성 다공성 재료의 형태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무지향성(omni-directional) 그래핀 폼을 
자가조립(self-assembly)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저주파수 범위에서 열교환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로 
흡음 성능 향상 방안을 제안한다. 폴리머 폼의 큰 
기공과 그래핀 층의 마이크로스케일 기공을 포함한 
계층적인 다공성 구조의 개발은 향후 다양한 공학적 
응용 가능성을 가진다. 
 
2. 실험방법 
 
2.1 무지향성 그래핀 구조 제조 

무지향성을 가지는 주기적으로 배열된 그래핀 구조는 
Modified Hummer’s Method에 의해 제조된 산화 
그래핀을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산화그래핀 수용액에 
환원제로써 아스코르빅산(l-ascorbic acid)과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을 넣고 교반 반응 시킨다. 
그후 다공성 구조체가 침지된 산화그래핀과 환원제 
함유 분산액을 가열하여 산화그래핀이 환원된 산화 
그래핀으로 변환되면서 자가조립 방법(self-aligned 
methodology)에 의해 하이드로겔을 형성한다. 상기 
하이드로겔을 동결건조하여 다공성 구조체의 구조에 
따른 곡률을 가진 그래핀 층이 배열되고, 그래핀 층간 
거리가 약 1μm~ 100μm 인 무지향성 그래핀 폼을 
완성한다. 
 
3. 결과 및 토론 
 
3.1 탄성 성능 실험 

셀룰러 마이크로구조체의 형태에 따른 탄성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충격 흡수 시험을 진행하였다. 
두께가 1T인 알루미늄 판과 20mm의 두께인 샘플을 
샌드위치 구조로 제작한 후 저속충격시험을 수행 

하였다. 60ⅹ60mm의 시편을 지지대에 고정하고, 40cm 

의 일정한 높이에서 직경 12.7mm의 구형 팁 임팩터로 
1.39m/s의 속도로 충격을 주었다. 무지향성 그래핀 
폼의 충격 시간과 변위는 일반적인 폴리머 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코어 구조의 압축이 
증가하여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 구조물에 가해진 
손상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3.2 흡음 성능 실험 

무지향성 그래핀 폼의 흠음계수(sound absorption 
coefficient)는 Brüel & Kjær 임피던스 튜브 420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wo microphone 법을 사용하여 
직경 29mm의 원통형 샘플로 500 내지 64,000 Hz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흡음 성능을 측정하였다. 또한 
직경 100mm의 샘플을 이용하여 50 내지 16,000 Hz 
사이의 흡음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폴리머 
폼에 비해 전 주파수 대역에서 무지향성 그래핀 폼의 
흡음계수가 모두 상승하였다. 특히 무지향성 그래핀 
폼은 2kHz 이하의 저주파 대역에서 우수한 흡음 
성능을 나타내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자가조립 방법을 이용하여 무지향성 
그래핀 폼을 합성하였고, 이를 충격흡수 및 흡음 
분야로의 공학적 응용을 진행하였다. 
 
참고문헌  
[1] J.H. Oh et al. CACS Appl. Mater. Interfaces 2018, 10, 26, 

22650-22660.  
 
후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2015R1A3A2028975).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35 -



 
Continuous Laser Beam Processed Nanostructures for self-powered Piezoresistive 

Sensor for Sensing Applications 
 

*Biplab K. Deka, Ankita Hazarika, Jisoo Kim, Young-Bin Park, Hyung Wook Park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gil 50, Ulju-gun, Ulsan 44919, 

Republic of Korea 

E-mail: ypark@unist.ac.kr, hwpark@unist.ac.kr 
 
Keywords : Laser beam, woven carbon fiber; nanorods; supercapacitor; stress sensor, polymer electrolyte  

 
1. Introduction 
Laser induced synthesis of nanostructure gives an 
innovative and unique way to shorten the overall 
processing time with precise control of growth as 
compared to other traditional methods such as 
hydrothermal, solid state reaction, chemical vapour 
deposition etc [1]. As per industrial prospects, the process 
is most feasible due to its manipulative growth pattern and 
short processing time to give high volume production. The 
fabricated nanostructured based supercapacitor has high 
energy and power densities as well as finite stress sensing 
capabilities.        
 
2. Methodology  
2.1 Zinc oxide synthesis 
Zinc oxide nanostructures were grown on the surface of 
WCF samples. The growth solution was prepared by 
mixing zinc nitrate hexahydrate and hexamethylene 
tetramine at equimolar proportions [2]. The solution was 
transferred to a glass petri dish where the WCF sheet was 
dipped and irradiated to continuous laser beam at different 
power level and time. The WCF sheet was washed with 
distilled water after the growth of nanowire/nanorods to 
remove the unreacted chemicals and dried overnight at 
110 oC.  
 
2.2 Fabrication of the device 
The device was fabricated by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process [3]. There is an inlet and outlet 
provision in the chamber to resin infusion and high 
vacuum pressure generation (≈ 60 MPa) inside the 
chamber. The resin infused inside the sample with the help 
of this vacuum pressure. After complete infusion of 
electrolyte, both inlet and outlet was sealed for 48 hours. 
The samples were removed from the chambe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uring process. 
 
3. Result and discussions 
The ZnO nanowire was achieved at 2% of laser power, 
150 mm min-1 of beam speed and 30 minutes time, where 
the morphology was changed to nanorods and nanotubes 
when the duration was increased to 45 and 60 minutes. 
The developed structural supercapacitor shows excellent 
energy (55.42 Wh kg-1) and power density (38.15 W kg-1) 
with outstanding strength (381.81 MPa) and modulus (29.24 
GPa). The supercapacitor was tested upto 3000 cycles and 
91.3 % of capacitance retention was achieved at the end. 

The device was investigated simultaneous in-situ 
mechanical strength versus capacitance change analysis 
and at 367.05 MPa of stress, 86.3 % of capacitance 
retention was obtained.  
 
 

 
Fig. 1. Schematic for continuous lased assisted ZnO synthesis and its 
fabrications. 

 
The capacitor was charged and tested for stress sensing 
and the sensitivity of the device was quite impressive with 
maximum gauge factor 181. The device has showed 
minimum errors for step and hold (20 s) test at different 
strain level. There was no such advers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device at different strain levels in 
humid and high temperature conditions. The sensitivity of 
the device remains almost stable after 100 stress/release 
cyclic performance.  
 

4. Conclusions 
Finally, the device can be extensively useful for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of heavy duty applications such as 
tracking of crack formation in bridge, buildings, defects 
monitoring in aerospace, automobiles and motion controls 
in various sophisticated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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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s the portable devices have rapidly spread and interest 
of wearable electronics have risen, there have been great 
interest to develop fast-charging and long-operating power 
solu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es on 
batteries and charging methods, solutions for frequent 
charging and powering portable and wearable electronics 
are still required. To satisfy these need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develop stand-alone power generator that 
produces electricity from ambient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mechanical, and thermal energy. Among these 
efforts, triboelectric nanogenerator (TENG) has been 
introduced and spotlighted due to its lightweight, low cost, 
and high-power density compared to other existing energy 
harvesting technologies [1]. In previous researches, TENG 
have demonstrated powering portable devices on its own 
by converting mechanical energy into useful electricity. 
However, most of previous researches shown to power 
portable electronics have excessive input conditions such 
as high rotation speed [2]. High input condition is not 
applicable for portable electronics, and it causes high 
chance for frictional failure for TENG because its 
mechanism is based on contact electrification. For TENGs 
to be utilized in portable electronics, the input energy 
should be limited to hand power, generate considerable 
output to charge battery or power electronics on its own, 
and have proper size for operator to carry. 

In this work, we introduce hand-driven gyroscop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G-TENG) which has a shape 
of dynabee, a wrist exerciser using principles of gyroscope. 
A G-TENG consist of rotating substrate patterned with 
triboelectric material held inside an external casing. There 
is a small gap between the casing cylinder and rotating 
substrate to minimize the friction damage during operation. 
Once the rotating substrate of G-TENG is rotating with 
enough speed through external input, operator can 
accelerate the speed of rotation by circling the device with 
arm and wrist. The revolution rate of G-TENG can reach 
above 8000 rpm with just hand input, which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output frequency and power. The 
G-TENG have shown consistent open-circuit voltage and 
closed-circuit current of 126 V, 7 μA respectively with 
frequency of 375 Hz. 

 

2. Result and Discussion 

Figure 1. Hand-held gyroscope triboelectric nano- 
generator (G-TENG) 
 

The G-TENG is about the size of a tennis ball. As 
shown in Figure 1a-i, rotating substrate is held inside a 
casing. 80-μm thick, 1-cm wide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tape was patterned on the rotating substrate for 
creating electrostatic field during operation. A copper of 
width of 1-cm was used as electrode for harvesting 
rotational energy was attached on the inner side of casing 
substrate. As shown in Figure 1a-ii, there is a small gap 
between the triboelectric layer and electrode. This is to 
prevent the frictional damage during rotation because the 
G-TENG rotates in high revolution rate during operation.  

The rotating substrate is fixed with an axis, and the axis 
is held on to the casing cylinder, and the axis can rotate 
horizontally through a groove on the outer shell. The 
rotating substrate starts to rotate after the operator spins 
the rotating substrate with a string. Once it reaches enough 
rotating speed, the rotating substrate can gai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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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ng speed through circling the device in any direction 
except the plane where the groove and axis is. This is due 
to the precession, where the axis of rotating substrate 
rotates along the groove and causes friction force to 
increase speed of rotating substrate [3]. Normally the 
friction force is against the movement, but torque is also 
given during the rotation of G-TENG, where one end of 
axis is contacting the upper side of groove, and the other 
end of axis is contacting the bottom side of the groove. 
This reverses the direction of precession on each end, 
creating a rotation for rotating substrate. Average person 
can rotate the G-TENG with revolution rate above 8000 
rpm by circling their arm holding the device. 

The mechanism of G-TENG can be explained with 
non-contact mode of sliding-type TENG [4]. With the 
non-contact mode, the lifespan of triboelectric material 
and electrode can be significantly increased. Due to the 
negatively charged surface of PTFE having an 
electrostatic field while sliding along the electrode, the 
electron inside the electrode flows to the electrode on the 
other side of casing substrate to make electrical 
equilibrium. As the PTFE move further, the electrostatic 
field moves away from the electrode, and the electrons 
flow back to the original electrode creating an alternative 
current during one operation cycle. Since the PTFE 
patterned surface slides along two electrodes on upper and 
bottom side of casing, the geometry between the pattern 
and the electrode is important to create an electrical 
potential difference between two electrodes for higher 
output.  

As shown in Figure 1b, it has shown consistent 
alternating open-circuit voltage of 126 V with frequency 
of 375 Hz. The possible application of G-TENG is to 
either connect with portable devices directly or charge a 
battery before using it as a power source. With the 
electrical circuit using transformer and rectifying circuit, 
G-TENG can produce consistent DC output. Furthermore, 
G-TENG could power up an engineering calculator alone 
with the power management circuit when operated by 
hand (Figure 1d).  

 
3. CONCLUSION 
 

In summary, we developed G-TENG which utilizes the 
shape of gyroscopic wrist exerciser to generate electricity 
from hand motion. G-TENG consist of rotating substrate 
inside a casing, and it have axis and groove inside the 
casing substrate to induce high revolution rate of over 
8000 rpm while operator circles the device in certain 
direction. Due to the high revolution rate of G-TENG, it 
can generate open-circuit voltage of 126 V with frequency 
of 375 Hz. This G-TENG can power up portable 
electronics alone with power management circuit. The 
G-TENG developed in this study can generate enough 
output to power portable electronics with just the h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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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developments in biomedical engineering, novel cell culture techniques, and newly 
discovered chemicals as a replacement of the growth factors have opened new area toward 
the engineered technique of biomedical applications, for use in both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Ideal bio-platform must be biocompatible that is to say, they should show both 
proper surface stability for the promotion of cell attachment and functions with drug delivery. 
However, plenty of challenges are still in progress, as the reason for the high compatibility of 
polymer film in cell culture environment and precisely controlled functional release of their 
drugs..  
Layer-by-layer (LbL) self-assembly technic has been developed and used to prepared 
biocompatible multilayer films and polyelectrolyte capsules for drug delivery. Certain drug 
molecules, such as active proteins, cytokine, growth factors, enzymes, nucleic acids, and 
DNA, have been immobilized into nano-sized multilayer films. The advantages of LbL 
multilayer films as drug delivery systems include the sustained drug release through 
controlling the film physical & chemical properties, in addition multilayer films have the 
potential to protect drug molecules from losing their biological functions, and the film 
preparation process is simple and can be automated.  
In this presentation, we prepared the cell friendly platform by take full advantages of LbL 
assembly with evenly distributed drug loading by nano-sized layer assembly. The nano-films 
are prepared by various materials including not only synthetic-, natural-polymers but also 
functional materials such as growth factors, cytokines which are resulting different film 
degradation profiles. These results lay a cornerstone for future studies to achieve the multi-
functional nanofilms including programmed loading/release of drugs for therapeutic purposes 

Keywords: multilayers, layer-by-layer, self-assembly, protein, growth factor, controlled 
release, nano-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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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복합재료 분야에서 기지로서 고무 재료의 포함은 
복합재료로 하여금 높은 인성을 갖도록 한다.  하지만, 
고무 복합재료의 연구를 위해서는 고무 재료가 갖는 
초탄성 및 점탄성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더욱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분자의 특성이 
반영된 재료모델의 구성을 요구한다 [1]. 본 
연구에서는 그 첫 단계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물성 계산을 위한 포텐셜 함수를 도출하였다. 
 
2. 음이온 중합을 이용한 천연고무 모델 구성 
 
2.1 음이온 중합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산업에서 
사용되는 천연고무 재료의 중합은 음이온 중합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이온 중합 시뮬레이션은 기존에 
연구하였던 자유 라디칼 중합 연구와 같이 [2] 
단량체의 결합 부위를 정의하여 사슬 말단에 cutoff 
distance이내에 존재하는 단량체가 새로 결합될 때 
새로운 활성부위가 생성되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음이온 중합 반응에서는 고분자의 종결반응은 
고려하지 않았다. 초기 모델에는 200개의 개시제가 
포함되어 사슬이 성장하고, 중합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단량체가 4개 결합되어있는 상태의 4-oligomer를 
10000개 포함시켜 중합시켰다. 중합을 통해 생성된 
모델은 85.1%의 전환률을 가지며, coarse-grained 
포텐셜의 구성을 단순화하기 위해 개시제와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단량체는 제거되었다. 중합에 이용한 
4-oligomer과 중합이 완료된 상태의 분자동역학 
모델은 그림1에 표시되어있다.  
 

 
 
Fig. 1 (a) Coarse-grained model for a monomer and a (b) 

4-oligomer, (c) polymerized model of natural rubber. 

3. Coarse-grained 포텐셜 
 
그림1에 표현된 것과 같이 천연고무 단량체 각각은 

하나의 입자로 mapping되며, coarse-grained 

포텐셜의 도출과정은 Xia, W., et. al. [3]에 의해 

제안된 Energy renormalization 방법을 따른다. 

입자간의 결합 포텐셜은 Multi-centered Gaussian 

based 포텐셜로 [4] 입자간의 결합 길이의 분포를 

n개의 가우스 함수의 합으로 표현한 후 Boltzmann 

inversion을 통해 결합 포텐셜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비결합 항은 Energy renormal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식(1)과 같이 Van del Waals 

힘의 에너지 우물의 크기와 평형 거리를 온도에 따른 

함수로 조절하였으며, all-atom 시뮬레이션 결과와 

MSD, 구조의 relaxation time, 밀도 변수룰 

비교하였다. 
12 6

0 04 ( ) , ( )nonbondU T T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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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천연고무의 재료 모델 구성을 위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coarse-grained 
포텐셜을 도출하였다. 향후 고무의 기계적 특성 
해석을 위해 filler가 포함된 구조의 포텐셜과 이를 
이용한 초탄성/점탄성 해석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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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양한 나노, 마이크로 스케일 필러와 같은 보강재를 

통해 복합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증진시키려는 

연구는 최근 몇십년간 이루어져왔다. 미세구조 

특성화 및 재구성은 이러한 보강재와 복합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연결해주는 핵심 연구이다. 미세구조 

특성화 및 재구성을 통해 재료를 전산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구조의 변수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다.  

 

2. 미세구조 특성화 
2.1 CT 이미지처리를 통한 미세구조 모델링 

 
Fig. 1.  SEM image of ML particles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응력발광재료의 미세구조는 

임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세구조의 실제 

형상을 반영하기 위해 Micro CT를 통한 적층 

이미지를 얻었다. Micro CT의 결과로 실제 

복합재료의 780*822*1100 픽셀 크기의 CT 

이미지가 얻어지며 이 이미지의 물리적 크기는 

5070μm*5343μm*7150 μm이다. 

2.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통한 특성화 

복합재료의 미세구조를 총 13개의 형태학적 변수로 

특성화하였다. 이후 FE 분석을 통해 앞서 특성화한 

13개의 형태학적 변수들과 부피 평균 Von Mises 

응력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형상변수와 부피평균응력의 상관행렬을 생성했으며 

독립된 성분을 찾았다. 통계적 해석을 통해 입자의 

겉넓이와 형상지수가 가장 부피평균응력에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재구성 변수로 

결정하였다. 

3. 미세구조 재구성 
3.1 형상라이브러리 

 
Fig. 2.  Composite particles based on voxel 

앞서 Micro CT를 통해 획득한 적층이미지를 이용해 

형상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복셀화된 입자를 

생성하였다. Fig. 2는 형상라이브러리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총 9,687개의 입자들로 구성된 형상 

라이브러리는 입자의 겉넓이와 형상지수 정보를 

포함한다. 

3.2 재구성 알고리즘 

총 4개의 서브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재구성 

알고리즘이 제안된다. 재구성 알고리즘은 Simulated 

Anealing 기법을 사용해 목표값의 누적 분포를 

최적화 하며 재구성된 RVE를 생성한다. 재구성된 

RVE는 목표 RVE와 통계적으로 동일한 입자 표면적, 

입자 형상 인덱스 및 Nearest Neighboring Distance 

(NND) 분포를 가진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총 13개의 형상변수를 이용한 미세구조 특성화 

방법이 소개 되었으며 주성분분석을 통해 분석한 

2개의 형상변수를 이용한 재구성 방법이 설명되었다. 

향후과제로 재구성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이를 데이터 과학과 결합해 복합재료를 

설계하는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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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웨어러블 소형 스마트 기기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의 전원 공급장치의 효율 증대 및 

응용 확장에 관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웨어러블 

에너지 저장 장치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유연 

전극 및 전해질이 요구된다. 이에 카본 패브릭에 

기반한 전극 및 폴리머 전해질을 통해 여러 구부림 

각도에서도 구동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하여 이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다기능성 유연 배터리의 제작 
 
2.1 카본 패브릭 기반 음극 제작 
카본 패브릭을 전극의 집전체(current collector)로서 

사용하고, 이를 cobalt 과 nickel 염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함침시켜 수열 합성법을 통해 탄소 섬유에 
미세 나노와이어를 성장시킨다. 이후 성장한 
나노와이어의 나노 결정성을 향상시키고, 산화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O2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여 
나노와이어 기반 전극을 제작하였다. [1]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전극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pre-lithiation 
과정을 통해 리튬을 도핑한다. 
 

2.2 카본 패브릭 기반 양극 제작 
NH4VO3와 Oxalic Acid이 섞인 수용액을 카본 

패브릭과 함께 함침시킨 후 수열 합성법을 통해 탄소 
섬유에 미세 나노와이어를 성장시킨다. 이후 성장한 
나노와이어의 나노 결정성을 다지기 위하여 O2 
분위기에서 어닐링을 하여 나노와이어 기반 전극을 
제작하였다. 
 
2.2 폴리머 유연 전해질 제작  

기계적 변형에도 구조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상온에서도 리튬 이온 전도가 가능한 PEO 기반 
폴리머 전해질을 합성하였다. 높은 분자량을 갖는 
PEO와 가소제 tetraglyme을 추가하고, 이온 전도를 
위해 EMI-TFSI 이온성액체와 LiTFSI 리튬염을 
균일하게 섞어주었다. 그리고 고체화 시키기 위하여 
MBP 이니시에이터를 추가하여 UV irradiation을 
진행하였다. 
 

3. 다기능성 유연 배터리의 성능 검증 
 
3.1 전기화학적 성능 

제작된 다기능성 유연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의 정전 

류법을 통한 half-cell charge-discharge test를 

실행하였다. 또한 가역 및 비가역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cyclic voltammetry test를 진행하였고, 최종 

제작된 유연 배터리에 대해서도 같은 실험을 진행 

하였다.  
 

 
Figure 1. SEM image of V2O5 nanowires on carbon fabric 
 

 
Figure 2. SEM image of NiCo2O4 nanowires on carbon 

fabric 

 
Figure 3. Lightening LED with flexible ful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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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탄소 섬유를 기반으로 하여 유연 
배터리를 제작하여 이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검증해 
보았다. 향후 과제로 unit cell 단위에서 나아가 multi- 
cell scale에서도 구동 가능한 유연 배터리를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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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피치는 콜타르나 석유계 잔사유와 같이 방향족 

탄화수소가 풍부한 화학물질의 중합과정에서 

형성되는 고상 혹은 반고상의 물질을 말한다. 피치는 

연화점 (Softening point) 이상의 온도에서 유동을 

가지게 되며, 다양한 형상으로의 가공이 용이하여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등의 전구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기능성의 재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치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종래에 피치의 원료로 사용되던 

콜타르는 환경규제 등으로 인하여 공급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콜타르, 석유계 잔사유의 

특성비교와 함께 석유계 잔사유 기반의 피치 

제조방법과 그 응용분야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피치의 제조 
 
2.1 원료 : 종래에는 피치의 원료로 주로 콜타르를 
사용해왔으나, 석유계 잔사유와 같이 방향족 
탄화수소 (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가 
풍부한 화학물질은 모두 피치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화학적 구조와 분자량, 이종원소의 
함량에 따라 각기 다른 피치가 제조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료의 물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료의 물성은 GC, TLC, GPC, MALDI-TOF, FT-IR, 
NMR, GC-SIMDI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 합성 : 피치는 주로 열에 의한 중합을 통해 
합성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촉매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피치는 합성과정 후 고상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촉매제의 분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온도, 시간, 압력의 3가지 변수를 적절히 
제어하여 제조하는 공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원료의 중합 반응성을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잔사유 간의 혼합을 실시하거나 합성 첨가제를 
도입하는 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다. 

 

 

 

3. 피치의 물성 
 

3.1 분자량 : 피치의 분자량은 용제분별법, GPC, 
MALDI-TOF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용제분류법을 위한 유기용제로는 주로 hexane, 

toluene, quinoline이 사용되며, 이들 용제에 대한 

용해 특성에 따라 분자량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방법으로 정량/정성적인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GPC와 MALDI-TOF와 같은 분석법이 피치의 

분자량 특성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3.2 열적 특성 : 피치는 상온에서는 고체상을 
유지하지만 연화점 이상의 온도에서부터 유동을 

가지게 된다. 피치의 연화점은 분자량과 관계가 

있으며 분자량이 높을수록 열적 안정성이 높아져, 

연화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연화점은 ASTM  
D3104, D2319, D36 등의 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TGA, DTA 등 다양한 열 분석 기기를 통해 
피치의 열 중합 및 탄화 거동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3 배향 특성 : 피치는 중합과정에서 분자간 적층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배향상을 
(mesophase)라 한다. 이러한 배향특성은 편광현미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피치의 배향 특성은 최종 제품의 
열 및 전기전도도, 밀도 등의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4. 피치의 활용 
 
피치는 합성후의 후처리를 통해 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피치의 후처리 중, 용융을 위한 가열 열 과정에서 

물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 

및 요구 물성에 따라 적절한 공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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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itch uses widely as a precursor of carbon materials such 
as carbon fibers, activated carbons, and artificial graphites. 
Pitch is produced from the thermo-polymerization of 
coal-tar or petroleum residues [1]. In the 
thermo-polymerization of the raw material, the low 
molecular weight materials and gas are typically removed. 
At the same time, activated molecules are reacted and 
polymerized. According to the optical properties, the pitch 
can be classified to isotropic/anisotropic pitch, which is 
observed using a polarizing microscope.  In this study, we 
described the research results for manufacturing pitch 
using petroleum residues. 
 
2. Experimental 
 
Fluidized-catalytic-cracking decant-oil (FD) and Ethylene 
bottom oil (PFO) were used in the synthesis of the 
isotropic/anisotropic pitch for carbon fiber [2,3]. Fig. 1 
showed the laboratory reactor for the pitch polymerization, 
and the pitch was polymerized according to the reaction 
temperature and time. Thermal and elemental analyse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physical properties of 
petroleum residues, and the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was analyzed by MALDI-TOF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Time-of-Flight). Softening point [4] 
and anisotropy content of the synthesized pitch according 
to the synthesis conditions were measured.  
 

 
Fig. 1. The laboratory reactor for pitch polymerization. 

 
3. Results and Discussion 
 
During the pitch synthesis, the yield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reaction temperature, and the softening 
point increased from 100℃ to 354℃. Fig. 2 showed the 
optical structure of the synthesized pitch using a polarizing 
microscope. It displays that the domain size of the 
anisotropic fraction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the 
second heat-treatment time.  

 
Fig. 2. Anisotropic content analysis of synthesized pitch ; 

FD400(10h) 380 (a)4h,(b)5h,(c)6h,(d)7h.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spinnability of the pitches, it 
could make a fiber at an isotropic/anisotropic pitch at a 
winding speed of 300 m/min or more, and carbon fibers 
could be successfully prepared through the proper 
stabilization and carbonization conditions. 

 

 
Fig. 3. Carbonized fibers; (a) isotropic, (b) anisotropic 

pitch 
 

4.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isotropic/anisotropic pitch was prepared 
using various thermo-polymerization from the petroleum 
residues. As the reaction temperature and time increased, 
the yield was decreased, and the softening point was 
increased. As a result, It could be seen that the anisotropic 
sphere and the formation of the anisotropic flow domain 
are well developed when the synthesis temperature is 
increased or the second heat treatment i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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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itch-based carbon fibers have the inherent benefits of a 
lower-cost precursor and higher carbonization yield 
compared to using other carbon fiber precursors. The 
pitches derived from coal tar or petroleum through thermal 
treatment are classified as isotropic pitch (IP) for 
general-purpose carbon fibers and mesophase pitch (MP) 
for high-performance carbon fibers according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Notably, anisotropic MP-based 
carbon fibers have emerged as a variety used in higher 
value-added industries, such as aerospace and expensive 
sporting goods[1].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pitch polymerization to convert the 
petrochemical residue to the melt spinning precursor[2]. 
 
2. Experimental 
 
2.1 Materials  
IP and MP were purchased from Anshan Sinocarb Carbon 
Fibers Co., Ltd. (China) and E&E Chem. (Korea), 
respectively. The softening points of IP and MP were 
measured to be 274.2 °C and 292.7 °C using a softening 
point determination system (DP90, Mettler Toledo, 
Switzerland) following the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guidelines D3104 and 3461.  
 
2.2 Carbon Fiber Preparation  
Two different types of extruders were used to compare the 
product properties according to the spinning method. The 
first is a batch extruder formed of stainless steel with a 
capacity for 30 g of pitch, and pitch fiber was extruded 
using a nitrogen pressure of 1.0 bar. The second type of 
extruder is a screw extruder which is the focus of this 
study. The main spinning temperatures of the barrel, gear 
pump, and nozzle are similar to those of batch extruder 
systems, at 320 °C for IP and 340 °C for MP. The heating 
rate was maintained at 1 °C/min until 280 °C, and the 
furnace was cooled to 100 °C within 4 h after oxidation 
finished. Carbonization was conducted under a N2 
atmosphere at 1,000 °C with a heating rate of 5 °C/min 
using a tube-type furnace.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IP- and MP-based PFs prepared using the batch and 
screw extruders were transformed into CFs through 
oxidation and carbonization processes. The oxidation is 
required to ensure their infusibility after the subsequent 

carbonization. The process enables oxygen-containing 
functional groups, such as hydroxyl, carboxyl, ether and 
ketone groups, to be attached to the surface. Different 
series of CFs originating from IP and MP were prepared to 
compare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bCFs 
and sCFs with different oxidation times. Based on the 
elemental results, it was speculated that the oxygen 
contents significantly affected these properties of the CFs. 
Correspondingly, the electrical property curves shown in 
Fig. 1(a) were similar to the carbon content tendencies. In 
addition, the maximum critical points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all CFs coincided with the lowest oxygen 
content of each CF. The tendencies were also similar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ll CFs shown in Fig. 1(c) and 
(d). 
 

 
Fig. 1. Electrical conductivity of CFs 

  
4. Conclusions 
 
Two different pitch precursors, IP and MP, were 
successfully formed into fibers by melt-spinning, and the 
continuous screw extruder was used to replace the 
conventional batch extruder. The final materials were 
manufactured through thermal treatments, including 
oxidation and carboniz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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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arbon fibers (CFs) have been used to various 
applications from micro-electronics to aerospace fields 
due to high strength-weight ratio, good electrical and 
thermal conductivity and low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 Especially, thermal conductivity is an 
important property to evaluate CFs because they can be 
used for wide-range thermal applications from thermal 
insulation materials in aerospace technology [2] to heat 
dissipation materials for electronic devices [3]. We 
measured thermal conductivities of commercial PAN- 
based CFs (T300, T700 and T800) by an opto-thermal 
technique and compared measured values to thermal 
conductivities obtained by the conventional laser flash 
method. In addition, we examined correlation between 
thermal conductivities and graphitic structure in CFs. 
 
2. Manuscript Format 
 
2.1 Sample preparation 
CFs used in this study are three different types of 
commercial PAN-based CFs (T300, T700, and T800) 
supplied by Toray Industries, Inc. CFs were treated in 
acetone solution for 12 hours to remove an effect of thin 
polymer coating on the CFs as a sizing. 
 
2.2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To measure thermal conductivity of CFs, a single filament 
of CFs was loaded on two Si slides coated with Au by 
silver paste. The specimens were placed in the tailor made 
vacuum chamber, which were used for Raman 
spectroscopy. The dependence on temperature of G peak 
position was measured at range of 303-573 K using a 
temperature controlled microscope stages at 0.49 mW. 
The dependence on laser power of G peak position was 
measured by changing laser power of 0.06 mW to 5.30 
mW.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opto-thermal technique was based on the shift of the G 
peak observed in the Raman spectrum of the carbon 
material depending on temperature, and was mainly 
applied to the 2D nano-material. However, this study 

showed that the technique was simply applicable to 
micro-sized fibers. The thermal conductivity of 
commercial PAN-based CFs (T300, T700 and T800) was 
measured by using the opto-thermal technique and 
compared with the values through the laser flash method 
and the catalog. With a CF length of ~55 μm,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800 was converged to ~35 W/m·K. The 
measured thermal conductivities of T300 and T700 were 
~14 W/m·K.  
 
4. Conclusions  
 
We suggest an opto-thermal technique using Raman 
spectroscopy to measure thermal conductivity of CF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rmal conductivity and La, 
which is the length of the graphitic structure related to the 
phonon scattering, was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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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TENG) are an emerging 
energy harvesting technology, that can effectively 
scavenge environmental vibration energy from machines, 
water waves and so on for powering low-power electrical 
devices [1-2]. Since environmental vibration energy from 
different sources possess variable resonance frequencies, 
it is crucial that the vibration energy scavenger has broad 
bandwidth operation capability [3]. In this work we 
propose a tandem TENG system with cascade impact 
behavior that enables continuous scavenging within a 
target frequency range. We systematically studied the 
system dynamics and demonstrated its applications. 
 
2. System Design and Analysis 
 
Four TENGs explicitly designed to operate at 8Hz, 24Hz, 
32Hz, and 40Hz were assembled as shown in Fig. 1. The 
contact materials used for the TENG were aluminum and 
polytetrafluoroethylene located at the opposite ends of the 
triboelectric series [4]. The electrode material used was 
also aluminum. Depending on the input frequency of the 
vibration source, the TENG in resonance with the input 
showed maximum vibration amplitude. However, due to 
cascade impact behavior, even the non-resonant TENGs 
showed significant vibration. Fig. 2 shows how adding 
TENGs to the structure gradually broadens the output 
frequency response. The final output response in Fig. 2d 
shows broad and gapless (continuous) frequency 
coverage. 
 
3. Applications 
 
The cascade impact tandem TENG could reliably operate 
under multiple input sources such as water waves, car 
dashboard, air compressor machine as shown in Fig. 3. 
Water waves typically have low frequencies as shown in 
Fig. 3b, while car dashboard and air compressor machines 
have multiple resonance peaks as shown in Fig. 3e and 
Fig. 3h, respectively. Since the cascade impact tandem 
TENG has broadband operation, it could reliably scavenge 
vibrations from all three input sources. 
 
4. Conclusions 
 
In summary, we studied the cascade impact tandem TENG 
and demonstrated its potential for scavenging vibration 
energy from multiple ambient sources. 

 
Fig. 1.  Cascade impact tandem TENG design schematic. 

  

 
Fig. 2.  Effect of layer by layer installing of TENGs. 

 

 
Fig. 3.  Applications of cascade impact tandem T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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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Low thermal conductivity of typical organic materials is 
best suited to thermoelectrics, but their poor electrical 
properties accompanied by the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rmoelectric properties have prevented them as feasible 
candidates. For instance, when electrical conductivity is 
raised to a value close to semiconductors, thermopower 
generally becomes extremely small. However, this 
approach uses electrically connected, but thermally 
disconnected junctions, making thermoelectric transport 
properties relative independent. 
 
2. Results and Discussion 
 
Here we report an extremely large thermopower from 
CNT/PEDOT with a decent electrical conductivity by a 
TDAE reduction method for suppressing the electronic 
carrier transport and promoting the ionic transport, in 
comparison to the dominant electronic transport for highly 
conducting polymers. The reduction of hole carriers in 
PEDOT-Tos by the TDAE exposure decreased electrical 
conductivity, but the addition of CNTs to PEDOT-Tos 
more or less compensated the decreased electrical 
conductivity. The concentration of CNT was varied in 
order to alter the amount of PEDOT intervened between 
CNTs as well as the number of CNTs in direct contact. 
This study could provide insight about the role of CNT in 
electrical transport as well as the influence of 
CNT-PEDOT contacts on thermal conductivity.  
After 3,4-ethylenedioxythiophene (EDOT) was 
polymerized with the CNTs, the hybrid films were 
exposed to TDAE vapor for 10, 30, and 60 min for 
reducing the hole carrier concentration by donating 
electrons to PEDOT [1, 2]. In general, traditional TE 
materials show increasing thermopower with a reduction 
of the majority electronic carrier concentration. In our 
samples such as Sample L, the low thermopower value (44 
µV/K) of the samples before the TDAE exposure was 
remarkably increased up to ~14 mV/K with an exposure 
time of 30 min and then saturated at 60-min exposure, as 
depicted in Fig. 2. Similar behaviors were observed from 
Sample M. Our best power factor was measured to be 
~1200 µW/m-K2 at 300 K. 
 

 
Fig. 1.  Thermoelectric figure of merit of samples at 300K 

with varying TDAE exposure [3] 
  

3. Conclusions 
 
Our thermopower value, 14 mV/K is extremely large, 
compared to the previously reported thermopower of 
typical conducting polymers and organic composites 
(<0.1m V/K). Very recent few reports showed high 
thermopower values such as 7 mV/K in a non-aqueous 
electrolyte and even higher 11 mV/K in a liquid type 
polymeric electrolyte, but their electrical conductivity 
values were very low (10-3~10-2 S/m). Recent reports 
using polystyrene sulfonate (PSS)-based solid-state 
polyelectrolytes presented relatively high conductivity on 
the order of 100~101 S/m, but thermopower was much 
lower than 14 mV/K. Our earlier paper reporting “n-type” 
behaviors with CNT/PEDOT-FeCl4

 with a TDAE 
treatment also displayed lower thermopower (absolute) 
values, but the relatively high n-type thermopower with a 
high power factor (1050 µW/m-K2 at 300 K) could be an 
excellent n-type counterpart for the p-type CNT/ 
PEDOT-Tos in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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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전자기기의 소형화가 진행되며 그 응용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파 차폐의 중요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파 차폐 구조물을 3D 프린팅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전자기기시장에 시간, 경제적 
측면에서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M 3D printing법을 이용하여, 
Ag NF/PLA 복합재료를 인쇄하여 전자파 차폐성능을 
갖는 구조물을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Experimental  
2.1 재료  

PolyLacticacid(PLA, Natureworks, USA)는 팰렛의 
형태로 구매한뒤 사용되었고, PLA 용해를 위한 
용매로써 Dichloromethane (Daejung Chemical Co., 
Korea)이 사용되었다. 강화제로 사용된 Silver nanoflower 
(이하 Ag NF)는 실버나노社에서 구입하였으며 Silver 
nanoflower의 표면처리에 사용된 도파민은 Aldrich社 
에서 구매하였다. 
 

2.2 Apparatus 

 Ag NF를 PLA/DCM 용액상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Thinky社의 공자전 믹서인 ARE-310을 이용하였다. Ag 
NF/PLA/DCM 복합재료 잉크의 점탄성 특성은 
TA社의 ARES G2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Ag 
NF/PLA복합재료를 3D Pritning 하기위한 장비로는 
pneumatic dispensing system인 Nordson EFD社 robot 
pro장비가 사용되었다.  

 

3. Results and discussions  
금속소재인 Ag NF와 고분자 소재인 PLA의 양립성 
향상을 통한 복합재료 물성 향상을 위해서 Ag 
NF표면에 PolyDopamine (PDA) 코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합재료의 percolation threshold를 
15~20wt%에서 5~10wt%로 낮출 수 있었다 (Fig. 1). 
Ag NF/PLA in DCM 복합재료의 농도별 점탄성 
특성은 ARES-G2 rhe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eqn 1을 이용하여 해석되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3D 
프린팅을통하여 PLA를 10층이상 적층하는데 
성공하였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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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Percolation threshold of Ag NF/PLA composites 

and PDA@Ag NF/PLA composite. 
 

            (eqn 1) 

 

 
 

Fig. 2. 3DPrinted PLA by LDM 
 
4. Conclusion and future works  
본 연구에서는 Ag NF/PLA 복합재료를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전자파차폐를 구조물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차후에는 프린팅조건에 따른 
전자파 차폐효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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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olymer electrolyte has increasingly attracted attention 

to overcome safety issue in terms of no leakage of liquid 
electrolyte from the device. In this regard, gel polymer 
electrolyte (GPEs) which achieve high ionic conductivity 
and flexible property represent promising candidate for 
next generation electrolyte.  
Normally GPEs contain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s) such as organic solvent or vinyl monomer. 
Therefore, we use epoxy resin for reducing VOCs. 
Moreover, epoxy let gel structure maintained even with a 
large quantity of ionic liquid for high ion conductivity. 

In this work, we show GPEs with improved 
characteristics, such as flexibility, high ion conductivity. 
 
2. Experimental 
 
2.1 Synthesis of GPEs 
We use diglycidylether of bisphenol,  tri-block 

copolymer based amine hardner and triethylenetetramine  
with various ratio. Subsequently, 1-ethyl-3-methyl 
imidazoliumbis (trifluoro methylsulfonyl)imide) 
(EMIM-TFSI) was added and stirred for homogeneous 
solution. This viscous solution was poured in silicon 
molds and cured for 4hr at 130℃.  
 
2.2 Characterization 
The ionic conductivity is characterized by dielectric 

relaxation spectroscopy, Novocontrol GmbH Concept 40, 
broadband dielectric spectrometer. The dielectric 
permittivity according to the sinusoidal voltage with 
amplitude 0.1 V and 10-1 – 107 Hz frequency range and 
stepwise 5 K temperature changes could be measured 
through two different size of brass electrode. Data were 
collected in isothermal frequency sweeps in a temperature 
range 120 ℃ to -100 ℃. The mechanical properties are 
showed by dynamic mechanical analysis, Q 800 from TA 
Instrument. The shape of sample is rectangular and the 
size is 150*50mm.  
 
3. Result and Discussions 
 
The ionic conductivity of GPEs mainly depends on the 

properties of the trapped liquid electrolyte. As shown in 
Fig 1, ion conductivity is higher as much as ionic liquid 

(EMIM-TFSI) contained. The ionic conductivity of GPEs 
which has over than 70wt% EMIM-TFSI are around 1.2 
~4.5 × 10 S/cm at 25℃.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ionic conductivities 
is indicated in Fig 1. By temperature is increasing, ion 

conductivity is also higher because the mobility increases 
by temperature.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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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ionic conductivities  

with increasing amount of  EMIM-TFSI 
 
GPE containing 80% EMIM-TFSI has higher value of ion 
conductivity than 70%. However, it has bad formability. 
Therefore we selected GPE with 70wt% EMIM-TFSI for 
analysis mechanical properties. The strain of gel 
electrolyte is 76% and this property can be used for 
flexible electronic device (Table 1).  
 

Table 1 Mechanical property of 70wt% EMIM-TFSI 
 

 Stress Strain 

Average 0.21±0.04MPa 76.4±13.3% 

 
4. Conclusion 
  
We successfully fabricated gel polymer electrolyte using 
crosslinked epoxy system with flexibility and high ion 
conducting. It can be used state-of- the art devices such as 
wearable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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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key for enhance the output power from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TENGs) is to control the surface charge 
density of the tribo-materials and the understanding of 
physical mechanism analysis according to the interface 
states are lack of investigated. By using the interface layer 
electron blocking layer control (EBL), we reported the 
TENG output is enhanced 25 times higher than the TENG 
without EBL at the interface. In other words, to understand 
the enhanced output of TENG with an EBL, the 
surface/interface characteristics of EBL (TiOx) and PDMS, 
dielectric properties, surface potential, and electronic 
structure were investigated. 
 
2. Experimental  
 
2.1 TENG Fabrication: An 3x3 cm2 aluminum plate was 
used as the bottom electrode for the vertical 
contact-separation mode of the TENG. The TiOx EBL (20 
nm to 140 nm thick) was deposited by an RF sputtering 
system without substrate heating. An oxygen deficient, 
three-inch TiOx (dark grey color) was used, and the RF 
power and oxygen partial pressure were set to 150 W and 
changed from 0 to 2%, respectively. A flat, 200-µm thick 
PDMS layer was fabricated by a simple imprint 
lithography (SIL) technique using a doctor-blade and a 
Teflon template as a mold and cured at 80C  for 4 hours. 
The flat PDMS was then carefully laminated onto the 
TiOx-deposited aluminum without any air gaps in between. 
The top electrode was prepared with a 3x3 cm2, 
80-µm-thick commercial Al foil. The Al foil was then 
attached to the polylactic acid (PLA) substrate with 
double-sided foam tape. 
 
2.2 TENG output, electronic structure and surface 
potential measurements: To measure the TENG output, 
a force (5N, 3Hz, 10mm gap between two electrodes) was 
applied using a pushing tester (JIPT-100, Junil Tech). The 
TENG output voltage was measured using a Tektronix 
MDO3052 mixed-domain oscilloscope with an input 
impedance of 40 MΩ. Current measurements were 
captured using a Stanford Research Systems SR570 
low-noise current preamplifier connected to the Tektronix 
MDO3052 mixed domain oscilloscope. Changes in the 
electronic structures: the conduction band features and 
oxygen vacancies related to the band edge states below the 
conduction band, were investigated using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XAS). The triboelectric charges 

of PDMS, according to the TiOx EBL, were quantitatively 
studied using Kelvin probe force microscopy (KPFM; 
NX10, Park Systems Corp.) and contact potential 
difference (CPD) measurements.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Working mechanism and Output power results 

 

 
Fig. 2. TENGs output power with varying TiOx thickness 

 
4. Conclusions 
In summary, for the first time, we demonstrated the critical 
effects of an EBL on TENG performance. Due to the 
coupling effect of the electron blocking and enhanced 
polarization, a TiOx EBL with a high permittivity 
enhanced the TENG output power by a factor of 25 (272 V 
and 9.1 µA at 3 Hz and 5 N). Based on electronic structure 
studies, it was determined that the oxygen vacancies and 
the charge transport properties of the TiOx EBL were 
critical parameters for enhancing the electron blocking 
characteristics, producing significantly enhanced output 
powers in the TE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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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irst demonstrated in 2012, the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TENGs)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promising next-generation mechanical energy harvester 
due to a high degree of freedom for material selection, a 
variety of operating sources, a high power-to-weight ratio, 
and various device structures. [1] We report the first 
ultra-mechanosensitive and high-power TENG based on a 
visco-poroelastic polymer ion pump. 

 
2. Results and Discussion  
 
2.1 The visco-poroelastic materials, thermoplastic 
polyurethane (TPU) 
 The TPU matrix consists of hard segments (solid ellipsoid) 
and soft segments (line chains), which results in a 
visco-poroelastic characteristic when the ionic liquids are 
blended with the TPU. [2] The TPU-based polymer ion 
pump (iTPU) is highly transparent, with transmittance of 
approximately 98% and highly deformable. To confirm 
the mechanosensitive behavior of the iTPU film, we 
measured the capacitance of pristine TPU and the iTPU 
films. In case of TPU, the capacitance change was linear 
and small, but, the capacitance of the iTPU was chang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mechanical pressures. This 
behavior can be explained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free ions forming the electrical double layer (EDL) under 
pressure. In other words, the ions ([EMIM] cations and 
[TFSI] anions) are squeezed out to the interface between 
the iTPU film and the electrode under slight pressure, 
thereby improving the change in capacitance by forming 
an EDL, efficiently. Embedded ions in the TPU polymer 
ion pump can be squeezed out through the soft segments 
by mechanical contact due to their porous chain 
configurations as shown in Fig. 1. Subsequently, [EMIM] 
cations and [TFSI] anions migrate toward the bottom 
electrode and the top surface of the iTPU film by strong 
electric fields. The densely distributed EDL induces high 
surface charges, thereby producing high output power 
from the iTPU-based TENG (iTENG). Based on the 
capacitive model for our iTENG, open-circuit voltage Voc 
and short-circuit charge Qsc have relationship of  = ( )

, =  

Where  is the charge density by EDL,  is the 
permittivity in vacuum, S is the contact area between 
dielectric film and elastomer film. 
 

4. Conclusions 
In summary, we successfully designed and demonstrated 

ultra-mechanosensitive and high-performance iTENGs 
through novel visco-poroelastic ion pumping mechanism. 
The visco-poroelastic polymer ion pump effectively 
established a dense EDL, thereby significantly enhancing 
the surface charge density, which subsequently contributes 
high output power from iTENGs. Particularly, it was 
understood that the viscoelastic iTPU film plays critical 
role to effectively pump ions by polymer chain 
deformation and electrochemical potential gradient. For 
the first time, we clearly investigated that the optimized 
ion concentration stems from the bulk resistance 
associated with the ion mobility and the number of ions in 
visco-poroelastic polymer matrix. Surprisingly, we could 
obtain extremely high pressure sensitivity of 23.3 V kPa-1 
from the iTENGs, which was the world record level by 
considering the size and the operation. So, we successfully 
developed a self-powered transparent flexible tactile 
sensor with 5×5 iTENGs array of 25 pixels owing to the 
highly transparent and deformable characteristics of the 
iTPU films. This analytic approach to ion movement 
mechanisms can provide guidance for the design of TENG 
systems using ionic materials 
 
References  
[1] F-R Fan et al. Nano Lett. 12:3109-3115, 2012.  
[2] ML Jin et al. Adv. Mater. 29: 1605973, 2017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roted the Optimization Desigh 
of Textile Organic/Inorganic Energy Materials and Devices in 
Nano/microscale Program (2014M3A7B4052202) 

Fig. 1. Design and working mechanism of the iTENG. (a)
ion pumping stage under pressure and (b) ion migration 

stage by electr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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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Recently, the concept of discrete liquid-solid contact 
electrification, which is the result of the sequential process 
of the liquid contact on the solid surface and successive 
detachment of contact liquid from the solid surface, has 
been proposed. After the first report on the phenomenon 
inside the conventional pipet tip inner surface, it is deeply 
investigated and explored with the help of utilization on a 
hydrophobic surfaces, which enables easy detachment of 
liquid from its surface.  

In this study, the energy harvester, which utilizes 
discrete liquid-solid contact electrification to efficiently 
convert the ambient mechanical energy to electrical 
energy, called liquid-soli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is 
briefly introduced. Also, the other applications using the 
phenomenon are discussed. The present study would 
broaden the applications of discrete liquid-solid contact 
electrification, which is ubiquitous but previously 
inconspicuous in our daily life.  
 
2. 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1 shows the generation of net electrical charges on 
both contact liquid and the pipet tip inner surface due to 
the sequential contact and separation of liquid and the 
solid surface during the conventional pipetting procedure. 

The contact of liquid on the solid surface generates electric 
double layer, which is composed of spontaneously 
generated positive and negative electric charge pairs. After 
separation of liquid from the solid surface during droplet 

dispensing, electric charge pairs are separated and as a 
result, net electrical charges are generated as shown in 
Figure 1a. This charge generation procedure is called as 
discrete liquid-solid contact electrification. After the first 
report on such phenomenon in pipet tip inner surface, it is 
broadly utilized by using its suppression, enhancement 
and reverse utilization as shown in Figure 2.  
By intentionally suppressing and enhancing the 

phenomenon, the unexpected experimental results due to 
such phenomenon can be avoided and the novel platform 
of energy harvesting, call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 
can be developed,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phenomenon can be reversely utilized by evaluating the 
amount of the spontaneously generated net electric 
charges. This reverse utilization of the phenomenon 
enables self-powered sensing of various parameters 
involving discrete liquid-solid contact electrification such 
as electrolyte concentration, pH and the temperature of 
liquid.  
 
3.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phenomenon called discrete liquid-solid 
contact electrification is introduced and its versatile 
utilizations of energy harvesters, novel pipet tips and 
self-powered sensors, is proposed and briefly summurized. 
The present study would broaden the application of 
discrete liquid-solid contact electrification, which is 
ubiquitous in our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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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rsatile utilization of discrete liquid-solid contact 
electrification phenomenon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54 -



 

 
진주층 모사 육방정 질화붕소 나노시트 나노복합소재의  

기계적 물성 및 생체적합성 평가  
Mechanical and Biological Characterization of Biomimetic Boron Nitride Nanosheet 

Artificial Nacre 

*유승찬1, 김준희1, 류호진2++, 홍순형1+ 

* Sung Chan Yoo1, Joonhui Kim1, Hojin Rtun2+, Soon Hyung Hong1+ 

 
1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2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 E-mail: shhong@kaist.ac.kr  ++ E-mail: hojinryu@kaist.ac.kr 
 

Keywords:  Functionalization, Boron Nitride Nanoplatelet, Biocompatibility, Bioinspired Material 
 

 
1. Introduction 
 Herein, we report a bioinspired boron nitride nanosheet 
(BNNS)/Gelatin nanocomposite consisting of 
hierarchically aligned layered BNNSs bonded with gelatin 
is fabricated by using electrostatic interactions between 
the oppositely charged functional groups on gelatin and 
the BNNSs. To enhance the self-assembly and interfacial 
bond strength between these entities, the BNNSs are 
functionalized using hyperbranched polyglycerol (HPG). 
The vacuum filtration process was utilized to induce the 
formation of nacre-mimetic structures on electrostatically 
assembled BNNS/Gelatin dispersion. In this research, we 
have characterized the effect of BNNS loading on 
mechan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nacre-mimetic 
nanocomposites. Mechanical and biological testing of the 
material suggests applications of artificial nacre in 
biomedical fields and for tissue regeneration. 
 
2. Experimental Section  
2.1 Fabrication and Functionalization of BNNSs 
Boron nitride nanoplatelets (BNNSs) were obtained 

using the hydroxide-assisted ball milling process [1]. 
Certain amount of hexagonal boron nitride (h-BN) powder 
was mixed with steel ball and 2.0M NaOH solution, and 
then ball milled for 12 h to mechanically exfoliate h-BN 
powders into BNNSs. The BNNS suspension and HPG 
solution were mixed by magnetic stirring for 2 h before 
slowly heating the homogenous suspension to 180 °C, 
where it was maintained under a nitrogen atmosphere with 
constant stirring for 20 h to complete the grafting reaction. 
The suspension was then cooled to room temperature, 
repeatedly centrifuged and washed with deionized water, 
and finally filtered to remove any unreacted HPG. 
 
2.2 Fabrication of BNNS/Gelatin Artificial Nacre  
Gelatin was dissolved in deionized water at 50 °C and 

magnetically stirred for 1 h to obtain a homogenous gelatin 
solution, which was then mixed with the HPG-g-BNNS 
dispersion. The mixture was vigorously stirred for 12 h to 
obtain a homogenous dispersion of HPGg-BNNS-gelatin 
[2]. This dispersion was vacuum-filtered and slowly dried 

in air and then peeled from the filter. Unless specifically 
stated, a 150 mg nanocomposite film was used for all 
measurements reported in this work. Nanocomposite films 
with 20, 40, and 60 wt% HPG-g-BNNSs content were 
prepared using the same protocol described above. For 
comparison, BNNS-gelatin nanocomposite films were 
prepared using the same protocol.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BNNS/gelatin and 
HPG-g-BNNS/gelatin nanocomposite papers are 
compared in Figure 1. As shown in the figure both 
Young’s modulus and tensile strength of the artificial 
nacre paper were significantly improved with the increase 
in BNNS content, due to the formation of nacre-mimetic 
layered structure with the increase in BNNS content. 
Furthermore, functionalization of BNNSs with HPGs 
resulted in significant increase in mechanical properties, 
due to the greater interfacial bond strength between 
BNNSs and gelatin resulting from the functionalization 
process.  
The biocompatibility of the artificial nacre papers with 

different HPG-g-BNNS contents were compared in 
Figure 2. As shown in the figure increase in 
HPG-g-BNNS content resulted in enhanced cell viability 
throughout 21 days. From day 1 to 7, the biocompatibility 
of 60 wt% sample was comparable to that of the positive 
control group (TCP). While, the cell viability assay shows 
decrease in biocompatibility from day 7-21, Live/Dead 
assay revealed that the decrease in cell viability may be 
due to biodegradation of HPG-g-BNNS/Gelatin 
nanocomposites. The Live/Dead assay image shows that 
increase in BNNS loading resulted in enhanced cell 
viability, suggesting that BNNSs are indeed highly 
biocompatible nanomateria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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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a) HPG-g-BNNS content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b) functionalization of BNNSs 
with HPG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Fig. 2. Cell Viability Assay and Live/Dead Assay of 
control, 20 wt%, 40 wt%, 60 wt% HPG-g-BNNS/Gelatin 
Nanocomposites. 
 
4. Conclusions 
 BNNSs were successfully functionalized using a grafting 
strategy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HPG-g-BNNS/gelatin artificial nacr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BNNS/gelatin analogs. In comparison 
pristine BNNSs, HPG-g-BNNSs enabled better interfacial 
bonding and alignment of nanoplatelets to induce the 
formation of nacre-mimetic nanostructures, which 
correspondingly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The 
enhancement in mechanical properties can be explained by 
alignment of BNNS and formation of nacre-mimetic 
nanostructure upon increase in BNNS loading, due to 
enhanced interaction between functional groups on BNNS 
and gelatin. Furthermore, increase in the amount of 
HPG-g-BNNSs in the artificial nacre resulted 
enhancement in both mechanical properties and cell 
viability. 60 wt. % HPG-g-BNNS/gelatin artificial nacre 
showed similar biocompatibility to that of the positive 
control group (TCP), with active cell attachment and 
proliferation. This result is the first report on both 
biocompatibi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n 
BNNS-based artificial nacre material, which showed great 
promises in using BNNSs for biolog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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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water is an essential element for living life. The water 
is easily contaminated by various chemicals due to its high 
polarity. Conventional chemical sensors verified the 
chemicals in liquid using acoustic waves, resonance, and 
optics [1-3]. However, these techniques are relatively 
expensive and take long time for distinguishing the 
chemicals.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microfluidic 
based triboelectric chemical sensor (M-TENG) that could 
efficiently verify the chemicals in the aqueous solutions.    
 
2. Experimental  
 
2.1 Fabrication of M-TENG: First, the patterned mold 
was fabricated using a negative photoresist. The 
photoresist was developed after UV exposure through a 
photomask. A PDMS elastomer and cross-linker were 
mixed in a 10:1 ratio and degassed. The mixture was 
spin-coated onto the mold and cured at 80  for 4 h℃ . The 
cured PDMS was peeled off with a tweezer. The thickness 
of the micro-structured PDMS was 240±10 μm. Second, a 
bottom electrode was deposited on a slide glass. 
Micro-patterning on the slide glass was fabricated using a 
positive photoresist. Au/Cr was deposited on the slide 
glass by a DC magnetron sputtering system. The thickness 
of the Au/Cr was 100/5 nm. Lastly, the microstructured 
PDMS and bottom electrode were bonded using O2 
plasma. 
 
2.2 Characterization: We prepared three different liquids 
of water, NaCl, and CrO3 solutions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our TENG. The top of the PDMS channel was 
contacted with aluminum foil as shown in figure 1a. To 
confirm the triboelectric behavior of the fabricated device, 
we controlled the contact frequency from 2 to 5 Hz and a 
contact load from 5 to 15 N. We limited the size of the 
active area to 28.27 mm2 and the gap to 2 mm. To measure 
the output voltage, we used an oscilloscope. 
 
3. Results and Discussion 
After injecting liquid in fabricated device, the peak value 
was dramatically changed with liquid injection. In Figure 
1b, we compared the output performance at a contact 
frequency of 2 Hz and a contact load of 5 N. The highest 
value of 33 V was achieved with a PDMS film, which does 
not have any microfluidic channels. After injecting NaCl 1 
wt % solution, the measured voltage decreased about 2.8 
times compared to the PDMS film. When injecting tap 

water in the microfluidic channel, the voltage was 5 V, 
which was 6 times less than the pristine PDMS film. This 
phenomenon could be explained by behavior of ions under 
electric field. When the ions are faced with electric field, 
they try to maintain electrical neutrality. Transferred 
electrons on the surface of PDMS and Al film generate the 
external electric field. During separation, the electrostatic 
balance collapse and ions are participated in the balance 
process. They cancel out the transferred electrons and 
weaken the electric field. Another possibility is change of 
electrical properties of aqueous solution. The capacitance 
and conductivity could change the output signal.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M-TENG, (b) Measured 

output voltage 
  

4. Conclusions 
 
We demonstrated a self-powered triboelectric microfluidic 
system for detecting types of liquids without additional 
surface engineering. The mechanism of our sensor is based 
on the electric field weakening by ions in solution. We 
expect that our liquid sensor will provide a simple way to 
distinguish liquids and chemical compounds for 
biomedical and chemic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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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허용치 획득 과정 
 
항공기 구조물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고객 요구도와 
과거 경험으로 이루어진 설계 기준과 원자재 제작사 
제공한 일부 해석 허용치를 이용한다. 항공기 개발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시험 및 해석을 통해 획득된 
해석 허용치를 적용하여 복합재 구조물의 응력해석 
을 수행한다.  
 
2. 해석 허용치 획득을 위한 시험 
2.1 라미나 시험  
해석 허용치 획득 시험은 라미나 시험과 라미네이트 
시험으로 구분되며, 라미나 시험은 인장/압축/전단 
하중을 가하고, 저온/상온/고온 조건에서 습도가 고려 
된 환경 조건에서 수행된다.  
 

2.2 라미네이트 시험  
라미네이트 시험은 홀이 있는/없는 시편 시험, 패스너 
장착 시험 및 손상 있는 시편 시험으로 구성된다. 
홀이 없는 시편시험 결과는 적층판의 강도 해석에 
사용되며, 홀이 있거나, 패스너 장착된 시험은 패스너 
체결부 해석에 사용된다.  
패스너가 장착되는 시편의 경우에는 패스너의 전단 
방향으로 하중을 가하는 경우와 패스너의 인장 
방향으로 하중을 가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패스너의 
전단방향으로 하중을 가하는 경우에는 모재의 적층 
패턴, 적층 수, 패스너 타입, 패스너 직경, 패스너 
체결조건 (억지 끼움, 헐거움 끼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영향을 고려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손상이 있는 시험은 충격시험, 충격 후 압축/인장시험, 
충격 후 피로시험 등으로 이루어 진다. 시험을 통해 
획득된 해석 허용치와 복합재 해석 이론을 통해 
얻어진 허용치를 이용하여 복합재 구조물 해석을 
수행한다.  
 
3. 해석 절차 
시험을 통해서 혹은 해석을 통해 얻어진 해석 
허용치를 이용하여 복합재 구조물의 형상 및 두께를 
결정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한다. 복합재 해석은 
적층판의 강도 해석, 평판의 좌굴 해석, 패스너 
체결부의 조인트 해석, 손상허용 해석등으로 이루어 
진다.  

적층판의 강도해석은 라미네이트에서 획득된 적층 
패턴별 허용치를 이용하여 각 라미나에서 수행한다. 
좌굴 해석은 경계조건별로 정의된 이론식 혹은 상세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패스너 체결부의 
조인트 해석은 1열의 패스너인 경우에는 베이링 
시험 결과를 이용하고, 2열 이상의 패스너 체결이 된 
경우에는 라미네이트 시험에서 획득된 베어링-바이 
패스 선도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손상허용 
해석은 라미네이트 시험에서 수행된 손상이 있는 
시편 시험을 통해 얻어진 허용치를 이용한다. 
 

4. 결론 
 
라미나 시험 및 라미네이트 시험을 통해 얻어진 
시험 결과와 해석을 통해 얻어진 해석 허용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 및 변형률을 
계산하여 복합재 구조물의 해석을 수행한다.  
복합재 해석 결과가 반영된 각 부재별 형상으로 
도면이 작성되고, 구조시험체가 만들어 지며, 이 
구조시험을 통해 최종적인 복합재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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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lectrical contact resistance of carbon nanotube (C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electronic devices [1-2], but a study regarding 
temperature dependence on contact resistance of CNT 
composites with metal electrodes has not been found. Here, 
we report an investigation of contact resistance at 
multiwalled nanotube (MWNT)/Ag interfac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2. Materials and characterization 
 
2.1 Materials: Polydimethylsiloxane (PDMS or silicone), 
Sylgard 184 purchased from DOW Corning, was used as 
polymer matrix. In order to disperse MWNTs into silicone 
matrix, two-step shearing process was adopted. A 
planetary mixer was utilized for preliminary mixing, and 
then ceramic three roll mill (TRM) was applied as primary 
dispersion. A commercial silver paste was chosen as 
electrode material with some requirements on the interface 
between the composite and the silver paste. 
 
2.2 Characterization: Contact resistance of MWNT/ 
PDMS composite with Ag paste electrode was evaluated 
using transfer length method (TLM). Square-shaped 
electrode patterns were constructed with a dimension of 
L=2mm and W=10mm.  
 
3. Results and Discussion 
 
Temperature dependence of resistance of composite 
materials (Rcom) and contact resistance at interface (Rc) can 
be expressed as following 2 2  														 exp exp      (1) 

 
where t is thickness of the MWNT/PDMS composite, and 
d is the electrode distance. Activation energies for electron 
tunneling are denoted as Ecom in the composite and EC at 
MWNT composite/Ag paste interface, respectively. 
Long tunneling distance of the Ag/MWNT contact due to 
poor wettability may be attributed to higher activation 
energy of 0.040 eV, compared with that of 
MWNT-MWNT network in the composites, 0.019 eV. 
 

 
Fig. 1.  Microstructure of MWNT/silver interface 

  

 
Fig. 2.  Microstructure of MWNT/silver interface. 

 
4. Conclusions 
 
We investigated intrinsic conductivity of MWNT/PDMS 
composites by excluding a contribution of contact 
resistance from apparent resistance of the composites. 
Degree of wetting of Ag on MWNTs seems to result in 
higher activation energy due to longer distance for 
electron tunneling. Thermal fluctuation assisted electron 
tunneling is attributed to enhancement of electrical 
conduction for both MWNT-MWNT and MWNT-Ag 
contacts with increas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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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D 프린팅이란 분말, 액체, 고체 형태의 특정 물질을 
한 층씩 적층하여 3차원 형태의 입체물이 제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프린터들의 크기는 대부분 모두 
개인 사용자에 맞춰져있어 데스크탑(20 * 20 cm) 
크기로 생산되고 있으며, 대형 출력 가능이라고 
알려져 있는 최대 생산 크기는 50 cm를 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형 구조물 및 자동차 외형 
출력을 위한 대형 3D 프린터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설계 및 해석 
 
2.1 설계 

대형 프린터 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외곽 
프레임의 사이즈 설정이다. 이에 노즐 무게를 5 kgf로 
설정하고, 10 ~ 60 mm 정사각형 각관 사이즈에 따른 
처짐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하였다. 설계 인자는 표 1과 
같고, 구조 해석으로 계산된 변위량과 비교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2 구조해석 

각관 크기를 기준으로 모델링한 뒤 구조 해석을 
실시하였다. 계산결과는 그림1과 같으며, 사각 
프레임의 단면 높이와 너비가 커질수록 처짐량이 
감소하였다. 이론 및 해석 값은 표 2와 같으며 처짐량, 
상대 오차, 베드 사이의 간극 등을 고려했을 때, 50 x 50 
사이즈의 각관을 외형 프레임으로 설정하였다. 
 
3. 제작 
 

제작은 크게 외부 프레임과 내부 베드를 제작하는 
외형제작 단계와, 모터와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회로를 제작하는 회로 구성단계로 나누어진다. 
기본적으로 x, y, z 총 3 축을 이용하여 출력하기 

때문에, 모터를 제어하는 모터 드라이버는 각 축별로 

구분하여 독립 제어되도록 하였다. 

압출기는 3D 프린터 동작 시 상시 가동이므로 

MCU에서 직접 제어하도록 구성하였다. MCU는 RepR ap 

Arduino Mega Pololu Shield(RAMPS) 보드를 적용 

하였고 모터는 NEMA 23스텝 모터를 사용하였다. 
 

Table 1 Design parametes 

 

 
Fig. 1.  Analysis, design, Circuit of 3D Printer 

 
Table 2 Deflection depending on size(units : mm)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대형 구조물 출력이 가능한 대형 3D 
프린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론과 구조해석으로 
크기를 결정하고, 장치 및 회로를 구성하였다. 향후 본 
장치를 이용해 난연재로 구성된 구조물을 제작한다.  
 
참고문헌 
[1] ISBN 0-53-441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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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Value Note

Frame 
Height mm 10~60 Min. or Max. 

Frame Width mm 10~60 Min. or Max.

Thickness mm 2 Constant

Force N 49.05 Weight of extruder

Length mm 1500 Extruder Support 
Length 

Elastic 
Modulus GPa 69 Aluminum 6061 

 Size of Frame 

 10x10 20x20 30x30 40x40 50x50 60x60

Theo. 68.9 6.35 1.7 0.681 0.338 0.192

Analyt. 24.64 5.88 1.69 0.72 0.36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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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앞전 구조를 위한 하이브리드 광대역 전파흡수복합재구조 

Hybrid Radar Absorbing Composite Structure for Wing Leading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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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파흡수구조 (Radar Absorbing Structure, RAS)는 
하중을 지지하면서도 전파흡수 기능을 갖는 복합재 
구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파흡수구조는 laminate 
형태의 구조를 갖게되는데, 전파흡수구조의 성능 
(흡수대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두께를 두껍게 
가져가야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날개 앞전 구조를 대상으로 무게증가를 최소화면서도 
전파흡수성능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광대역 
전파흡수구조를 제안하였다.  
 
2. 본론 
 
그림 1(a)에 일반적인 laminate 형태의 전파흡수구조를 
나타내었고, 그림 1(b)에 제안된 형태인 하이브리드 
전파흡수구조를 나타내었다.  
 

 
(a) leading edge shape with laminate RAS 

 
(b) leading edge shape with hybrid broadband RAS 

 

Fig. 1. Leading edge shape with RAS 
 
날개 앞전 구조에서  레이다 단면적 (Radar Cross 
Section, RCS)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위에 제안된 
구조를 적용하였고, 그 외 부위에는 일반적인 laminate 
형태의 전파흡수구조를 적용하였다. 전파흡수구조의 
경우 유전성 손실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전파흡수성능 향상은 곧 두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두께를 너무 두껍게 가져갈 
경우 무게 증가를 수반하여 성능 증가에 대한 
실효성을 잃게 된다. 제안된 구조의 경우, foam core를 
사용하여 광대역 흡수성능을 구현하였으며, foam core 

특성상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무게 증가량이 크지 않은 
장점이 있다. 
CST MWS 를 이용하여 RCS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2에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날개 앞전 구조 
전방 입사 조건으로 4 GHz~18 GHz에서의 monostatic 
(echo) RCS를 비교하였으며, 비교군으로 금속체 
날개앞전 구조를 사용하였다. 그림 2에 RCS 해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금속체의 RCS 기준으로 
laminate 전파흡수구조 대비 제안된 전파흡수구조에서 
-10 dBsm 이상 감소되는 주파수 영역이 수평 및 수직 
편파에서 4 GHz 이상 향상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Monostatic RCS – horizontal polarization 

 
(b) Monosatic RCS – vertical polarization 

Fig. 2. Comparison of monostatic RCS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하이브리드 전파흡수구조는 
무게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전파흡수성능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WH Choi et al. Compos Part B Eng. 83:14-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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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이딩 기법을 적용한 복합재 스태빌라이저 바 개발 및 설계 최적화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for Composites Stabilizer Bar with Braid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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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섀시(Chassis)의 현가장치

(Suspension System)인 스태빌라이저 바(Stabilizer Bar)
를 경량화하기 위하여 탄소강화섬유 복합재를 적용하

였다[1]. 이를 위해, 방향별 인장·압축 시험을 통해 복
합재 물성을 획득 한 뒤, 제한된 조건에서의 최적 적층

구조를 설계하였다. 설계를 바탕으로 브래이딩 기법

을 이용해 제작하였고, 구조해석을 진행하여 기존 금
속소재 기반의 스태빌라이저 바와 기계적 물성을 비교

하였다. 
 
2. 복합재 물성 평가 및 적층 설계 
 
2.1 탄소강화섬유 복합재 물성 평가: 물성 평가를 위
해 직조방향으로부터 0°의 인장과 압축, 90°의 인장과 
압축, 45°의 인장, 총 5가지 시험을 진행하였다. 또 시
험 시편은 직조된 섬유가 아닌 단방향 (Uni-Direction) 
섬유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탄소강화섬유 복합재의 
직교이방성 물성 및 이를 구성하는 섬유와 수지의 역
설계 물성 등을 얻어내기 위함이다. 모든 물성 시험은 
ASTM규격을 기반으로 진행 되었다[2]. 쿠폰시험

(Coupon test)을 통해서 얻어낸 탄소강화섬유의 인장·

압축 곡선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재료 물성을 얻어 내
었고, 제조사 물성을 추가하여 Chamis의 식을 기반으

로 복합재를 구성하는 섬유와 수지의 물성을 각각 획
득하였다[3]. 
 

2.2 탄소강화섬유 복합재 적층 설계: 앞서 얻은 복
합재 물성과 섬유 및 수지의 물성을 바탕으로, 적층 각
도 변화에 따른 물성 값 변화를 계산하고, 적층 각도 함
량에 의한 라미네이트(Laminate)의 물성 값 변화를 계
산한 카펫플롯(Carpet Plot)을 구하였다. 위 결과들을 
바탕으로 복합재 스태빌라이저 바에 적용할 적층구조 
및 섬유패턴을 구성하였고, 원리시험을 통해 이를 검
증하였다. 복합재 물성 평가와 적층 설계 및 원리시험

은 MCQ-Composites 과 GENOA를 이용하였다. 
 
3. 스태빌라이저 바 개발 및 해석 결과 비교 
 
복합재 스태빌라이저 바는 브래이딩 프리폼을 제

작한 뒤에 금형 안에 넣어 진공상태를 유지시킨다. 이

때 RTM(Resin Transfer Molding) 공법을 통해 수지를 주

입시키는데, 이는 열과 압력차이로 수지를 섬유에 함

침시키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법이다. 이렇게 개

발된 복합재 스태빌라이저 바는 그림 Fig.1.과 같다. 
개발된 복합재 스태빌라이저 바의 피로내구성, 전단

강도, 인장강도, 굴곡강도, 층간전단 등을 측정한 결과 

기존 금속 스태빌라이저 바를 기준으로 세운 목표치 

범위 이내에 적절히 들어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 Final product of CFRP stabilizer bar. 
 

4.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료 스태빌라이저 바
를 브래이딩 기법과 RTM 공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

다. 개발된 복합재 스태빌라이저 바는 구조해석을 통
해 다양한 기계적인 거동이 예측되었고, 개발된 제품

에 대한 시험을 통해 해석의 정확성과 제품의 기계적 
안정성 또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1] S.H. Oh et al., Prediction of Spring Rate and Initial Failure 

Load due to Material Properties of Composite Leaf Spring, 
Trans. Korean Soc. Mech. Eng. Vol. 38, No.12, pp. 
1345-1350, 2014. 

[2] Cody Godines et al., Damage tolerant composite design 
principles for aircraft components under static service 
loading using multi-scale progressive failure analysis, 
Journal of Composite materials, Vol.51(10). pp1393-1419, 
2017. 

[3] MCQ-Composites & GENOA Theoretical manu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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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경화성 복합재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항공기를 비롯한 각종 구조물에 적용되고 있지만 장

시간의 제작시간이 소요되고, 재활용이 되지 않아 친

환경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작시간이 비

교적 짧고 일정한 열을 가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열

가소성 복합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열가소성 프리프레그는 상온에서 점도

가 없는 고체이다. 따라서 Hand lay-up 을 통해 적층 

할 경우 서로 접착되지 않아 층간에 빈 공간이 발

생할 수 있으며, 그 상태로 열과 압력을 가할 경우 

주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열가소성 복

합재 구조물은 자동적층장비를 이용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경화작업을 거치지 않고 AFP 
장비만으로 제작하는 in-situ 공정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 패널제작 및 시험  
 
2.1 시험 목적 

 

국내의 경우 열가소성 복합재 구조물 제작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아직 항공기의 주구조물에 
열가소성 복합재를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항공기 동체부분을 열가소성 복합재로 제작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AFP 장비의 레이저 출력, 적층속도, 
압력 조건을 달리하여 열가소성 복합재 스킨 패널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패널에 대해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제작변수에 따른 열가소성 복합재 
구조물의 제작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2 패널 제작  
 

AFP 장비의 레이저 출력, 적층속도, 롤러의 

압력을 변수로 설정하여 복합재 평판을 제작하였다. 

니포인트(Nipoint) 온도는 적층된 층과 적층될 
프리프레그가 접촉하는 지점의 온도를 의미하며, 
레이저 출력과 적층속도를 고려하여 니포인트의 
온도를 조절하였다. 또한 열가소성 수지가 녹는 온도 
이상에서 수지가 타지 않는 범위의 온도로 설정하였다. 

압력의 경우 적층과정에서 수지가 밀려 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지가 밀리지 않는 범위 내의 압력을 
설정하여 제작하였다. 
 

2.3 시험 

 

제작된 평판의 기계적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STM D2344를 준수하여 층간전단 시험을 수행하

였다. 또한 제작된 평판의 기공율을 확인하기 위해 

평판의 가장자리 4군데와 중앙에서 단면촬영용 시

편을 채취하여 이미지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층된 평

판의 수지 결정화도의 경우 시차주사열량(DSC)장
비를 통해 측정하였다.  

 
3. 결론 및 향후과제  
 
층간전단 시험 결과 레이저 출력, 압력, 적층속도에 
따른 강도는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강도 값은 
목표 값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AFP를 
이용하여 평판을 제작할 경우 수지의 결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Annealing작업을 통해 수지의 결정화도를 증가 
시킨 후 층간전단 시험을 수행하여 제작변수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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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복합재 섬유를 직조하는 방식 중 하나인 브레이딩 
(Braiding)은 목적하는 구조물의 강도 및 강성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직조가 가능하다. 또한, 액상 
수지 충진법(Resin Transfer Molding)은 프리프레그 
(Prepreg)와 오토클레이브(Autoclave)를 사용한 전통적 
인 방식에서 벗어난 탈오토클레이브(Out-of-Autoclave) 
공법으로서 제작비용 및 시간을 절감시키는 효율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항공기 구조물의 
대형화 및 일체화 추세에 따라, 상기의 공법들을 
적용한 구조물 제작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금형안으로 수지를 주입하는 공법의 특성상 
제품이 탈형되기 전까지 수지함침의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변수를 분석하고 수지 
충진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브레이딩 RTM 공법을 통해 제작된 
일체형 복합재 구조물의 수지충진 결과를 파악하고 
해석을 통해 수지 충진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일체형 복합재 구조물 제작 공정 
 
2.1 구조물 형상 

본 연구에서는 민항기 수평미익의 일체형 토션박스 
구조물 개발시제품 형상을 제작하였다. Fig.1과 같이 
브레이딩으로 직조된 스킨/스파 일체형 복합재 
구조물이다. 

 

Fig. 1. Torsion Box Prototype (Skin/Spar) 

스킨은 평판이고 스파는 C단면 형상을 겹쳐놓은 
형태이다. 스킨과 스파 사이공간에는 단방향 섬유 
필러 프리폼을 삼각단면 형태로 채웠다. 

2.2 재료선정 및 브레이딩 직조 

구조물 제작에 사용한 탄소섬유는 항공용 T700 12K 
원사(Toray)를 사용했고 RTM용 수지(국도화학)를 
사용했다. 브레이딩 각도는 스파에 걸리는 전단하중 
을 주 하중으로 가정하여 0°/±45° 삼축으로 직조를 
하였다. 사용된 자재는 항공용 고강도 섬유 및 
수지로써 대형민항기의 동체프레임, 주익스킨 등 
주요 구조물에 사용되고 있다. 
 
2.3 RTM 제작 공정 조건 

RTM 금형은 블록형태의 Steel 금형을 설계했다. 
초기 충진해석을 통해 구성품 전체에 고루 함침될 수 
있도록 하부 스킨 중앙에 1 개의 주입구와 양쪽 스파 
상부 2개에 수지 배출구를 선정했다. 또한, 진공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온 실리콘 소재를 사용하여 
Sealing Line을 설계했다. Table 1와 같이 수지주입 
변수들을 변경하면서 구성품 제작을 수행했다. 

 
Table 1 Process Condition for RTM 

Case 
Flow 

Rate(cc/min)
Max. Injection 
Pressure(bar) 

Temperature
(˚C) 

1 50 5 121 

2 80 6.8 115 

3 150 10 122 
 

수지 주입 후 몰드의 온도를 승온시키면서 경화 
시켰다. 120도에서 60분, 이후 180도에서 120분 유지 
후 약 50도 에서 탈형을 진행했다. 
 
3. 수지 충진해석 
 
3.1 충진해석 변수 

수지의 이송속도 및 유량은 아래와 같이 Darcy’s 

law 에 기초하고있다. 

 

L
pK

A
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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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식과 같이 충진해석의 변수로는 유량(Q), 
주입압력(Δp), 주입단면적(A), 투과성 계수(K), 수지 
점도(μ), 주입길이(L) 이고, 이를 통해 유속(ν)과 
충진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충진 조건은 Table 1과 같이 실제 제작조건과 같게 
했으며 브레이딩 직조섬유와 수지의 물성은 Table  2와 
같이 사용했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Fiber and Resin [1] 

Material 
Density 
(kg/m3) 

Permeability 
k1 (m

2) 
Permeability 

K2 (m
2) 

Viscosity
(cP) 

Braiding 
Fabric 

1780 7.5E-11 2.5E-11 - 

Resin 1110 - - 40 

UD 
Filler 

1780 1.5E-09 2.5E-10 - 

 
3.1 충진해석 분석 

수지 충진해석 결과는 실제 제작된 구성품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되었고 충진시간, 구성품의 품질을 
통해 확인되었다. 충진시간은 Table  3와 같고 배출구 
의 수지가 균일하게 배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 
다. 

Table 3 Filling Time 

Case 
Actual 

Process (s) 
Numerical 

Analysis (s) 

1 870 905 

2 548 565 

3 340 303 

 
상기 결과와 같이 충진해석과 실제 충진공정상의 

시간은 거의 같았고, 구성품의 수지함침건전성에서 
도 유사성을 보였다. 수지 유동이 빠른 단방향 필러의 
영향으로 스파와 스킨 끝부분의 공기 트랩 가능성이 
해석상 확인되었고, 실제 제작된 구성품도 끝부분에 
수지 함침 불량을 보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 토션박스 구조물 개발시제품 
형상을 브레이딩과 RTM 공법을 통해 제작하고 
충진해석과 결과를 비교하여 수지 충진 특성을 
분석하였다. 충진시간을 평가하여 해석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구성품에 삽입된 단방향 필러의 영향으로 
인한 수지 함침 불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향후 
해석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재료의 성형물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서 
토션박스 구조물 등의 복합재 일체형 대형 구조물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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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 볼트 보강 기법은 마이크로 수준의 지

름을 가지는 체결재를 이용하여 복합재 구조물의 두

께방향 강도를 보강하는 기술이다. 경화가 완료된 복

합재 구조에 홀을 가공한 후 마이크로볼트를 체결

하여 구조물을 보강한다. 볼트와 너트에 의한 사전 

인장력은 두께방향 강도를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

서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볼트로 보강한 모자

형 체결부 구조물의 Pull-off 시험을 수행하고 파

손하중을 비교하여 보강효과를 확인하였다. 

 
2. 시편 제작 및 시험 
 
2.1 시편형상 

본 연구의 시편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SK케미

칼사의 카본/에폭시 프리프레그 USN-125B이며, Skin

과 Stiffener의 적층순서는 각각 [45/90/-45/0/45/ 

0/-45]2S, [45/0/0/-45/90]2S이다. 마이크로볼트는 

Skin과 Stiffener의 겹침부에 적용되었다. 마이크

로볼트로 보강한 시편은 양쪽의 겹침부에 각각 지

름 1.0, 1.2 mm 볼트 15개를 5*3 배열로 적용한 경

우와 지름 1.2 mm 볼트 15개를 5*3 배열로 적용한 경

우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공된 홀과 볼트사이의 공

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점도 접착제를 이

용하여 공차를 메운 상황도 고려하였다. 볼트의 체

결에는 토크드라이버를 이용하였으며, 지름 1.0 mm

의 경우 7 cN․m, 지름 1.2 mm 경우 12 cN․m의 일정

한 토크를 가하였다. 

 

2.2 시험방법 

시편의 파손하중 및 보강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자형 체결부 구조물을 마이크로 볼트로 보강하고 

Pull-off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시험기 Instron 

5582 모델을 사용하였고, 직접 제작한 시험치구를 사

용하여 시험하였다. 파손 진행과정을 확인하기 위

해 분당 1.5 mm의 낮은 속도로 하중을 가하였다 

 

2.3 시험결과 

보강이 되지 않은 시편은 4.7 kN의 파손하중을 보

였다. 또한 초기 파손이 일어남과 동시에 시편의 파

단면을 따라 최종 파손에 이르렀다. 15, 21개의 1.0 

mm 스틸 마이크로볼트가 체결된 시편의 경우에는 각

각 7.0 kN, 8.2 kN 의 파손하중을 보였다. 이는 무

보강 시편 대비 각각 49%, 74% 증가된 값이다. 15

개의 1.2 mm 스틸 마이크로 볼트가 체결된 시편의 경

우에는 8.3 kN 의 파손하중을 보였다. 이는 무보강 

시편 대비 76% 증가된 값이다. 볼트의 지름과 수가 

증가할수록 높은 파손하중이 나타났으며 파손이 발

생하는 변위 또한 크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이크로볼트가 모자형 체결부 

구조물의 강도에 미치는 보강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다. 마이크로볼트로 보강된 시편의 강도는 기존 시

편보다 최대 76%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볼트가 Pull-off 하중을 받는 

모자형 체결부 구조물에 대하여 충분한 보강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NRF-2017R1A 

5A1015311)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66 -



 

 
3차원 물성보강이 적용된 복합재의 충격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3D-reinforced composite 
 

*이옥규1, 백중택2, 최진호3+ 

* O.K.Lee 1, J.T.Back 2, J.H.Choi3+ 

 
1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자동차시스템학과, 2 경상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3 경상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 E-mail: choi@gnu.ac.kr 
 

Keywords:  Composite, 3D-reinforcement, Impact 
 

1. 서론 
 
탄소섬유 복합재는 면내방향으로의 물성이 뛰어난 
반면 두께방향의 물성은 취약하여 층간분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제조공정이나 항공기 운항중 
충격에 의한 층간분리 현상이 쉽게 관찰되었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많은 두께방향 보강법들이 연구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칭 공법이 적용된 탄소섬유 복합재 
패널의 충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섬유밀도를 
조절하여 패널을 제작하였으며, 각 밀도별 파손 
면적을 평가하였다. 
 
2. 시편제작 및 시험 
 
2.1 시편제작  
시편은 ASTM D7136을 참고하여 제작되었고 적층 
패턴은 [45/0/-45/90]3s이다. 보강영역은 보강을 하지 
않은 시편에 충격을 가한 뒤 C-scan 이미지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보강영역의 크기는 50mm x 50mm이며 
시편은 SK Chemical 사의 USN-125B Prepreg Sheet를 
이용하여 오토클레이브 공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Fig. 1. Specimen & reinforced area. 

 
보강밀도는 보강섬유 한 가닥의  직경을 7μm로  
가정하여 면적을 계산하였고 이를 토대로 3k, 6k, 12k 
섬유다발을 이용하여 보강밀도 0.5%, 1.0%인 시편을 
제작하였다. 
 

 

2.2 시험 
충격시험은 Zwick/Roell사의 HIT600F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시험 규격에 따라 두께당 6.7J의 에너지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Test Matrix는 Table 1과 같다. 
시험 후 시편의 파손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C-scan을 
이용하였고 이후 Image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손 
영역의 면적을 계산하였다. 
 

Table 1 Test Matrix 

Case Density Pattern(mm) Fiber(k)

1 Reference - - 

2 0.5% 10x10 3 

3 0.5% 7x7 6 

4 0.5% 5x5 12 

5 1.0% 10x10 6 

6 1.0% 7x7 12 

 

3. 시험결과  
C-scan 측정결과 Reference 대비 모든 시험케이스 

에서 파손면적 감소가 관찰되었고 19%에서 최대 

48%의 파손면적이 감소하였다. 같은 보강섬유를 

사용한 Case3과 Case5사이에서 약 27.7%의 파손면적 

감소가 관찰되었고 Case4와 Case6 사이에서도 

17.4%의 파손면적 감소가 관찰되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시험결과 같은 섬유를 사용한 경우에도 스티칭 

패턴에 따라 파손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고 같은 

스티칭 패턴이 적용된 시편에서도 보강섬유의 

직경에 따라 파손면적이 줄어들었다. 추후 시험이 

완료된 시편을 이용해 압축시험을 진행하여서 3차원 

보강법이 충격 후 압축강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 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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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섬유강화복합재의 고속 제조공법은 고압 수지 이송 
성형 (High pressure resin transfer molding), Wet 
compression molding (WCM) 공법, 그리고 열가소성 
복합재의 고온 스탬핑 (Hot stamping) 공법 등이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연속섬유강화 열경화성 복합재의 
고속 제작/성형법 중 WCM 공법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물리적/기계적 특성 평가 및 충돌 후 압축강도 
(Compressive strength after impact)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실험 
 
2.1 재료 

실험에 이용된 복합재는 탄소섬유 비권축 직물 
(Non-crimp fabric) 강화재 및 에폭시 수지를 기지재로 
구성된다. 비권축 직물 한 장은 cross-ply 배열의 
탄소섬유를 폴리에스터 섬유로 침선한 구조이다. 본 
비권축 직물을 동일한 배열 방향으로 8장 적층하고 
수지를 함침시켜 3.77 mm 두께의 복합재 판재를 
제작하였다.  
 

2.2 실험 조건 

섬유 및 공극의 부피 분율은 ASTM D2584 규격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기계적 물성 측정을 위해 ASTM 
D3039 및 D3518 규격에 의거하여 인장 시험을 
진행하였다. ASTM D7136 규격을 인용하여 낙하 충격 
시험을 진행 후 시편 표면 관측을 통해 Barely visible 
impact damage (BVID)를 유발하는 충격 에너지를 
도출하였다. 해당 시험결과는 ASTM D7137 규격에 
의거하여 충돌 후 압축강도 (Compressive strength after 
impact) 측정에 이용된다. 
 
3. 결과 
섬유 부피 분율과 공극 부피 분율은 반복 시험 평균 
36.7% 및 6.3%로 측정되었다. 기계적 물성 측정 
결과는 Table 1에 명시하였다. Fig. 1. 은 충격에너지에 
따른 정점하중과 시편의 인덴테이션 변화를 보여준다. 

낙하 충격 시험 시편의 표면 관측 결과에 따라 BVID 
에너지는 4 J로 결정하였다. 
 
Table 1 Property test (Subscript 1 and 2 denote 0° and 90° 

direction. E and G denote modulus. S is strength.) 
E1 

[GPa]
E2 

[GPa]
G12 

[GPa]
S1 

[MPa] 
S2 

[MPa] 
S12 

[MPa]
44.65±

1.66 
37.00±

0.82 
44.65±

0.12 
569.12
±5.36 

444.74±
21.44 

77.70±
2.53 

 

 
Fig. 1.  Impact energy versus peak load and indentation. 

 

4. 결론 및 향후과제 
 
WCM 공법으로 제작된 NCF 복합재의 물리적/기계적 
특성 평가 및 충돌시험을 통한 BVID 에너지를 
도출하였다. 현재, 복합재의 충돌 후 압축 특성에 대해 
삼차원 디지털 화상 상관법 (3D Digital image 
correlation)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의 
상세한 결과는 학술대회에서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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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스터빈 블레이드는 고온 고압의 가혹한 환경에서 
가동이 되므로 블레이드의 열화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세라믹 복합체인 열차폐코팅이 적용된다. 
가스터빈의 가동환경은 가스터빈 운용방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크게는 기저부하 방식과 첨두부하 
방식으로 분류된다. 기저부하 방식은 일정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터빈을 장시간 가동하는 
등온열화 조건이며, 첨두부하 방식의 경우 전력 
사용량이 높은 시간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터빈의 잦은 가동 및 정지를 수반하는 
열피로 조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스터빈에 
적용되는 열차폐코팅용 금속/세라믹 복합체에 대하여 
가스터빈 운용방식에 따른 내구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1] 
 
2. 성능평가 시험 
 
본 연구에서는 금속/세라믹 복합체인 열차폐코팅의 
내구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김대진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코인형태의 코팅시험편을 사용하였다.[2] 
시험편의 모재는 니켈기 초내열합금인 CM247LC를 
사용하였고, 그 위에 금속 본드코팅과 세라믹 
탑코팅을 용사하여 열차폐코팅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편의 정보를 Table 1 과 Fig. 1에 나타내었다.  
 가스터빈 운용방식에 따른 내구성능을 비교하고자 

가동온도에 따른 등온열화 시험과 열피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박리 수명을 도출하였다. 

시험결과, 등온열화 및 열피로 조건 모두 가동온도가 

상승할수록 박리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가동온도에서 등온열화 박리수명보다 

열피로 박리수명이 더 짧게 평가되었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coated specimen 

Component Material Coating type 

Top coat 7-8% ZrO2-Y2O3 APS 

Bond coat MCrAlY HVOF 

Substrate CM247LC - 

 
Fig. 1. Specimen for experiments 

 

3.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가스터빈 블레이드에 적용되는 
열차폐코팅용 금속/세라믹 복합체의 가스터빈 
운용방식에 따른 내구성능을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동일한 가동온도임에도 가스터빈 운용방식에 따라 
열차폐코팅의 수명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실제 
가스터빈의 가동환경은 등온열화와 열피로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가동 
환경에서 열차폐코팅용 금속/세라믹 복합체의 내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등가운전시간 (Equivalent 
operating hour;EOH)으로의 환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열피로 조건의 경우, 등온열화 조건과 다르게 피로 
횟수, 가열 및 냉각, 온도유지 등의 항목들이 보정 
계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X.Q. Cao et al. Journal of the European Ceramic Society. 

24:1–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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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속∙세라믹 복합재료로 구성되어있는 열차폐코팅은 
고온화염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터빈 블레이드 모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온 조건에서 장시간 가동되는 발전용 가스터빈의 
작동환경 특성 상, 열차폐코팅과 모재의 계면에서 
열생성산화물(thermally grown oxide)이 과도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열차폐코팅 파손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 열차폐코팅이 파손될 
경우 터빈 블레이드가 고온 화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터빈 블레이드 소재인 
니켈기 초내열합금과 세라믹 열차폐코팅으로 구성된 
금속∙세라믹 복합재료의 등온열화 내구성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가스터빈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가동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니켈기 초내열합금에서 단결정 초내열합금으로 터빈 
블레이드 소재가 변경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단결정 초내열합금과 세라믹 열차폐코팅으로 구성된 
금속∙세라믹 복합재료의 등온열화 내구성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등온열화 시험을 통해 단결정 초내열합금에 적용된 
열차폐코팅용 금속∙세라믹 복합재료의 박리수명을 
평가하고 열생성산화물을 관찰하였으며, 등온열화 
시간에 따른 열생성산화물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2. 등온열화시험 
 
등온열화시험을 위해 단결정 초내열합금 모재에 
본드코팅(MCrAlY) 및 탑코팅(8wt% Y2O3-ZrO2)을 

적용하여 금속∙세라믹 복합재료로 구성된 코인형 

열차폐코팅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등온열화 시험 시, 
1,600 ℃ 용량의 전기식 퍼니스를 사용하였으며, 
박리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열화 단계별로 등온열화를 진행하였으며, 각 시편을 
절단 및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열생성산화물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3. 열생성산화물 거동 
 

등온열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열생성산화물의 두께 
가 증가하였으며, 열화온도가 상승할수록 성장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 길게 평가되었다.  
 

 
Fig. 1. TGO thickness depending on degradation time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단결정 초내열합금에 세라믹 열차폐 
코팅이 적용된 금속∙세라믹 복합재료의 등온열화 
박리수명을 평가하였으며, 등온열화 시간에 따른 
열생성산화물의 거동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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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켓의 엔진, 발전용 가스터빈 등을 이루는 고온 

핵심 부품에는, 고온의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속∙세라믹 복합재료로 구성된 열차폐코팅 
(TBC, thermal barrier coating)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열차폐코팅은 세라믹 탑코팅(TC) 층과 금속 
본드코팅(BC) 층으로 구성되는데, 탑코팅 층에는 
Yttrium이 첨가되어 안정성을 높인 ZrO2 성분의 
세라믹이 사용되고, 본드코팅 층에는 Ni, Cr 과 함께 
풍부한 Al 이 포함되어 내산화성 우수한 금속 재료가 
사용된다. 

열차폐코팅이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TC와 BC 사이에 Al2O3을 주성분으로 하는 열 생성 
산화물(thermally grown oxide, TGO)이 생성되는데, 
이는 BC 내 존재하는 Al과 산소의 반응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또한 TGO 생성은 박리수명 등 
열차폐코팅의 내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TGO 생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3-4].  
본 연구에서는 TGO 생성 메커니즘 규명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온 등온열화에 따른 열차폐 코팅 
내 미세조직 거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열차폐코팅 시험편을 제작하고, 이를 고온 조건에서 
장시간 등온열화한 후 절단하여 BC 내 미세조직 
거동을 분석하였다. 
 
2. 시험장치 및 방법 
 
2.1 시험편 

가스터빈 핵심 부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Ni기 
초내열합금 소재를 이용하여 등온열화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편 형상은 지름 25 mm, 두께 3 mm 의 
코인형으로 가공하였으며, 가공된 시험편에 NiCrAlY 
소재의 본드코팅을 약 150 mm 두께로 증착시킨 후, 
APS(Air Plasma Spray) 방식으로 8%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 세라믹 소재의 탑코팅을 약 350mm 
두께로 증착하였다. 
 

 

2.2 시험방법 

고온 전기로를 이용하여 열차폐코팅 시험편을 
목표시간 동안 등온 열화하였으며, 열화된 시험편에 
대한 절단, 마운팅, 표면 폴리싱 후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미세조직의 형상과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과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고온 환경에서 등온열화된 시험편의 경우, TC-BC 

계면에 TGO층이 관찰된 반면 열화하지 않은 
시험편에서는 TGO층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열화 
유무와 상관없이 BC 내부에 b상 Al 석출물이 
관찰되었는데, 등온열화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TGO 근처로부터 b상 석출물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높은 온도에서 열화를 진행한 
경우에 b상의 감소속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도가 높을 때 TGO 형성에 필요한 BC내 Al의 
확산속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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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온 가동환경에서 가스터빈 블레이드 핵심 부품의 
고온산화를 방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속∙세라믹 복합재료로 구성된 열차폐코팅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열차폐코팅은 세라믹 
재질의 Top 코팅과 금속 재질의 Bond 코팅으로 
구성되는데, Top 코팅은 모재가 받는 열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Bond 코팅은 모재와 Top 
코팅을 접합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합재료인 열차폐코팅은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잦은 가동 및 정지로 인해 열피로 환경에 노출되는데, 
이러한 가동환경에서 세라믹 재질의 코팅과 금속 
재질의 모재 사이의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한 
열응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발생한 열응력에 의해 
열차폐코팅이 파손될 수 있으며, 열차폐코팅이 
파손될 경우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핵심 부품이 고온 
화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산화 및 손상될 수 있다 
[1]. 따라서,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손상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피로 조건에서의 수명을 
고려한 열차폐코팅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양한 설계 
인자 중 열차폐코팅의 두께는 가동온도, 내구성능, 
발전효율, 유지보수 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피로 가동환경을 모사한 두께별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모재를 보호하기 위한 
열차폐코팅의 최적 두께를 해석적으로 설계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방법 및 해석결과 
 
2.1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열차폐코팅의 두께별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델은 Top코팅, Bond코팅, 모재로 
구성된 코인형태로 구축하였으며, 모재에 단결정 
초내열합금, Bond 코팅에는 MCrAlY, Top 코팅은 
8YSZ의 물성을 적용하였다. G급 가스터빈 
가동환경조건을 해석모델에 적용하여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2], 이를 통해 
열차폐코팅의 두께에 따른 열응력을 평가하였다.  
 

 
Fig. 1.  Analysis condition and model 
 

2.2 해석결과  
열전달 해석 결과 열차폐코팅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열차폐성능이 향상되어 모재 온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단결정 초내열합금의 사용 
한계온도인 900℃를 만족시키는 Top코팅의 최소두께 

가 300μm임을 도출하였다. 또한 Top코팅과 Bond 
코팅의 두께 비율을 변화시키며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한 결과, Top코팅과 Bond 코팅의 두께가 유사할수록 
열응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스터빈 가동시 발생하는 원심력을 견딜 수 있는 
코팅 두께 범위에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열차폐코팅 두께를 Top코팅 300μm, Bond 코팅 
300μm로 선정하였다 [3]. 

 

3.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코팅 두께별 열전달∙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열차폐코팅 두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두께별 열응력 해석 결과는 열피로 

시험 결과에 기반하여 박리수명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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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rganic thermoelectric (TE) generation has been 
attracting much attention in field of renewable energy 
society, which is based on advantages of organic 
molecules such as abundance of sources, low toxicity, and 
degrees of synthesis freedom for wanted functions [1]. The 
performance of TE generally is defined by a dimensionless 
figure of merit ZT = S2σT/κ where S, σ, T, and κ are the 
Seebeck coefficient, electrical conductivity, absolute 
temperature, and thermal conductivity, respectively [2]. 
For high ZT, high electrical conductivity/Seebeck 
coefficient and low thermal conductivity are essentially 
required. Recently, carbon nanotube (CNT) has been 
attracting as an organic TE materials due to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mechanical strength [3]. However, high 
thermal conductivity and mediocre Seebeck coefficient of 
CNT have restricted to increase ZT value [4]. 
 
2. Results and Discussion  
 

To solve this problem, we used organic small molecule 
as a counterpart of hybrid materials, because of its 
intrinsically low thermal conductivity and high Seebeck 
coefficient. The hybrid materials of organic small 
molecules and single-wall carbon nanotube (SWCNT) 
were prepared via supramolecular approach.We 
successfully improved thermoelectric performance by 
controlling adsorption of organic small molecule in hybrid 
material, leading to increase Seebeck coefficient and 
simultaneously decrease thermal conductivity. The details 
will be explained in the presentation. 

 
Fig. 1. Supramolecular complexes for TE materials. 

 
3. Conclusions 
 

We successfully improved ZT through increasing 
Seebeck coefficient and simultaneously decreasing 
thermal conductivity, meanwhile we found another 
scientific approach with the modulation of the Seebeck 
coefficient. Our results for the control of the thermal 
conductivity and the Seebeck coefficient provide a new 

insight to develop alternative design of TE materials and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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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향방출(AE)이란 재료 내부의 균열의 발생, 성장 및 
파단에 의해 탄성파가 방출되는 현상이다. 이 
탄성파를 AE 센서 및 계측 장비로 측정한 후, 간단한 
AE 파라메터로 변환하여 분석하면, 현재 운행 중인 
구조물에서 발생한 균열의 위치, 크기 및 성장을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물 건전성 
평가(SHM)를 음향방출시험(AT)이라고 하며, 우주 
항공 산업, 토목 산업 및 발전 설비에서 구조물이 
목표한 신뢰성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1]. 
이 연구에서는 토목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 

적인 분석법인 b값을 사용하여 복합재료의 신뢰성 
평가를 시도하였다[2]. 이를 위하여 복합재료의 파괴 
실험에서 발생하는 AE를 AT장비로 분석하여, b값을 
복합 재료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특정 
하였다. 
 
2. 실험방법 및 결과 
 
먼저, 축 방향 하중을 받는 복합재료는 강화 섬유의 
배열 방향에 따라 파괴 모드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다양한 결함이 유도된 복합 재료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이 시험편에 축 방향 하중을 사용하여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고, 측정된 AE를 주파수로 
분석하여 매트릭스 균열, 계면 분리, 강화 섬유 
파단으로 분리 하였다 (Table 1).  
 

Table 1 Centroid frequency of AE for fracture mode   

 
다음에, 매트릭스 균열, 계면 분리, 강화 섬유 파단을 
갖는 woven 복합재료를 사용하여 원공(center hole)을 
포함한 인장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축 방향 하중을 
받은 원공에서는 응력이 집중되어 파단 되므로, 
원공에서 AE 센서까지의 거리는 AE의 전파 거리가 
된다. 서로 다른 AE 전파거리에서 측정된 AE를 

분석하여 감쇠의 주파수 의존성이 b값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일 결함모드에서 기인한 AE 소스를 사용하여 

b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단일 손상모드에서 b값은 
전파 거리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형 복합재료 구조물 어디에서도 동일한 b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woven 복합재료에서 발생한 모든 

AE를 사용하여 b값을 계산하였다. AE 소스가 다양한 
파괴 모드를 포함할 때에는 b값은 전파 거리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다 (Fig. 1). 각각의 거리에서 기록된 
AE를 주파수-AE의 발생 수로 분석한 결과 고주파수 
영역에서 큰 감소가 관찰되었다. 즉, 복합재료 
구조물에서 매트릭스 균열, 계면 분리, 강화 섬유 
파단과 같은 여러 파괴 모드가 발생했을 때, AE센서의 
위치에 따라 b값은 변화한다. 

Fig. 1.  b-Value distribution of AE signals at 15, 30 and 45 
mm. 

 
3. 결론 
 
복합재료 구조물의 AE는 매트릭스 균열, 계면 분리, 
강화 섬유 파단과 같은 여러 파괴 모드에 의해 광대역 
주파수가 생성되었다. AE 소스가 여러 파괴 모드를 
포함하면, 감쇠의 주파수 의존성에 의하여 b값은 전파 
거리에 따라 변화하였다. 즉, 복합재료 구조물에 b값을 
적용하면, 센서의 위치 또는 사용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b값을 제시하여, 대상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복합재료를 위한 새로운 b값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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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처리 등 공정 조건에 따른 섬유의 구조변화 및 이로 
인한 섬유 물성, 특히 인장강도의 변화는 탄소섬유 및 
흑연화섬유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 [1-4].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shear failure model, 
wrinkled crystallite model을 거쳐 misoriented crystallite 
model로 발전해온 basic structural unit (BSU)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5-7]. 해당 
연구들은 대게 실험적으로 small angle x-ray scattering 
(SAXS) 과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등 
미시구조 분석을 통해 해석결과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주로 polyacrylonitrile (PAN)계 탄소섬유에서 
발현되는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이러한 방법론은 
실제 탄소섬유의 물성과 괴리를 보이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로 Weibull 
분석으로 대표되는 통계학적 접근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섬유내에 분산된 주요 결함구조의 양과 
분포를 예측할 수는 있으나 결함구조의 종류나 형태 
등, 구조분석을 통해 결과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 파단 시 crack의 개시 지점이 표면임에 
착안하여 열처리온도에 따른 Weibull 분석결과를 
atomic force microscopy (AFM) 로 분석한 2차원적 표면 
roughness 분석결과와 등치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추가로 skin-core 구조분석을 통해 
섬유의 인장물성이 내부와 표면 중 어느 쪽의 변화에 
민감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탄소섬유의 고온 열처리: PAN 계 탄소섬유인 
효성의 H3055 섬유를 구매하여 12000가닥을 10 cm 
길이로 절사하여 1600, 1800, 2000, 2200, 2400℃ 의 
온도 조건에서 Ar 분위기하에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2.2 탄소섬유 분석: 각각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탄소섬유의 인장강도를 단섬유 인장 시험기 
(FAVIMET+, TexTechno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장비로 인한 machine compliance를 보정 

하기 위하여 gauge length는 6, 12, 50.8 mm로 바꿔가며 
분석하였으며 각 샘플 및 gauge length에 대하여 최소 
50회 이상의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전계 방사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Nova 
NanoSEM, FEI, USA)과 원자간힘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AFM) (MultiMode V, Veeco, USA)을 
이용하여 각각 파단면과 섬유표면을 분석하였다. 
공초점 라만분광분석(Alpha 300R, WITec, USA)을 
통해 core-shell 구조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단섬유의 인장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과 Weibull 
분석결과를 아래 Table 1에 정리하였다. 아래 Table 1에 
나타낸 Weibull modulus의 경향은 인장 탄성율 혹은 
compliance corrected modulus 와는 대조적으로 열처리 
온도에 대하여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수의 논문에서 확인 
되어 왔으나 이렇다할 분석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대부분의 실험적 분석방법들이 국부적인 
미세구조 분석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9, 10]. 
  

Table 1. Summarized mechanical properties of H3055 
carbon fibers 

Properties 
As-recei
ved 

1800 2000 2200 2400

Diameter [um] 6.5 6.4 6.2 6.2 6.2 

Tensile strengtha 
[GPa] 

5.2 3.5 4.6 4.5 3.4 

Young’s 
Modulusb [GPa]

249 311 344 366 379 

Compliance 
corrected 
modulus [GPa] 

251 336 372 390 413 

Weibull modulus 4.5 6.3 3.4 5.3 6.4 

 
전자현미경을 통해 분석한 섬유의 파단면은 아래 Fig. 
1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섬유가 
표면으로부터 crack initiation이 시작되어 섬유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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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propagation되는 양상으로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섬유의 표면 defect 구조와 분포가 
섬유강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공초점 라만분광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른 core-shell의 구조적 불균일성을 확인하여 
Fig. 1 (b)에 정리하였다. ID/IG를기준으로 core 와 shell 
에서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1800 ℃를 기점으로 차이가 커지다가 2200℃를 기점 
으로 다시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Fig. 1.  (a) SEM images of H3055 after HTT at 2000℃ and 
2400℃. Confocal Raman spectroscopy of carbon fibers 

for (b) core-shell position and (c) ID/IG results. 
 
이러한 결과는 열처리에 따른 구조변화의 양상이 
표면과 내부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섬유의 파단 mechanism과 
관련하여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표면결함 혹은 응력의 집중이 일어날 수 있는 
표면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AFM을 
이용하여 섬유표면을 관찰하였다. Fig. 2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열처리 이전과 1600도를 전후하여 
섬유방향을 따라 선명하게 보이던 줄무늬가 1800도를 
기점으로 사라지며 이에 따라 roughness 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섬유표면의 구조적 
배향성이 열로 인한 relaxation으로 감소함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인장강도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섬유전반에 걸쳐 균일한 결함분포로 이어져 Weibull 
modulus 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후 2000℃를 
기점으로 섬유방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짧은 선형의 
굴곡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해당온도를 기점 
으로 본격적인 graphitization이 시작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국부적으로 
섬유의 residual stress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defect의 
분포와 결함의 양상이 다변화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가 Weibull modulus의 감소로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400℃에서 표면에 
큰 원형 굴곡이 나타나는데 고온에서 graphite구조의 
증가와 배향성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residual stress 가 
비교적 confinement 효과가 적은 표면에서 relaxation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major defect의 발생은 결과적으로 섬유의 파단 
mechanism이 다시 결정적인 단일 결함구조로 귀결 
되어 tensile strength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Weibull 
modulus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해석 
된다.  

 
Fig. 2.  3D AFM scan images of H3055 with increased 

HTT temperature. 
 
4. 결론 및 향후과제 
 
일반적으로 탄소섬유의 인장 탄성율은 고온에서 
graphite domain의 증가와 배향성의 증가가 반영되어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냄이 증명되어 왔다 [4].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비선형적 혹은 불규칙한 인장 강도의 
변화와 Weibull modulus의 변화는 설명되지 
못하였으며 [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섬유 파단의 
시작점이 표면인 점, 고온에서의 표면 구조의 변화가 
열처리에 따라 일관성 있는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인장강도와 Weibull modulus의 양상을 
roughness 변화양상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표면의 거시적인 변화가 내부구조의 변화에 비해 
섬유의 강도와 균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으며 특히 1800℃와 2000℃ 2400℃ 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변화의 양상이 내부구조 변화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표면 구조의 변화와 표면에서 발생하는 결함 
구조의 형태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다종 다양한 
탄소섬유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SAXS 
분석을 통해 내-외부의 major defect의 영향이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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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Hybrid fiber reinforced thermoset plastic matrix 
composites have been increasingly used in automotive 
applications [1]. Reinforcing more than one type of fabric 
in a matrix to prepare a composite is called as Hybrid 
composite [2]. In the present study biaxial glass fabrics 
and woven flax fabrics are reinforced in vinyl ester resin 
by using VARTM process to prepare hybrid composites 
of different stackings varying the dispersion of flax fibers. 
The composites were tested to know there Tensile 
strength, flexural strength, and impact strength. The 
results shown a different phenomenon, especially for 
hybrid composites FG2. The dispersion of flax fibers in 
glass fiber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mprovement of 
mechanical strength.  
 
2. Methodology 
 
Two types of fabrics are used for the preparation of 
hybrid composites, Flax fibers and Glass fibers. The 
process used for preparing the composites is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 (VARTM). Totally 7 types of 
composites were prepared with different stackings as 
shown in fig. 1. Vinyl ester is the thermoset resin used as 
matrix. All the composites are prepared under 0.03 MPa 
vaccum pressure. 
 

 
Fig. 1. Different stackings of Hybrid composites 

 
3. Results and Discussion 
 
3.1. Tensile results: The tensile strength of FG2 to FG5 
stacking composites varies with varying the number of 
interfaces between glass ply and flax ply. Table 1 shows 
the results of tensile test in which verifies that the FG2 

stacking has the highest tensile strength of 143.21 MPa as 
it contains more number (6) of interfaces. 
 
3.2. Flexural results: The flexural strength of all hybrid 
composites lies between pure glass composite (325.58 
MPa) and pure flax composite (107.6 MPa) as specified 
in Table 1. The strength depends on the position of glass 
fiber. 
 
Table 1. Tensile, Flexural and Impact Strength values of 

hybrid composites 

 
 

3.3. Impact results: The results shows that the 
composites which are having glass fibers on both sides 
has more impact strength compared to the other composites. 
 
4. Conclusion 
 

The strength of the hybrid composites totally depends 
upon the number of interfaces. FG2 stacking composite 
has better tensile and flexural results as compared to all 
the other stackings. The Glass fiber composites can be 
replaced with FG2, which reduces the cost and weight of 
the composite. As these composites are used in 
automobiles which even can reduce the fue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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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Highly conducting fibers containing carbon nanotubes 
(CNTs) or graphene nanosheets are of great interest for 
various applications that range from composites for 
vehicles to flexible electronic (e)-textiles. The solution- 
spinning method, which is used to create most synthetic 
fibers, has been used to form CNT-based fibers from CNT 
dispersions stabilized with surfactant solutions and super 
acids. However, the development of liquid-state spinning 
of highly conducting polymer composite still faces 
challenges owing to difficulties in dispersing large 
amounts of conducting materials with high aspect ratios in 
a viscous polymer solution.  
Therefore, this presentation presents a straightforward 
method to fabricate highly conductive polymer-composite 
fibers via direct solution spinning with well-dispersed 
CNT/nano-metal/polymer pastes for electronic textiles.  
 
2. Results 
 
2.1 Long multi-walled CNT (LMWCNT) /Ag nanowire 
(AgNW) / polyvinyl alcohol (PVA) fibers 
Before mixing LMWNTs with PVA, the LMWNTs were 
functionalised with QHB motifs (QHB-LMWNTs) to 
fabricate a well-dispersed LMWNT paste, as previously 
reported. QHB-LMWNTs were synthesized in three steps 
from LMWNTs functionalised with carboxylic acid 
groups (LMWNT-COOH), diisocyanate compounds, and 
2-amnio-4-hydroxy-6-methyl- pyrimidine (AHMP). The 
prepared QHB-LMWNTs were easily dispersible in 
N-methyl pyrrolidone (NMP) or dimethylformamide 
(DMF) in the form of a paste (10 wt% solid content), 
which was very miscible with the PVA solution in 
dimethylsulfoxide (DMSO) with simple stirring 
(QHB-LMWNT/PVA paste). A certain amount of an 
aqueous AgNW suspension (0.5 wt%) stabilized by 
polyvinylpyrrolidone (0.07 wt%) was added to this 
mixture. We could easily fabricate the conducting fibres 
with QHB-LMWNT/PVA and QHB-LMWNT/PVA/ 
AgNW mixed pastes via wet spinning, using methanol as a 
coagulation solvent. The conductivity of the fiber was 
dramatically increased from 1200 to 20000 S m-1 by 
adding 0.5 vol% of AgNWs; it reached 150,000 S m-1 in 
the composite fiber containing 3 vol% of AgNWs. 

 

 
Fig. 1. (a) I–V plots of composite fibers with increasing 
volume fraction of AgNWs. (b)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the spun fibers as functions of AgNW content for 
various paste concentrations and coagulation times. The 
inset photo image shows that the prepared conductive fiber 
(indicated by arrow) can be used as an interconnector to 
light 36 pieces of light-emitting diode lamps of a 15 V 
display 
 
2.2 CNT / silver nanobelt(AgNB) / polyurethane 
composite fibers 
Multi-walled CNTs (MWCNTs) functionalized with 
carboxylic acid were interacted with 2(2-methyl-5- 
isocyanatobenzylaminocarbonylamino)-6-methyl-4[1H]-
pyrimidinone (UPy synthon) to introduce UPy groups on 
their surface and edges. The UPy groups introduced onto 
the MWCNT surface are hypothesized to induce the 
assembly of Ag nanoparticles and growth of anisotropic 
Ag nanostructures. Moreover, these UPy moieties help the 
NC materials to disperse in polar solvents, as they provide 
a large number of hydrogen bonding moieties, even in the 
presence of ionic species. 

By controlling the reduction rate, AgNB structures were 
obtained by the chemical reduction of AgNO3 in the 
presence of UPy-functionalized MWCNTs. To fabricate 
conducting fibers, a PU elastomer binder material was 
dissolved in DMF containing UPy-MWCNT/AgNB to 
produce a spinning dope, which was then spun in methanol 
as a coagulation solvent. This fiber exhibited a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of ~1000 S/cm, even when a 
volume fraction of UPy-MWCNT/AgNB (about 15 vol.%) 
was used due to the fact that the 1D structure of the 
MWCNTs and AgNB assists percolation. The use of PU 
elastomer as a matrix material also means that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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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ive fibres are stretchable, and could be easily 
stitched onto textile to provide stable power to a LED lamp 
at low voltage (3 V). 
 

 
Fig. 2.  a), Photograph of fiber spinning using spinning 
nozzle and turn table. (b,c) FESEM image of (b) CNT-Ag 
nanobelt/PU composite fiber and (c) its surface. (d) 
Lighting of LED lamp through connection with a stitched 
conducting fiber. (e) Change in resistance of conducting 
fiber containing 15 wt.% UPy-MWCNT/Ag nanobelt 
hybrid materials with increasing strain. (f) Strain sensor 
behavior of conducting fiber on finger (gauge factor ~60). 

  
 
4. Conclusions 
We demonstrated that highly conductive polymer- 
composite fibers can be fabricated by direct wet spinning 
of a LMWNT dispersion stabilised by QHB networks in a 
polymer solution containing AgNWs and PU pastes 
containing AgNB synthesized in the presence of 
UPy-functionalized MWCNTs. We propose that our 
strategy can be applied to fabricate conducting fibres with 
CNTs, graphene nanosheets, metal nanowires, metal 
nanoparticles, etc. As application demonstrations, these 
composite fibers are used to fabricate flexible 
interconnector of LED lamps, textile heaters, strain 
sensors and textile conductors in touch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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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Herein, we demonstrate a novel bioinspired strategy for 
increasing both the mechanical strength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graphene fibers. The first strategy is to 
crosslink graphene flakes and reduce the number of voids 
in the fibers through polydopamine (PDA) infiltration 
[1,2]. PDA exhibits unrivaled adhesion to the surface of 
any material due to its low interfacial energy. The second 
strategy is the direct conversion of PDA into an N-doped 
graphitic structure by pyrolysis. The N-doped graphitic 
structure offers effective load transfer between graphene 
flakes after pyrolysis as well as highly conductive 
pathways [3].  
 
2. Experimental Section  
2.1 Spinning of rGO fibers  
The liquid crystalline GO dispersion was prepared by 
sufficient ultracentrifugation and injected into a rotating 
coagulation bath. The coagulation bath was rotated while 
the spinning nozzle was dipped in the coagulation bath. 
The GO fibers were immersed in the coagulation bath and 
dried at room temperature. The dried GO fibers were 
chemically reduced by using HI solution.  
 
2.2 Strengthening the rGO fibers with polydopamine 
(PDA) (PDA-rGO fibers and py-PDA-rGO fibers). 
The rGO fibers were dipped and densified in a 10 mM Tris 
buffer solution containing 2 mg/ml dopamine/tris- 
(hydroxymethyl)aminomethane. The dipped PDA-rGO 
fibers were washed and dried in a vacuum oven at room 
temperature. The dried PDA-rGO fibers were then placed 
in an alumina crucible for pyrolysis. The rGO fibers were 
heated up to 1050°C and maintained for 2 hours under a 
hydrogen atmosphere. After pyrolysis, the fibers were 
cooled to room temperature under vacuum. Finally, the 
pyrolyzed PDA-rGO fibers were washed and dried.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microstructural and chemical characterization of the 
fibers showed that PDA was converted to an N-doped 
graphitic structure both on the surface and in the core of 
the fibers by pyrolysis, and this py-PDA was expected to 
enhance the interfacial bonding between rGO flakes. The 
fractography of the pristine rGO fibers (Figure 1a), 
PDA-rGO fibers (Figure 1b) and py-PDA-rGO fibers 
(Figure 1c) and the corresponding stress-strain curves are 
presented in Figure 1d. The tensile strength and Young’s 

modulus of the py-PDA-rGO fibers increased from 146.5 
± 28.9 to 522.7 ± 36.7 MPa and from 12.8 ± 4.1 to 50.6 ± 
3.5 GPa, respectively. The strong graphitic interactions 
and the additional area of interaction between py-PDA and 
rGO led to effective load transfer and enhancements in the 
strength and modulus.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of 
the fibers, the py-PDA-rGO fibers with fewer defects and 
voids that are interconnected by N-doped graphitic 
structures should also have excellent electrical properties. 
Figure 1e shows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pristine 
rGO, pyrolyzed rGO and py-PDA-rGO fibers.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py-PDA-rGO fibers 
increased from 75.9 ± 3.2 to 729.2 ± 45.2 S/cm.   

 
Fig. 1.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graphene fibers. 
  

4. Conclusions 
In conclusion, we have demonstrated superior 
enhancements in both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rGO fibers by the infiltration and pyrolysis of 
PDA. The fibers were fabricated from an innovative 
strategy that transformed PDA into N-doped graphitic 
layers. Consequently, the mechanical strength and 
Young’s modulus of the py-PDA-rGO fibers showed 
significant enhancements of 3.56 and 3.95 times,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py-PDA-rGO fibers was improved by approximately 
10 times compared with that of the pristine rGO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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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olyacrylonitrile (PAN) was dissolved in dimethyl 
sulfoxide (DMSO) to prepare solutions that was formed by 
flexible molecule chains either through chemical 
cross-linking or physical phase transformation.  During 
gelation behaviors, PAN/DMSO solutions were gradually 
solidified, and the solutions behaved more like an elastic 
solid beyond a critical point in terms of either polymer 
concentration, aging time, or temperature. The gelation of 
PAN/DMSO solutions minght affect the properties and 
formation of the precursor fibers which was dependent [1, 
2].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rheological behaviors of 
PAN/DMSO solutions to investigate the viscoelastic 
properties of PAN gels during the aging process and the 
influence of the polymer concentration. Also,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AN/DMSO solution were 
investigated by 1H-NMR, FT-IR Zeta-potential etc. 

 
2. Experimental 
 

A cylindrical double jacket reactior equipped with a 
mechanical agitator blade, nitrogen inlet, condense, 
insulating layer was used as a reaction vessel for the 
polymerization of PAN copolymer (acrylonitrile:itaconic 
acid = 98:2). The temperature was controlled at 45-75  ℃
for 24 h. PAN/DMSO solutions without water were aged 
for various aging times (1-3 weeks) at room temperature. 
The dynamic rheological material functions, such as 
storage modulus (G'), loss modulus (G"), and absolute 
complex viscosity (η*) of the solution were measured as 
functions of temperature and frequency as following 
methods using the rheometer (Anton Paar, MCR302) 
equipped with parallel plate. 
 
3. 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1 showed the changes of the complex viscosity 
(η*) with frequency at 30-60  for the PAN/DMSO ℃
solutions according to the aging times. η* was found to be 
the function of both frequency and aging time. At a certain 
frequency, η* increased with aging time, indicating 
mutative viscoelastic behaviors of the solution. During the 
whole aging process, η*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temperature which was typical of shear-thinning effect.  
 

 

 
 

Fig. 1.  Complex viscosity η* of PAN/DMSO solutions as 
a function of frequency ω for various aging times at RT; (a) 

1week, (b) 2weeks, and (c) 3weeks. 
 

The evolution of storage modulus (G') of PAN/DMSO 
solutions during the aging process was shown in Figure 2. 
The G' started low and increased with aging time, and its 
growing rate diminished when approaching the gel point. 
G' still increased slightly beyond the gel point, as a 
consequence of cluster growth and gel formation, and 
showed only a little frequency dependence once elasticity 
dominates the system [2, 3]. 
 

 

 
Fig. 2. Storage modulus (G') of PAN/DMSO solutions as 
functions of frequency ω for various aging times at RT; (a) 

1week, (b) 2weeks, and (c) 3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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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iabetes is a global public health issue. This metabolic 
disorder is caused by the insulin deficiency and is 
diagnosed by blood glucose levels outside the normal 
range. It is essential to monitor the glucose levels to 
maintain normal blood glucose levels for patients 
suffering diabetes. Due to their versatility, sweat-based 
glucose monitoring device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researchers [1]. Because sweat glucose sensors 
should be sensitive enough to detect small amounts of 
glucose in swe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right 
platform for glucose to react with glucose oxidase 
enzymes. 
 
2. Carbon Nanotube Biosensor 
 
2.1 Pretreatments: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NTs) were purchased from commercial market. First, 
SWNTs were purified with dry and wet processes. The dry 
process included a 600  heat treatment process, while the 
wet process used sulfuric acid with hydrogen peroxide to 
eliminate the defects on the SWNTs. Next, the SWNTs 
were separated into metallic and semiconducting SWNTs 
depending on their chirality. Bulk separ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by alkyl-amine small molecules with nitric 
acid. 
 
2.2 Wet-spinning Process: Pretreated SWNTs were 
dissolved in chlorosulfonic acid with ratio of 15 mg/mL. 
Then, the solution was put in acetone coagulation bath 
with speed of 1 mL/hr. The exchange of dissolving 
solution with acetone solution resulted in solidification of 
SWNTs. The solidified SWNTs were winded with a roller 
to form SWNTs fibers. The metallic and the 
semiconducting SWNT (sc-SWNTs) fibers were then 
fabricated using separated metallic and semiconducting 
SWNTs, respectively.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left) bare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NTs) fiber and (right) 

glucose oxidase immobilized SWNTs fiber. 

 
2.3 Enzyme-coated Biosensor: Protein immobilization 

on the sidewall of SWNTs fibers was carried out using 
previously reported process [2]. 1-Pyrenebutanoic acid, 
succinimidyl ester (PSE) is adsorbed onto the sidewall of a 
SWNT via -stacking, and the amine groups on a glucose 
oxidase protein will react with the anchored succinimidyl 
ester of PSE.  
 
3. Results and Discussion 
 

Carbon nanotube (CNT)-based transistor for biosensing 
glucose was fabricated using sc-SWNTs fibers. The 
sc-SWNT fibers were prepared using a sufficient amount 
of sc-SWNTs separated from metallic SWNTs. Enzyme 
coated fiber transistors were then fabricated using 
sc-SWNT fibers, showing the conductance changes even 
at 10 uM glucose concentration. 

 

 
4. Summary 
 

A high-sensitivity glucose detector capable of detecting 
even a small amount of glucose was develop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onitoring of glucose concentration 
through sweat can be possible by manufacturing wearable 
fiber transistors as envisioned in the following figure. 

 
Fig. 3. Schematic diagram for wearable glucos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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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for the gate effect of generated 
electron during glucos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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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lectrospun carbon nanofibers with nanosized 

diameter are highly desirable in the synthesis of high-
performance nanofiber composite with reduced 
thickness. Past research repeatedly demonstrated that the 
degree of structural perfection is the most crucial factor 
for high mechanical strength of the electrospun carbon 
nanofibers. The amount, size, and distribution of 
structural imperfections directly influence the 
mechanical strength of carbon fibers.               

S. Chawla et al. demonstrated that hot-drawn (up to 4 
times) electrospun carbon nanofibers showed strength as 
high as 5.4 GPa using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with gauge length 30 μm [1]. However, a large quantity 
of flaws on the surface and the fracture edges of their 
carbon nanofibers implied more room for improving 
mechanical properties through process developments, 
such as the reduction of flaws and effective alignment of 
the PAN molecules.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monstrate 
how various manufacturing processes, such as, take-up 
and stretching, affect the morphological variations of 
PAN-based electrospun carbon nanofibers. Especially, 
we focused on domain structure with the help of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STM) which casts a 
possibility to explain how the microstructures of 
electrospun carbon nanofiber are evolved depending 
upon manufacturing conditions, thereby allowing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omain structure 
and physical properties, such as crystallinity and 
electrical conductivity.  

 
2.  Results & Discussion 
The STM images showed largely different domain 

structures (Fig. 1). As shown in Fig. 1 (a, d), the control 
nanofiber was composed of distinctively isolated 
domains which indicated aggregations of coiled and 
rigid PAN polymer chain. In addition, their surface 
showed cluster of separated spherical domains with 

more defects and lesser ordered graphitic layers than 
those of the aligned and aligned/stretched nanofibers. On 
the other hand, the aligned nanofiber, obtained at high 
take-up speed, exhibited larger domains, deeper valleys 
and more compact structure than the control sample (see 
3D STM images). The morphological variations of the 
electrospun carbon nanofibers can be inferred as follows. 
The PAN molecules in the solvent behave as stiff, rod-
like molecules due to intramolecular dipole repulsions of 
its nitriles in an irregular helix [2]. The helix structure 
was expected to sustain even after electrospinning.  

The uncoiled zigzag molecules precipitated, thu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continuous crystalline phase, 
as shown in Fig. 1 (b).  The magnified STM image of 
aligned carbon nanofiber (Fig. 1 (e)) showed that the 
domains were partially merged and thus had large sizes 
as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and in addition, they 
were partially oriented to the fiber axis. The merged 
domains might be generated by zigzag PAN polymer 
chain because of attenuation effect due to the fast 
winding and induced crystallization. By contrast, the 
aligned/stretched carbon nanofibers showed smooth 
external surface (Fig. 1 (c)). As noted in the magnified 
STM images (Fig. 1 (f)), they exhibited slender shaped 
domains with preferred orientation to the fiber axis 
formed by the stretching process. It was expected that 
sequential stretching would lead to close chain packing, 
thus enhancing the intermolecular interactions and 
crystallinity.  

Especially, the 3D STM images showed distinctly 
different domain structures (Fig. 1 (g, h and i)). The 
control fibers showed independent and non-oriented 
(random) surface with a large number of defects (Fig. 1 
(g)). However, the aligned nanofibers showed large 
sized domains with significant height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sample (Fig. 1 (h)). For aligned/stretched 
nanofibers (Fig. 1 (i)), we observed slender domains 
with highly uniform orientation along the fiber length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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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2D scanning tunneling microscopic images of (a) control, (b) aligned and aligned/stretched 
electrospun nanofibers and their corresponding magnified images (d, e, and f), respectively. 3D scanning 
tunneling microscopic images of (g) control, (h) aligned and aligned/stretched electrospun nanofibers. Arrows 
indicate the fiber length direction. 

 
In summary, in the fabrication of carbon 

nanofibers via the electrospinning system, the 
conformation of the polymer chains of organic 
nanofibers play significant roles in imparting 
structural perfection of the carbon nanofibers. We 
observed morphological variation of 
polyacrylonitrile based electrospun carbon 
nanofibers by controlling take-up speed, followed 
by stretching process. The observed domain 
structure on the surface of carbon nanofiber was 
closely related to their microstructure as well as 
their physical properties, such as crystallinity and 
electric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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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CFRP)은 높은 기계적 물성을 

지닌 경량소재로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1]. 초기에는 에폭시 등의 

열경화성 수지기반의 CFRP의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낮은 충격특성 및 생산성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열가소성수지기반 CFRP (CFRTP)에 대한 

소재/공정/부품 연구개발이 활발함. 하지만 여전히 

CFRTP는 열가소성 수지의 낮은 함침 특성과 수지-CF 

간 계면특성으로 인해 기계적 물성이 좋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접근법과는 

다르게 전자빔 조사를 이용하여 CFRTP 성형물의 

기계적 물성을 간단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함.   
 
2. 실험방법 
 
2.1 원재료 및 시편준비 

다양한 수지기반 장섬유 강화 열가소성수지 (LFT) 

상용 팰렛을 사용하고, 사출성형으로 ASTM D638 

규격의 dog-bone 인장시편을 제작함.  

 

2.2 전자빔 조사 및 물성측정 

준비된 인장시편에 대한 전자빔 조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전자빔 조사시설을 활용함. 

전자빔의 에너지, 전류, 선량률, 조사분위기 및 

온도는 각각 5 MeV, 5 mA, 6.8 kGy/s, 대기 및 상온임. 

전자빔 선량은 400, 800, 1200, 2000 kGy 임. 조사된 

시편들은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인장특성을 

측정 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은 

FT-IR, XPS, SEM 등을 활용하여 측정함. 
 

3. 결과 및 고찰 
 
다양한 수지기반 CFRTP 시편에 전자빔을 조사한 결과 

중, Fig. 1.과 같이 HDPE기반 CFRTP는 선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인장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 따라서, 전자빔 조사에 의한 CFRTP의 

인장강도 향상 요인을 확인하고자 다양한 분석을 

수행함. 먼저, 선량에 따른 겔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전자빔에 의해 HDPE 수지가 점차 가교가 

되었음을 확인함. 한편, 인장시편의 파단면 SEM 

관찰결과와 single fiber pull-out test로 도출된 

수지-CF 간 IFSS 측정결과, 전자빔 조사에 의해 

탄소섬유와 HDPE 수지간 계면결합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함. 전자빔 조사된 CFRTP, CF, HDPE의 표면들에 

대한 FT-IR과 XPS 측정결과, 다양한 산소포함 

작용기들이 발달함.  

 
 

Fig. 2. (a) S-S curves and (b) plot of tensile strength. 
 

4. 결론 및 향후과제 
 
전자빔 조사에 의해 HDPE기반 CFRTP의 인장강도가 

향상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됨. 하나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수지가 가교됨에 따라 그것의 

인장강도가 미약하게 증가하여 CFRTP의 인장강도 

향상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빔 조사에 의해 수지와 탄소섬유의 계면에 

다양한 산소포함 작용기들이 발달하여 그것들이 

강한 인력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수지-CF 간 

계면결합력이 개선되어 CFRTP의 인장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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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공산업은 복합재료를 적용한 신기종들의 개발로 
인해 사용량이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욱 치열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다. 항공 부품 제작사들은 
부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 방식의 
오토클레이브 제작이 아닌 저비용 고효율의 
탈오토클레이브 제작 방식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탈오토클레이브 
방식 중 진공백 성형 방식에 사용되는 프리프레그의 
경화 거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통해 복합재료 부품 생산을 위한 경화 사이클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2. 경화도의 이해 
 
2.1 경화 거동 모델링 

경화거동 모델링은 에폭시 계열의 복잡한 경화 반응을 
잘 모사할 수 있는 Kratz et al [2]이 개발한 수식을 
이용하였다. 
 
 

(1) 
 
 	 exp , 					 	 ,                          (2) 

 
여기에서 은 Arrhenius 함수이다.  
 

2.2 프리프레그의 경화 거동 측정  
본 연구를 위해 Solvay사에서 제작되는 CYCOM 
5320-1을 사용하였다. 해당 프리프레그의 경화 거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경화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하여 
경화정도를 구할 수 있는 시차주사열량계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장비를 사용하였다. 측정 
방법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열발생률을 측정 
하는 등온주사방식(Isothermal Scanning)으로 대상 
프리프레그의 반응열을 측정을 하였다.  경화 반응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130℃ ~ 180℃까지 10℃간격으로 
측정을 하였다.  
 
 

3. 경화 거동 모델 결과 분석 
 
등온주사방식을 통해 측정된 경화도(β)를 바탕으로 
경화 거동 모델링의 각 매개 변수를 구하고 각 온도별 
등온경화율 (dβ/dt)과 비교를 하였다. 확정된 매개 
변수를 경화 거동 모델링 수식에 적용하고 제조사에서 
최근 발표한 경화 사이클 (MRCC2: Manufacturer 
Recommend Cure Cycle) [3] 을 이용하여 경화 거동을 
예측하였다.  
  

 
 

Fig. 1.  Simulation of cure kinetic model. 
 
위 경화 사이클 외에도 여러 가지 경화사이클을 모사 
하였으며, 시제품과도 그 경화도 결과를 비교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진공백 성형공정에 사용되는 프리프레그의 경화 
거동을 이해하므로 최적화된 경화 사이클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를 완료하였다. 향후 해당 경화 거동 
모델링의 정확성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제품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결과 비교 및 경화사이클 최적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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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abricate conductive 
carbon fiber composites with thermal and electrical 
properties by depolymerizing carbon-fiber-reinforced 
plastic (CFRP) and recovering carbon fibers using only 
supercritical water without any catalyst or oxidant. 
Carbon-fiber-reinforced polymers (CFRPs) are composite 
materials in which carbon fibers are impregnated with 
thermosetting or thermoplastic polymer resins, and have 
properties such as high ratio of mechanical strength to 
weight, chemical resistance, and corrosion resistance. 
These properties allow them to be widely appli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automotive, aerospace, and 
equipment for sports and leisure activities. However, since 
used CFRP is very difficult to recycle due to its complex 
composition, the cross-linking properties of thermosetting 
resins, and their fusion with other materials, most CFRP 
waste is currently landfilled or incinera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aim to recycle CFRP by 
decomposing it with only SCF-W, without using a 
separate catalyst, to recover carbon fibers. We recovered 
carbon fibers in which up to 99.5% of epoxy resin was 
removed, by optimizing the conditions of supercritical 
fluid water treatment, and we fabricated conductive 
carbon fiber composites with thermal and electrical 
properties by combining the recovered carbon fibers with 
cyclic butylene terephthalate, which is a polymerizable 
low-viscosity thermoplastic resin. In particular, we 
focused on a recycling method that is harmless to the 
human body and environment-friendly, by using 
supercritical fluid water rather than recycling CFRP by 
physical or pyrolysis methods.  
 

 
Schematic 1. Schematic diagram of the green recycling process 
of CFRP by SC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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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olydimethylsiloxane (PDMS) was of the self-healing 
materials used due to its many advantages, such as 
excellent chemical stability, transparency, stretchability 
and low cost.1-3 A significant disadvantage of PDMS as 
self-healing material stems from the fact that it takes 24-48 
h to cure (polymerize) at room temperature. the rate of 
release of the embedded PDMS components resin 
monomer and curing agent from an individual channel can 
be self-controlled, because the larger the cut cross-section, 
the faster the healing agents are released. These two 
aspects are the main motivation of the present work.  
 
2. Experimental 
 
Two parts of PDMS (polydimethylsiloxane, Sylgard 184), 
resin and curing agent were purchased from Dow Corning. 
MWCNT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d=22.7 nm, 
and  l=100-200 μm, respectively) were obtained from 
Sigma Aldrich and Jeio Co. Ltd. The microchannel 
template was prepared by engraving an acrylic substrate 
using a laser engrave machine (ILS 12.75, Universal Laser 
System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attern of the 
channel is specially designed so that looks like a bull’s eye. 
This is because only closed-loops curves can heal cracks 
directed in any random direction. The prepared CNT 
solution was then poured into a 125×125 mm2 petri dish 
and cured at room temperature for 48 h. The thickness of 
cured CNT film was 0.84 mm. the resin monomer and 
curing agent were separately encapsulated in the top and 
middle layer, respectively, and the CNT film was located 
in the bottom layer. 
 
3. Results and Discussion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information, PDMS 
working temperature is from -45 to 200 °C. In general, 
PDMS takes 24-48 h to cure at room temperature. The 
curing time can be shortened to 10 min at 150 °C. The 
heat-induced acceleration of the curing process is achieved 
via Joule heating of CNTs dispersed in the bottom PDMS 
layer. This 0.84 mm-thick CNT-containing layer is 
capable of stable Joule heat generation and heating of up to 
~210 °C at 9 V and the electric current of 1.4 A. The 
current is high but the CNTs are insulated in a PDMS layer, 
and thus protected. This heating arrangement was used to 
heal a cut in the middle of the sample (see Figure 1). Two 
more layers for the resin monomer and curing agent are 
stored in contact with the CNT-containing film and the top 

surface reaches ~210 °C at 12 V and 1.5A (heating of the 
entire assembly, with the CNT-heater in contact with the 
layers with the resin monomer and curing agent requires a 
higher power that the CNT heater alone). 
 

 
Fig. 1 Joule heating of CNT (bottom) layer w/ crack 
 
4. Conclusions  
 
A CNT-based heater embedded as a layer in PDMS matrix 
with two families of the bull’s eye-shaped channel 
containing the DMS resin monomer and curing agent, was 
capable of arising the material temperature by the Joule 
heating up to 126.8 °C at the surrounding room 
temperature of about 20 °C. Then, the damaged specimen 
was healed in about 10 min and revealed an improved 
toughness (by 10% compared to the pristine undamaged 
sample). Similarly, the proposed system recovered its 
toughness up to 90% of the pristine sample within 10 min 
even at low temperature of 1 °C. It is evident that the 
heater facilitated release of the healing agent and could 
overbear the slow-down of the polymerization reaction at 
low surround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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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ransparent and stretchable electrodes (TSEs) are new 
class of materials rapidly developing recently [1]. As the 
strechability of electrode is the most challenging issue, 
buckled nanofibers, which have been manufactured with 
the aid of the substrates, have been researched intensively 
for this purpose [2]. Here, we fabricated composite TSEs 
using shape memory poly(cyclooctene) (PCO) as a 
substrate for in-plane buckled conducting network.  
 
2. Methods  
 
2.1 Fabrication of electrospun silver nanofibers: Free- 
standing silver nanofibers (AgNFs) were fabricated using 
electrospinning and subsequent photo-reduction process. 
The flow rate of the solution was 0.4ml/h, tip-to-collector 
distance was 15cm, and applied voltage was 18kV. The as 
spun fibers were collected on a tailored collector to 
maintain their structure. The electrospun nanofibers were 
reduced to AgNF using photoreduction. 
 
2.2 Preparation of shape memory polymer composite 
(SMPC) TSE: Preparation of SMPC-TSE was carried out 
in two steps as shown in Fig. 1. (a). First, prepared PCO 
film was heated to lower its elastic modulus and was 
prestrained at 200%. Then, the substrate was cooled to 
room temperature for fixation of the shape and dimension. 
Second, free-standing AgNFs were transferred onto the 
prestrained substrate. AgNF were simply attached on the 
substrate by small amount of ethanol to form SMPC-TSE. 
The composites were heated again above the transition 
temperature and were recovered to original shape, forming 
the in-plane buckling of AgNFs on PCO film (Fig. 1. (b)). 
For the activation of this PCO, copper electrodes in tape 
were attached on the AgNF. We observed the change of 
temperature, optical transmittance, modulus and shape 
memory behaviors of SMPCs via electrical activation of 
PCO (Fig. 1. (c)). 
 
3. Results and Discussion 
 
We evaluated the resistance change of the composites 
under the mechanical deformations such as the bending 
and stretching. The bending and stretching test were 
conducted at 80 oC when PCO substrate showed elastic 
properties. In the bending test, the composite electrode 
showed highly flexibility. The radius of curvature was 
0.45cm and the composites endured 3000 cycles of 

bending test. During this test, the resistance changed 
negligibly. We applied a uniaxial strain of 10% to the 
composite electrode, showing increased resistance at most 
8% after 900 cycles. The SMPC-TSE showed interesting 
phenomena during on and off mode, including heat 
generation, optical transmittance, modulus and shape 
memory behavior shown in Fig. 2. 

 
Fig. 1. (a) Schematic illustration of preparing SMPC-TSE. 
(b) in-plane buckling of silver nanofibers on SMPC-TSE 
(c) electrically-activated transparent and opaque modes of 

SMPC-TSE. 
 

 
Fig. 2. Transition from opaque mode to transparent mode 
of SMPC-TSE (a) upon heating and (b) during bending 

and fixation and (c) recovery processes. 
  

4. Summary  
 
We developed a smart and efficient method for fabricating 
transparent and stretchable electrode using SMP as a 
substrate. Due to the in-plane buckling of silver nanofibers, 
SMPC-TSE fabricated in this study demonstrated good 
flexibility and stretchability. In addition, SMPC-TSE 
exhibited electrically activated and deactivated modes via 
heat generation and interesting phenomena such as 
optically transparent/opaque transition and changed 
modulus and shape memor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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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nanofiber structure is expected to bring about unique 
mechanical,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Since 
aramid fibers, the preliminary stage of aramid nanofibers 
(ANFs), have high strength as well as superior heat and 
chemical resistances, ANFs are also expected to inherit 
excellent properties from the aramid fiber [1]. In addition, 
three-dimensional (3D) nanostructures have been received 
great interests in many fields due to their superior 
stress-transfer capability with possessing large surface 
area. The conventional 3D nanostructure of ANFs has 
been synthesized via gelation by adding water [2]. 
However, this water-based method produces 
re-agglomerated ANFs by protonation. Therefore, it is 
limited to manufacture the 3D nanostructure having 
individually separated ANFs. In this work, we present a 
water-free technique to prepare the ANF 3D nanostructure 
by cross-linking using citric acid.  
 
2. Experiments 
 
2.1 Aramid nanofibers: To prepare the ANF solution, 
bulk Kevlar fibers 1.0 g and potassium hydroxide (KOH) 
1.5 g were added into 100 mL of dimethyl sulfoxide 
(DMSO). The mixture was stirred for 7−10 days at room 
temperature [1]. 
 
2.2 3D nanostructure of ANFs: 3D ANF nanostructures 
were fabricated by covalent crosslinking of carboxylic 
groups on citric acid and amine groups on ANFs. Ten 
milliliters of ANF/DMSO solution was put into a 
cylindrical tube, and 10 ml of citric acid/DMSO solution 
was slowly dropped on top of the ANF/DMSO solution to 
minimize disturbance. Phase change was completed 
within 24 hours and an ANF gel was formed. Then, 
DMSO in the gel was firstly exchanged with ethanol, and 
then dried using supercritical CO2.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ANFs were made by the decomposition of aramid 
fibers in DMSO solution by adding KOH. Fig. 1 shows a 
well-synthesized ANF solution has dark red color and the 
diameters of ANFs are around 10~20 nm. By adding citric 
acid, the 3D ANF nanostructure is formed as an aerogel 
(Fig. 2a) and its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mage confirmed the covalent crosslinking between ANFs 
(Fig. 2b). 

 
Fig. 1.  (a) A photograph of an ANF solution and (b)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ic image of ANFs. 
 

 
Fig. 2.  (a) A photograph of an ANF aerogel and (b) a SEM 

image of the 3D ANF nanostructure. 
 
4. Conclusions 
 
In this study, cross-linked bonds in 3D ANF nanostructure 
is created from citric acid and ANF solution by acid-base 
reaction. It shows the information of developing a high 
performance 3D nanostructure based on AN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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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chemical oxidation using graphite powder is one of 
the promising solutions for mass production of graphene 
sheets. Nevertheless, the graphene sheets made by the 
oxidation have many oxygen functional groups that cause 
poor electrical conductivity. Therefore, additional 
reduction processes to remove them are essential in the 
oxidation method. On the other hand, the electrochemical 
exfoliation has been proposed to produce graphene sheets 
with less amount of oxygen atoms. In this study, to make 
higher quality graphene sheets than those from the 
conventional electrochemical exfoliation method by 
constant DC (cDC) [1], a biased DC-switching (b-sDC) 
technique using square wave voltages is proposed, which 
enables more efficient intercalation between graphite 
layers. 
 
2. Experimental 
 
2.1 Production of expanded graphite: For expanding 
graphite (EG) flakes, it needs acid treatment. Pristine 
graphite flakes (5 g), 98% sulfuric acid (200 mL) and 70% 
nitric acid (60 mL) were added into a flask and stirred for 
24 hours at room temperature. Then, the mixture was 
washed by using DI water for several times and dried at 
60  for 24 hours [2]. After that, expand the acid-treated 
graphite by using a microwave. 
 
2.2 Electrochemical exfoliation process: EG, Pt wires, 
and 0.1 M H2SO4 solutions were used for working 
electrodes, counter electrodes, and electrolytes, 
respectively. Then, applied b-sDC (+15 V 45s / -5 V 45 
secs) and repeated 4 cycles (total 360 sec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graphene sheets by the b-sDC 
exfoliation have larger area, higher crystallinity, and fewer 
defects by oxygen functional groups than those by the cDC 
exfoliation. Atomic force microscope (AFM) analysis 
show that the b-sDC exfoliation produced much larger and 
thinner graphene sheets than those by the cDC method 
(Fig. 1a, b). In addition, the yield rat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increased more than 10 times, as summarized 
in Table 1.  

 
Fig. 1.  AFM images of the graphene sheets by  

(a) cDC, (b) b-sDC exfoliations 
  

Table 1. Properties of graphene sheets 
 

Exfoliation cDC b-sDC 

Size 

[m] 

 

2.8 ± 0.5 
 

17.1 ± 2.5 

Thickness 
[nm] 

 

3.6 ± 0.2 
 

2.5 ± 0.2 

Yield rate 
[mg/min] 

 

0.31 
 

3.21 

Electrical 
conductivity 

[S/cm] 

 

79 ± 9 
 

812 ± 112 

 
4.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used EG and b-sDC exfoliation due to 
easier penetration and release stacking of ions between 
gap of graphite layers. Consequently, they lead more 
effective intercalation in exfoliation process and produce 
higher quality graphene sheets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Therefore, the b-sDC technique using EG has 
great potential for mass production of high quality 
graphene sheets. 
 
References  
[1] K. Parvez et al. ACS Nano. 7(4):3598-606, 2013.  
[2] S. Yoon et al. Scientific Reports 5:16366, 2015.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8R1A2A2A15020973 and 
2016M3A7B4021149).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92 -



 

 
Facile synthesis of CeO2-MnO2/rGO nanocomposites for supercapacitor applications  

 

Gunendra Prasad Ojha a, Bishweshwar Pantb and Hak Yong Kimc 
 

aDepartment of BIN Convergence Techn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61-756, Republic of Korea 
bDeprtment of Chemistry, Inha University, Inharo, Incheon 402-751, Republic of Korea 

cDepartment of Organic materials and Fiber Engineer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61-756, Republic of Korea+ 
E-mail: Khy@jbnu.ac.kr 

Keywords:     Nanocomposite; Hydrothermal;   
‘

1. Introduction: 
 
With the popularization of clean, safe, and high- 
performance energy storage devices, supercapacitors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s for energy sources 
sustainability. Metal oxides are good candidates for 
supercapacitors. However, low-ionic conductivity and 
poor cyclic stability of metal oxides restricted their 
practical utilizations. These contradiction can be 
overcome by making composites with carbon-based 
materials. Here, two-steps hydrothermal process was 
employed to fabricate CeO2-MnO2/rGO nanocomposites and 
finally used as electrode materials for supercapacitrs.  
 
2. Characterization techniques: 
 
The morphological analysis of fabricated nanocomposites 
were examined using FE-SEM, TEM, TEM-EDS, XTD, 
Raman, and FT-IR.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was 
tested using VERSA-STAT 4 (USA) in 2 M KOH 
electrolytes solution.  
 
3.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the synthesized 
CeO2-MnO2/rGO nanocomposites was evaluated via CV, GCD 
and EIS techinques in 2 M KOH. The specific capacitance of the 
fabricated nanocomposites was calculated using CV and found to 
b 648 F/g at scan rate of 5mV/s. The improved specific 
capacitanc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than pristine MnO2 
nanorods (229 F/g) and MnO2/rGO (315.5 Fg) is due to the 
synergistic effect of both the metal oxides and rGO. The cyclic 
stability of CeO2-MnO2/rGO nanocomposites was found to be 
90.4 % after 1000 CV cycles  

 

  
Fig.1. FESEM, TEM, and TEM-EDS of CeO2-MnO2/rGO 
nanocomposites. 

 
Fig. 2. CV curves of MnO2 nannorods, MnO2/rGO, and 

CeO2-MnO2/rGO nanocomposites 
 

4. Conclusions: 
In summary, a facile method was employed to fabricate a 
novel CeO2-MnO2/rGO nanocomposites. The CeO2- 
MnO2/rGO nanocomposites was employed as electrode 
materials for supercapacitors. The CeO2-MnO2/rGO 
nanocomposites have improv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due to synergist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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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harcoal exceedingly stable honeycomb like carbonaceo- 
us structure with high surface area has ensured its use in 
soil amendment and remediation [1]. The aforementioned 
properties of charcoal can be employed in other areas as 
well, in order to diversify its application potential [2]. This 
has raised the motivation of using charcoal as a 
reinforcement in composite materials in order to achieve 
improved mechanical and flammability/thermal properties 
[3]. 
 
2. Experimental 
 
2.1 Material: Bidirectional CF (carbon fiber) mat (T-700, 
Toray Industries Inc., Japan) and BC (bsamboo charcoal) 
were used as the composite reinforcement. EP (epoxy) 
resin (YD-128, Kukdo Chemical Co. Ltd., Korea) and acid 
anhydride type hardener (KBH-1089, Kukdo Chemical Co. 
Ltd., Korea) were used as the matrices for the composites. 
 
2.2 Manufacturing of BC-EP b-stage film: The b-stage 
film was manufactured to improve dispersion of particle 
type reinforcement. The BC was dispersed in epoxy resin 
using ultra-sonication method for 1 hour. The BC added 
epoxy resin and anhydride type hardener were mixed to 
1:1 weight fraction. As shown by figure 1, the BC-EP was 
cured to manufacture b-stage condition in 1.25 hours 
under 80 °C. B-stage film was manufactured using bar 
coating machine to 2 mm thickness under 50 °C. 
 

 
Fig. 1. Schematic arrangement of manufacturing method 

of BC added EP b-stage film 
 
3. Results and Discussion 
 
3.1 Interfacial property of CF/BC added EP composite 
with thermos-degradation days: Figure 2 shows 
interlaminar shear strength (ILSS) of CF/BC-EP 
composite with different BC weight fraction. The ILSS 
was maintained as BC weight fraction increased to 10 wt% 
in BC-EP b-stage film. However, the ILSS decreased 

significantly and standard deviation of ILSS was the 
largest than others using 20 wt% BC added EP b-stage 
film. At 20 wt% BC addition in EP resin, the BC was not 
dispersed well and the mechanical and interfacial 
properties decreased and were not stable. The ILSS of 
thermos-degradated specimens decreased under 150 °C. 
However, the decreasing rates of ILSS were more and 
more small as BC weight fraction increased. 
 

 
Fig. 2. ILSS of CF/BC added EP composite with different 

BC weight fraction 
 
4. Conclusions 
 
Various testing methods were used to compare heat 
resistance, mechanical and interfacial properties of BC 
added CFRP with different BC weight fraction. The CFRP 
using BC added EP b-stage film exhibited better 
dispersion then BC added CFRP using VARTM 
manufacturing. Mechanical properties of BC/EP matrix 
increased to 10 wt%. However, mechanical properties 
decreased over 20 wt%. Interfacial property was 
maintained as BC weight fraction increased to 10 wt%. 
However, at 20 wt% in BC added CFRP, the interfacial 
property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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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electrode material with 
flexible, lightweight and wearable properties is becoming 
the special demand in the research field [1, 2]. Here, the 
planar symmetric supercapacitor based on the carbon fiber 
fabric (CFF) was considered as a typical representation of 
the energy storage device. Devices were designed and 
prepared with the three-dimensional multi-walled carbon 
nanotube/graphene oxide (MWCNT/GO) hybrid hydrogel 
(CGOH) as active material electrodes. The simple 
sandwich structure of the device, as in insert image of Fig. 
1a, was created with the combination of PVA/H2SO4 as a 
solid electrolyte, separator and binder between two active 
electrodes. Using catecholamine chemistry, the formation 
of N-doped graphitic layer by coating of polydopamine 
(PDA) on the CGOH surface has enhanced the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 of the electrodes. 
 
2. Experimental  
 
The mixture of MWCNT, GO, ethylenediamine (EDA) 
and DI water were stirred and sonicated for 4 hrs. 
Cross-linked bonds of amine groups in EDA and oxygen 
contained functional groups in MWCMT/GO were formed 
at 95 oC for 12 hrs. Polymerization and carbonization 
process obtained by coating PDA on the surface of CGOH 
and heat-treatment at 600 oC under Argon gas for 2 hrs. 
The PVA/H2SO4 electrolyte was prepared and applied on 
the surface of the active electrode by the dip-coating. 
 
3. Results and Discussion 
 
In the comparison, the BET specific area of CGOH (243 
m2/g) is higher than PDA-CGOH-600 (208 m2/g) by the 
full filled pore-pace of N-doping of the graphitic layer 
coated on the CGOH surface after the polymerization and 
carbonization process. However, the specific capacitance 
of PDA-CGOH-600 sample obtained 217.4 F/g at 0.5 A/g 
to be 12.5% higher than CGOH (193.3 F/g) as in Fig. 1a 
due to the presence of N-doped graphitic layer on the 
CGOH surface. The energy storage ability test of the 
device was demonstrated by the simple test with two serial 
connected PDA-CGOH-600 devices and red LEDs device 
as in insert image of Fig. 1b. Moreover, the slope of 
PDA-CGOH-600 sample is higher than CGOH in the 
high-frequency region of the Nyquist plot (Fig. 1b) to 
confirm the better supercapacitor characteristics. The 
stable electrochemical property of device obtained the 
maximum value at the bent diameter above 6 mm, and 

strongly weaken curve at diameter 3 mm was found by the 
slip of carbon fiber tow. Stability of device obtained the 
capacitance retention ~ 89 % (PDA-CGOH-600) and 85 % 
(bent 6 mm) after 3000 cycles. 
 
4. Conclusions 
 
The 3D porous composite structure formed the 
combination of MWCNTs and GO was prepared by the 
reaction of EDA chemical. Enhancement of the specific 
capacitance was demonstrated by the formation of 
N-doping graphitic layer. High mechanical stability and 
lifetime of devices were determined under different 
condition. 
 

 
 

Fig. 1. (a) The specific capacitance (insert image: 
sandwich structure of device), (b) Nyquist plot of CGOH 
and PDA-CGOH-600 (insert image: energy storage ability 
test), (c) Mechanical stability of PDA-CGOH-600 device 
under bent different diameter, and (d) stability of devices 
during 3000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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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금까지 나노기술에 의해 다양하고 성능이 우수한 
소재가 개발되었으나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의 
논란이 있으며, 석유자원의 고갈 및 각종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탈석유화 소재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재는 탄소저감, 지구온난화, 석유자원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체유해성을 피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재이어야 한다. 
나노셀룰로오스 (Nanocellulose)는 목재, 목화, 해조류, 
박테리아 등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로, 무게 대비 
기계적 강도가 높고 탄성계수가 우수하고, 광학적 
투명도가 높으며, 열팽창계수가 낮아 미래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나노셀룰로오스를 
기반으로 한 다기능 복합재의 전세계적인 응용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자 한다.  
나노셀룰로오스를 가공하여 파이버, 필름, 파우더, 
용액, 분산액 등으로 만든 후 이 중간재료를 다시 
재가공하여 고장력 파이버, 멤브레인, 필터, 화학소재, 
복합재 그리고 에너지-전자 소재로 만들 수 있다. 
나노셀룰로오스 연구의 세가지 핵심기술은 친환경 
원재료, 친환경 엔지니어링 복합재 그리고 에너지 
응용으로 이루어 진다. 친환경 원재료 기술은 원재료 
획득/추출, 배향 제어, 개질, 고기능화로 이루어지고, 
친환경 엔지니어링 복합재 기술은 고장력 파이버 기술, 
구조복합재 기술, 친환경 범용 복합재, 친환경 
화학소재로 이루어지며, 에너지 응용기술은 종이기반 
유연 배터리, 종이 수퍼캐패시터, 종이 기반 태양광 
소자로 이루어 진다. 세계 각국에서는 석유 기반 
범용플라스틱 생산량의 10% 정도를 지속가능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자 노력 중이며,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동차용 고분자소재를 지속가능 소재로 
대체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포장재 산업 및 TV 포함 
일반 가전제품 제조 산업에서도 지속가능 생분해성 
고분자의 사용이 예상되고 있다. 나노셀룰로오스 
다기능 복합재 기술은 국가의 전략기술개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신산업 창출과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매우 크다. 나노셀룰로오스 
관련제품의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시장규모가 2024년에 10억불로 
성장이 예상되어,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에서 

Pilot생산 규모의 회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림1은 
전세계  나노셀룰로오스  시장을 나타내며, 그 규모가 
2016년 875만불이었으며 매년 34%의 성장을 예상 
한다[1]. 
 

 
Fig. 1. U.S. Nanocellulose Market Size, By Application, 
2013 – 2024.  
 

2. 결론 
 
친환경 나노셀룰로오스 관련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이므로 국내에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원천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면, 세계적으로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여 국가의 경제를 위한 신산업 창출과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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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op-down 방식으로 식물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Cellulose Nanofiber, CNF)는 강철, 유리, 
알루미늄보다 탄성계수 및 인장강도가 높기 때문에 
미래 복합재료의 구성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1]. 산화 
아연(Zinc Oxide, ZnO) 나노소재는 높은 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금속 산화 나노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수많은 수산기를 보유하고 있는 
CNF의 장점으로 인해 무기 나노소재와의 결합이 
용이하므로 CNF-ZnO 복합재를 제조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다 [2]. 
 
2. 실험 
 
2.1 CNF-ZnO 복합재 및 UV 센서의 제조 

CNF 현탁액은 TEMPO oxidation 방법과 고압 워터 젯 
시스템으로 추출하였다 [3]. CNF 필름은 CNF 현탁액 
을 닥터 블레이드로 캐스팅하고 건조하여 제조되었다. 
CNF-ZnO 복합재는 수열 합성법으로 ZnO 나노로드를 
제조된 CNF 필름 한 쪽 면에 성장시켜 제조되었다. 
그림 1은 CNF 필름에 성장시킨 ZnO 나노로드의 SEM 
이미지다. 
 

 
 

Fig. 1. ZnO nanorod growing on CNF film 
 
UV 센서는 제조된 CNF-ZnO 복합재의 양면에 백금 
전극을 입히고 구리와이어로 연결 후, 보호 필름을 
붙여서 제조되었다. 
 

2.2 UV 감지 실험 

샘플과 UV 광원의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 제작된 UV 
센서 샘플을 리니어 스테이지에 붙여서 실험하였다. 
사용된 UV 광원은 365nm의 파장을 가진다. UV 센서 
를 picoameter와 연결하여 출력전류를 측정하였다. 

2.3. 성능평가 

UV 광원의 세기를 UV meter로 측정하였다. UV센서 
샘플을 1, 1.5, 3과 5 mW/cm2의 네 가지 UV 세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2는 UV 세기에 따라 

측정된 출력 전류이다. UV 세기의 증가에 따라 UV 

센서의 출력 전류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Induced current of the UV detecting sensor. 
 

3. 결론 
 
본 연구는 CNF를 추출하여 CNF 필름을 제조한 뒤, 
필름 위에 ZnO 나노로드를 성장시켜서 CNF-ZnO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UV 감지 
센서를 제조하였고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UV 광원 
세기의 증가에 따라 UV 감지 센서의 출력전류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UV 센서의 
측정결과로부터 CNF-ZnO 복합재는 UV 센서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다양한 
ZnO 나노로드의 길이와 다양한 투명전극의 사용 등이 
UV 센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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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노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Cellulose 
Nanofiber, CNF)와 셀룰로오스 나노결정 (Cellulose 
Nanocrystal)의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친환경적이며 저렴하고 높은 기계적 강도, 탄성계수, 
압전성 등 많은 장점들로 인해 다양한 분야로 응용할 
수 있는 천연 지속가능 소재이다 [1-2]. 특히, 
나노셀룰로오스는 비결정 영역과 결정 영역의 두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조소재나 기능성 
폴리머와 같은 응용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4].  
본 연구에서는 나노셀룰로오스로 CNC 분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재생 가능 소재임과 동시에 
성형성이 좋기 때문에 벌크 소재로 제조될 수 있다.  
 
2. 실험 
 
2.1 제조공정 

나노셀룰로오스 벌크 소재의 제조를 위해 CNC 
분말과 초순수를 혼합하여 CNC 페이스트를 
제조하였고, 제조된 페이스트를 압력 챔버에 넣어 
일정시간 열과 압력을 가하는 스팀 공정을 진행하였다. 
스팀 처리된 페이스트를 압축 몰드에 넣어 핸드 
프레스와 핫 프레스 공정을 통해 나노셀룰로오스 벌크 
소재로 제조하였다. 시편은 비교를 위해 스팀공정의 
유무와 제조 온도에 따라 종류별로 제조되었다. 핸드 
프레스는 시편의 초기 압축과 압력의 미세조절 필요로 
인해 사용되었다. 압축 몰드 내에는 캡톤 테이프를 
부착하여 시편이 몰드와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몰드의 외부에는 밴드 히터를 부착하여 몰드 내부로 
열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2 특성평가 

제조된 시편의 표면과 단면 관찰을 위해 FESEM 
(S-3000, Hitach, Japan)을 사용하였으며, 시편의 
결정화도를 측정하기 위해 X-ray Diffraction (X’pert 
PRO MRD, Malvern Panalytical, UK)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편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해 Dynamic 
Mechanical Analyzer(DMA Q800, TA instruments, 
USA)를 이용한 3 point bending test를 수행하였다.  
 

3. 결과 
 
스팀 처리된 시편은 단면 내에서 잘 결합된 구조를 
보였으며, 80.8 %의 결정화도를 보였다. DMA를 
사용한 3 point bending test 결과, 저장 탄성계수와 손실 
탄성계수는 시편 제조 온도가 높아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Fig. 1.  (a) Cross-section SEM image and (b) storage 

modulus of CNC bulk material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셀룰로오스, 특히 CNC 분말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가벼우며 강한 벌크 소재화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페이스트에 스팀 처리를 거친 벌크 소재가 더 
치밀하게 결합되었으며, 스팀 처리를 거치고, 제조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계적 물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벌크 소재화의 제조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으므로 추후 
이를 이용한 구조 소재, 지능 소재로의 응용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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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ellulose is a biopolymer occurring naturally with 
amazing mechanical properties of cellulose which makes 
it one of the most extensively explored polymer for 
various applications recently [1]. We embarked into 
Molecular Dynamics (MD) simulations of cellulose 
nanofiber to investigate the underlying mechanisms for the 
nanomechanical properties of cellulose I  fibrils. The 
simulation was carried using GROMACS software under 
equilibrated conditions in TIP3P (Transferable 
Intermolecular Potential 3 Point) water model. The 
parameterization of the cellulose molecules was done 
using OPLS-AA (All-Atom Optimized Potentials for 
Liquid Simulation) force-field extended for carbohydrates. 
The hydrogen bonds disparity per each applied pull force 
and Young’s Modulus were calculated. The number of 
hydrogen bonds were observed to have a decreasing trend 
each time the pull force was increased, with the decrement 
being large at higher forces. The Young’s modulus was 
estimated to be 161GPa. 
 
2. Computational methodology  
 
2.1 Simulation description  
The simulation structure, consisting of 18 chains was 
modelled based on the findings of Nishiyama’s X-ray 
diffraction of cellulose unit cell specification [2]. 
GROMACS software was used in conjunction with 
OPLS-AA force field to carry out the simulations [3].  
 
2.2 Simulation setup  
The cellulose nanofiber chains were aligned in the Z-axis. 
The front end atoms of the CNF were frozen while a pull 
force was applied to the far end of the CNF. Also, we 
explored different pull combinations were the bottom 
section of the front end was frozen while the upper section 
of the far end pulled and vice versa. Different simulations 
were conducted at different pull forces. 
 
3. Results and Discussion 
 
After evaluating the radius of gyration, it was observed 
that at higher pull forces, the value of the radius of 
gyration increased and became steadier. The hydrogen 
bonds were found to be decreasing each time the pull force 
was increased. A donor-acceptor criterion of r<rHB=0.35 
was applied to qualify the behavior of the hydrogen bond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NF was also 
investigated. The final end-to-end length of the CNF was 
used to calculate the corresponding strains exerted by the 
CNF. This was then used to estimate the Young’s modulus 
by a stress-strain curve. The Young’s modulus was found 
to be 161GPa contributed by all the 18 chains, which 
closely agreed to that of other study groups. 

 
Fig. 1. Radius of gyration at different pull forces. 

 
Fig. 2. Average number of hydrogen bonds at different 

pull forces. 

4. Conclusions 
This paper elucidates that the hydrogen bonds are very 
important in the overall mechanical properties of cellulose 
nanofiber. We were able to show how the hydrogen bonds 
decrease every time a pull force is applied. However, there 
is more that need to be done to dig deeper into the 
conformations of the hydroxylmethyl groups and the 
hydrogen bond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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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ellulose is the most abundant organic polymer 
material on  Earth.  Cellulose nanofiber (CNF) as a part of 
cellulose in nanoscale has superior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such as high mechanical strength and 
modulus, good optical transparency and light weight [1-3]. 
However, its length is too short to form strong long 
filament[4].Thus, it is essential that aligning CNF to 
obtain homogeneous CNF filament. The method that be 
discussed in this study is wet spinning process which is 
effective and low-cost. 
 
2. Experimental Method 
 
2.1 Preparation of CNF suspension:  

CNF can be obtained from various natural resources by 
chemical, physical and enzymatic methods. In this study, a 
method that combines of  chemical method, a 2, 6, 
6-tetramethylpiperidine-1-oxylradical(TEMPO)-oxidatio
n ,a physical method  and aqueous counter collision 
method was be used[4].From this combined method, high 
quality and homogenous 2 wt% CNF suspension was be 
obtained. 
 
2.2 Wet spinning:  
   A wet spinning process for fabricating CNF filament 
was be studied from three parts: coagulation, pre-drying 
and washing. At the coagulation part, the CNF suspension 
was extruded in 5 wt% CaCl2 solution via a precision fluid 
dispenser. The spinning speeds was be changed to 580, 
1160, 1700, 2300 cm/min respectively. The PTFE needles 
with different internal diameters (380, 460, 560, 680, 960 
μm) was applied respectively. The temperature of 
pre-drying is also a important influence factor. Thus, the 
wet-state CNF filaments (WCF) which was obtained from 
the coagulation process were pre-dried for 30min at 
different temperature (30, 60, 90 )℃ . Then the pre-dried 
WCF were dipped in DI-water for 1 day to remove the 
calcium ions. At last, WCF was dried at room temperature 
for 1 day and CNF filament was fabricated. 
 
3. Results and Discussion 
 
  Table 1 shows mechanical properties of CNF filament 
that fabricated with different wet spinning parameters. 
From table 1, the case of spinning speed is 1700 cm/min 
shows the highest mechanical properties in terms of 
Young’s modulus, tensile strength and yield strength. At 
the pre-dried step, the case of 30 ℃ exhibits the highest 

mechanical properties. At the parameter of inner diameter 
of needle, the highest mechanical properties were 
observed when diameter is 380 μm.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CNF filaments  
 

 
 
4. Conclusions  
 
 We investigated the condition of wet spinning to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of environmental-friendly filaments 
made with CNFs. As the basic material, CNF suspension 
was isolated from hardwood by combination of chemical 
and physical methods. The CNF filaments were fabricated 
by wet spinning with various parameters in terms of 
spinning speed, inner diameter of needle and pre-dry 
temperature. And the optimal wet spinning condition for 
fabrication of high mechanical property CNF filament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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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를 구조재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해석/시험평가의 체계적인 수행이 진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인자의 영향이 고려된 장기 성능 

예측이 필수적이다 [1]. 본 연구에서는 환경인자에 

노출된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의 모우드 II 층간 

파괴인성 평가를 통해 장기 성능을 예측하기 방법을 

제안하였다. 
 
2. 시험 방법 
 

에폭시 수지에 탄소섬유를 함침시킨 프리프레그를 

원하는 두께로 적층한 다음 오토클레이브를 이용 

하여 성형한 적층판에서 모우드 II 층간파괴인성 

시편을 얻었으며 25℃, 50℃, 70℃의 오븐에서 각각 

최대 3000시간까지 침수시켰다. Fig. 1에는 모우드 

II 층간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장치가 

나타나 있으며 모우드 II 층간파괴인성은 식 (1)에 

의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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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때 Pc와 δc는 각각 균열이 발생할 때의 하중과 
하중작용점 변위이다. 
 

 
 

Fig. 1 Mode II interlaminar fracture test. 

 
3. 결과 
 

Fig. 2에는 70℃에서 50000시간까지 침수시킨 경우 

의 백분율 보존 성능 예측 결과와 이들의 선형 회귀 

선도, 그리고 3000시간까지의 실험 결과가 서로 비교 

되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선형 회귀 선도의 

기울기는 -5.439으로 예측 결과는 시험 결과와 

250시간 노출되면 0.2%, 1000시간 노출되면 3.5%, 

2000시간 노출되면 1.6%, 3000시간 노출되면 12.7%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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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linear regression line with 

experimental data at the exposure temperature of 70℃.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법과 절차가 적용된 예측 

결과는 실험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으로 판단 

하면 실험 결과로부터 얻은 선형 회귀 식을 적용하면 

환경 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의 모우드 II 

층간파괴인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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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 multifield variational beam sectional analysis is 
proposed based on the Hellinger-Reissner principle for 
anisotropic beams with arbitrary cross-sectional 
geometries and material distributions. Three-dimensional 
(3D) stresses and warping deformations are treated as 
unknowns. The nodal stresses are solved on each material 
domain for the desired continuity near the layer interfaces. 
A generalized Timoshenko-like stiffness matrix is 
constituted from the 3D warping solution inherently 
describing Timoshenko model for transverse shear, 
Poisson deformations, and associated couplings. The 
accuracy of the present analysis is demonstrated for 
benchmark composite beams with elastic couplings. The 
computed elastostatic responses show excellent agreement 
with those of 3D FE analysis and experimental data.  
 
2. Multifield Cross-Sectional Analysis 
 
The strain energy is obtained using the Hellinger-Reissner 
(H-R) principle [1] as given by:  

( )
Tr T r

s HRAU dA           (1) 

where, 
1

( ) ( )
2

a T a r T r
HR       , and the superscript 

a and r denote the active and reactive stress components, 
respectively [2]. The reactive stresses are solved 
separately for each material domain (layer) to allow for 
any discontinuity at the material interfaces. The 
equilibrium equations for displacements and stresses are 
decoupled and solved in a step-wise manner. The 
variational form of the H-R principle leads to a 6x6 
generalized Timoshenko stiffness matrix that is derived 
from known warping and reactive stresses which includes 
elastic couplings between extension, shear, bending, and 
torsion of the beam.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present analysis MVSAC is validated for a 4-layerd 
laminated composite beam (Fig. 1) undergoing a tip 
extensional load of 10 kN. The layup geometry of the 
beam exhibits extension-bending and shear-bending 
coupling. The section is discretized with 288 eight-node 
quadrilateral elements. Figure 2 presents the comparison 
on the normal stresses between the present predictions, the 
displacement-based approaches obtained by Liu et al. [3], 
and 3D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As can be seen, 

 
Fig. 1. 4-layered thin laminated strip section.  

 

   
Fig. 2.  Comparison of predicted stresses of the beam.  

 
the present results show excellent correlation with those 
by Liu et al. [3] using much less elements. It is indicated 
that the distribution of stresses is accurately predicted 
particularly near the vicinity of the layer interfaces.  
 
4. Conclusions and Future Work 
 

A multifield variational sectional analysis is developed 
considering the effect of various elastic couplings. The 
domain-wise reactive stresses are computed as part of the 
analys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multifield variational 
principle. A generalized Timoshenko like 6x6 stiffness 
matrix is derived from the formulation. The present results 
are validated for laminated composite beams with elastic 
couplings. Future work includes the validation of 3D 
stresses for multilayered composite beams with the 
boundary constrai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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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Lightweight and high-strength, composite material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engineers in aerospace 
industry, as they provide structural integrity and cost 
efficiency that individual materials could not offer.  In 
particular, thick composite structures used for load bearing 
are vulnerable to such damages as delamination and 
debonding that cannot be detected with naked eyes. 25 mm 
thick composite test specimen with pull tabs and curved 
composite structure are inspected using various ultrasonic 
propagation imaging (UPI) systems. Then, inspection 
results are systematically compared to determine which 
system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inspection of thick 
composite structures. 
 
2. Test Subject and Method  
 
2.1 25 mm thick CFRP  
 

 
Fig. 1. 25t composite test specimen within pull tabs 

 
25 mm thick CFRP was manufactured by stacking 200 
carbon plies in the middle of which four pull tabs with 
release agent and Teflon films were inserted at layers 
indicated in figure 2 in order to simulate dry ply, which is a 
possible manufacturing defect that could arise in resin 
transfer molding (RTM) method, which wa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thick composite structure in 2.2. 
 
2.2 Thick composite structure  
 
Another thick composite structure was inspected 

2.3 Ultrasonic propagation imager 
 
Ultrasonic propagation imager (UPI) is a system 
comprised of excitation laser, sensing laser, and DAQ 
component. For this particular study, pulse-echo (PE-UPI), 
through-transmission (TT-UPI) and guided-wave (G-UPI) 
inspection techniques were used. 
 
3. Result and Discussion 
 
25t pull tab was inspected using the aforementioned UPI 
systems in 2.3. Then, inspection results obtained are 
quantitatively compared to decide which inspection 
technique is the best in terms of damage visualization of 
thick composite structures and selected inspection 
technique was used for the inspection of thick composite 
structure and additional signal processing using 
reverberation was applied to enhance damage 
visualization. 
 
4. Conclusion  
 
In this study, 25t CFRP with pull tabs has been inspected 
using three different UPI systems in order to determine the 
most appropriate system and parameters for the inspection 
of thick composite structures. Then, selected inspection 
technique was used for the inspection of thick composite 
structure followed by additional signal processing method 
for the best visualization of th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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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 섬유 복합재는 기존 등방성 소재인 알루미늄 및 
철강에 비해 높은 비강도 및 낮은 열팽창계수 등으로 
제조방법이 용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재료를 
배치하여 일체형으로 제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복합재는 정형화 되고 표준화 된 공정으로 
제품이 개발 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복합재 내부의 층간분리 및 이물질 등으로 인해 
복합재 내부에 기공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화압력 
등의 공정조건을 조절하여 인위적으로 복합재 내부에 
기공을 생성하였으며, 비파괴검사를 통해 복합재 
내부에 기공 분포의 균일도, 기공이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 감쇠 계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용해법, 
이미지분석법을 통해 비파괴검사와 상호 비교하여 
두께 별로 복합재 내부의 기공을 평가 하였다. 
 
2. 제작 및 공정조건 
 
본 연구에서는 Autoclave 진공백 성형법을 이용해 
복합재의 두께 별로 공정조건을 달리하여 기공율을 
분석하였다. 경화압, 압밀압, 진공압 등의 공정조건을 
변화시켜가며 평판의 복합재를 제작하였다. 평판 
복합재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Solvay 사의 UD Tape 
Prepreg이며, 평판의 적층순서는 [45/0/-45/90]ns이다. 
7x6 inch의 평판을 제작하고, 평판의 가장자리 부위에 
1x1 inch 크기의 시편을 채취하여 기공율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6x5 inch의 평판을 이용해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다. 
 

3. 기공률 측정 
 
3.1 이미지 분석법  
이미지 분석법은 비파괴검사를 바탕으로 커팅된 
시험편의 단면을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마운팅 한 
후, 400 Grit, 600 Grit, 1200 Grit의 사포를 차례로 
사용하여 시편의 표면을 연마 하였고, 다이아몬드 
사포를 이용하여 마무리 연마를 수행하였으며  
Fig.1과 같이 연마된 시편을 광학현미경으로 100배 
확대 촬영하여 이미지 툴을 통해 처리된 사진의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기공으로 평가 하였다.  

3.2 용해법  
용해법은 Fig.2와 같이 복합재를 황산에 노출시켜 전, 
후 무게 변화를 통해 복합재 내부의 기공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복합재 무게 및 부피 측정은 밀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공정조건이 다르게 제작된 복합재를 
비파괴검사 후 이미지 분석법과 용해법을 통해 
기공율을 분석하였다. 복합재 내부에 기공이 
증가함에 따라 dB가 감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일한 경화압이라도 복합재의 두께가 커질수록 dB 
감쇠계수의 저하가 커지며, 기공율 역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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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Procedures of acid digetion 

Figure 1.Procedures for im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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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 섬유 복합재는 기존의 등방성 소재에 비해 높은 

비강성, 비강도 등으로 항공기를 비롯한 다양한 

구조물에 사용이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탄소 섬유 

복합재는 공정 특성상 두께방향 파손, 즉 층간분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려는 3차원 

보강공법으로는 Z-pinning, Stitching 등이 있지만, 

이러한 3차원 보강공법은 탄소 섬유 복합재의 

면내물성 저하를 동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I-fiber Stitching 공법을 적용하여 Stitching 

패턴과 섬유 종류 및 Head length를 조절해 봄으로써 

카본 섬유가 삽입된 탄소 섬유 복합재 적층판의 

면내물성 저하를 비교, 분석하여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시편 제작 및 시험 
 
2.1 I-fiber Stitching 공법 

기존의 Stitching 공법은 보강섬유를 180° 교차시켜 
엮인 형태로 배열하므로 전단강도가 취약한 카본섬유 
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I-fiber Stitching 공법은 Fig.1과 같이 
보강섬유가 내장된 중공바늘이 Prepreg를 관통하고, 
공압을 이용해 보강섬유를 방출한 뒤 Cutting 시스템을 
통하여 불연속적인 보강섬유를 삽입하게 되므로, 
인장강도가 우수한 카본섬유의 적용이 용이하며 
3차원 보강효과가 기대된다. 

 

 

2.2 시편제작 및 시험 
시편제작 및 시험에 사용된 소재와 장비는 Table 1과 
같다. 적층패턴은 [45/0/-45/90]2s이며, ASTM D3039에 
따라 시편 형상을 구현하였다. 보강섬유는 3k, 6k, 
12k를 사용하였으며, 보강섬유의 종류에 따라 Head 
length를 각각 조절하여 면내물성 저하를 관찰하였다. 
 

Table 1 Materials & Equipment 
Prepreg USN 125B SK Chemicals
Tap GEP 224 SK Chemicals
Adhesive FM 300 Cytec 
Reinforcing fiber 3k Carbon fiber Toray 
Reinforcing fiber 6k Carbon fiber Toray 
Reinforcing fiber 12k Carbon fiber Toray 
UTM Instron 5822 INSTRON 
 
2. 시험 결과 및 결론 
 
보강섬유 3k, No-head의 경우 Reference 대비 1.84 %, 

Head length 3mm의 경우 3.47 % 인장 하중 저하를 

보였으며, 보강섬유 6k, No-head의 경우 Reference 

대비 4.49 %, Head length 6mm의 경우 8.32 %의 인장 

하중 저하를 보였다. 보강섬유 12k, No-head의 경우 

Reference대비 8.67 %, Head length 3mm의 경우 

14.55 %, Head length 6mm의 경우 13.64 % 인장하중 

저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같은 Stitching 면적 

내에 하나의 굵은 보강섬유를 삽입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얇은 보강섬유를 여러 개 삽입하는 것이 

인장파손 하중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Head length의 경우, No-head 상태가 Head length를 

적용하는 것 보다 인장파손 하중을 증가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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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I-fiber Stitch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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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recent decades, surfaces having repellency to liquids are 
in demand for various applications. Therefore, many 
researchers have made intensive efforts to fabricate 
super-hydrophobic surfaces by roughening materials. [1, 2] 
In particular, animal called springtail inspire many 
researchers with its intrinsic omniphobic cuticle. There 
have been reported many studies about the cuticle 
structures itself and artificial systems inspired by 
springtail. [3] They observed the cuticle is composed of 
microscale grooves with doubly reentrant-featured 
nanostructures. This hierarchical structure has not only 
static omniphobicity, but high robustness upon pressure. 
However, none of the previous artificial springtail systems 
were able to display both remarkable performance 
simultaneously.  
 
2. The development of springtail-inspired 
superomniphobic surface and their 
characteristics 
 
2.1 The fabrication of hierarchical superomniphobic 
surface 
 We fabricated a springtail-inspired hierarchical super- 
omniphobic surface composed of serif-T-shaped 
nanostructures on microscale wrinkles. The detailed 
methodology includes the combination of soft lithography 
and wrinkling phenomena. These biomimetic strategy well 
followed the principles of springtail itself.  
 
2.2 The superomniphobicity and extreme pressure 
resistance performance  
This biomimetic surface performed a high repellency to 

various liquids, from water to ethanol, with contact angle 
above 150°. Also, the surface was able to endure 
extremely high pressure from the drop impacts, which is 
the highest pressure resistance ever reported. Overall, our 
artificial springtail surface was proven to be superior to 
that of the springtail itself in nature. 
 
3. Results and Discussion 
 
We emulated the microgrooves of the springtail cuticle, 

which serve as secondary granules, by generating 
microscale wrinkles with a specified wavelength and 
amplitude. The wrinkles were generated by reducing the 
areas of multiple layers having different Young’s modulus 
values, with this reduction in area accomplished by 

heating the shrinkable PS substrate above its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Fig. 1.  Morphologies of superomniphobic hierarchical 

system 
  
The artificial springtail surface consisting of serif-T–

shaped nanostructures on a wrinkled substrate showed 
extreme resistance to water, ethylene glycol, and ethanol 
at elevated hydrodynamic pressures. Both the serif-T–
shaped nanostructures and wrinkled microstructures were 
confirmed to be crucial for the pressure resistance, 
although the presence of microscale wrinkles was found to 
be more important component. 
 

 
Fig 2. Wetting resistance of surface to impacts by low- 
surface-tension liq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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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In conclusion, we were inspired by the structures of the 

cuticles of springtails to design and mimic an artificial 
superomniphobic surface with its outstanding 
performance. We fabricated this surface by combination 
of lithographic tools and a wrinkling processes. This 
fabrication for the most part produced both the nanoscale 
and microscale features and the dimensions of these 
features as confirmed in the springtail cuticle. In most 
existing omniphobic surfaces showing only features on the 
microscale, there has been an inevitable trade-off between 
static repellency and wetting resistance to pressure, with 
few investigations showing a stable Cassie-Baxter regime 
to both static repellency (apparent contact angle, low contact 
angle hysteresis) and pressure resistance (robustness upon 
being impacted with droplets at high velocity). Our novel 
design showed high omniphobicity resulting from the 
nanoscale doubly reentrant features of serif-T–shaped 
structures and the hierarchical system on microscale 
wrinkles. We believe our biomimetic artificial surface to 
be one of the most optimally designed springtail-inspired 
systems for creating a superomniphobic surface with 
extreme pressure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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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지이송 성형 (RTM) 공법은 산업 및 민간에서 
복합재를 생산하는 데에 널리 이용되는 공법으로, 
프리폼이 있는 금형에 수지를 주입해 함침시키는 
방식이다. 수지의 흐름은 프리폼의 투과율에 영향을 
받으며 총 주입 시간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본 연구 
에서는 3축 편조직물 프리폼 (Tri-axially braided textile 
preform)에 대해 유효 투과율을 계산하여 RTM 공정을 
수치해석하였다. 
 
2. 유효 투과율 모델 
 
본 연구에서는 3축 편조직물 프리폼이 단방향 연속 

섬유 프리폼이 [+45°/0°/-45°]T와 같이 적층 되어 있을 

때와 같은 값의 투과율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 층의 투과율 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0 00 00 0  

여기서 은 섬유 방향, 는 수직 방향 투과율이다. 
한 층이 의 각도로 회전하면, 기준좌표계에서의 

투과율 텐서는 회전텐서 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여러 매질을 지나는 일차원 유체 유동을 가정하면, 
병렬로 연결된 매질의 유효 투과율은 다음과 같고, ∑∑  

직렬로 연결된 매질의 유효 투과율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는 각 매질의 투과율, 는 각 매질의 두께, 
는 각 매질의 길이이다[1]. 

각 층의 투과율은 식 (1)에 식 (2)를 적용하여 

구해지고, 유동 방향에 따라 식 (3)-(4)를 적용하면 

전체 프리폼의 유효 투과율 텐서를 얻을 수 있다. 
 
3. 수치 해석 
 
진공 수지이송성형을 가정하여 주입구에는 압력 0, 

유출구에는 –1 기압이 가해졌다. 온도에 따라 수지의 

점도 값을 다르게 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ANSYS/ 

Fluent를 통해 해석하였다. 온도 120°C에서 시간에 

따른 수지분포를 Fig. 1에 그렸다. 다른 온도에서는 

형태가 유사하고 수지 충전 시간만 달라졌다. 그 

값을 Fig. 2에 도시하였다. 

 

 
Fig. 1. Resin flow over time for 120°C resin. 

 

 
Fig. 2. Resin injection time and viscosity. 

 
4. 결론 및 향후과제 
 
방향성을 가지는 프리폼 층의 구조로부터 프리폼의 

유효 투과율 텐서를 계산하여 RTM 공정에서의 수지 

유동을 해석하고,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있을 때 

수지 충전 시간을 관측하였다. 프리폼 구조를 더 

정확히 표현하는 유효 투과율 모델을 통해 해석의 

정확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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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헬리콥터의 로터 블레이드의 기본 물리량은 

헬리콥터의 성능 해석 단계에 활용되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터 블레이드는 

복합재 등과 같은 여러가지 재료의 조합으로 제작 

되어 단면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면의 구조 강성도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해석적 

연구를 통해 복합재 로터 블레이드의 단면별 전단 

중심과 구조 강성도를 계산하고 이를 시험적 결과와 

비교하였다.  
 
2. 로터 블레이드 단면 강성도 취득 
 
2.1 로터 블레이드 유한 요소 해석 모델 : 로터 

블레이드의 단면 강성도를 취득하기 위한 유한 요소 

해석은 MSC.NASTRAN을 이용하였으며, 로터 

블레이드의 스킨은 2-D Shell (CQUAD4) 요소를,  

스파는 3-D Solid (CHEX8)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로터 블레이드의 물성은 Fig. 1과 같이 

제작사의 적층 도면을 참고 하여 유리섬유/에폭시, 

탄소섬유/에폭시 등의 물성을 입력하였다. 유한 

요소 해석의 경계 조건은 시험과 동일하게 익근 

부근에 Fixed 조건으로 구속하였다. 
 

 
 

Fig. 1. Finite Element Model for Rotor Blade 
 

2.2 로터 블레이드의 단면별 전단 중심 추정 : 변형 

전 블레이드 단면 내 임의의 지점의 좌표를 전단 

중심에 대한 상대 좌표로 나타내고 두 가지 하중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 연립 방정식 (1)의 

풀이를 통해 전단 중심을 계산하였다. 각 단면에서 

계산된 전단 중심은 코드 길이의 1/4 지점인 공력 

중심 전방(0.20 c)에 위치하며 블레이드 스팬 길이 

방향으로 표시한 전단 중심 위치는 Fig. 2와 같다. 

                               (1) 

 

 
 

Fig. 2. Shear Center in Chordwise 
 

2.3 로터 블레이드의 단면별 강성도 취득 : 로터 

블레이드의 단면 강성 행렬 k는 요소 강성 행렬과 

하중-상대 변위 관계식의 조합을 통해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Lyapunov 방법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산한 로터 블레이드의 단면별 

휘임/비틀림 강성도는 Fig. 3과 같다. 

 
                             (2) 

 

 
 

Fig. 3. Bending/Torsional Stiffness of Rotor Blade 
 

3.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는 해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로터 

블레이드의 단면 강성도를 계산하고 실험적 방법을 

통하여 구한 강성도와 비교∙분석하였다. 비틀림 

강성도의 결과값은 수치 해석적 오차, 경계 조건 등의 

이유로 시험적 결과값과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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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FRP(Fiber Reinforced Plastic) 배관의 접합부가 연결되는 결합 
공정에서 다수의 인력과 긴 경화시간이 요구된다.  접합부 
결합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한 배관 접합 로봇을 개발하고자 
한다. 경화온도는 작업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접합부에 로봇 개발에 앞서 사용되는 무작위 배열 복합재 
료의 경화온도에 따른 기계적 물성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RP 배관 접합을 위한 무작위 배열 복합재의 
경화온도에 따른 기계적 물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2. FRP 배관 접합 소재 및 방법 
 
다양한 FRP 배관 접합방법 중 Butt&Wrap 접합방법은 
구조적 신뢰성 향상, 하중 전달 용량의 증가, 비용절감 
등의 이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1]. Butt&Wrap 
접합 시 사용되는 소재는 Glass fiber combination mat가 
있다. Glass fiber combination mat는 작업성이 용이한 
FRP 배관 보강재인 Chopped strand mat와 FRP 배관의 
표면 수정용으로 사용되는 Surface mat를 혼합한 복합 
재이다. 
 

3. 무작위 배열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평가 
 
3.1 시편 제작 

물성 평가를 위한 시편은 주제, 경화제, 촉진제의 
비율을 98:1:1로 제작한 수지를 Glass fiber combination 
mat에 함침 후 핸드-레이업 하였다. 시편 경화는 20 , 40 , 60  온도환경에서 경화하였고, ASTM D 
638 규정에 의거하여 Type-I 형상으로 가공하여 제작 
하였다. 표 1은 시편 별 경화온도 및 경화시간을 보여 
준다. 
 

3.2 무작위 배열 복합재 인장 시험 

무작위 배열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 평가를 위하여 
R&B社의 RB301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하였고, 
ASTM D 638 규정에 의거하여 2mm/min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은 무작위 배열 
복합재의 시험결과를 보여준다. 
 

Table 1 Curing conditions of randomly oriented composite 
materials 

 

 
Fig. 1. Test results of randomly oriented composite 

material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FRP 배관 접합을 위한 무작위 배열 

복합재의 경화온도에 따른 기계적 물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Glass fiber combination 

mat의 경화온도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와 탄성계수의 

저하는 각각 최대 2.66%, 7.92%로 확인하였다. 이에, 

Glass fiber combination mat의 물성 변화가 매우 

작아 고온환경에서 배관 접합 작업이 가능하여 

작업시간 의 단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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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RAS (Radar absorbing structure)는 전자기파 성능을 
나타냄과 동시에 기계적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복합재 샌드위치 
구조는 구조의 굽힘강성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로써, 항공기 및 발사체의 다양한 구조에 적용이 
활발하다. 따라서, 전자기파를 흡수할 수 있는 복합재 
샌드위치 구조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1-2]. 하지만 기존의 공개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또는 노멕스 허니콤 코어를 자성 및 전도성을 
가지는 물질을 코팅하거나 손실물질을 분산시킨 폼을 
허니콤 코어 사이에 충진하는 기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니켈이 코팅된 유리섬유로 허니콤 코어를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코어의 전자기파 흡수 
성능과 기계강도를 평가하였다.  
 

2. 설계 및 제작 
  
2.1 전자파 흡수체 설계 

입사된 전자기파가 니켈이 코팅된 유리섬유로 구성된 
허니콤 코어의 벽을 따라 전파될 때, 전자기파는 
코어의 벽으로부터 다중산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로 
인해 입사된 전자기파는 점진적으로 감쇠 되어 전자기 
파는 흡수된다. 상용 소프트웨어인 CST microwave 
studio를 통해 전자기파 흡수 성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단위 셀의 벽 두께 및 길이는 각각 0.25, 6.0 
mm으로, 전체 코어 구조의 폭 및 두께는 각각 75, 20 
mm로 설계하였다.  
 

2.2 제작 
 
셀 벽의 두께는 0.25 mm으로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경화 후 공칭두께 0.121 mm인 니켈이 코팅된 유리섬유 
를 2장씩 적층하였다. 허니콤 코어 구조의 제작을 위해 
전용 제작치구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제작치구는 
크게 Base plate와 Inner block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육각 모양의 셀을 형성한다. 우선 Base plate에 
2장의 섬유로 구성된 적층판을 위치시키고 Inner block 
들을 이용하여 지그재그 형상으로 만들어 준다. 이러 
한 과정을 14번 반복한 다음 클램프를 이용하여 상하 
에 위치한 Base plate를 압착시켜 주었고, 오토클레 
이브를 이용하여 경화를 수행하였다. 경화가 완료된 

후 작은 망치와 얇은 쇠막대를 이용하여 Inner block을 
제거해주면 허니콤 코어의 제작은 완료된다. 
 
3. 성능평가 
 
3.1 전자파 흡수 성능 
  
Free space measurement system을 이용하여 5.8~18 GHz 
주파수 대역에서 전자파 흡수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전 대역에서 90% 이상의 전자기파 흡수율을 
보였으며 특히 일정 주파수 이상의 대역에서는 99% 
이상의 흡수성능을 보였다. 시험을 통해 측정한 
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고, 두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기계적 성능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허니콤 코어가 구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Core flatwise 
compressive test와 Core shear test, 두 가지 시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시험은 관련규격인 ASTM C 365, 
C393을 준수하여 수행되었다. 시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니켈이 코팅된 유리섬유로 제작된 허니콤 코어는 
기계적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시된 허니콤 코어와 다른 
개념의 전자기파 흡수 허니콤 코어 구조를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코어의 형상을 선정하였으며, 
제작된 코어의 전자기파 흡수 시험 및 기계적 
강도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개발된 허니콤 
코어 구조는 스텔스 성능을 요구하는 항공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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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Brittleness is one of drawbacks of most fibers (Carbon, 
Aramid, Glass, etc.) as construction materials, since they 
show no yield point and nonlinear behavior. To improve 
the ductility of fibers, previous composite material science 
investigations have been performed on hybridized fiber 
composites (e.g., Bunsell and Harries, 1974; Phillips, 
1976). Applications of hybrid FRP (fiber-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to concrete infrastructures have been 
researched by several authors (e.g., Grace et al., 2002). 
The main purpose of the applications for infrastructures 
was to utilize “pseudo-ductility” similar to the ductile 
behavior of nonlinear metal materials. Pseudo-ductility is 
defined in this research as when, after the first fiber failure 
(first drop in load), the load capacity is recovered or 
improved as the remaining fibers elongate further. 
Pseudo-ductility is desirable because clear sound warning 
is obtained at the first fiber failure, which indicates 
deterioration and the possible impending failure of 
infrastructures. 
 
Another important goal of hybridized FRP composites in 
infrastructure engineering applications is to actively adopt 
the so-called “hybrid effects.” Marom et al. (1978) defined 
the hybrid effects as the deviation of the behavior of a 
hybrid composite from the rule of mixtures, whereas 
Manders and Bader (1981) simply defined it as the 
difference in behavior between a fiber in a hybrid 
composite and in a non-hybrid composite. Both positive 
and negative hybrid effects may be possible; the effects are 
deemed positive when mechanical properties are beyond 
the expectation based on the rule of mixtures and vice 
versa for negative effects. In this paper, hybrid effects are 
experimentally and analytically investigated in the context 
of applications for macroscopic infrastructures, 
particularly concrete structures. 
 
2. Summary of Research 
 
The mixture of carbon fibers (CF) and glass fibers (GF) 
were adopted to retrofit or strengthen concrete beams. In 
this research, the data of tensile tests of 94 hybridized 
carbon-glass FRP sheets and 47 carbon and glass fiber 
rovings or sheets were examined in terms of tensile 
behavior.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rule of 
mixtures and the test results, positive hybrid effects were 
noted for various GF to CF ratios. Contrary to the rule of 
mixtures, the hybrid sheets with relatively low GF to CF 
ratios also led to the characteristics of pseudo-ductility. 

Using the experimental data and previous research, a new 
analytical model for the stress-strain curve of multi-FRP 
composites was developed (Fig. 1). Finally, the hybrid 
effects were verified by structural tests of concrete beams 
retrofitted using hybrid multi-FRP sheets and either 
carbon or glass FRP sheets. 
 

 
Fig. 1.  Stress-strain curves based on rule of mixtures and 
modified rule of mixtures accounting for hybrid effects of 

multi-fib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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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composites 
using nanomaterials have proceeded actively, as 
nanotechnology developed rapidly in the late 1900s [1]. 
Various cementitious functional composites have been 
also developed to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and to 
impart functionality in construction field [2]. For example, 
nano-TiO2, nano-SiO2, nano-CaCO3, carbon nanotubes 
(CNT), graphene have been used to develop self-cleaning 
composites, high durability composites, self-sensing and 
self-heating composites [2]. 
The major issue to the fabrication of cementitious 
composites with nanomaterials is to ensure their 
dispersion. It is generally well known that nanomaterials 
are readily agglomerated by Van der Waals attraction 
force [2].  The agglomeration of nanomaterials can 
deterior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ementitious 
composites. Furthermore, the agglomeration of 
nanomaterials can hinder to ensure the expected 
functionality of cementitious composites [2]. Thus, a 
number of dispersion techniques to ensure the proper 
dispersion of nanomaterials in the cementitious matrix 
have been proposed [2]. In the present study, the 
dispersion techniques of nanomaterials in the cementitious 
matrix was introduced and the mechanism summarized.  
 
2. Dispersion techniques of nanomaterials in 
cementitious matrix  
 
2.1 Ultrasonication 
Ultrasonication is conventional techniques to improve the 
dispersion of nanomaterials [3]. In general, this method is 
applied to disperse nanomaterials in aqueous solution [3]. 
Water and nanomaterials are mixed and the ultrasonication 
technique is applied in the fabrication process of 
cementitious composites [3]. Line voltage is converted to 
mechanical shear force in the ultrasonication process [3]. 
The shear force physically creates a gap among 
nanomaterials, weakening Van der Waals attraction force 
[3]. Zhang et al. (2016) reported that nano-SiO2 was 
effectively dispersed by the ultrasonication technique and 
improved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ementitious 
composites more than 40% [4].     
 
2.2 Surfactants  
Various surfactants such as anionic sodium dodecyl 
sulfate (SDS) have been used to disperse nanomaterials in 
the fabrication of polymer composites [5]. However, 
hydrates of cementitious materials can be negatively 

affected by the surfactants [5]. It has been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that the surfactants often used in the 
fabrication of polymer composites inhibited the hydration 
reaction, deteriorat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ementitious composites [5]. Thus, conventional 
admixtures often used in the fabrication of cementitious 
materials were applied to disperse nanomaterials [5]. 
Polycarboxylate-based superplasticizer in previous studies 
was most effective to disperse nanomaterials in the 
cementitious matrix [6]. Kim et al. reported that the steric 
repulsion induced by the absorption layer of 
polycarboxylate-based superplasticizer significantly 
improved the dispersion of nanomaterials in a 
cementitious matrix [6].  
 
2.3 Control of water to cement ratio  
Water to cement ratio can affect the dispersion of 
nanomaterials in a cementitious matrix [7]. The porosity of 
the cementitious matrix is generally more than 20% [7]. 
The porosity of the cementitious matrix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water to cement ratio [7]. As the water to 
cement ratio increased, the porosity of the cementitious 
matrix increased [7]. A part of pores in the cementitious 
matrix provides the site capable of the re-agglomeration of 
nanomaterials when water to cement ratio increased [7]. 
Consequently, nanomaterials in the cementitious matrix 
could be re-agglomerated, settling down in a part of pores 
[7]. Thus, the minimization of water to cement ratio is 
favorable for the dispersion of nanomaterials [7].  
 
3. Concluding remarks 
 
In the present study, representative dispersion techniques 
such as ultrasonication, use of surfactants were introduced. 
Recently, a combination of the aforementioned dispersion 
techniques is mainly used and other techniques have been 
proposed. However, the techniques are also dominantly 
affected by the water to cement ratio of cementitious 
matrix. Therefore, studies on novel techniques to 
minimize the effect of water to cement ratio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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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ggregates contain around 50~75% of the cement 
composite (e.g., concrete) in volume [1]. In some areas 
finding natural rocks for mining is difficult due to a limited 
rock deposit in the area such as Bangladesh and parts of 
West Bengal, India [1,2]. It is common to use crushed 
aggregates in these areas, mostly red brick chips aggregate. 
In this study, the capability of brick chips as a substitute of 
aggregate in a structural cement composite is tested.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brick chips were also 
evaluated. In addition, mix proportioning and cost 
minimizations were carried out using linear regression.  
 
2. Material and Mix Proportion 
 
2.1 Material: Portland Type 1 cement satisfying ASTM C 
150, natural sand with a 2.85 fineness modulus (FM) and a 
clay-based brick chip from local manufactures in 
Bangladesh having 6.83 FM were used. As a control, 
crushed gravel coarse aggregate was used with 6.5 FM. 
 
2.2 Mix Proportion: Mix proportioning was carried in 
accordance with the ACI mix design process. A water to 
cement (w/c) ratio of 0.45, 0.5, 0.55, 0.6, 0.65 and 0.7 
were used and different percentage of aggregate was used 
for each w/c ratio to replace the natural aggregates by 0%, 
25%, 50%, 75% and 100 % using a brick chips aggregate. 
In total 30 mixtures were prepared for this study.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basic properties of brick chips are listed in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brick chips is mostly 
Quartz, Hematite and Feldspar.   
 
Table 1 properties of brick chip 

Properties Brick chips Standard 
(ASTM-C33)

Specific gravity (SSD) 2.12 g/cm3 <3 

Clay lump 0.06% <2 

Loss on ignition 0.26% <0.5 

Soundness 4% <12 

Abrasion loss weight 47.6% <50 

ASR Expansions 0.041% <0.1 
 
Figure .1 shows the 28 days strength of brick chips 
concrete with various mix proportions. In addition, a cost 
analysis based on the mix proportion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was calculated to minimize the cost using linear 
regression as shown in Eq. 1. Values of h1, h2, and h3 were 
calculated as -0.395, 11.828 and 96.091, respectively, 
based on the real market value of materials and the values 
shown in Table 2 for di are regression coefficients 
obtained from experimental result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was less than 0.5.  = ℎ ( / ) + ℎ ( / )( / ) + ℎ                           (1) 

Where Ccon is the cost of concrete and fc is the required 
strength. 

 
Fig. 1.  Standard deviations of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at 28 days 
 
Table 2 Regression coefficients 

 
4. Conclusions 
 
The compressive strength result showed between 20 MPa 
and 35 MPa for the range of w/c from 0.45 to 0.70. In 
addition, based on the regression model, it was possible to 
reduce the cost of a mixture with the same strength from 5% 
to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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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는 전도성 필러의 높은 

전기전도성과 폴리머의 경량성을 융합한 새로운 
기능성 재료이다 [1,2].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는 사회기반시설의 균열 감지 
센서, 전자파 차폐 소재, 자기 발열 내장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4,5]. 
이에 본 연구는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의 연구 
사례를 고찰하고, 대표적인 전도성 필러인 탄소나노 
튜브를 혼입한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를 제작하여 
그 전기전도성을 평가한다. 
 
2. 본론 
 
2.1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의 문헌조사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에서 사용되는 전도성 

필러로는 카본블랙, 그래파이트, 탄소섬유 등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3,6]. 최근에는 탄소나노튜브 및 
그래핀과 같은 나노 필러를 혼입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4,5]. 특히 탄소나노튜브는 높은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를 가지며, 큰 종횡비 때문에 
다른 전도성 필러보다 효과적으로 전도성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4,5]. 하지만 탄소나노튜브는 입자 
사이의 강한 반 데르 발스 힘으로 인해 균질하게 
분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7]. 따라서 탄소나노 
튜브를 균질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화학적, 물리적 
분산 방법들이 연구되어왔다 [7,8].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의 개발 및 연구 사례는 
다양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Lin et al. (2013) 은 
열경화 폴리우레탄에 탄소나노튜브와 카본 블랙을 
혼입하여 고성능 전도성 폴리머 응력 센서를 개발 
하였다 [3]. 이 응력 센서는 광범위한 응력 민감도를 
가지며, 200%에 이르는 응력 감지가 가능하였다[3]. 
Nam et al. (2011) 은 에폭시에 탄소나노튜브를 
혼입하여 고신축 밴드형 전자파 차폐 재를 제작하고 
전자파 차폐 성능을 평가하였다 [4]. 그 결과 제작된 
전도성 폴리머 차폐소재는 1 - 5 GHz 주파수 대역에서 
차폐 성능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4]. Chu et 
al. (2015) 은 폴리디메틸실록산 에 탄소나노튜브를 
혼입하여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의 발열 성능을 

평가하였다[5]. 5.6 vol%의 탄소나노튜브가 혼입된 
전도성 폴리머 발열체에 10 V의 전압 인가 시 최대 

140 °Ϲ까지 발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2.2 탄소나노튜브가 혼입된 폴리머 복합 소재의 

전기전도성 평가 

전기전도성은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의 센서 
민감도, 전자파 차폐 성능, 발열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5,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프로필렌 모재에 탄소나노튜브를 혼입하여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를 제작하고, 그 전기전도성 
을 평가하였다. 탄소나노튜브를 균질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실리카퓸과 초고유동화제를 혼입하여 초음파 
처리를 하였다. 그 후 분산된 탄소나노튜브를 폴리 
프로필렌과 섞은 뒤 고온에서 압착하여 필름 형태의 
전도성 필러 복합 소재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탄소나노튜브/폴리프로필렌 복합 소재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여 다른 논문에서 발표한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의 전기전도도와 비교 평가하였다 
[10,11,12]. 또한 미세 역학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전도성 폴리머의 전기전도도를 예측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12]. 자세한 내용은 본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의 기존 
연구 사례를 고찰하였고, 폴리프로필렌/탄소나노튜브 
복합 소재를 제작하여 그 전기전도성을 평가하였다. 
기존 소재에 비해 경량성과 우수한 전기전도성을 
가지는 전도성 폴리머 복합 소재의 개발은 사회 
기반시설에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연구 중인 
탄소나노튜브를 혼입한 폴리프로필렌 복합 소재는 
향후 사회기반시설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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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복합재 샌드위치 판넬은 우수한 열적 성능, 높은 

에너지 흡수율, 가벼운 무게와 같은 이유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선박에서는 극저온의 LNG 

연료를 저장하는 화물창의 벽면재료로 많이 사용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창 벽면의 코어 재료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에 글라스 버블을 첨가하여 

극저온에서 폼 코어 플라이우드 샌드위치 판넬의 

충격 거동을 평가하였다. 
 
2. 실험 
 
2.1 시편 제작 
 실험에 사용된 글라스버블 강화 폴리우레탄 폼은 
폴리올과 이소시아누레이트 그리고 글라스버블의 
합성으로 제작되었다. 제작한 시편은 가로 세로가 

각각 50mm, 높이 25mm의 크기로 제작되었고 상하부에 

두께 6.5mm의 플라이우드를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여 시편을 제작했다. 

 

2.2 실험 시나리오 

 실험은 낙하 충격 시험기를 통하여 시행됐다. 직경이 
각각 0.12mm 0.08mm인 각각 K, S 글라스 버블을 
사용하였다. 폴리우레탄 폼에 각각 0.5wt%, 1wt%의 
중량비로 첨가하여 기존 폴리우레탄과 비교하였다. 
낙하 충격 에너지는 50J, 150J 및 온도를 고려하여 
상온부터 영하 -163도까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3. 결론 
 
 기존의 샌드위치 판넬과 비교하였을 때 글라스 

버블을 첨가한 판넬의 경우 더 큰 충격 강도를 가졌고 

온도별 충격에너지의 비교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글라스 버블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높은 

중량비를 가지는 판넬은 충격 강도가 커지는 거동을 

나타내었지만 극저온에서는 많은 중량비가 포함 

될수록 충격강도는 약해졌다. 따라서 직경을 변수로 

최적의 중량비를 산출하는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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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impact force fo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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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나노튜브는(Carbon nanotube, CNT)는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열적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1]. 건설분야에서도 
탄소나노튜브를 시멘트에 혼입하여 전자파 차폐재, 
압저항 센서, 자기발열체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 이러한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는 다양한 사회 기반시설에 적용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복합체의 내구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의 물리/화학적 내구성에 대한 
기존 연구사례를 고찰한다. 
 
2. 본론 
 
2.1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의 활용: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는 다양한 사회 

기반시설에 적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자파 
차폐재, 압저항 센서, 자기발열체로 활용될 수 있다. 
Nam et al. (2012)은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의 전자파 차폐 성능을 조사하였으며, 
탄소나노튜브의 혼입으로 전자파 차폐 성능을 최대 
111% 까지 향상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2]. Kim et 
al. (2016)은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를 
자기발열체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탄소나노튜브가 2% 혼입되었을 시 최대 67.8℃까지 
발열성능이 확보하여 자기발열체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3]. 한편, 이러한 복합체를 사회 
기반시설에 적용할 시 복합체가 외기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외부적 열화요인에 대한 내구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 
 
2.2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의 내구성: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의 내구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Carriço et al.(2018) 
은 탄소나노튜브 혼입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탄소나노튜브의 혼입은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16% 이상 향상 시켰으며,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또한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4]. 

이는 혼입된 탄소나노튜브가 충진제(filler) 및 핵 
형성제(nucleating agent)로 작용하였으며, 미세균열의 
가교역할(microcrack bridging effect)로 복합체 내부의 
공극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을 밝혔다[4]. 
Li  et al. (2015)과 Rhee et al. (2017)은 탄소나노튜브 및 
탄소계 재료를 혼입한 시멘트계 복합체의 동결융해 
저항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탄소나노튜브 및 
탄소계 재료의 혼입이 동결융해 저항성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5,6]. 하지만, 
현재 관련 연구 대부분은 탄소나노튜브의 혼입이 
복합체의 물리/화학적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되어 있으며, 외부적 열화요인이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의 전기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동결융해 작용이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의 전기적/발열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7], 자세한 내용은 본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 
이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를 사회 기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동향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요구되는 복합체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사례를 조사하였다. 탄소나노튜브 혼입 
시멘트계 복합체의 내구성 확보 연구를 통해 향후 
다양한 사회 기반시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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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는 재생산이 가능하고 다른 천연 자원들에 비해 
환경파괴가 적으며 짧은 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자원이다. 목재를 사용하는 이점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대기 오염의 방지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재는 온도와 습도에 따른 기계적, 
열적 성능에 취약하고 성능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 
하여 이에 대한 많은 기술들이 필요했고, 환경파괴를 
고려하여 화학가공 처리를 하지 않고, 내구성과 
치수안정성을 가지는 열처리 목재(Thermo Wood) 
기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장기간 보관할 시 
온도와 습도에 대한 영향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목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습도 및 온도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1]. 특히나 LNG운반선의 
단열시스템에 탑재되는 플라이우드의 경우 결빙현상 
에 의한 습도, 해수 누수로 인한 해수침수에 관한 
환경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방향에 의존한 적층 플라이우드를 해수침수 
환경을 고려하여 기계적 거동에 대해 평가하였다. 
 
2. 실 험 
 
2.1 시험편  

시험편은 여러장의 단판이 섬유방향에 따라 종방향, 
횡방향으로 적층되어 있는 플라이우드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으며, 시험편의 제작 및 압축시험은 
거동을 정밀하게 확보할 수 있는 형상을 고려하였다 
[2]. 압축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적층 플라이우드 
시험편의 길이와 폭은 각각 28mm, 40mm 이고 크기의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두께는 4T, 9T, 18T, 30T로 
분류하였다. 
  
2.2 실험장비 및 시나리오 

해수침수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시험편을 
시간에 따라 해수에 침수시킨 뒤 24시간동안 
자연건조시켰다. 본 연구의 실험 시나리오 Table 1과 
같다. 
 

Table 1 Test scenarios for compressed plywood 
 
Number Specimen Type Immersion(hr) 

1  
Plywood 4T 

3 

2 6 

3 12 

4  
Plywood 9T 

3 

5 6 

6 12 

7  
Plywood 18T 

3 

8 6 

9 12 

10  
Plywood 30T 

3 

11 6 
12 12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mpression test. 
 
압축시험동안 일정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Fig.1 과 
같이 구비된 환경챔버 내부에 시험편을 넣어 변형률 
속도 0.166mm/s로 실험하였으며[3], 실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케이스 별로 5회씩 반복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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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플라이우드의 해수침수에 따른 압축시험 결과 Fig.2 
와 같이 3시간 침수시킨 시험편에서는 압축강도 가 

약10% 정도 상승하였고, 6시간 이후부터는 강도가 

일정하게 나타났다. 

 

 
 

Fig. 2. Compression test result for plywood to flooding 
seawater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플라이우드의 해수침수에 의한 압축 
거동을 평가한 결과 해수가 플라이우드 성능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플라이우드의 두께별  
압축강도의 상승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차후 연구에서는 플라이우드의 함수율에 따라 영향을 
주는 절대 습도 값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와  침수 조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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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소방활동 통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발생건수는 43,143건, 인명피해는 2,024명, 
재산피해는 3,69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 또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단독주택 54.1%(6,248건), 
아파트 25.6%(2,958건), 다세대 10.8%(1,248건), 연립 
주택 3.2%(366건) 순으로, 화재의 대다수가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즉,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11,541건의 화재가 발생 
하여 66%(167명)가 사망하였으며, 비주거용 건물에서 
15,667건의 화재가 발생 23%(38명)가 사망하여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6배나 
높았다 [1]. 
이는 기존 건설시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화재사고 대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피해가 건물에서 일어나며, 따라서 추가적인 보완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4]. 본 발표에서는 단열 
및 보수보강을 위해 건축물에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고분자 중 하나인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PU) 소재를 난연재로 개질하며 [5-7], 이에 관한 
전산해석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8]. 
 
 
2. 미세역학 및 유전 알고리즘 기반 해석  
 
본 연구에서는 크게 실리카 에어로겔 합성 폴리우레탄 
복합재료 (Aerogel polyurethane composites, APCs) 
합성과정과 이로 인해 제작된 소재의 열전도도 예측 
모델이 제안되었다. 실리카 에어로겔은 구형의 
입자로 간주하였으며, 모든 필러가 함유량에 관계 
없이 랜덤하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입자와 고분자의 열전도도는 방향과 관계없이 
등방성을 띄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열전도도의 구성방정식은 미세역학 (Micromechanics) 
에 기반한 Ensemble volume average (EVA) 방법을 통해 
유도되었다 [9]. 이때 해석의 모델상수는 재료간 계면 
(interface)과 접촉 (contact)에 관한 값으로 설정 
하였으며, 해당 값은 실험결과와 구성방정식의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처리를 통해 도출되었다. 
수치해석결과 필러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열전도도의 

예측 값은 선형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계면 및 접촉 
상수의 변형에 따라 예측 값이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본 발표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될 예정이다. 
 
 

 
Fig. 1. Theoretical illustration of spherical 

aerogel-embedded PU composites and the influences of 
the model parameters [8]. 

 
 

3. 결론 및 향후과제  
 
건축물에 적용가능항 난연 고분자 물질은 향후 
해저터널, 초고층 빌딩, 대형 기타 인프라 사업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재료의 개발과 이를 보다 
신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식의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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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회기반시설들의 대형화, 자동화, 전산화됨에 
따라 국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전자장비에 
보관되고 있으며, 전력, 통신, 금융 네트워크 등 사회 
기간망의 전자장비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자파에 의한 공격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이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콘크리트 재료의 전자파 차폐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1 사용재료: 실험에서 결합재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성신양회)가 사용되었으며, 실리카퓸, 플라이 
애시가 혼화재로 사용되었다. 고성능 시멘트 복합체 
를 제조하기 위하여 silica powder (평균 입도 14 μm), 
규사 (6호, 7호)가 사용되었다. 차폐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도성 재료로는 강섬유와 탄소나노튜브 
(Multi-wall Carbon nano tube, MWCNT from JEIO, min. 
purity 97%)가 사용되었다.  
 

2.2 실험방법: 전자파 차폐 실험법은 기존의 MIL- 

STD-188-125 기준을 최대한 참고하되 콘크리트 

시편 크기 (30×30×10cm)를 고려하여 안테나 

거리를 적절하게 수정하였고, 듀얼룸 환경에서 측정 

가능한 SE 한계치(60dB)를 실험을 통하여 설정하였다. 

전기전도도는 직류방식의 Four probe method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기전도도 결과(Fig. 1)에서 시편을 60도 건조 한 

후에 전도도 값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수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섬유의 

존재는 전기전도도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CNT1%+SF*는 전극의 간격을 3cm에서 2cm로 줄인 
시편의 전기전도도 실험값을 나타내는데, 전극의 

간격은 전도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다.  

전자파 차폐실험 결과(Table 1)에서는 강섬유 혼입한 
시멘트 복합체에서 36.3dB의 높은 차폐율을 나타내 
었으나, cement 중량의 0.2 w.t% CNT가 첨가된 
시편에서는 오히려 낮은 32.4dB를 나타냈다. 그 
원인은 CNT 혼입에 의한 시멘트 복합체의 유동성 
감소로 내부에 다량의 미세공극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차폐성능을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차폐성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혼화재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Electrical conductivity of cementitious composites 

(CNT1%: 100MPa mix, CNT1%+SF: 100MPa+steel 
fiber(2%))  

 
Table 1 Electromagnetic shielding effectiveness (SE) of 

cementitious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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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폴리우레탄 폼은 천연가스 저장용기에서 단열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폴리우레탄 폼의 
제작 과정에서 CFC계열, HCFC계열의 발포제를 
사용하였으나, 국제규제에서 오존층 파괴 문제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친환경적 
으로 폴리우레탄 폼의 제작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안 중 하나로 물을 
발포제로 사용하는 수발포 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수발포로 제작한 폴리우레탄 폼은 발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전도도가 높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기존의 CFC계열과 HCFC계열의 발포제를 사용하였 
을 때 보다 열적성능이 많이 저하되었다.[1] 본 연구 
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HFC계열의 발포제로 
제작한 폴리우레탄 폼의 열적성능이 우수하다는 
연구를 바탕으로[2] HFC-365mfc를 제작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첨가를 하였다. LNG 저장용기는 영하 
163도까지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저온 수축으로 인하여 
니켈강이 수축을 하며[3], 수축력에 의해 폴리우레탄 
폼은 압축하중을 받게 된다. 또한 LNG의 자중과 
정수압으로 인하여 압축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압축시험을 통하여 HFC-365mfc를 추가적으로 
첨가하였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Fig. 1. Compression load at LNG storage insulation 

 
 
2. 실험 
 
2.1 실험 시나리오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에 발포제로 물을 사용 
하였고, 추가적으로 HFC-365mfc를 물의 함유량보다 
0wt%, 10wt%, 20wt%, 30wt%, 50wt%를 더 추가하여 
폴리우레탄 폼을 제작하였다. 이후 기계적 성능 

평가를 위해 50mm x 50mm x 50mm의 크기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폴리우레탄의 기계적 성능 시험을 위해 
압축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속도의 경우 ISO 844의 
기준을 바탕으로 1분에 10% 변위인 5mm/min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실험 장비로써 복합재용 
만능재료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을 
사용하였으며, 실험환경에 대해서는 상온과 LNG 
운용온도인 -163oC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다. 총 5회의 
반복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이중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제외한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였다.    
 
Table 1. Scenario of mechanical behavior test 

 
3. 실험 결과 
 
폴리우레탄 폼의 HFC-365mfc의 함유량에 따른 
기계적 성능시험의 결과는 Fig. 2 와 Fig. 3과 같다.  
압축시험의 결과로, HFC-365mfc의 함유량과 상관 
없이 상온에서 보다 극저온에서 압축강도와 탄성계수 
가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압축강도는 최소 75.6% 
(50wt%)에서 최대 198.5% (10wt%)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고, 탄성계수는 최소 78.9% (10wt%)에서 
최대 208.1% (30wt%)까지 증가하였다. 상온과 
극저온에서 모두 30wt%까지 HFC-365mfc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가 증가를 하였지만, 이 후 

Physical 
blowing agent 

wt% Temperature(oC) Strain rate

HFC-365mfc 

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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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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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wt%에서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였다. 30wt%의 경우 
기존의 순수 수발포 폴리우레탄 폼에 비해 상온에서 
225.9%, 극저온에서 115.7%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Fig. 2. Compressive behavior at room temperature 

 
Fig. 3. Compressive behavior at Cryogenic temperature 

  
 

4. 결론 
HFC-365mfc의 함유량이 30wt%까지는 높아질수록 
압축강도가 향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FC- 
365mfc는 수발포와 다르게 급속한 물리적인 반응으로 
폴리우레탄 폼을 형성하는데[4], 이로 인하여 내부의 
셀 구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같은 면적 내에 더 
많이 생기게 되어 하중을 분산하여 받게 된다. 또한 셀 
내부에 membrane window가 더욱 더 생성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압축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게된다. 
그러나 50wt%에서는 내부의 membrane window가 
급격히 수축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셀의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어 강도가 다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극저온에서는 압축강도와 탄성계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취성파괴가 일어나는 결과를 
얻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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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선박의 상대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은 
화물창 내부 단열시스템에 지속적인 하중을 부여하여 
선박 설계수명동안 파손을 야기한다. 단열시스템에 
작용하는 슬로싱 충격은 통계적인 방법과 함께 
실험결과를 비교한 방법은 많으나. 추정한 충격 
하중을 바탕으로 단열시스템에 부여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충격실험을 통한 검증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추정한 슬로싱 
충격을 단열재료의 하중 범위로 산정하였다. 
 
2. 슬로싱 충격 에너지 추정 
 
2.1 통계적 추정  
슬로싱 충격은 선박의 요동주기와 같으며[1], 선박의 
요동주기는 파도의 주기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
2

tanh
res

BT
hg
B





 
 
 

                             (1) 

 
 h는 천연가스의 적재높이, B는 화물창의 폭 및 길이, 
g는 중력가속도이다. 파도의 주기는 
Pierson-Moskowize(PM) 스펙트럼으로 계산할 수 있다. 
 

 
42

0exp
gS  
 

        
                            (2) 

 
ω=2πf, f는 파도 주기, ω0=g/1.026U10.5이며 α=8.1×10-3, 
β=0.74이다. U10.5는 해역의 높이 10.5m에서 풍속이다. 
 

2.2 충격 범위 추정 

검블 분포는 특정 데이터를 시간단위로 추출한 후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의 최대 데이터를 추정한다. 
 

1
ln ln 1IME Mean

N
 
             

                (3) 

 

EIM은 충격에너지, Mean은 데이터 평균, σ는 모집단의 
편차, γ는 오일러 상수 0.57772, N은 선박의 설계수명 
25년이다. 데이터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다 [2]. 
 
3. 실험 결과 
 
통계적으로 추정한 충격 에너지 범위는 7.68J- 

16.15J이다. 충격실험 결과 최소 에너지 7.68J을 

기준으로 재료 거동이 소성구간에 돌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은 충격 실험 결과이다. 
 

 
Fig. 1.  Dynamic behavior of composite materials 

 
4. 결론 및 향후과제 
 
통계적으로 추정한 충격에너지 범위 하에서 재료는 
소성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는 LNG의 -163℃에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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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대형 구조물 제작 시 저비용 고품질의 복합 
재료를 제작하기 위한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VaRTM) 공정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VaRTM 공정은 재료 및 성형 
조건에 따라 기계적 물성 차이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VaRTM 공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에서 
수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aRTM 공정에서 수지가 흘러가기 
전/후에 프리폼의 스트레인 (Strain) 변화가 있음을 
해석적으로 규명하고, 실제 예비성형에서 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수지 유동 모니터링 (Flow Front 
Monitoring)을 수행하였다.  

 
2. 실험 
2.1 수지 유동 모니터링 해석 및 실험 
 

 
Fig. 1. The RVE model of Woven fabric.  

 
Fig. 1과 같이 해당 직물의 Representative Volume 

Element (RVE) 모델을 만들고,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수지와 비슷한 점도의 실리콘 
오일과 유리섬유 직물 (Owens corning, MS253E, USA) 
20ply를 적층하여 실험하였다.  
 

2.2 Optical fiber distributed sensor 

 
Fig. 2. The Sensing system with OFDR and FBG. 

 
본 실험은 Fig. 2와 같이 FBG 센서를 이용한 OFDR 
 (Optical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센싱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 때 OFDR 센싱 시스템은 B.A. 
Childers [1] 의 방법과 유사한 레이아웃을 갖는 측정 
시스템이다. 또한, 100 mm의 Long gauge FBG 센서를 
이용하여 넓은 구간의 Distributed sensing을 진행 
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Fig. 3. FFM method derived by subtracting former strain. 
 

유한요소 해석결과로부터 VaRTM 진공조건에서 
프리폼의 면내 (In-plane) 방향으로 Compressive strain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Resin의 흐름이 진행된 
부분의 스트레인이 이완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예비 성형물의 한 모서리에 실리콘 오일을 
주입했을 때, Optical fiber distributed sensor로 측정한 
flow front 결과와 카메라로 측정한 flow front 결과가 
Fig. 3과 같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통하여 VaRTM에서 유리섬유 직물에 
발생하는 스트레인 변화의 발생 이유를 해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수지 유동 모니터링 통해 경향성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CFD를 통해 함침 속도 및 
실험의 결과값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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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체 오감 인식 소자, 특히, 시각 및 촉각을 
인지할 수 있는 소자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소자를 이용하여 로보틱스, 터치스크린, 
헬스케어 모니터링, 인공보철 기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압전, 전기적 저항, 마찰전기와 같은 
다양한 전기적 신호를 통해 사람의 피부와 같이 접촉 
물리량, 거칠기 및 미끄럼, 주변 환경 변화 (온도, 습도, 
빛)를 감지할 수 있는 전자소자를 지칭하는 인공전자 
피부 개발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응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물리량을 
동시에 감지하는 일체형 인공전자피부 개발이 요구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공전자피부는 단일 촉각 
감지 특성을 지닌 단위 소자와 신축성 전극 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다기능성 인공전자피부를 제조하여 
성능 향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고비용의 제작 공정 및 
다양한 신호에 대한 독립적인 신호를 추출하기가 
어렵다. 또한 물체의 형상 및 재질, 미끄럼 등의 표면 
특성을 감지하는 인공전자피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2. 다기능성 촉각 감지 전자피부 
 
본 연구에서는 사람 손가락 피부의 구조 및 자극 
수용체의 기능을 모사하여 정적/동적 촉각 및 온도를 
구분 감지하고, 동시에 표면 질감 감지 특성을 보유한 
고민감도, 다기능성 인공전자피부를 구현하였다. 
특히, 사람 손가락 피부의 표피-진피층 사이의 맞물린 
마이크로 구조는 응력집중 효과가 있어서 자극수용체 
가 민감하게 촉각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를 모사하여 
맞물린 마이크로돔 구조의 PDMS/CNT 복합소재 
전자피부를 제조하여 외부 촉각자극을 높은 민감도로 
검출할 수 있다. 또한, PVDF/rGO 마이크로돔 복합 
소재 기반으로 압전, 압저항, 초전 특성 기반의 정적/ 
동적 촉각 및 온도 구분 감지 특성을 확보하고, 또한 
손가락 지문 성능을 모사하여 전자피부에 탄성 소재 
기반의 인공지문 패턴을 도입함으로써 표면 질감, 
거칠기, 경도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고민감도, 다기능성 
플렉서블 전자피부를 구현하였다.  

넓은 범위의 압력을 민감하고 선형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유연 압력 센서는 단일 소자로 넓은 응용 범위에 

응용될 수 있으며, 선형적 감지를 위한 추가적인 

신호 처리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기의 소형화 

및 저 전력화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전성 소재의 구조를 맞물려진 마이크로돔 멀티 

레이어 구조로 제어함으로써, 매우 높은 민감도와 

넓은 압력 범위에 대한 선형적 압력 감지가 가능한 

유연 강유전성 압력 센서를 개발했다. 센서의 소재는 

강유전성 소재인 polyvinylidene fluoride (PVDF)에 

전도성 충전재인 reduced graphene oxide를 

복합화하는 소재 제어를 통해 압저항과 압전 방식의 

압력 감지 구동이 가능하여, 이러한 구동 방식을 

통해 동적/정적 압력의 감지가 가능하다. 

 

 
그림 1. 손가락 피부 모사 다기능성 촉각 감지 

전자피부 

 

3. 전자피부 기반 웨어러블 센서 응용 
 
웨어러블 소자 응용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작된 
고민감도, 다기능성 인공전자피부를 이용하여 기존 
생체신호 (음성, 맥박, 호흡 등) 센서 대비 높은 특성을 
보유한 생체신호 감지 소자로의 응용연구를 진행 
하였다. 높은 성능의 멀티레이어 센서는 기체의 흐름, 
소리와 같은 매우 낮은 압력 범위, 맥압과 호흡과 같은 
중간 압력 범위, 발 압력 분포 모니터링과 같은 높은 
압력 범위의 응용에 단일 소자로써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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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얇고 유연한 마찰전기 센서를 어레이로 구성 
하여 스마트 글로브와 같은 웨어러블 촉각센서 인터 
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손가락 각 관절 부위의 
움직임 및 손목의 뒤틀림과 같은 작은 변화를 실시간 
전기 신호 감지를 통해 인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제안된 사람피부 모사 계층구조 고분자를 이용한 
유연성 마찰전기센서는 차세대 웨어러블 전자소자, 
로보틱스, 생체보안인식,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Fig. 2.  전자피부 기반 다양한 웨어러블 센서 응용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손가락 피부의 구조 및 기능을 
모사하여 다기능성, 고민감도 촉각 감지 전자피부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고분자 복합소재 기반의 
압저항, 압전, 마찰전기 센서를 제작하였다. 최종적 
으로 개발된 전자피부를 이용하여 다양한 생체신호 
(맥박, 호흡, 체온, 음성 등)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신체부착형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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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Real-time detecting of gaseous pollutants is of great 
interest to both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chemical 
related health hazard control. The advanced gas sensing 
platform utilizing organic field-effect transistors (OFETs) 
are essential for realizing highly sensitive and low-cost gas 
sensors. Here, we report the drastic effect of a controllable 
heterointerface between cellulosic buffer layers and 
pentacene on the performance of highly sensitive OFET- 
based gas sensors. 
 
2. Experimental Section 
 
2.1 OFET Fabrication: Silicon wafers (p-type, <0.005 Ω 
cm) treated with dry oxidized SiO2 (300-nm, Cg = 11 nF 
cm-2) were cleaned for 30 min in piranha solution and then 
washed by deionized (DI) water. Then the spin-coated 
cellulose (0.01 gmL-1 in DI water) layer was formed onto 
the wafer, and the wafer baked at 100 C overnight. To 
fabricate the pentacene OFETs, the thermally grown 
15-nm-thick pentacene was used as the semiconductor 
layer. During evaporation under ultra-low pressure 
condition (below 3.0 ×  10-6 Torr),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maintained at 60 C for pentacene 
deposition. Then, gold source/drain electrodes of 
50-nm-thick were thermally deposited through a shadow 
mask.  
 
2.2 Impedance Analysis: Impedance spectroscopy was 
performed using Agilent 4284A impedance analyzer. 
Measurements were performed over frequency range from 
20 to 106 Hz with an AC amplitude of 50 mV. Bias voltage 
in the range from 0 to 40 V were applied during the 
impedance measurement. All impedance spectra were 
obtained under high vacuum.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investigated cellulose derivatives have both 
hydrophilic hydroxyl groups and relatively hydrophobic 
methyl groups, thus, provides tunable solubility and 
water-surface interaction. In addition to simple 
controllable surface wettability, due to the different levels 
of electronegativity associated with oxygen and hydrogen 
atoms, hydroxyl-terminated cellulose can be polarized 
controllably by simply varying the electrical field. 
Therefore, aligned dipoles of hydroxyl groups of cellulose 
by the applied electrical field lead to the capture of more 

gas molecules into pentacene films than hydrophobic 
buffer layers. The sensor with cellulose exhibits a more 
significant change in the threshold voltage than the sensor 
without cellulose upon exposure to target gas atmosphere.  

 
Fig. 1.  Transfer and output characteristics of the 

pentacene OFET-based sensors without and with cellulose 
toward 20 ppm NH3 gas flow.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Compared with pristine pentacene films, fabricated 
pentacene films with underlying cellulose layers, which 
alters the growth of pentacene and introduces the 
structural trapping (absorption) effects, improve the 
sensitivity of OFET-based gas sensors. Our finding 
suggests that cellulosic materials, which simultaneously 
enable a sophisticated control of the growth of organic thin 
films and electrostatic interaction of gas molecules, are 
considered to be excellent candidates as the buffer layer 
for high-performance OFET-based gas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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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섬유강화 에폭시 수지 복합재료의 성형에서 수지 
흐름성, 탈포성, 함침성 등은 고성능 제품 제작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공정제어 변수로 작용되며 주로 
이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 분자량의 에폭시 희석제 
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첨가용 희석제는 경화물 
의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켜 사용에 제한적이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omatic Compound인 
Phenol-Novolac Epoxy resin (PNEP)를 사용하여, PNEP 
첨가량에 따른 에폭시 기지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의 기계적 물성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PNEP와 반응용 희석제(Reactive 
Diluent, RD)가 CFRP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Table 1과 같으며 
CFRP의 기지재로 국도화학社 YD-128 에폭시 수지와 
섬유 강화재로는 도레이社의 Carbon Fiber (TBK, Plain, 
JMC 직조)를 사용하였고, 국도화학社의 RD와 PNEP 
의 첨가 함량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때, CFRP는 수지 체적률과 기공함유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지 주입식 Infusion 성형법을 사용하였고 
상온 25℃에서 48시간 경화하였다. 기계적 물성 
평가방법으로 ASTM D3039에 따라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Main Materials 

Samples 
Reinforce-

ment 
Matrix (wt. %) 

EP RD PNEP
EP/CFRP CF 100  - 

EP/10RD/10NPEP/CFRP CF 90 10 10 
EP/15RD/CFRP CF 85 15 - 

EP/15RD/10PNEP/CFRP CF 75 15 10 
 
 
 
 

3. 결과 및 고찰 
 
인장시험 결과는 Fig.1과 같으며, PNEP가 10 wt. % 

첨가되었을 때 기존 인장강도 839 MPa, 1007MPa 
대비 962 MPa, 1163 MPa로 약 각각 12% 16%씩 향상 

되었다. 이는 PNEP의 Phenol성에 기인한  강도에 

의한 영향으로 높은 다 관능 Epoxy Functional Group이 

높은 Cross-linking 밀도를 개선하여 CFRP의 인장강도 

를 향상시킨 것이라 사료된다. 

 

 
Fig. 1 Results of the Tensile Strength Test 

 
4. 결론 및 향후 과제 
 

(1) Epoxy 기지 CFRP에 PNEP를 첨가하였을 때 
RD를 사용하였더라도 인장강도 향상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PNEP의 화학적 구조 특성에 
따른 영향이라 판단된다. 

(2) PNEP 첨가를 통해 RD에 대한 강도 저하 억제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굴곡강도  
등과 같은 기계적 물성 시험을 통해 Aromatic 
Compound의 효용성을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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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적 자재의 개발 및 활용이 대두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친환경 섬유인 바잘트 섬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성이 비슷한 슬래그를 
재활용하여 무기계 산업용 섬유를 제작하고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슬래그 
섬유와 바잘트 섬유를 다습한 해양 환경에 적용하여 
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해수 흡습율 증감을 연구하였다. 
 
2. 실험과정 
 

2.1 시편 제작 및 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화재는 슬래그 섬유와 현무암 
섬유다. 이 때 슬래그 섬유는 Fly Ash:Furnance:Fe-Ni가 
각각 50:25:25로 배합된 조성을 가지며 평균 온도 
1221℃에서 16m/sec. 속도로 방사된 Roving사로 
현무암 섬유는 GM Composite의 Roving사를 사용 
하였다. 고분자 기지재는 에폭시(KFR-120V), 경화제 
(KFH-141)는 72:28의 비율로 혼합하였으며,  ASTM 
D4018에 따라 섬유 함유율 약 40~50 wt. % 이상인 일축 
방향 인장 시편을 제작하였다[1]. 
 
2.2 해수 흡습 환경 실험 

슬래그 섬유 (SFRP)및 현무암 섬유 (BFRP) 강화 
복합재료의 해수에 대한 환경 열화를 관찰하기 위해 
흡습 시험을 실시하였다. 상온(RT)의 조건으로 시험 
편을 720시간 침지하여 해수에 대한 흡습률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 때 흡습율은  식1.에 따라 계산 
되었다. 
 	 	 % 100          (1) 

 
여기서 A는 해수 침지 전의 시험편 무게이며 B는 해수 
침지 후의 시험편 무게를 나타낸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은 초기 72시간 동안 해수 환경에서의 SFRP와 
BFRP의 흡습 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SFRP의 경우, 

BFRP에 비해 해수에 대한 흡습율 대체적으로 0.1 % 
정도 낮게 측정되었다. 슬래그 섬유와 에폭시 수지 
간의 계면 결합력에 의해 NaCl 등과 같은 이온의 
침투를 억제한 것이라 사료된다[2]. 해수 침지 
72시간을 넘어서면서 SFRP와 BFRP의 흡습율의 
변화는 미비하였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섬유는 수분에 대한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3]. 
 

 
 

Fig. 1.  Moisture Absorption in Seawater 
 

4. 결론 
본 연구에서 해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SFRP와 BFRP의 흡습 특성 비교를 위해 흡습율을 통한 
흡습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FRP의 계면 결합력에 의해 BFRP 보다 수분 
침투가 비교적 덜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2) 해수는 담수에 비해 많은 이온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FRP가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열수 노화 
및 부식 등의 환경 열화 현상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추후 FRP의 기계적 강도를 저하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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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 규명 및 예측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연구를 통해 섬유강화복합재(FRP)의 길이방향 
기계적 물성에 대한 높은 예측 정확도가 증명되었으나 
가로방향 물성 예측은 낮은 정확도로 인하여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본 연구는 RSA, RSE, 
NNA, MNNA, RFR[2] 등의 가상 랜덤 섬유 발생기를 
이용하여 고섬유체적비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예측하고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한다. 
 
2. 본론 
 
이전 연구를 통하여 무작위 섬유 제거기법을 

이용한 단방향 복합재 대표체적요소의 등가탄성 물성 
예측이 타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보다 실제 실험값에 
근접함을 Table 1과 같이 확인하였다[2].  
그러나 가로방향 탄성계수 2E , 21G  예측 결과와 

같이 여전히 큰 오차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Fig. 1처럼 해석에 사용되는 대표체적요소가 
섬유/기지 2종 재료만으로 모델링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연구[3]처럼 섬유(fiber) / 
계면(interphase) / 기지(matrix)의 3종 재료로 대표체적 
요소를 구성하여 유효 탄성 물성 및 인장강도를 을 
예측한다. 아울러 계면의 물성에 따라 달라지는 
기계적인 물성에 관해 검토하고, 추후 시험결과와 
일치하게 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언급한다.  
 

3. 향후과제 
 
기계적 물성 예측에 사용되는 대표체적요소를 

가상섬유생성기로 섬유/계면/기지 3가지 재료로 
구성되도록 모델링하고,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 
예측 결과가 실제 복합재료의 시험결과와 같도록 
계면의 물성을 변화시킨다. 또한 추후 연구로 실제 
섬유 단면이 이전 연구에서 가정한 원형이 아닌 
찌그러진 타원 형태인 점을 고려하는 가상 랜덤 섬유 
발생기를 연구 할 예정이다. 

 
Table 1 Mean value of the effective elastic properties of 

E-glass/MY750 composite with 60%fV   

 

    
(a)                                      (b) 

Fig. 1.  Configuration of FE model consisting of  
(a) fiber/matrix, (b) fiber/interphase/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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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1E (GPa) 2E (GPa) 21G  

Random fiber 
removal 

45.881 
(0.62%) 

13.814 
(-14.73%) 

5.257 
(-9.83%) 

RSE 
45.876 
(0.61%) 

13.161 
(-18.76%) 

4.966 
(-14.82%)

Mori-Tanaka 
45.8 

(0.44%) 
11.019 

(-31.98%) 
4.318 

(-25.93%)

Measured(ref.) 45.6 16.2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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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eveloping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shielding 
technique to prevent malfunctioning of electronic 
equipment and the threat of human health from 
electromagnetic (EM) waves radiated by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is intensively require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1]. 
Herein, we demonstrate a multifunctional EMI shielding 
skin which not only shows an excellent EMI shielding 
effectiveness (SE) but also can play a role as a pressure 
sensor.  
 
2. Experiment 
 
2.1 Fabrication method:  
Ti3C2TX powder was dispersed in deionized (DI) water. 
After sonication Fe3O4 nanoparticles (NPs) was added to 
the dispersion above and sonicated more to get the 
homogenous suspension of Fe3O4@Ti3C2TX hybrids. The 
graphene foam (GF) which was synthesized using CVD 
process on a nickel foam, was dipped in composite 
suspension of Fe3O4@Ti3C2TX hybrids and dried in oven, 
following by immersing in a PDMS solution. Finally, 
nickel foam template was etched in a FeCl3 solution to 
obtain Fe3O4@Ti3C2TX/GF/PDMS nanocomposite. 
 
2.2 Characterization:  
The morphologies and microstructure of the materials 
were investigat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FEI Sirion)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JEM ARM 200F). The composites were also identified b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Thermo Fisher 
Scientific),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 
JEM ARM 200F), Raman (NT-NDT Raman-AFM) and 
X-ray diffraction (XRD). The EMI shielding effectiveness 
of the composites was measured by vector network 
analyzer (HP 8720D) in the frequency range of 8.2-12.4 
GHz.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a-SEM image shows the surface morphology of 
Fe3O4@ Ti3C2TX hybrids coated GF. It is clearly observed 
that Fe3O4@Ti3C2TX hybrids are well-coated and 
distributed on the surface of the GF. Before coating on the 
GF, the Fe3O4@Ti3C2TX hybrids were fabricated by 
intercalating Fe3O4 NPs into the multi-layered Ti3C2TX 
nanosheets using the ultrasonic process. During the 

ultrasonic process, the formation of Fe3O4@Ti3C2TX 
hybrids and the further delamination of Ti3C2TX multilayer 
occur as indicating in Fig 1b-TEM image. 
 

 
Fig. 1.  (a) SEM and (b) TEM of Fe3O4@Ti3C2TX on GF. 
 
The presence of the Fe3O4@Ti3C2TX hybrids in the 
composite leads to enhance the internal multi-reflection, 
magnetic loss, and interfacial polarization, result in a 
brilliant EMI SE of 83.6 dB in the X-band (Fig 2a). 
Interestingly, this composites also shows a pressure 
sensing performance with competitive sensitivity (Fig 2b). 
 

 
Fig. 2.  (a) EMI shielding and (b) pressure sensing.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We developed the freestanding 3D porous graphene 
network decorated by the Fe3O4@Ti3C2TX hybrids in the 
polymer matrix with excellent EMI shielding 
effectiveness of 83.6 dB in 8.2-12.4 GHz (X band) and 
pressure sensing performance. The composites open up 
the possibility to use as the multifunctional EMI shielding 
skin for the wearable electronics and robotics, particul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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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earable strain-pressure sensors have gained 
considerable attention in recent years due to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in healthcare monitoring and human motion 
detection [1]. Recent development of 3D graphene with 
microporous network structure forming graphene porous 
network (GPN) assisted with supported polymer (Ecoflex) 
exhibited excellent electrical and mechanical stability. 
Furthermore,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s) 
such as MoS2 based piezo-resistive sensors are well 
known for their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nd high 
gauge factor.  
 

2. Manuscript  
 
2.1 Fabrication of MoS2/GPN/Ecoflex-based strain- 
pressure sensor   
We demonstrate a flexible and highly sensitive 
strain-pressure sensor based on TMDs-assisted graphene 
foam/Ecoflex hybrid nanostructures. The hybrid 
nanostructures consist of a molybdenum disulfide (MoS2) 
formed as MoS2 planner sheets on GPN, resulting in 
enhancement of sensing performance. 
 

2.2 Characterization of MoS2/GPN/Ecoflex nano- 
structures    
The planar sheets of MoS2 bonded to the GPN were 
conformally arranged with a cracked paddy shape, and the 
MoS2 nanoflakes were formed on the planar sheet. The 
size and density of the MoS2 nanoflakes were gradually 
increased by raising the (NH4)2MoS4 contents from 0.2 to 
1.25 wt%. The presence of the graphene and MoS2 were 
confirmed in MoS2/GPN/ Ecoflex by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y/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SEM/ED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nd 
Raman analysis. 
 

3. Results and Discussion  
We found that this conformal nanostructure of MoS2 on 
the GPN surface can produce improved resistance 
variation against external strain and pressure. 
Consequently, our MoS2/GPN/Ecoflex sensors exhibited 
noticeably improved sensitivity compared to previously 
reported GPN/polydimethylsiloxane sensors in a pressure 
test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conformal planar sheet 
of MoS2. The MoS2/GPN/Ecoflex sensor showed a high 
sensitivity of 6.06 kPa−1 at a (NH4)2MoS4 content of 1.25 
wt %. At the same time, it displayed excellent durability 

even under repeated loading−unloading pressure and 
bending over 4000 cycles. Notably, the MoS2/GPN 
/Ecoflex sensor showed a high sensitivity of ~6 kPa-1. 
Additionally, it showed excellent durability even under 
repeated loading−unloading pressure and bending over 
4000 cycles. 
 

 
 

Fig. 1. SEM image of MoS2/GPN/Ecoflex nanostructure 
(left). Photographs of MoS2/GPN/Ecoflex-based wearable 
strain-pressure and 3 × 3 sensor array (right).   

 
Furthermore, it showed a high GF (24.1) and outstanding 
resilience in bending and tensile tests. For application, the 
MoS2/GPN/Ecoflex sensor was attached to a human body 
generated distinguishable resistance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to various human motion signals, including 
finger bending, eye blinking, and neck movement. In 
addition, the MoS2/GPN/Ecoflex sensor with conformal 
planar sheet of MoS2 demonstrated excellent switching 
response in the 3 × 3 tactile sensor array. 
 

4. Conclusion 
In summary, we demonstrated a cracked paddy-shaped 
MoS2/GPN/Ecoflex hybrid nanostructure to enhance 
pressure sensitivity and flexibility for human motion 
detection and tactile sensor application. We believe that 
this study will invigorate future industrial and research 
fields related to wearable touch sens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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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Low dimensional carbon-based porous materials, carbon 
nanotubes (1D, CNTs), graphene (2D) and recently, 
transition metal carbides or nitrides, 2D MXene phases, 
are emerging as a group of materials showing great 
promise in energy storage electrodes due to their physical, 
electrical and chemical properties, stability and 
transformable structure. The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i3C2Tx for supercapacitor electrodes, 
one of 2D MXene phases, in basic electrolyte is reported.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surface modification  
on electrochemical performance, surface of Ti3C2Tx, was 
manipulated by electride salt which generated from alkali 
metal based basic medium. Electrochemical analysis 
indicating an improved in capacitance and stability during 
charging/discharging. It can be described that improving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was introduced by 
surface modification of Ti3C2Tx. A high capacitance of 
395 F/cm3 at 7A/g was obtained from surface modified 
Ti3C2Tx which was treated with electride salt. This study 
note that the behavior of electrode materials from the large 
family of 2D Mxene can be tuned by suitable modification 
of their surface chemistry 
 
2. Experiments 
 

Synthesis of Ti2CTx, p-C3N4@Ti2CTx, and N-Ti2CTx 
nanomaterials. To synthesize the Ti2CTx as a starting 
material from Ti2AlC (Khantal, Sweden), we carefully 
followed previous reaction conditions described 
elsewhere[10]. Before treating cyanamide (NH2CN), all 
glassware was fully dried in a drying oven to remove 
residual water molecules because Ti is easily oxidized in 
the presence of moisture. Then, 100 mg of cyanamide 
(Sigma-Aldrich) was dissolved in 100 mL of anhydrous 
ethanol (Sigma-Aldrich) under room temperature. After 
that, 100 mg of Ti2CTx was dispersed in as-prepared 
cyanamide in ethanol solution under N2 atmosphere. The 
mixture was sonicated to produce a homogeneous solution 
for 30 min under N2 atmosphere. Subsequently, the 
mixture was stirred for 24 h under an inert N2 atmosphere 
at 80°C. After the reaction was complete, the reactant was 
filtered using deionized water and ethanol three times to 
remove excess cyanamide. These samples were dried 
under vacuum in an oven for further thermal annealing 
experiments. After fully drying the samples, the materials 
with chemically bounded cyanamide were thermally 

annealed at 500°C, 700°C, and 900°C for 1 h (heating rate 
of 10°C min-1) under 500 sccm of flowing N2 gas, 
respectively. After the thermal reaction was completed, all 
reactants were washed in ethanol three times to remove 
polymeric C3N4 residue. Then, the materials were 
dispersed in deionized water for delamination reaction. 
The dispersions in deionized water were sonicated for 6 h 
and centrifuged. The supernatant was then decanted, 
filtered, and dried under room temperature. The samples 
were stored in a vacuum in an oven for further 
characterization and use.  

 

 

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reaction 
mechanism of p-C3N4 involved nitrogen doping in 2D 
Ti2CTx nanosheets and the effect of cyanamide reactions 
during increased reaction temperatures on chemical 
structures and thermal stabilities of all materials 

 
3. Results and Discussion 
 
3.1. Electrocatalytic performance for overall water 
splitting.  

As seen the spectroscopic results (Figure 1), it can be 
determined that the MXene, Ti2CTx structures are 
influenced by polymerization and decomposition of 
p-C3N4 with varied temperatures. Now, it is necessary that 
the nitrogen doped Ti2CTx (N-Ti2CTx with the nitrogen 
contents of 15.48 at. %), which is obtain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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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position of p-C3N4 at 900°C as mentioned above, 
should be characterized for its supercapacitor application. 

We used a two-electrode system to figure out the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CV curves for pristine- 
Ti2CTx, annealed at 500°C, p-C3N4@Ti2CTx (700°C), and 
N-Ti2CTx (900°C) in 6M KOH electrolyte at a scan rate of 
100 mV s-1 are shown in Figure 2a. The MXene, Ti2CTx, 
which is a well-known material for supercapacitor 
electrodes showed an adherent rectangular CV curve at 
100 mV s-1. In addition, the rectangular CV curves with a 
scan rate from 10 to 100 mV s-1 were maintained, as shown 
in Figure 2a.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extracted 
from the current density of the electrode at 0.35 V for the 
CV profile of the discharge curve) and the applied scan 
rate is shown in Figure 2b. The evolved discharge current 
of the N-Ti2CTx electrode has an almost linear relationship 
with a scan rate from 10 to 100 mV s-1. The value of 
R2=0.9999 (pristine-Ti2CTx electrode shows the value of 
R2=0.9995) indicates that the electrochemical reaction was 
remarkably fast and occurred over the entire electrode 
surface, even at a high scan rate, while the electrodes 
fabricated at 500°C and 700°C did not exhibit a linear 
dependence (R2=0.5990 and R2=0.9484, respectively).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curves of all samples in 
6M KOH electrolyte are observed at a current density of 1 
A g-1 (Figure 2c). As reported, Ti2CTx resulted in a 
capacitor electrode with symmetric charging/discharging 
characteristics, but the charge/discharge curves of 
electrodes for 500 and 700°C show asymmetric curves as 
C3N4 formed on the surface. From these results, we can 
calculate gravimetric capacitance. The N-Ti2CTx electrode 
has a capacitance of up to 327±1 F g-1 at a current density 
of 1 A g-1,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electrodes 
such as pristine-Ti2CTx, 500°C and 700°C (234±1 F g-1, 
35±1 F g-1 and 198±1 F g-1 at 1 A g-1, respectively), as 
shown in Figure 2d.  

We next investigated the kinetic features of ion 
diffusion on the electrodes during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in 6M KOH electrolyte 
system. A Nyquist plot carried out with a two-electrode 
cell in the frequency range of 100 kHz–0.01 Hz is shown 
in Figure 2e. With the best ion response, the N-Ti2CTx 
electrode shows lowest resistance (Rs=1.26 Ω) in 
comparison with Ti2CTx (Rs=2.61 Ω), 500°C (Rs=2.64 Ω), 
700°C (Rs=6.93 Ω). The slope of the N-Ti2CTx electrode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curves of the other electrodes 
is nearly vertical in the low-frequency region, indicating 
that the N-Ti2CTx electrode shows better ion diffusion 
behavior than others[3]. The Bode plot for all electrode 
materials is shown in Figure 2f. The phase angle of the 
N-Ti2CTx electrode is close to -79.7° at a frequency of 0.25 
Hz, indicating that the performance of the electrode is 
close to that of an ideal capacitor[37]. The characteristic 
frequency, f0, for a phase angle of -45° is 5.48 Hz for the 
N-Ti2CTx. The corresponding time constant τ0 (=1/ f0) was 
calculated as 0.18 s, compared with 0.79 s (1.26 Hz at -45°) 
for the pristine-Ti2CTx, 2.70 s (0.37 Hz at -45°) for 500°C, 
and 1.25 s (0.80 Hz at -45°) for 700°C. This fast frequency 
response of N-Ti2CTx was made possible by the nitrogen 
species in N-Ti2CTx; the nitrogen doping in N-Ti2CTx 

enhances the electrolyte ion transport rate in the 
supercapacitor.  

 
Figure 2. Electrocatalytic performance for supercapacitor. 
 

4. Conclusions 
In summary, we synthesized a nitrided N-Ti2CTx via 

noble approaches using NaNH2. The as-synthesized 
N-Ti2CTx contains Ti-Nx motifs that are connected by 
chemical bonding on the surface or on defects. The 
N-Ti2CTx is an efficient bifunctional electrocatalyst that 
shows enhanced electrocatalytic performance for HER 
electrocatalyst. The nitrogen-terminated or substituted 
N-Ti2CTx provides active sites for electrocatalytic activity 
whereas oxygen-terminated Ti2CTx shows low catalytic 
performance. In addition, the Ti-Nx motifs on the surface 
lead to an increase in the stability of the materials and 
provided efficient pathways for transferring electrons by 
spin polarization, resulting in high activities for HER. In 
addition, the intercalation of Na atoms and surface 
terminations with N, N-Ti2CTx can lead to delamination, 
resulting in more enhanc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than pristine-Ti2CTx. Our new concept, producing a high 
performance nitrided-MXene based material via intimate 
chemical bonding of Ti-Nx, provides a novel and efficient 
approach to prepare hybrid, multi-functional, metal-free 
electrocatalysts for electrocat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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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fortified regulation set for carbon dioxide emission 
propels automakers to have vigorous efforts on weight 
reductions of vehicles [1]. Limitation of the CFRP use in 
an automotive industry comes from price. In many cases, 
aluminum is more practical when overall factors, such as 
cost and productivity are concerned. However, the 
material shift from metals to CFRPs is unavoidable for 
satisfying the upcoming fortified regulations. The 
third-generation technology which is able to produce 
CFRP parts faster is being invented [2]. It is known that 
the price reduction by the technology is around 1/3 
comparing with the first-generation methods. This article 
displays the possibility for developing the automotive part 
using the cost effective manufacturing method of circular 
braided composites.  
 
2. Theoretical  
 
2.1 Mechanical properties of braided composites 
Structures of circular braided composites were simplified 
by 2-D coordinate system as shown in Figure 1. The effect 
of yarn interlacements that reinforces strength of the 
braided composites was considered assuming the effect is 
dominant in transverse propertie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braided composites in the global 
coordinate system of axes X and Y were obtained by 
transforming the local properties of axes 1 and 2 with the 
braided angle θ using the transformation matrix.   

 
Fig. 1. A simplified 2-D geometry of a circular braided 

composite (right) and ingredient yarns as UD composites. 
 
2.2 The stiffness constant of stabilizer bars 
Figure 2 shows simplified 2-D geometry of a stabilizer bar 
for an analytic determination of the stiffness constant, K. 
The value K can be obtained by the definition of force (P) 
divided by displacement (δ). The stabilizer bar has two 
modes of displacements: bending and torsion. Bending 
deformation is applied on the two side arms while 
torsional deformation is applied on the cross-bar.  

 

 
Fig. 2. A simplified 2-D geometry of a stabilizer bar. 

 
For hollow stabilizer bars with the outer and inner 
diameters of Φ2 and Φ1 respectively, the stiffness constant 
(Kh) is obtained as in Eq. 1.  
             Kh=3πEG(Φ2

4-ϕ1
4 ) ⁄32(4GL3+3EWD2 )      Eq.1 

where E and G are the tensile and shear modulus of the 
stabilize bar material.  
 
3. Experimental  
 
The third-generation method of CFRP fabrications [2] 
provided by Secar technologie GmbH (PulPress®, 
Mürzzuschlag-hönigsberg, Austria) was used for 
preparing the CFRP stabilizer bars. This fabrication 
method contributes to reduction of the production cost of 
CFRP parts by increasing productivity. PulPress® process 
is able to produce final CFRP parts continuously. First, rod 
type polymethyl imide foam (Rohacell®) provided by 
Evonik (Darmstadt, Germany) was feed into the braiding 
machines being used as a braiding mandrel. One or 
multi-layered circular braded textiles are fabricated 
wrapping on the mandrel during passing the braiding 
machines. After the braiding, the braided textile is pulled 
into a bath for resin impregnation. Then, it is moved and 
molded to have the designed geometry by resin curing in a 
first compression mold. The pulling movements of the 
entire line of PulPress® process are controlled by first and 
second movable compression molds. Finally, the moved 
CFRP part is cut by the cutter at the end of the line, and 
finally, core Rohacell® - outer composite material 
structured stabilizer bars are obtained.  
Static and dynamic tests we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stabilizer bars performances. Obtaining a spring constant 
is a representative static test and is used as a quality 
control tool. Dynamic test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fatigue lifetime of the stabilizer bars.  
 
4. Results and Discussion  
 
To have the stiffness constants bigger than 15 N/mm 
which the current metallic stabilizer bar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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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acement structures of the braided composites were 
determined first based on the result of the theoretical study. 
The dimensions of the stabilizer bars were then 
determined initially using Eq. 1. In a final stage of the part 
design, Finite Element Analysis (FEA) supported to 
modify and confirm the determined geometric parameters. 
 
4.1 Determination of structures of the composites  
The third-generation method has two braiding machines so 
it can provide material structures of two-layered braided 
composites. Because both bending and torsional stresses 
are applied on the stabilizer bars, one layer is formed with 
an angle of 0° (triaxial) and another layer is formed with a 
braiding angle of ±45°. The angles 0° and 45° are effective 
to resist for bending and torsional deformations 
respectively. Table 1 listed estimated properties of the 
triaxial (UD) and ±45° braided composites at fiber volume 
fraction of 50% (Vf=50%).  
 
Table 1 Estimated properties of the UD and ±45° braided 

composites. 

Items 
EY 

(GPa) 
EX 

(GPa) 
GYX 

(GPa)

Vf=50% 

Triaxial 
(UD) 

116 6.3 2.4 

±45° Braid 10.3 10.3 18.3 
 
Fig. 3 shows estimated stiffness constants of the stabilizer 
bars as a function of volumetric portions of the triaxial 
yarn layer in the two-layered composite structure. The 
estimations were carried out with Eq. 1 using given 
geometric parameters with the wall thickness 2mm. The 
highest stiffness constant can be obtained with the 
volumetric portions of around 20~30%. Because of the 
instrumental limitation in controlling the volumetric 
portions in PulPress® process, 33vol% of the triaxial yarn 
layer were chosen.  
 

 
 

Fig. 3. The stiffness constants as a function of volumetric 
portions of the triaxial yarn layer. 

 
4.2 Determination of dimensions of the stabilizer bar 
The outer diameter and wall thickness of the CFRP 
stabilizer bars are needed to be determined so as to satisfy 
the target properties and also tooling requirements of the 
fabrications. For instance, the higher stiffness is attributed 
to the larger outer diameter and wall thickness, but 
limitation in increasing the dimensions exist if a vehicle 

lay-out, part cost, and manufacturing restriction are 
considered. Thus, finding optimum points of the 
dimensions is needed. Fig. 4 shows the stiffness constant 
as functions of the wall thickness and outer diameter. As it 
is shown, an increase of the outer diameter is much more 
effective for obtaining higher stiffness constant. The wall 
thickness gives rise to a lower effect on the stiffness 
constants. Because 2~3mm are very thicknesses 
PulPress® process is able to form stably, outer diameter of 
30mm is chosen to have the stiffness constant over 15 
N/mm. With these configurations, estimated values of the 
stiffness constant are 17.6 and 23.8 N/mm at the wall 
thicknesses of 2 and 3mm respectively.  
 

 
Fig. 4. The stiffness constant as functions of wall 

thicknesses and outer diameters of the CFRP stabilizer bar. 
 
4.3 Finite Element Analysis (FEA)   
FEA supported parts of this works that the analytic 
methods cannot carry out. Generations of mechanical 
failures in the fibers and matrix of the stabilizer bars were 
investigated by evaluating a failure index. Boundary 
conditions of all transitional degree of freedom (DOF) 
constrained only at the two bushing locations were chosen 
for predicting mechanical behaviors. The wall thickness of 
3mm were assumed in this analysis. Generations of 
mechanical failures which are predicted if a value of the 
failure index is over one is predicted by Hashin theory. Fig. 
5 shows failure indices distributed in the stabilizer bar. As 
seen in the figure, no failures are expected in fibers (FIF) 
and matrix (FIM) with the distributed values lower than 1. 
However, it is noticed that the bushing locations in the 
stabilizer bar are weak spots for mechanical failures. 
Similar weaknesses are found in spots located between the 
arms and cross-bar.  
The effect of braiding angles on mechanical failures was 
investigated as shown in Fig. 6. Matrix failures were 
predicted at the braiding angles lower than 33°. The 
minimum failure index is found at the braiding angle of 
42°, and the values increase again with an increase of the 
angles. In contrast, no failures are predicted in fibers 
regardless of the angles. The stiffness constants shows 
maximum at the braiding angle of 28° where, 
unfortunately, the matrix failures are predicted. If the two 
factors of mechanical stiffness and failure are considered 
together, it is found that the best performances are reached 
at the braiding angle of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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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failure indices distributed in the fibers (FIF) 

and matrix (FIM) of the CFRP stabilizer bar. 
 
 

 
Fig. 5. The failure index and stiffness constant as a 

function of the braiding angles. 
 
4.4 Properties of the CFRP stabilizer bars 
7 stabilizer bars with the structures of triaxial yarns 
(33vol%) covered by ±42° braided layers (67vol%) were 
fabricated reflecting the previous results as shown in Fig. 
6.  
 

  
Fig. 6. CFRP stabilizer bars fabricated by PulPress® 

process and schematics of the cross-sec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tatic and dynamic tests 
using the stabilizer bars were listed in table 2. The target of 
this study is to have the stiffness constant bigger than 15 
N/mm, and the goal is achieved. The analytic estimation 
with the wall thickness 2.0mm yields a similar but little 
higher value in the stiffness constant. The deviation comes 
from the geometric simplification. However,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analytic method provides a guide line for 
choosing the dimensions of the stabilizer bars with 
acceptable accuracy without complex time taking works of 
FEA. FEA estimated the stiffness constant very close to 
the experimental results. Significant deficit in the fatigue 
property were observed. In cases of metallic stabilizer bars, 
fatigue failures take place at the number of cycles over 
200,000. However, only several thousands cycles were 
counted in the CFRP stabilizer bars. All fatigue failures 
were generated near the bushing locations; FEA analyzed 

the locations as a weak spot for mechanical failures. Still 
the very low performances in the fatigue are attributed to 
mechanical defects, and they might be from very irregular 
wall thicknesses of the CFRP stabilizer bars. Abnormally 
thin wall thicknesses which were as thin as 1mm in some 
points might cause accumulation of stress concentrations 
in the fatigue and leaded to the mechanical failures very 
early. In contrast, the effect of weight reduction was 
significant. The total weight of the CFRP stabilizer bars 
was around 0.6kg. If metallic stabilizer bars are replaced 
with the CFRP, reduction of the unsprung mass is around 
2kg.  
 

Table 2 The experimental results of static and dynamic 
tests, and comparisons with the estimations. 

CFRP 
Stab. bar 

Wall*

thickness 
(mm) 

Stiffness 
constant 
(N/mm) 

Fatigue 
failure 

(# of cycles)
#1 1.88 15.8 7945 
#2 2.01 15.2 7291 
#3 2.29 15.8 6086 
#4 1.90 14.5 11378 
#5 1.85 16.0 6834 
#6 2.13 16.1 14831 
#7 2.04 14.8 5806 

Average 2.01 15.5 8596 
Std. dev. 0.2 0.6 3315 

Analytic 2 16.8 - 

FEA 2 15.6 No failure 
* Average value from 10 point measurements in a stabilizer bar 
 
3. Conclusions 
 
The third-generation method of CFRP fabrications was 
used for producing CFRP stabilizer bars. Structures of 
braided composites and dimensions of the stabilizer bars 
were determined by the analytic methods. FEA supported 
to predict the mechanical failures, and the structures of the 
composites were modifi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EA 
analysis. The acquired stiffness constants from the 
fabricated CFRP stabilizer bars satisfied the target value, 
but significant deficit in the fatigue property was observed 
due to abnormal irregularity in the wall thicknesses. This 
third-generation method has high potential to lead the 
future success in the weight reductions of vehicles with 
high productivity of CFRP parts based on the huge effect 
of the weight reduction. Several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the process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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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차원 물질 적층 구조 분리막은 2차원 물질의 층

간 거리를 나노 미터 이하로 조절하여 용질을 거르

게 되어 기존의 고분자 분리막 대비 높은 기공 면

적으로 우수한 물 투과도를 성취할 것으로 예측. 본 

연구에서는 분자 표면이 모두 친수성 작용기로 치

환 되어있는 MXene을 기반으로 한 분리막을 제작하

여 그 성능과 원리를 확인하였다. 유연한 그래핀 옥

사이드와 섞어 복합체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 단단

하여 결함률이 높은 적층구조를 가지던 MXene 조각

들을 평평하게 배열 할 수 있었다. 

. 

 
Figure 1 Scheme for the complex membrane. 

 

2. GO 를 통한 MXene 분자의 배열 조절과 분리막 

제작.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Ti3C2TX 와 2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그래핀 옥사이드를 독립적으로 합성하여 

다양한 농도 비율의 GO, Ti3C2TX  혼합 용액을 vacuum 

filtration 방법으로 분리막을 제작함. Ti3C2TX 는 GO 

대비 두껍고 유연성이 떨어져 작을 조각들을 적층 할 

시 평행하게 쌓이지 않아 완성된 구조는 층간 거리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2차원 분리막으로 

적합하지 않다. 유연성이 높은 GO를 섞는 단순한 

방법으로 Ti3C2TX 배열이 성공적으로 조절됨을 XR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작은 조각 배열을 위해 

평형한 track etched polycarbonate를 지지층으로 

사용하여 분리막을 제작하고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3. 분리막 성능 확인  
 
분리막은 용매에 따른 선택성을 보이면서 나노 

체널을 잘 형성하였다. MXene 단일 분리막이 RosB 등 

0.8nm 사이즈 이하의 염료에 대해 불안정한 선택성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GO 가 혼합된 MXene 분리막은 

0.6nm 염료에 대해서 100%의 선택성을 안정적으로 

보여주었다. GO가 섞이며 이동 거리 증가가 동반되며 

물 투과율이 다소 감소함을 확인함. 

 

 
Figure 2 Membrane performance  
 

4. 결론 및 향후 과제  
 

 GO와 혼합한 2차원 물질 기반 분리막 제작 방법은 

균일하지 않은 적층 구조로 분리막 사용이 어려웠던 

2차원 물질들의 배열을 훌륭히 조절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 Ti3C2Tx 표면기 제어를 통해 

혼합 분리막 성능 극대화와 다양한 2차원 물질 

후보군으로 적용범위를 확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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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다양한 복합재료의 개발을 위해 강화재의 

다양한 첨가 비율에 따른 재료 물성의 거동 경향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작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랜덤 섬유 

생성기가 널리 개발되어 있는 추세이다[1]. 하지만 

높은 섬유 체적비(Vf, Volume Fraction)를 얻을 수 

없는 Jamming limit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요소법(DEM, Discrete Element 

Method)과 무작위 필러 제거 기술(RFR)을 이용하여 

카본블랙(CB, Carbon Black)의 다양한 체적비를 

갖는 나노 복합재료의 percolation threshold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3D RVE 유한요소모델 생성 
 

무작위로 배치된 필러와 함께 다양한 체적비를 

갖는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은 Fig. 1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이산요소법과 Python Script를 이용하여 

필러의 체적비가 가장 높은 유한요소모델인 Master 

RVE를 생성한다. 이후, Master RVE의 체적비 보다 

낮은 체적비를 갖는 RVE는 무작위 필러 제거 기술을 

이용하였다. 

 

 
Fig. 1.  Flowchart of random RVE generation. 

 

3. 전산균질화기법에 의한 전기적 물성 예측 결과 
 

CB/pCBT 시험측정 결과와 CHS에 의한 전기 전도도 
예측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2]. 인터페이즈의 
반지름이 52.7nm( / 1.013R r  )일 때, 등가 전기 
전도도는 시험결과의 percolation threshold와 같이 
CB의 29 Vol%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전기 
전도도를 예측하는 McLachaln 모델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ig. 2.  Prediction of electrical conductivity of CB/pCBT 

composite according to Vf.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은 다양한 체적비를 갖는 

RVE를 신속하게 생성한 후 필러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percolation threshold를 예측하였다. 

따라서 복합재료의 특성 평가하기 위한 설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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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그래핀의 뛰어난 열적, 기계적, 전기적 물성을 
활용한 그래핀/고분자 나노복합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래핀-고분자 사이의 약한 
계면 결합력은 그래핀 나노복합재의 전체적인 물성 
저하를 유발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래핀의 기능기화는 그래핀 자체의 물성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핀과 기지 간의 계면 
결합력 및 마찰력을 향상시켜 전체적인 나노복합재의 
물성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1].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 
역학 전산모사기법을 활용하여 기능기화 된 그래핀의 
기지 내 침투에 따른 복합재의 물성예측을 진행 
하였다. 

  
2. 모델링 및 계산 과정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의 표면처리 및 기능기의 
기지내 침투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단위셀 모델링 
과정에서 Fig. 1 과 같이 임의로 그래핀 표면에 에틸 및 
폴리프로필렌 사슬을 부착하였다. 이후, 각 방향에 
주기경계조건이 부여된 단위 셀에 대하여 켤레구 
배법을 활용해 구조적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Fig.1에 제시된 모델의 기계적 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200K, 대기압 조건에서의 등온-등압(NPT) 
앙상블을 진행한 후, 각각의 구조에 따른 인장, 
전단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후, 나노복합재 응력- 
변형률 선도의 3% 변형된 구간을 선형 탄성구간으로 
정의하여 각각의 단위구조의 탄성계수와 전단계수를 
계산하였다. 
 

3. 결과 

 
그래핀에 부착된 기능기에 따른 나노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이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래핀에 

기능기가 부착될수록 그래핀의 길이방향 영률을 

제외한 모든 탄성계수에서 순수한 그래핀이 함유된 

나노복합재에 비해 물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의 기능기화 및 기능기의 

기지 내 침투에 따른 나노복합재의 물성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추후 그래핀/고분자 나노복합재의 

멀티스케일 해석을 활용한 나노복합재 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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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nit cell of graphene/PP nanocomposites, 
(a)ethyl functionalized (b)PP chain functionalized 

Table. 1 Elastic modulus and shear modulus of 
graphene/PP nanocomposites          (unit: GPa) 

 E_L E_T G_I G_L

Pristine/PP 47.5 2.43 13.71 0.07

12Ethyl/PP 46.3 2.42 15.00 0.76

12Chain/PP 46.2 7.33 18.73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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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incorporation of nanoadditives into the polymer 
matrix may dramatically alter nanocomposite physical 
properties. In recent years, nanoadditives are the most 
widely used as fillers for improv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olymer. Especially, cellulose 
nanocrystal (CNC) is well known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dditive to improve mechanical performance. In 
previous research, the particle-size distribution and 
crystalline index of CNC play a vital role in enhanc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 [1]. However, 
there was no research study about these effect under 
cryogenic temperature. While, the high of the crystalline 
region that means the high of the crystalline index and the 
homogeneity of the fillers, which increase the mechanical 
performance of the composite. Although it would increase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he main reason of 
brittleness under low temperature [2]. 
In this study, microcrystal cellulose which consists of 
alternating amorphous and crystalline regions would be 
degraded to the cellulose nanocrystal acidic hydrolysis 
(Fig. 1). The amorphous regions are hydrolyzed faster 
compared to the crystalline parts and the degree of 
hydrolysis process depend on conditions of reaction. Thus, 
different sizes of CNC are controlled through changing 
acid concentration [3]. Then, Cellulose nanocrystal is 
dispersed into the polyurethane matrix and prepared for 
compression test under room and cryogenic temperature 
follow on KS M 3809 standard. The effect of CNC on the 
composite would be evaluated by the mechanical 
performance of compressive strength and explain with the 
results of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X-Ray 
Diffraction (XRD).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and 
crystalline index (CI) of the composite are typically 
calculated by using DSC and XRD respectively.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cellulose structure. 

2. Samples preparation and experiment  
 
The hydrolysis process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Joo 
Hyung et al. experiments follows three steps [4]. Firstly, 
microcrystalline cellulose was placed into an ice bath as 
100 ml sulfuric acid solution at 45 wt%, 63.5 wt% and 65 
wt% which were made by dropwise sulfuric acid 95% into 
water, keeping the temperature below 45 ⁰C. The mixture 
was continuously stirred and reacted for 120 minutes at 45 ⁰C. Then, the reaction solution was diluted with 500ml of 
water (20 ⁰C) to quench and stop the reaction. The 
resulting product was centrifuged at 3000 rpm for 15 min 
to separate cellulose nanocrystal from the acid solution. 
Washed repeatedly with deionized water and sonication 3 
times to remove residual acid. Finally, the suspension was 
dried in vacuo oven at 50 ⁰C for 48h. The nanocellulose 
samples were prepared for XRD and SEM measurement. 
The Cellulose nanocrystal- polyurethane composite 
samples for compression and DSC experiments would be 
prepared and compared with neat polyurethane foam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2 shows XRD partem of different samples of CNC. 
The CI was determined by the Segal’s method using the 
following equation [5]: 

200

200

(I I )
100

I
am

 CI               (1) 

Where CI expresses the relative degree of crystallinity, 
I002 is the maximum intensity of the 200 (I200, 2θ = 22.5˚) 
lattice diffraction and Iam is the minimum between the (2 0 
0) and (1 1 0) peaks at 2θ = 18˚. Because I200 presents both 
crystalline and amorphous region while Iam only presents 
amorphous region.  
The particle-size of the nanoparticles were observed and 
recorded by the SEM imagine and shown in table 1 with 
crystalline index. While the CI increase with the 
increasing of acid content, the dimensions of CNC 
significantly reduced.  
 

Table 1 Particle-size distribution and crystalline index 

Samples Particle-size 
distribution 

CI 

45 wt% L=500-900 D<50 82 

63.5 wt% L=200-400 D<20 85 

65 wt% L=150-200 D<2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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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ve strength would be improved however the Tg 

value also increased. Consequently, the physical 
properties of composite change to those of a glassy state 
[2,6]. The samples will break before the test is completed.  

Fig. 2.  XRD partem of different samples of CNC.  
 
 
4.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The cellulose nanocrystals with various dimensions were 
syntheized by different conditions of the reaction. The 
trend of compression strength under low temperature was 
predicted through evaluating the characterictics of CNC. 
For future work, completing the compression test and 
appreciating the results. In addition, finding the solution to 
tackle the brittleness problem under cryogenic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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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creased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resulting from global reliance on fossil fuels has 
stimulated urgent efforts to dramatically decarbonize our 
fuel sources. Hydrogen is the ultimate carbon-free energy 
carrier—it possesses the highest energy density of 
common chemical fuels, and water is the sole combustion 
product. While commitment to hydrogen fuels is growing 
for automotive applications, safe, dense, solid-state 
storage of hydrogen remains a formidable scientific 
challenge. Metal hydrides offer the ample storage capacity, 
but have been mostly abandoned due to concerns about 
oxidative stability and sluggish kinetics. In this work, a 
new concept in hydrogen storage, multilaminates of 
reduced graphene oxide sheets encapsulating Mg 
nanocrystals, is introduced. These nanocomposite is 
environmentally stable, and deliver exceptionally dense 
hydrogen storage.  
 
2. Results and Discussion 
 
We have developed a direct, one-pot, co-reduction, thus 
simultaneously forming both pristine, monodisperse, 
nanocrystals and the desired rGO without energy- 
intensive processing or ligand chemistries. Observing that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reduction of GO and 
reduction of metal precursors to form Mg nanocrystals 
both relied on similar methods, we synthesized the rGO- 
Mg nanocomposite by a facile solution-based co-reduction 
method, where the Mg2+ precursor is stabilized by 
graphene oxide and both of them are reduced by lithium 
naphthalenide. Despite containing nanocrystals of Mg, the 
nanolaminates were remarkably air-stable. To investigate 
the limits of stability, rGO-Mg samples were exposed to 
air; incredibly even after three months of air exposure, the 
nanocrystals remained almost entirely zero-valent 
crystalline Mg, while showing invasion of only a low 
intensity Mg(OH)2 peak after three months of exposure.  
 
The hydrogen absorption capacity of the composite was 
6.38 wt% 0.103 kg H2/L in the total composite, which 
corresponds to 7.42 wt% in Mg nanocrystals, which is 97 % 
of the theoretical value (7.6 wt%). Furthermore, it also 
readily desorbed up to 6.05 wt% in the composite. thus 
demonstrating excellent reversibility. The Ea values were 
59.8 kJ/mol and 88.6 kJ/mol for absorption and desorption, 
respectively, of which kinetics are comparable to 
transition  
 

 
metal-catalyzed bulk metal-hydride systems. We ascribe 
the performance of our ravioli to the unique features of this 
multilaminates: the nanoscale size of the Mg crystals is 
comparable to diffusion lengths and enables near complete 
conversion to the metal hydride (97% of theoretical value), 
and the interaction of the Mg nanocrystals with the rGO 
layers protects against invasion of oxygen while enabling 
rapid surface diffusion of hydrogen, enhancing kinetics. 
 
3. Conclusions Works  
 
In conclusion, we have developed a facile method of 
preparing rGO-Mg nanolaminate, with excellent 
air-stability and outstanding hydrogen storage capability. 
This unique material combines the remarkable hydrogen 
selective transport manifest in atomically-thin rGO layers 
with the enhanced kinetics and high metal-hydride storage 
density contributed by Mg nanocrystals. We believe that 
thes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solid-state 
hydrogen storage and use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stable graphitic laminates of zero-valent nanocrystalline 
metals also have wide-ranging applications for batteries, 
catalysis, and energetic materials. 
 
References  
[1] ES Cho et al. Nat. Commun. 7:10804, 2016.  
[2] ES Cho et al. Adv. Funct. Mater. 1704316, 2017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Energy Joint R&D 
Program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ETEP), granted financial resource fro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Republic of Korea. (No. 
201885200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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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olid-state hydrogen storage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146 -



 

 
폴리머 폼 재료의 압축 거동 평가 방법의 유효성 검토 

Effectiveness of compressive behavior evaluation method of polymer foam material 
 

*박기범1, 김희태1, 김정현1, 이제명1+ 

* K.B. Park 1, H.T. Kim 1, J.H. Kim 1, J.M. Lee 1+ 

 
1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 E-mail: jaemlee@pusan.ac.kr 
 

Keywords:  Environmental condition, Polyurethane foam, Compressive test 
 

1. 서론 
 
환경 규제와 함께 친환경 연료를 효율적으로 저장 및 
운반할 수 있는 구조물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구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단열재의 특성 상 
저온 환경 유지 성능만큼이나 기계적 강도 측면의 
성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1]. 그 중에서  
폴리우레탄 폼(PUF)의 경우 이러한 성능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재료로써, 기계적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실제 환경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었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UF 
를 대상으로 환경 조건이 실제로 재료의 거동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실험 
 
2.1 시험 재료 및 장비  
본 연구에서는 PUF 와 RPUF 를 시험편으로 
선정하였다. RPUF 의 경우 PUF 제작 과정에서 
유리섬유를 추가한 재료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압축 실험 방법을 통해 시험편의 기계적 성능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고려되어졌다. 본 연구에 

Fig. 1. Mimetic diagram for test specimen and equipment. 
사용된 압축 실험 장비는 아래 Fig. 1에 나와 있듯이 
만능재료시험기(UTM)를 사용하였다. 또한 극한 환경 

조성을 위해 극저온 챔버를 장착하였으며, 챔버 
내부의 지그는 저온 취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SUS 재료로 제작되었다. 실험이 행해지는 중앙 
부분에는 시험편의 측면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구속 
지그가 설치되어 압축 하중의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소성 변형과 함께 횡방향으로 팽창하려는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2.2 시험 시나리오 

구속과 온도의 환경 조건 하에서 수행된 본 연구의 
실험 시나리오는 아래의 Table 1 과 같다. 일반 압축 
시험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실험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속 조건의 유무로 
케이스를 나누어 압축시험을 수행하였다. PUF 와 
RPUF의 발포 방향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압축하중은 
변위 하중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PUF 의 파단 
구간까지 고려하여, 시험편 높이의 80%, 하중의 
상한선은 약 5kN 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압축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여 
하중 변형률 속도를 0.0017s-1 으로 설정하였다 [4]. 
측정 결과의 정확성 및 반복 재현성을 위하여 재료 및 
환경 조건의 케이스에 따라 각각 5 회의 실험을 
반복하였다. 
 

Table 1 Test scenario 

 

Free  Constrained 

Temp. 

(oC) 

Strain 

rate  

(s-1) 

Temp. 

(oC) 

Strain 

rate 

(s-1) 

25 -163 0.0017 25 -163 0.0017

PUF √ √ √ √ √ √ 

RPUF √ √ √ √ √ √ 

 
3. 결과 분석 
 
 구속 지그가 적용된 경우, Fig. 2와 같이 상온에서 
PUF의 압축강도는 약 0.19MPa, RPUF는 0.1MPa 
증가하였다. 탄성계수 또한 PUF와 RPUF 각각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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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MPa의 변화폭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계적 성능 
향상은 구속 조건이 폴리우레탄 폼의 상대 밀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재료의 강도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극저온 
환경에서의 변화폭이다. 저온 취성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변동폭을 제외하면, PUF의 압축강도는 약 
0.47MPa, 탄성계수는 17.49 MPa 만큼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RPUF 또한 압축강도와 탄성계수가 
각각 0.35 MPa, 13.89MPa만큼 높아짐으로써 상온 
실험과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PUF 대비 
상대적으로 향상폭의 차이를 보였다.  
 

 
(a) 

 

(b) 
Fig. 2. Compressive stress-strain curves (a)PUF (b)RPUF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실험 결과를 통해 환경 의존성이 높은 PUF 
단열재의 기계적 특성이 구속과 온도 변수 조건 
하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속 조건 하에서 강도 성능의 향상을 이룬 
PUF와 RPUF 사이의 차이가 온도가 낮아질수록 극히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속 실험 방법의 유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추후 PUF을 이용한 단열 구조물의 설계 
시 환경 조건을 고려한 실험 방법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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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design and development clean and cost effective 
energy sources and energy management technologies have 
been a global challenge. Supercapacitors (SCs) with high 
energy density have emerged as a promising energy 
storage system. In this work, we report a simple and cost 
effective method for the synthesis of a new type of cobalt 
hydroxide wheels in carbon nanofibers (Co(OH)2@CNFs) 
composite by electrospinning cum hydrothermal method. 
Here, Co(OH)2 wheels are well inserted in the networks of 
electrospun CNFs. 10 wt % PAN solution was prepared in 
DMF and electrospinning was carried out. The obtained 
mat was stabilized at 250°C and carbonized at 950°C to 
CNFs mat. Hydrothermal was carried out with CNFs mat, 
cobalt nitrate and urea to get the desired composite 
material. 
 
2. Characterization  
The prepared materials were characterized by XRD, FTIR, 
SEM, FESEM and TEM. The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using Versa STAT 4 
workstation in 2 M KOH aqueous electrolyte.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XRD pattern indicates the Co(OH)2@CNFs 
composite. FTIR further suggests the bonding in the 
composite. SEM, FESEM and TEM images of the 
composite clearly indicate uniformity and insertion of 
cobalt hydroxide wheels in carbon nanofibers. This novel 
structure is noteworthy for the stability of the prepared 
Co(OH)2@CNFs composite since the  Co(OH)2 wheels 
encircle and hold one or more CNFs firmly rather than the 
simple attachment of Co(OH)2 nanostructures on the 
surface of CNFs. The as-prepared material exhibits a high 
specific capacitance of 1081 F g-1 at a current density of 1 
A g-1  and 715 F g-1 at 15 A g-1. The material shows 93.7% 
retention in capacitance after 6000 charge discharge cycles. 
This stability is due to well insertion of cobalt hydroxide 
wheels in CNFs. Hence, the material stands as a promising 
candidate for SCs electrode material. This design is useful 
for the synthesis of other nanocomposites for multiple 
applications such as sensors, catalysis, etc. 

 

 
 

 Fig.1.   Co(OH)2@CNFs composite 

4. Conclusion 
In summary, we have successfully fabricated a new design 
of the Co(OH)2@CNFs composite by cost-effective 
electrospinning technique followed by hydrothermal 
method. The prepared material exhibits a good specific 
capacitance of 1081 F g−1 at 1 A g−1 with the excellent 
cyclic stability of 93.7% even after 6000 cycles. The 
composite integrates two relatively cheap and abundant 
materials by easy and economic fabrication methods. 
Therefore, the composite stands as a potential 
supercapacitors electrode material candidate. This 
nanoengineering opens an idea for the development of 
other stable nanocomposit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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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or clean and sustainable energy challenges supercapacitors are 
considered one of the potential energy storage and power output 
devices because of their high power density, rapid 
charge/discharge rates, and superior cyclic stability. One- 
dimensional carbon nanofibers (CNFs) are good candidates in 
this field. However, the low surface area and limited transporting 
channels for ion diffusion weaken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NFs. To solve this problem we modified CNFs 
structurally by introducing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and functionally by co-doping of B and N. Further, modified 
CNFs network is made 3D using sodium borohydride as gas 
foaming reagent. Such prepared 3D-BN-CNF-ZF900 electrode 
delivered goo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for supercapacitor 
application. 3D-N-CNF-F900 and 3D-CNF-ZF900 electrodes 
were also prepared for comparison. Here, B and N indicate boron 
and nitrogen species, Z indicates ZIF-8 (MOF with zinc and 
2-methyl imidazole) and F indicates freeze drying. 
 

2. Material characterizations 
 
The structural and morphological characterizations of the 
fabricated materials were completed by FE-SEM, EDX, 
TEM, HR-TEM and SAED. The crystalline structure was 
further analyzed with powder XRD. XPS was used to study the 
surface chemical compositions. Further, the specific surface area 
and porous structures of the sample were characterized by N2 
adsorption-desorption experiments. Finally, the wettability of the 
electrode material was tested in 2 M KOH (used as electrolyte) 
by contact angle measurements. 
 

3. Electrochemical performance 
 
To evaluate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3D-BN-CNF- 
ZF900 as a binder free supercapacitor electrode, CV, GCD and 
EIS techniques were used. From CV, it is clear that 
3D-BN-CNF-ZF900 has more distorted rectangular curves with 
a much higher curve area, indicating a higher capacitance due to 
the synergistic effect structure and co-doping on porous surface 
of the electrode material. From GCD, 3D-BN-CNF-ZF900 
electrode has a better rate capability with more than 50% 
capacitance retention as the current density increases 10 times 
from 0.5 A g-1 (295 F g-1) to 5 A g-1 (147 F g-1). In case of cyclic 
stability, 3D-BN-CNF-ZF900 is found to be superior, with a 94.5% 
capacitance retention after 10 000 charge-discharge cycles. From 
Nyquist plot obtained from EIS measurement, The Rct values are 
found to be 0.39 and 0.9 Ω respectively for 3D-BN-CNF-ZF900 
and 3D-N-CNF-F900 electrodes.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sustainable synthesis 
process of 3D-BN-CNF-ZF900. 

  
Fig. 2. (a-c) FE-SEM, (d) Elemental mapping, (e) EDX 
spectrum, (f) Cross section (g,h) TEM, (i) HR-TEM images of 
3D-BN-CNF-ZF900 

 
Fig. 3.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3D-BN-CNF- 
ZF900 
 

4. Conclusions 
In summary, a facile and sustainable method for the synthesis of 
3D carbon nanofiber networks with pores and hollow channels 
on their surface via a simple carbonization treatment of 
electrospun PAN/ZIF-8 precursors was demonstrated.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the resulting 3D-BN-CNF- 
ZF900 mat was characterized in three electrode electrochemical 
cell as a binder-free electrode that explored the superior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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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조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는 높은 비강도와 
고강성이라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직조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는 
최근 자동차 경량화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1]. 따라서, 
직조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물성예측 및 파괴 예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역 
학 기반의 대표 체적 요소 모델링과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직조 복합재료의 파괴 거동을 예측하였다. 
 
2. 모델링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plain, twill 구조의 직조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의 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표 
체적 요소 (Representative volume element, RVE)를 
설정하였다. 직조 구조와 섬유 부피 분율에 따른 물성 
예측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네 모델의 RVE를 
설정하였다. 
 

 
Fig. 1. Representative volume element of plain, twill 

woven composite. 
 
 파괴 모델의 경우, 요소에 파손이 발생할 시 점진적 
으로 물성이 감소하는 User’s subroutine을 적용하였다. 
섬유 다발을 하나의 복합재로 가정하였고, 파괴 
기준은 Hashin failure criteria를 적용하였다 [2].  
파괴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 요소 해석을 
진행하여 섬유 파단과 모재의 파단이 일어났을 때 
물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섬유다발과 모재의 
파단이 각각 구별되어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3. 실험 
3.1 단일 섬유 인장 시험 및 에폭시 인장 시험 : 
 
복합재의 보강재인 탄소섬유를 ASTM D 3379-75 
기준에 맞추어 단일 섬유 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복합재의 모재인 에폭시 인장시험을 ASTM D 
638 기준에 맞추어 수행하였다.  Rule of mixture 이론을 
적용하여 단일 섬유와 에폭시의 물성을 통하여 섬유 
다발의 물성을 도출하였고, 이 때 섬유다발의 섬유 
부피 분율은 0.6으로 가정하였다. 
 
3.2 시편제조 및 물성 시험 : 복합재 시편은 VA-RTM 
(Vacuum assisted resin transfrer molding process) 공정을 
통하여 제조하였다. 제조한 복합재를 ASTM D 3039, 
6641, 5379 기준에 따라 각각 인장시험과 압축시험 및 
전단시험을 수행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의 섬유 부피 분율 및 직조 
구조에 따른 기계적 거동을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하여 
예측하고,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파괴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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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차 연비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 복합재를 적용한 자동차 부품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섬유강화 복합재의 생산방식 중 
하나인 LCM (Liquid Composite Molding) 공정에 의한 
복합재료 생산은 저비용 장점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LCM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직물 위에서 수지의 유동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2]  
본 연구에서는 대표 체적 요소 모델링과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직조물의 프리포밍(Preforming)과정에서 
생기는 변형에 의한 투과도(Permeability)값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2. 이론 
 
2.1 거시적 관점의 유동: 거시적 관점에서 직조물 
상의 수지의 유동은 균일한 다공성 물질에 흐르는 
점성 유체의 유동이라고 간주하여, Darcy’s law에 
의하여 식(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KV P


               (1) 

이 때 비례상수 K 를 다공성 물질의 투과도로 
정의한다. 
 

2.2 미시적 관점의 유동: 거시적 관점에서 정의된 
투과도를 미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투과도 값은 
직조물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직조물의 
구조를 모델링하여 유동해석을 진행한다면, 직물의 
투과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직조물에서의 유동은 
섬유 다발과 다발 사이의 유동과 섬유 다발 내에서의 
유동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를 각각 유체 영역과 
다공성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모델링 및 해석 
 
Twill 구조의 직조물 상의 수지 유동을 예측하기 위해 

대표 체적 요소를 설정하였다. 섬유 다발과 다발 

사이의 영역과 섬유 다발 내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유체의 영역과 다공성 영역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수지의 점성이 높고 유동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층류 유동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1.  RVE models of shear deformed woven fabric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LCM 공정에서 직조 섬유 상에 수지의 
유동 특성 파악을 위해 필요한 투과도 값을 대표체적 
요소 모델을 적용한 해석을 통해 예측 및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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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섬유 보강 복합재료는 높은 비강도 때문에 

항공기, 자동차, 인공위성 등 많은 분야에 금속의 대체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복합재료의 특성상 
수지 물성이 낮기 때문에 matrix crack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을 정확히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eep learning기법을 전극 
감응 형 네트워크 기반의 탄소섬유 보강 복합재료 비 
파괴 손상감지에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복합재료의 저항 변화 수학적 모델링 및 학습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손상 위치에 따른 
탄소섬유 보강 복합재료의 손상 위치에 따른 저항 
변화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손상 위치에 따른 저항 변화 데이터를 확보 
하였다. 저항 변화 모델링에는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수식 1)과 2법칙(수식 2)이 사용되었다.  ∑ 0                                                              (1) ∑ 0                                                              (2) 
확보한 저항 변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기반 MATLAB 코드를 이용해 학습 
시켰다.  
 
2.2 탄소섬유 복합재료 판넬 손상감지 실험  
폴리프로필렌/탄소섬유 복합재료 프리프레그를 16장 
([04/904]s)적층한 후 상∙하부에 구리테이프를 이용해 
전극을 형성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상기 제작한 
시편을 만능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1mm/min으로 
국부 압축하여 손상을 가한 후 시편의 전기저항 변화 
를 측정하였다. 
 
3.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한 손상 예측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손상 
위치에 따른 저항 변화를 학습 시켰다. 탄소섬유 보강 
복합재료 판넬 손상감지 실험으로부터 얻은 저항 

변화데이터와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부 압축 
하중이 가해진 탄소섬유 복합재료 판넬의 손상 위치 
및 크기를 예측하였다.  
 

 
Fig. 1.  Damage prediction (a) using only resistance 

change data and (b) using deep learning method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극 감응 형 네트워크 기반의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비 파괴 손상감지 기법에 deep 
learning 기법을 추가 적용하였다. 학습데이터를 확보 
하기 위해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이용하여 복합재료 
판넬의 저항변화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였고, 이를 
학습시켜 높은 정확도의 복합재료 손상 예측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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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실차 주행 모사 환경에서 음향방출 
(Acoustic Emssion, AE) 특성을 이용한 CFRP-스틸 
이종재질 접합부의 실시간 손상 모니터링 기법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파손 분석을 위해 원리 시험과 대상 
내구 시험을 각각 실시하여 AE 특성을 조사하고, 
가시적 비파괴 검사를 병행하여 차량 주행 중 파손 
원인 규명을 위한 새로운 평가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이종재질 접합부의 AE 특성 
 
2.1 원리 시험 

CFRP-Steel 이종재질 접합부가 파괴될 때 발생하는 
신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Fig.1와 같이 이종재질 
부품 접합 조건을 모사한 시험편을 제작하여 원리 
시험을 실시하였다. 복합재 굽힘 시험에 활용하는 
규격인 ASTM D790을 참고하여 2mm/min 속도로 굽힘 
하중을 인가하였으며, 시험편이 굽혀질 때 센서와 
nose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서를 span 위에 
배치하여 시험 중 발생하는 신호를 모니터링하였다.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CFRP와 스틸이 박리되면서 
생성되는 신호를 수집하였으며, 신호 특성을 실차 
단위 평가의 파괴 원인 분석에 활용하였다[1].   
 

 
Fig. 1 CFRP-스틸 이종재질 접합 시편 시험법 

 
3. CFRP 루프의 내구 모니터링  
 
3.1 평가 부품 선정 및 준비 

연구 대상은 완성차 업계에서 고성능 차량의 경량화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CFRP 루프로 선정하였으며, 
당사의 스포츠 세단을 대상으로 기존 스틸 루프를 
제거 후 High Pressure Resin Transfer Molding (HP-RTM) 
공법으로 CFRP 루프를 성형하여 원리 시험에 
사용했던 접착제를 도포하여 접착하였다. 접합부 내 

결함   생성을 가속시키기 위해 시험 차량을 6개월 
이상 실외에 방치하여 자연 노화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3.2 대상 내구 시험 및 모니터링 

시험 차량의 실제 주행 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주행 
모드 별 대상 내구 시험을 실시하였다. 주행 모드는 
유럽 도로 조건을 구현한 벨지안로와 비포장 도로와, 
급커브 환경을 구현한 복합 환경로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도로를 저속으로 주행 시 차체의 진동과 뒤틀림 
환경에서 발생하는 AE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신호 수집을 위한 센서는 총 8개로 CFRP 
루프에서의 신호 감쇠 특성을 고려하여 Fig. 2와 같은 
위치에 부착하였다.  
 

 
Fig. 2 CFRP 루프 표면 AE 센서 접착 위치 

 
3.3 신호 특성 및 검증  

차체에 상하 진동이 주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에서는 
에너지가 작고 많은 빈도의 신호가 발생하였으며,  
비틀림 환경에서는 큰 에너지의 신호가 주로 
검출되었다. 
평가를 마친 후 접합부를 대상으로 육안 검사와 
초음파 탐상 (Ultrasonic Testing, UT)을 실시하여 AE 
신호 특성과 접합부 결함 간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의 AE 시험법은 실차 시험 중 고장 발생 시기 
및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고장 원인 규명에 필요한 비용 
및 시행 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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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arbon dots (CDs) that exhibit fluorescence property are 
generally derived from carbonaceous materials and 
possessing ultra small size with various exciting, physical, 
chemical, and photo-properties that have been used in 
many different fields in the recent period. Here we have 
focused on nitrogen-doped CDs (NCDs), whose 
fluorescence emission color is tuned through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 to non-radiative energy 
transfer of exciton energy from an excited donor to an 
acceptor. This optical tuning based on emission from one 
particular color to various other colors can be achieved by 
varying the doping ratio of the donor molecule. In this 
work Rhodamine B is used as a donor to vary the emission 
color from blue to orange, in turn, the size of particular 
NCDs. Further, this emission behavior is explored for the 
ratiometric sensing of mercury ions (Hg2+) in an aqueous 
medium. Among the various color emissions, we choose 
one particular emission color, namely violet for naked eye 
sensing of the Hg2+ ion. 
 
2. Experimental Section  
 
2.1 Preparation of N-CDs 
Typically, 1.0g of citric acids and 0.2g of urea were 
dissolved in 25ml of distilled water. The mixture was 
transferred into 100ml Teflon equipped autoclave and 
heated at 180oC for 6 hours.  
 
2.2 Preparation of tunable emission colors 
The tunable emission colors were prepared through 
varying the molar ratio of RhB and N-CDs. Initially, 10mg 
of N-CDs was dissolved in 50ml of Millipore water and 
then sonicated for 10 minutes to form a homogeneous 
dispersion. From the stock solution, 2ml of N-CDs were 
taken in five different vials and then different 
concentration of Rhodamine B stock solution (1mM in 
10ml water) was injected in the ratio of  N-CDs: RhB = 
1:0,1:0.25,1:0.50,1:0.75and 0:1.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N (CDs are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quenched with the addition 
of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g2+ ions leading to efficient 

energy transformation due to the synergetic effect of 
electrostatic interaction and metal-ligand coordination 
between the surface functional group of NCDs and Hg2+ 
ion. On the other hand, Rhodamine B has no interaction 
with Hg2+ ions. These findings provide a way for 
developing cheap, selective and suitable sensing matrix 
for the detection of toxic metal ions like mercury (Hg2+) at 
a lower concentration level. 

 
Schem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ratiometric tuning 

florescence and sensing of Hg2+ ions  
 
4. Conclusions 
In the present work, we conclude that an effective way to 
the tuning of fluorescence emission color with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acceptor molecules like RhB. Changing 
the fluorescence emission is due to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between a donor of N-CDs and acceptor of 
the R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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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Recently, not only the material containing high 

mechanical property have been needed, but also additional 
properties such as damage sensing, piezo-electric have 
been needed. In this study, the glass fiber reinforced 
composites (GFRC) applying the bubble were made by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VARTM) for 
sound absorption property. To verify the effect of sound 
absorption property, fragmentation test of single fiber 
matrix composites (SMC) was introduced with acoustic 
emission (AE). The SMC in glass fiber was covered with 
the epoxy resin with air bubble. During fragmentation test, 
the AE sensors installed on the SMC were detected with 
fracture of glass fiber and confirm the AE amplitude and 
energy. At making the GFRC, the random fabric glass 
fibers were used for easily collecting air bubble while the 
epoxy resins and air bubbles put in the glass fiber fabric. 
Four AE sensors were installed on the GFRC and the 
wavespeeds and change of amplitude were measured. 
Finally, the sound press level was measured at preventing 
the sound by GFRC.  
 
2. Experimental 
 
2.1 Materials: The Bisphenol A type epoxy resin 
(KFR-121, Kukdo chemical Co., LTD, Korea) was used as 
matrices with four kinds of amine type hardener 
(KFH-141, Kukdo chemical Co., LTD, Korea). E-glass 
fiber (SE-1500, Owens Corning, U.S.A.) was used as 
reinforcement.  
 
2.2 Methodologies: To make the bubble in the epoxy resin 
for manufacture of fragmentation specimen, the epoxy 
resin was stirred at 300RPM for 10 minutes. Modified 
epoxy resin was poured in the silicon mold set by single 
glass fiber. 
To make the bubble in the glass fiber fabric for 

manufacture of GFRC, random fabric glass fibers was 
used and epoxy resin and air bubble were poured into the 
glass fiber fabric by 1:1.  
Comprehensive curing condition was 80 oC for 3 hours. 

However, the additional process for fragmentation 
specimen with addition of bubble was 60 oC  for 1 hour to 
make the bubble easily. 
 
 

3. 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1 shows the fragmentation test with acoustic 
emission. During fragmentation test, the single fiber was 
fractured and the elastic wave occurred.  In case of neat 
condition, average AE amplitude and energy were 80 dB 
and 4000 whereas average AE amplitude and energy at 
bubble condition decreased to 70 dB and 2000. It is 
thought that air bubble prohibit the proceeds of elastic 
wave sourced by fiber fracture.  

 

 
Fig. 1. Fragmentation test with acoustic emission for: (a) 
neat condition; and (b) bubble condition 
 
4. Conclusions 
 

The GFRC applying the bubbles were made by VARTM 
for sound absorption property. To prove the effect of 
sound absorption property, not only the micro-mechanic 
evaluation but also bulk tests were tried. In the results, the 
AE amplitude and energy taken from fiber fracture during 
fragmentation was smaller at containing air bubble than 
neat condition. In bulk test, the SPL shielded by GFRC 
containing air bubble was lower than neat condition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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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으로 제작되는 복합재 압력 

용기는 라이너와 레이어층의 두께, 와인딩 속도 및 

각도, 섬유의 장력과 같은 다양한 공정 변수가 

있다[1]. 특히 용기의 돔 부분에서는 와인딩 속도의 

가감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하게 장력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헬리컬 와인딩 시 섬유에 걸리는 장력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 장력 값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어모터를 이용하여 와인딩 속도에 따른 장력 값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2. 실험 조건 및 방법 
 
 섬유의 초기 장력 값을 입력한 뒤 로드셀로 측정된 
섬유의 장력 값과 DC 모터로 측정된 장력 값을 
그래프화 한다. 입력된 장력 값은 2 kg·f이고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스풀(spool)의 무게는 8 kg이다. 
헬리컬 와인딩 시 섬유는 돔, 실린더, 돔 순서대로 
지나며 이 때 실린더 구간은 정속으로 와인딩 되고, 돔 
구간은 실린더 구간보다 많은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와인딩 속도가 가속 또는 감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섬유가 가·감속 구간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1m일 때와 2m일 때의 두 가지 경우에서 장력 
값 변화를 확인한다. 여기서 가·감속 시간은 0.1초, 
정속 구간 길이는 2m로 일정하다. Fig.1은 서보(servo) 
제어계의 구성 개략도를 나타낸다[2]. 
 

 
 

Fig. 1.  Schematic Diagram of Servo Controller 
 

 

 

3. 실험 결과 
 
돔 구간은 가속 또는 감속하기 때문에 정속인 실린더 

구간보다 장력의 변화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또한, 2m 와인딩 거리일 때와 1m 와인딩 거리일 때의 

장력 변화를 비교하면, 속도가 큰 2m 와인딩 거리일 

때의 장력 변화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가·감속 

속도가 빠를수록 더 섬유가 팽팽해지거나 느슨해져 

장력의 변화 주기가 길어지고 폭이 커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모터의 출력을 증가시키면 이 현상을 

줄이고 일정한 장력 유지가 가능해진다.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을 비교하면, 감속 구간에서 

장력 값이 변화하는 폭이 커지고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어 불안정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빠른 감속 시에 댐퍼기구의 스프링이 

순간적으로 완전 압축이 되어 섬유의 순간 처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압력용기의 헬리컬 와인딩 속도에 따라 
섬유의 장력이 변화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빠른 
가·감속 속도 일수록 제어 모터에서 섬유의 장력은 
높아진다. 와인딩 속도에 따라 실제 출력되는 장력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장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수식 수정, 컨트롤러의 조정 및 기구 설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진동폭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성형성이 우수한 압력용기의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시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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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ne method to maximize the lightweight potential of 
structural parts is the targeted use of continuous fiber 
reinforcements in the highly stressed areas of a component.  
Using state of the art winding technology, hollow profiles 
with rotationally symmetrical geometries can be produced 
by depositing impregnated continuous fibers around 
rotating winding mandrels in certain pattern with high 
accuracy [1,2]. In contrast, the novel 3D skeleton winding 
technology uses continuous-fiber-reinforcements resource 
efficiently only in the highly stressed areas of structural 
components. Thanks to an automated winding process 
with industrial six-axis robots in combination with 
injection molding process, this technology is particularly 
interesting for highly stressed and mass-optimized 
structural components in larger quantities. The conducted 
research demonstrates the potential of wound continuous- 
fiber-reinforcements and how an injection molding 
material with a higher elongation at break positively 
influences the mechanical properties. 
 
2. Experimental 
 
2.1 Materials: The winding investigations were realized 
using PPS/GF commingled yarns with 60wt% E-glass 
fiber and 476tex (Type 60G-PPS-500, Comfil-G) and 
PP/GF commingled yarns with 60wt% E-glass fiber and 
1870tex (Twintex R PP 60 B 1870) as a reference. The 
wound structures were overmolded with PPS/GF40 
(Xytron G4010T) and unreinforced PPS (Xytron U3020E) 
as well as PP/GF30 (Hostacom HRG 328T NAT) and 
unreinforced PP (Braskem C765-15NA).  
 
2.2 Process: The process chain for manufacturing 
structural components with local continuous fiber 
reinforcements using the 3D skeleton winding technology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process steps: Impregnation, 
3D winding and overmolding. Tensile testing was carried 
out for at least 5 test specimens for each parameter setting. 
The investigated test specimen is shown in Fig. 1. 
 

 
Fig. 1.  Test specimen before and after overmolding.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tensile testing of overmolded loop structure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echanical properties by adding 
6 commingled yarn windings (PP 3740tex, PPS 3808tex 
each winding). It was possible to increase the breaking 
force of the PPS specimens by 125% compared to the 
unreinforced samples [3].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longation at break of the matrix material has a major 
influence whether the samples show fiber or matrix failure. 
Whereas, the neat unreinforced PP and PPS (impact 
modified) matrix material showed an elongation at break 
of >10%, samples with short glass fiber reinforcements 
only have 2,6% (PP) and 2% (PPS) elongation at break. 
The influence of the continuous windings and the matrix 
material used for the overmolding can be seen in Fig. 2.  

 
Fig. 2.  Breaking force of overmolded loop structures. 

  
4. Conclusions  
 
The investigations showed that the breaking force of 
injection molded PPS samples can be significantly 
increased by introducing wound continuous fibers. 
However, it needs to be ensured that the matrix elongation 
at break remains above the elongation at break of the 
continuous fiber reinforcements to get the full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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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소재 기반의 복합체 물질은 에너지 저장, 변환 및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오염방지, 분리막 등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탄소소재기반의 복합체를 유무기배위결합을 

복합물질을 이용하여 쉽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간단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복합체는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쪽에 응용하였을 경우, 

아주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2. 본론1 합성방법 
2.1 샘플 준비  

타겟 금속 물질이 될 수 있는 금속 전구체와 다양한 
형태의 유기 단분자를 일정 비율로 ball-milling을 
이용하여 10분 이상 mixing한다. 그런 다음 만들고자 
하는 목표물질에 따라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을 
조절해준다. 특정 물질(탄소만 있는 물질)이 목표일 
때는 열처리 후에 산처리를 통해 잔여 금속 또는 
산화금속들을 제거해주는 추가작업도 필요하다.   
  
3. 본론2 실험결과  
 
본 초록에는 수천 가지의 조합 중, 몇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mesostructure가 발달된 복합소재의 개발과 

그를 이용한 리튬 황전지 응용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SEM 이미지는 ZnO와 porous 

carbon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특정 조합에 따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mesostructured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조는 기존의 porous 물질에서 볼 수 

없었던 구조로 mass transport를 원활하게 하여 

사이즈가 큰 물질들의 이동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Fig. 1 SEM images of the products. 

제조된 구조를 이용하여 리튬황전지의 양극소재 

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높은 성능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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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S battery performance of the products.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값싼 전구체를 
이용하여 에너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탄소기반의 나노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제시된 
방법은 산화금속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모방하여 새로운 타입의 나노복합소재가 개발되었고, 
이를 에너지 분야에 이용하면 기존의 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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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olymer nanocomposites reinforced with nanoparticles as 
fillers have different performance characteristics, i.e., 
mechanical, thermal and structural property, according to 
the state of nanoparticle dispersion in the polymer matrix, 
and it is important to optimize process parameters for the 
type of nanoparticle. Especially, dispersion of 
nanoparticles in polymer matrix affects the curing 
behavior of polymer resin and acts as a medium to 
accelerate degradation of the material when the material is 
exposed to various environments [1].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ure mechanism by analyzing the 
thermal properties in order to expand the application area 
of nanoparticle reinforced polymer nanocomposit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halloysite nanotubes 
(HNTs) on the degree of the cure was investigated in HNT 
reinforced epoxy matrix nanocomposites, and the 
absorption behavior was observed when exposed to high 
temperature water environment for a long time. The effect 
of HNTs on the deterioration of the material and its 
mechanism was established by tensile test.  
 
2. Experimental Works 
 
HNTs/polymer nanocomposites were fabricated using 
thermosetting epoxy resin KFR-120V and hardener 
KFH-141 (Kukdo Chemical Co. Ltd, Busan, Republic of 
Korea) at a ratio of 100:30, and glass fiber (GM 
Composite Co. Ltd, Busan, Republic of Korea) as a 
reinforcement. As a filler, HNT (CAS-No. 1332-587-7, 
Sigma-Aldrich Japan G.K.) was used to enhance tensile 
strength and hygroscopicity by blending small amounts of 
0.5, 1, and 5 wt. % in the polymer epoxy resin. The 
specimens were prepared by semi-autoclave process at 
room temperature, and the curing conditions were 80 °C 
for 4 hours. The fabricated HNTs/polymer nanocomposites 
were exposed to 70 °C distilled water for over 300 hours 
and the change of moisture absorption rate and tensile 
strength with exposure time were measure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deterioration of materials and 
mechanical properties by HNT addition was analyzed 
through the thermal properties derived from DSC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3. Results and Discussion 
 
HNTs/polymer nanocomposites were exposed to high 
temperature water environment for a long time and 

showed excellent hygroscopicity at less than 1% of HNT. 
However, as the content of HNT increased, the 
intergranular agglomeration was observed more 
remarkably. As a result of the DSC analysis, the addition 
of HNT promoted the polymer curing reaction, and a 
certain amount of HNT accelerated the crosslinking 
reaction of the polymer and increased the viscosity, 
thereby preventing the HNT secondary aggregation 
phenomenon in the curing reaction. Especially, in Fig. 1, 
HNT acts as a bridge to increase interfacial bonding 
strength, retarding the deterioration of epoxy resin by 
moisture and limiting the direct effect of water on fiber 
[2]. 
 

 
Fig. 1.  Comparison of interlayer interfaces of GFRP after 

moisture absorption by addition of HNT. 
  
4. Conclusions 
 
(1) The catalytic effect of HN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 large amount of crosslinking of the polymer 
chains in a short time by lowering the maximum 
exothermic temperature caused by the curing reaction of 
the epoxy resin, and HNT dispersion was homogenized. 
(2) In the high content of HNT, the non-impregnated part 
in the HNT cluster generated by the nanoparticle 
aggregation accelerated the growth of micro-cracks 
caused by deterioration of epoxy resin when exposed to 
high temperature water environment. The non- 
impregnated part acts as a pore in the interlayer and 
facilitates water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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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on nitride nanotubes (BNN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material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IT, energy, space/nuclear engineering, and biomedical, etc. BNNT 

presents the advantageous material properties of carbon nanotubes (CNT) as well as general 

ceramics such as high temperature endurance. While the mechanical strength and thermal 

conducting properties of BNNT are similar to CNT, it shows superior thermal/chemical 

stability, thermal neutron absorbing ability, electric insulating property, and even 

biocompatibility, etc. Based on these properties, R&D’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of BNNT 

are very active in many areas in ITs and others as well. For example, it is promising that the 

polymer nanocomposites mixed with 2D h-BN and BNNT are able to enhance the thermal 

conductivity as well as material properties simultaneously. As mobile device is faster and 

thinner, the heat causes more serious problem, especially for the 5G mobile systems which 

use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MIMO) concept. We observed that the thermal conduction 

property of fabricated h-BN dispersed polymer nanocomposites could be enhanced as high as 

3 times by using a small amount of BNNT. We assume that BNNT may offer the reliable 

solution for the heat problems in various IT devices. In addition, BNNT when used together 

with other materials shows the properties as high temperature/extreme environmental 

catalysts and piezoelectric sensors/energy harvesters. In this presentation, the various types of 

discussions related to production methods and the industrial applications of BNNT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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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분자 소재는 유연성, 제조의 용이성, 투명성 등의 
특성으로 다양한 센서의 기판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플루오르화 폴리비닐리덴 (PVDF)와 같은 고분자 
소재는 외력에 의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여 고분자 
자체가 센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고분자 소재는 일반적으로 
비전도성 소재이므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극 부착이 필수적인데, PVDF와 
같이 불소 성분의 고분자 소재는 접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착한 전극의 내구성이 떨어져 센서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1].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의 일종인 소혈청 알부민 
(Bovine Serum Albumin, BSA)를 이용한 전극의 부착 
특성 향상 기법을 제안하였다 [2]. BSA로 전 처리한 
PVDF 필름에 화학 도금 방식으로 부착한 구리 전극의 
부착 특성을 실험적으로 비교하여, BSA가 구리 
전극의 부착력 및 구리와 PVDF 사이의 접촉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1 재료  
고분자 기판 소재로는 Fils사의 두께 80m의 PVDF 
필름을 사용하였으며, 전극 생성을 위해서 
Aldrich사의 BSA와 대정화금의 Copper(II) Sulfate 
Pentahydrate, Potassium Sodium Tartrate Tetrahydrate, 
Sodium Hydroxide를 사용하였다. 
 

2.2 전극 생성 방법  
PVDF 필름에 전극을 생성하기 위한 전처리는 증류수 
세척, 건조 (60도, 20분), 플라즈마 표면 처리 후 BSA 
수용액을 이용하여 딥 코팅함으로써 표면의 접착 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BSA로 전 처리된 PVDF는 
팔라듐 수용액을 이용하여 딥 코팅한 후, 구리 무전해 
도금을 진행하였다. BSA, 팔라듐, 구리 무전해 도금 
공정은 모두 10분간 진행되었으며, BSA와 팔라듐 
수용액의 농도를 달리하여 생성된 구리 전극의 부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2.3 실험 방법  
전극의 부착 특성은 크게 전극과 PVDF 필름 사이의 
접착 강도와 접촉 저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PVDF 
필름은 비전도체이기 때문에 접촉 저항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PVDF 필름의 압전 물성을 
평가하여 간접적으로 접촉 저항을 비교하였다. PVDF 
필름의 압전 물성 측정에는 d33 미터 (PM100, 
Piezotest)가 이용되었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BSA와 Pd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구리 전극이 생성된 
PVDF 필름의 압전 물성 측정결과는 Fig. 1과 같다. 
전처리 과정이 없는 경우보다 BSA 전처리 과정을 
거친 경우의 압전 물성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BSA와 
Pd 농도에 따른 영향은 오차 범위 내에서 없다고 
판단된다. 

 
Fig. 1. Piezoelectric constants of PVDF films with respect 

to the concentration of BSA and Pd.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BSA를 이용하여 전 처리된 PVDF 
필름에 구리 무전해 도금을 통한 전극 생성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전 처리를 통해 구리 전극과 PVDF 필름 
사이의 접촉 저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BSA가 구리 전극과 PVDF 필름 사이의 접착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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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환경규제의 강화와 승객의 안전성을 위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의 경량화 및 강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특히 범퍼 빔은 
차량 전방 충돌 시 차량의 변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퍼 빔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구간 
조합 복합재료(Piecewisely - Integrated Composite, PIC) 
는 복합재료의 특성을 살려 강도를 높이고자 제안 
되었다[2]. 
범퍼 빔을 IIHS 범퍼 테스트 통해 하중 분석을 
하였으며, 각 부분의 하중이 인장이 지배적이면 

인장에 강한 적층 각도 순서인 [ 90/ 0/ 0]  로, 압축이 

지배적이면 압축에 강한 적층 각도 순서인 [ 5 /
45 / 90 ] ,   전단이 지배적이면 전단에 강한 적층 각도 

순서인 [0/90]15로 제작하여 범퍼 빔의 전방 충돌 시 
받는 하중에 최적화된 복합재 구조의 설계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구간별로 지배적인 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머신 러닝 모델 중 분류 
모델들을 적용하여, 분류 모델들을 비교하였으며, PIC 
범퍼 빔의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3,4]. 

 
2. 최적화를 위한 머신 러닝 모델 
 
본 연구에서는 머신 러닝 기법인 결정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k-NN 분류 및 앙상블 분류(Boosted trees, 
Subspace discriminant, RUS boosted tree)를 사용하였다 
[5-7]. PIC는 하중 분석을 통해 각각 인장, 전단, 압축에 
강한 복합재의 적층 각도 순서를 배치하여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하중 분석은 triaxiality η를 통해 
진행되며   0.1 < η 일 때는 인장, -0.1 ≤ η ≤ 0.1일 때는 
전단,  -0.1 > η 일 때는 압축이 지배적인 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Fig. 1의 플로우차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범퍼 
빔의 하중 분석을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범퍼 빔의 
유한요소해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중 분석은 
유한요소모델에 배치되어 있는 참조점(reference 
point)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중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하중 데이터는 머신 러닝의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s)들을 통해 생성된 모델에 입력되어 과잉 
피팅(over fitting)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정확도(accuracy)를 판단하게 된다 [8].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나 머신 러닝 모델을 병렬적으로 변경하여 
최적의 정확도를 찾는 것이 요구된다. 

 

Fig. 1. Flowchart for machine learning. 
 

3. 유한요소해석 
 
본 연구에서 고려된 범퍼 빔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전방 범퍼 빔으로, 차량의 질량은 약 2,200 
kg으로 알려져 있다. 범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는 시험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IIHS 
범퍼시험을 기준으로 해석이 진행되었으며, Fig. 2 (a)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행되었고, 초기충돌속도는 9.66 
km/h (6 mph), 알려져 있는 차량의 질량중심에 2,200 
kg의 질량이 주어졌다 [9]. Fig. 2 (b)에 범퍼 빔의 
단면이 보여지는 바와 같이, top, mid, bottom, front, 
front-bottom 및 rear면으로 나눴다. 유한요소모델은 
front에 267개, front-bottom이 113개, bottom이 150개, 
rear가 304개, top이 187개, mid에 190개의 참조점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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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FE Model: (a) IIHS bumper test system, (b) 
cross-section of bumper beam. 

 
4. 머신 러닝을 통한 최적화 결과 
 
범퍼 빔의 각 면 별로 머신 러닝 통한 분류를 진행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나있다.  
 

Table 1 Machine learning accuracy 
*Front-Bottom, (unit: %) 

 Top Rear Mid Front F-B* Bot
Tree 75.9 87.8 75.3 92.1 96.5 77.7
SVM 79.1 91.1 75.8 92.5 96.5 80.4
k-NN 80.7 91.1 74.2 92.5 96.5 81.1

Boosted 
trees 

77.0 87.5 77.4 92.1 96.5 80.4

Bagged 
trees 

77.0 88.5 77.9 92.5 97.3 81.1

Subspace 
discriminant 

79.7 91.1 66.3 92.5 96.5 80.4

RUS 
boosted tree 

64.7 79.9 77.4 62.8 67.3 79.7

 
 

(a) 

(b) 

(c) 

(d) 

(e) 
Fig. 3. Mapping results: (a) Front view, (b) rear view, 
(c) top view, (d) bottom view, and (e) inner view for 
mid plane. 

 
머신 러닝 모델 중 k-NN 분류가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평균 하중충실도 (Loading fidelity)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과 mid면은 다른 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중충실도가 낮았다. 이는 top 및 
mid면에서 인장, 전단 및 압축 특성으로 나뉘는 
triaxiality의 분포를 표현할 만큼 충분한 수의 참고점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아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향후에는 참고점의 개수가 하중 충실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k-NN 분류 모델 기반으로 범퍼 빔에 매핑 
(mapping)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나있다. 매핑한 
결과와 단일 적층 각도 순서 (인장, 전단 및 압축에 
강한 적층 각도 순서)로 구성된 범퍼 빔이 받는 하중이 
비교되었고, 그 결과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Fig. 4. Results of IIHS crash FE analysis.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일 적층각도의 범퍼 

빔에 비해, PIC 범퍼 빔이 가장 높은 외부 충돌하중 
(115.6kN)을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머신 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IIHS 전방 범퍼 테스트 시, PIC 범퍼 빔의 
강도를 최적화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류 모델의 학습 결과(정확도)는 k-NN 분류 
모델이 평균적으로 높았다. 

2) Top면과 mid면은 다른 면들에 비해 정확도가 
낮았다. 이는 top면과 mid 면에서 참조점의 
분포가 triaxiality의 분포보다 성기게 배치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 PIC를 적용한 범퍼 빔이 단일 적층 각도로 
구성된 범퍼 빔보다 더 높은 하중을 보였다. 

범퍼 빔의 강도 최적화를 위하여 k-NN 분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점의 
개수와 하중충실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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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리에 생기는 성에와 결로를 제거하기 위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목적으로 

여러 발열유리가 개발되었다. 여러 발열유리 중 

로이 발열유리는 전극 paste를 유리와 함께 600℃ 

이상의 고온 열처리가 필요한데, 열처리 시 로이 

코팅층이 확산되거나 응집이 되는 문제[1]가 발생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낮은 온도에서 

접합할 수 있는 Ag paste가 필요하다. 

 

2. Experimental 
 
2.1 저온 소결용 nano Ag source 

  600℃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결할 Ag paste를 

위해 nano Ag를 사용하여 열처리 온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 Ag paste의 nano Ag source 는 

nano Ag powder를 사용하는 방법과, Ag2O 또는 

AgNO3와 같은 전구체를 nano Ag로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다. 환원시키는 방법에도 수소가스 등 

환원 분위기를 통해 환원시키는 방법[2]과 용매를 

통한 환원 방법[3]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용매를 통한 환원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2.2 nano Ag source에 따른 paste 열처리 물성 

  nano Ag powder 및 Ag 환원을 이용한 nano Ag 

paste의 물성 비교를 통해 어떠한 nano Ag source 

가 전극에 더 효과적일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열처리 온도에 따른 비저항 변화 등을 통해 

최적의 열처리 온도를 찾고자 한다. 

 

2.3 저온 소결 Ag paste를 적용한 발열유리 

  가장 전기적 물성이 좋았던 nano Ag powder를 

사용한 Ag paste, Ag2O를 환원시킨 Ag paste와 

상업용 micron Ag paste를 이용하여 로이유리에 

전극을 만들어 발열시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균일한 발열을 하는 Ag 전극을 

확인하고 nano Ag paste가 상업용 Ag paste와 

비교하여 더 우수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Fig. 1.  Low-E heatable glass. 

 

 

3. 결과 및 고찰 
 
  nano Ag source 를 통해 보다 낮은 온도에서 Ag 

전극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nano Ag paste로 로이 유리에 Ag 전극을 형성하고, 

전원을 인가하여 보다 균일한 발열양상을 보이는 

Ag paste를 확인하였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함에 따라 600℃ 이상에서 고온 열처리함에 

따라 나타나는 Ag dot, coating degradation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향후 과제 
 
  본 연구는 Ag paste를 사용하여 로이 유리에 

전극을 형성하여 발열유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향후 이렇게 만들어진 발열유리가 

성에 및 결로 제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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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풍력발전기의 대형화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게는 길이에 대비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GFRP와 CFRP를 채용하여 하이브리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spar 
cap 등에 부분적으로 CFRP를 적용하여 왔다[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GFRP spar-cap를 CRFP spar-cap로 
대체할 경우, 무게감소 효과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직교이방성에 따른 물성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상용프로그램인 ANSYS 17.0 Composite pre-post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2. 적층 복합재료의 FEM 모델 작성 
설계도를 참고하여 실제 크기와 동일한 FEM 모델을 
생성하였다. Fig. 1과 같이 spar-cap은 외곽 층과 내곽 
층은 2AX, 3AX GFRP를 적용하였으며, 안쪽으로는 
UD GFRP를 적용하였다. 블레이드의 길이에 따른 
spar-cap의 적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spar-cap과 skin의 
적층 두께와 순서를 고려하여 Fig. 2과 같이 적층 순서, 
배열을 고려한 FEM 모델을 생성하였다. 또한 CFRP의 
대체효과에 대한 비교해석을 위해 spar-cap의 UD 
CFRP로 대체한 모델을 생성하였다. 11,717개의 
절점과 10,786개의 요소(Mesh quality average: 0.901 
종류: Qud4 98%, Tri3 2% 구성)로 모델을 생성하였다. 
 

 
Fig. 1. The number of UD GFRP tapes used in the cross 

section of the spar-cap and in the production (provided by 
WIND novation) 

 

 
Fig. 2.  Configuration of FEM model of 2MW wind 

turbine blade 

3. FEM 모델의 검증  
검증을 위해서 전체 중량과 정하중시험시의 처짐량을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제작사의 설명서에 따라 
해석에서 사용된 재료만의 실제 무게를 계산하였다. 
실제 제작에 사용된 섬유 층들의 무게의 합은 6,996 kg 
이며, FEM 모델을 통한 적층 모델의 무게의 합은 6,935 
kg (Body: 6,451 kg, Web: 485 kg)으로 실제 구조물과 
0.85 %의 오차 이내로 유한요소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4. CFRP Skin의 경량화 효과  
UD GFRP의 부피(1.38 m3)와 UD CFRP의 부피(1.389 
m3)가 동일하도록 적층 Ply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추가된 CFRP Ply의 증가된 섬유의 면적(1,037 m2)이 
있음에도 계산된 무게는 6,441 kg으로, 기존 모델의 
무게 6,935 kg 에 비하여 7.12 % (494 kg)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정하중 해석에 대한 변형량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해석 결과, CFRP Spar-cap을 적용하여 Flap- 
wise 방향에서 처짐량이 최대 51 %까지 감소됨을 확인 
하였다. 또한 Edge-wise 방향에서 날개의 처짐량은 
최대 4.5 %의 감소량을 확인하였다. 
 
Table 1 Flap-wise directional deformation results of CFRP 

spar-cap model and GFRP spar-ca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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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섬유 금속 적층판(FML)은 금속재료에 섬유강화 
수지를 부착하여 제작한 기계적 물성이 좋은 경량 
재료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방향 섬유의 
배향각도에 따라 FML의 기계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1-3] 본 연구에서는 
Al6061에 4겹의 일방향 GFRP를 3가지 배향각도로 
적층피막하여 인장 및 저주기 피로시험하여 평가 
하였다. 
 
2. 실험방법 
 
2.1 FML시험편 제작  
4 mm 두께의 Al6061-T6 평판에 일방향 GFRP(UGN 
200)을 접착제(Bondex 206)를 사용하여 진공백 성형 
공정으로 오토클레이브 경화하였다. GFRP를 하중 
방향의 0°4, 90°4, 0°1/90°2/0°1 로 적층 피막하여 3가지의 
FML을 제작하였다.  
 

2.2 인장시험 및 저주기 피로시험 

Al합금과 3가지의 FML 을 인장시험기(㈜알앤비, 
UNITECH-M)로 시험하였다. 저주기 피로시험은 
변형률 진폭 제어로 상온에서 유압식 만능재료시험기 
(Intron-8516)로 수행하였다. 저주기 피로시험은 
변형률 비(strain ratio) 0, ∆ε/2	= 0.2, 0.3, 0.5, 0.75%으로 
1Hz의 속도의 사인파형상으로 제어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인장시험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모든 FML은 
GFRP가 먼저 파손되고 이후 Al합금이 파손되었다. ε 2% 이후에서 0°4과 0°1/90°2/0°1의 FML의 GFRP층이 
파손되었다. 한편, 90°4의 FML의 GFRP는 ε 1% 이하 
Al합금 항복점과 비슷한 시점에 파손되었다. 다른 
FML과 다르게 GFRP 파손에 의한 급격한 응력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대응력을 기준으로 0° 4이 가장 
높은 응력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0°1/90°2/0°1은 약 
290 MPa, 0°4의 피막적층 효과는 거의 없었다. 
Fig. 2는 피로시험에서의 각 주기에서의 최대응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Al합금은 초기 3주기까지 급격한 
반복경화현상이 나타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 

하다 파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FML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고, 배향각도에 상관없이 발생하였다. 
 

 
Fig. 1 Tensile test result of Al6061 and FMLs 

 
Fig. 2 Cyclic maximum stress curves at ∆ε/2	= 0.5% 

 

4. 결론 
 
인장시험결과 하중수준으로 볼 때, 0°4과 0°1/90°2/0°1 
적층 피막은 FML에서 강화효과가 나타났지만, 90°4 

경우는 피막없는 Al합금과 일치하여 GFRP 피막층의 
강화효과가 거의 없었다. 피로시험 결과, Al합금과 
모든 FML은 반복경화 후에 파손되었고 Al합금이 
먼저 파손되었다. 모든 FML은 피로수명이 증가 
하였고, 0° 4 의 FML이 피로향상 효과가 가장 우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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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섬유 복합재료는 기존의 금속 소재에 비해 

우수한 물성을 가진 첨단 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나, 

섬유와 기지 간의 계면 물성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종 재료 간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사이징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에폭시 수지 및 탄소섬유의 물리적· 

화학적 호환성과 사이징제 간의 관계를 다룬다. 이를 

위해 수지 유동 모델을 구축하여 사이징제에 따른 

물리적 호환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모델의 검증 및 화학적 호환성으로의 확장된 연구를 

위해 Dynamic contact angle (DCA) 측정,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VARTM) 시험과 

탄소섬유 표면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2. Microchannel 수지 유동 모델 
 
에폭시 수지 및 탄소섬유의 호환성에 의한 수지 유동 
특성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Micro 
channel에서의 에폭시 수지 유동을 모델링하였다. 본 
모델의 목적은 유동 특성 향상을 위한 탄소섬유 표면 
및 사이징제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Viscous 
energy dissipation rate E의 개념을 활용하여 수식적인 
모델을 구축한 결과, 함침 속도의 증대를 위해 Work of 
adhesion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3. 실험 
 
3.1 DCA 측정 

서로 다른 사이징제가 처리된 3종의 Neat CF (A-CF, 

B-CF, C-CF)와 이를 O2 플라즈마 (100W, 20초) 처리한 

3종의 Plasma treated CF (A-PCF, B-PCF, C-PCF)가 

사용되었다. 증류수, 에폭시 수지,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3:1 wt%) 혼합액 상에서 각 섬유의 DCA를 

측정하였다. 단일 섬유가 부착된 시편이 일정 속도로 

액체 표면을 지나도록 하기 위해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사용하였다. 시편 속도는 0.5mm/min, 

10mm/min, 50mm/min으로 설정하였다. 20배율 렌즈와 

DSLR을 사용하여 접촉각을 촬영하였다. 

 

3.2 탄소섬유 표면 특성 분석 

3종의 Neat CF와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혼합액을 

이용해 Microdroplet test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계면전단강도를 측정하였다. Tensiometer를 통하여 

3종의 Neat CF에 대한 Surface free energy 및 

Dispersive·Polar component를 측정하고 Work of 

adhesion을 계산하였다. 또한 Neat CF 표면의 작용기 

밀도 및 종류 분석을 위해 XPS 분석을 수행하였다. 
 

3.3 VARTM 시험 

1.3mm 직경의 Vacuum gate 36개를 가지는 Porous 
mold의 사용을 통해 직물 두께 방향으로 진공압에 
의한 함침을 유도하는 VARTM 시험을 수행하였다 [1]. 
Preform은 3종의 ±45°	Bi − axial	400g/  NCF 
(A-NCF, B-NCF, C-NCF)를 각각 5장 단위로 적층시킨 
형태로 사용하였다.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 혼합액을 
사용해 함침을 진행시킨 후, 각 직물이 보이는 초기 
함침 패턴과 최종 함침 시간을 관찰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 사이징에 따른 에폭시 수지 

유동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해 Microchannel 수지 유동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모델링의 적합성을 확인 

하고 유동 특성 및 복합재료 계면 물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으로써 DCA 측정, VARTM 

시험 및 표면 특성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Microchannel 수지 유동 모델을 통해 Work of 

adhesion 이 유동 저항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2) DCA 측정 결과에서 A-CF 가 가장 큰 DCA 를 가진다. 

이는 Wettability 와 Physical adhesion 이 낮기 

때문이다. 

(3) Surface free energy 와 Work of adhesion 은 A-CF, 

B-CF, C-CF 순으로 증가한다. 

(4) A-CF 는 고밀도의 Carboxyl group 및 Hydroxyl 

group 을 가지므로 에폭시 수지와의 Chemical 

bonding 이 우수하여 가장 높은 IFSS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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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ARTM 시험 결과에서 3 종의 NCF 중 가장 낮은 

Work of adhesion 을 가지는 A-NCF 가 가장 빠르게 

함침되었다. 이는 이론적 분석과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수지 유동 특성 및 복합재료 계면 물성 

향상을 위해서는 Work of adhesion 을 감소시키고 

섬유 표면의 Carboxyl group 및 Hydroxyl group 

밀도를 증가시키는 사이징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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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Abstract 

The promising combination of strength and fracture toughness of W0.5TaTiVCr-based composite shed the 

light on its future plasma facing application. In order to pursue its commercialization it is imperative to analyze 
its irradiation resistance. Therefore, W0.5TaTiVCr was irradiated under energetic ions.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surface morphology, irradiation hardening (as shown in Fig. 1) and subsurface microstructure was analyzed 

via SEM, Nanoindentation and TEM, respectively. Ion irradiation didn’t damage sample’s surface as no 
irradiation induced nanostructures were observed. However, irradiation hardening was clearly observed via the 
hardness data at depths ranging from ~200-600nm. The comparison of relative hardness (Hirr/Hunirr) of pure W 

and W0.5TaTiVCr (Fig. 1d) at 200nm depth reveals higher resistance to irradiation hardening in W0.5TaTiVCr. 

 

 
Fig. 1. Calculated irradiation damage and depth (a), surface morphology (b), nanoindentation hardness of 

irradiated W0.5TaTiVCr (c), and comparison of relative hardness of W0.5TaTiVCr with pure W 

Enhanced strength, fracture toughness and irradiation resistance of this W0.5TaTiVCr-based composites 
suggest its promising behavior in future fusion reacto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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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ngineering the wettability of solid surfaces have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for their wide applications such as 
self-cleaning, anti-icing, and microfluidics. The 
wettability of solid surfaces is determined by two factors: 
the roughness and the chemical character of the surface. 
Roughening of surfaces induce the trapping of air between 
the water droplet and surface, thus preventing water from 
penetrating into the surface and producing 
superhydrophobic surface. There are considerable 
strategies have been developed to create surface roughness 
to fabricate superhydrophobic surface, including chemical 
etching, sand blasting, and lithography. Recently, by using 
nano- or micro- particles as building blocks, several 
reports produced a high degree of porosity or hierarchical 
structures. The synthetic versatility in the precise tuning of 
roughness makes them more powerful in engineering 
wettability of surface, because roughness of surface can be 
easily controlled in terms of particle size and shape, 
highlighting their superior potential over other method to 
create surface roughness. However, the fabricated rough 
surface formed by assembly of nano- or micro- particles 
suffer from poor mechanical durability, resulting from 
weak adhesion between particles and the substrate, which 
is one of key requirements for practical application. Herein, 
we demonstrate a facile approach to fabricate 
mechanically robust, hydrophobic surface by combining 
Al2O3, glass frits, and hydrophobic solution. Al2O3-based 
composite coatings with different roughness were 
prepared by controlling the ratio of Al2O3 particles and 
glass frits. Surface properties of Al2O3-based composite 
coatings were carefully modified by hydrophobic poly 
(dimethylsiloxane) (PDMS) sol-gel solution. To 
demonstrate the mechanical robustness of our PDMS- 
Al2O3, the hydrophobicity was evaluated after performing 
sandpaper (400 mesh) abrasion and ultrasonication. 
 
2. Results and Discussions 
 
2.1 Hydrophobic PDMS-Al2O3 Surface 
 
When PDMS sol-gel solution coated on Al2O3, the water 
contact angle significantly increased to 132.38°, 
demonstrating a successful example of the synergistic 
combination of the low surface energy of PDMS into 
hierarchical structure of Al2O3 surface. 
 
 
 

2.2 Mechanical Property of PDMS-Al2O3 Surface 
 
SiC sandpaper (400 mesh) was used as an abrasion surface, 
with PDMS-Al2O3 to be tested facing the SiC sandpaper. 
Then, the PDMS-Al2O3 was loaded with 500g of force, 
and moved forward in one direction at a rate of 6 mm/s. 
The result shows that as-prepared PDMS-Al2O3 still 
maintained its water contact angle above 130° after 
abrasion 100 cm. Although several scratches were found 
on the surface, low level of nanostructures produced by 
Al2O3 particles were still remained after abrasion 100 cm. 
The presence of these nanostructures might be attributed 
to glass frits which act as a binder to connect Al2O3 
particles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substrates, thus 
maintaining hydrophobic wetting behavior of PDMS- 
Al2O3. 
 

 
 

Fig. 1. SEM image of PDMS-Al2O3-50 (a,c) before and 
(b,d) after sandpaper abrasion test. The inset is a 

photograph of water droplets on the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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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의 핵심인 고신뢰성, 
고용량의 배터리는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구성 요소 
또한 크기가 증가해야한다. 그러나, 흑연 분리판은 
고유의 취성으로 인해 대면적 제작이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 또한 취급, 조립 및 작동 
중에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이러한 흑연 분리판을 
대체할 손상 내성이 높은 분리판이 필수적이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은 높은 기계적 강도 
때문에 이상적인 대체품이 될 수 있으나 표면에 
형성되는 잉여 수지층에 의하여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Soft layer method"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복합재료 분리판을 표면처리 하였다. 표면 잉여 
수지층을 제거하고 탄소섬유를 노출시켜 성능을 
향상하고 다양한 탄소섬유 복합재료 분리판의 전기, 
기계 및 접착 특성을 조사했다. 
 
2. 복합재료 표면처리 
 
소프트 레이어로는 폴리머 이형 필름 (PTFE 또는 
FEP)을 사용하였으며 복합재료 압축 성형시 몰드와 
복합재 라미네이트 사이에 삽입하였다.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이형 필름의 변형에 의해 표면의 잉여 
수지가 압착되어 밀려 나와 탄소 섬유가 표면에 
드러났다. 그림 1 (b)는 소프트 레이어 방법으로 제작 
된 탄소 복합재료 표면의 모습이다. 기존의 압축 
성형법으로 제작 된 그림 1 (a)와 달리 손상되지 않은 
섬유가 표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1. 탄소섬유 복합재료 표면: (a) 기존의 압축 
성형법; (b) 소프트 레이어 방법. 

3. 결론 
 
소프트 레이어 방법으로 제작 된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특성 파악을 위한 실험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표면에 노출 된 탄소 섬유에 의하여 

전기적 특성이 향상되었으며 소프트 레이어에 의해 

경화 시 가해지는 압축 하중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인장 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표면에 노출된 섬유는 

표면 조도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접착 특성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다. 
 

 
(a) 

 
(b) 

          
(c) 

그림 2. 소프트 레이어 방법에 의해 제작 된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특성: (a) 전기적; (b) 기계적; (c)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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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표적인 압전 고분자인 poly (vinylidene fluoride) 

(PVDF)는 주 사슬의 배열에 따라서 α, β, γ, θ 등 
다양한 결정형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압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β 결정형이 요구된다. 
실험적으로 탄소나노튜브 (CNT), 그래핀 (Graphene), 
금속산화물 (Metal-oxide)과 같은 입자를 넣어 PVDF의 
β 결정형을 향상시킨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해석적으로 분자 단위에서 그 원리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자 
동역학 전산 모사를 이용하여 금속산화물이 PVDF β 
결정형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분자 동역학 전산 모사 
 
2.1 단위 셀 모델링  
상용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인 Material studio 8.0 

(Biovia, USA)을 이용하여 PVDF와 TiO2 분자를 
모델링하였다. 원자 사이의 운동을 묘사하기위해 
PVDF에는 PCFF (Polymer Consistent Force-Field) 
포스필드를, TiO2에는 Matsui-Akaogi 포스필드를 적용 
하였고 PCFF와 TiO2 사이의 관계는 Lorentz-Berthelot 
combination rule을 통해 표현하였다. 그리고 TiO2 
유무에 따른 PVDF 결정형 분석은 LAMMPS (Large- 
scale Atomic/Molecular Massively Parallel Simulator, 
Sandia National Research Lab,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2.2 PVDF 결정형 분석 

PVDF 사슬은 10개의 단량체 (monomer)를 가지도록 
하였고, TiO2는 Rutile 격자 구조로 4nm의 지름을 
가지는 나노클러스터로 만들었다. 100개의 PVDF 
사슬과 1개의 TiO2 나노 입자를 가지는 단위 셀을 
모델링하고, 상온 대기압 조건에서 등온-등압 (NPT) 
전산모사를 수행하여 평형화 (equilibration)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때 100개의 PVDF 분자들의 Dihedral 
(torsion) angle distribution을 계산하여 결정형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α 결정형과 β 결정형은 각각 약 60°, 180°의 

Dihedral angle을 가진다. Fig.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TiO2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60°의 Dihedral 
angle을 나타냈고 TiO2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180°의 Dihedral angle을 나타냈다. 즉, TiO2가 
PVDF의 β 결정형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Dihedral angle distributions of (a) PVDF with 

TiO2 and (b) PVDF without TiO2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분자 동역학 전산 모사를 이용하여 
금속산화물인 TiO2 나노 입자가 PVDF의 β 결정형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TiO2 나노 입자가 있을 때에 상대적으로 높은 β 
결정형이 나타났다. 추후 여러가지 조건들을 바꿔 
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위 결과를 좀 더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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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라믹 재료는 내열성, 내마모성, 내식성, 고온 강도 

등 이점이 많아 항공기,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내열이 요구되는 조건에 열 차폐 목적으로 코팅 또는 
금속 구조물 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여 
사용되는데 이때 접착부위의 결함 또는 기공 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세라믹 재료의 결함 
평가는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하거나, OCT를 
이용한 표면 검사 기법 등이 일반적이다[1]. 하지만 
세라믹과 다른 재료의 층간 접합상태를 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광파와 전자기파의 중간에 위치한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하여 알루미나 세라믹-알루미늄 
적층 복합재 시편을 제작하여 접합부 상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Fig. 1. Dimension of the alumina ceramic-aluminum 

composites and cross-section view 
 

2. 시편제작 
알루미나 세라믹(Al2O3)-알루미늄 적층 복합재는 

Fig. 1과 같이 각각 가로  세로  두께가 100 mm, 25 
mm 그리고 1 mm의 크기를 갖도록 준비하였다. 
알루미나 세라믹과 알루미늄 평판을 부착하기 위해 
PRO-SET사의 구조용 에폭시 수지인 ADV-175와 
경화제인 ADV-275를 각각 2:1 무게비로 혼합 후 
접착층에 발라 상온 경화를 진행하였다. 

 
3. 접합부 검사 방법  
테라헤르츠파는 마이크로파와 적외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비전도성 물질에 대한 우수한 투과성과 
직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산란 특성이 낮아 
반도체, 세라믹 등을 쉽게 투과할 수 있다. 알루미나 
세라믹-알루미늄 접합부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깊이 방향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반사 모드로 
검사장비를 구성하여 신호를 취득하였다. 
 
4. 접합부 검사 결과  

Fig. 2는 접합부의 정상 영역과 결함 영역에서 
얻어진 대표적인 테라헤르츠파를 보여준다. 약 25 ps 
위치의 첫 번째 피크(peak)는 알루미나 세라믹 
표면에서 반사된 신호이고, 45 ~ 50 ps 영역에 위치한 
두 번째 피크는 접합부에서 반사되어 측정된 신호를 
의미한다. 결함의 유무에 따라 두 번째 피크의 위치와 
크기가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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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Scan results according to the bon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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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복합재의 활용 범위가 넓어짐과 동시에 복합재가 
지니는 임무도 막중해지고 있다. 정적 구조적 강도, 
강성이 좋은 탄소섬유와 최대 충격 에너지가 높은 
아라미드섬유[1]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단순 구조적 
목적이 아닌 파손을 스스로 검출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법들[2]도 복합재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2. 실험 
 
2.1 시편 
탄소섬유와 아라미드섬유가 서로 직조된 150 mm 
정사각형의 탄소-아라미드 하이브리드섬유를 6장 
적층하고, 제일 아래 섬유의 모서리 안 쪽에 4 개의 
전극을 설치하였다. Vacuum-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기법을 이용하여 에폭시를 주입하여 Fig. 
1(a)에 나온 것처럼 복합재를 만들었다. 
 

2.2 실험 조건 및 분석 
지름 40 mm의 클램프로 복합재에 40 N의 힘을 가하여 
고정하였고, 낙하 충격시험으로 50J을 인가하였다. 
충격시험 전후의 복합재 전기 저항을 측정하였고, Fig. 
1(b) 처럼 각 구간별 전기저항 변화율을 분석하여 파손 
위치를 검출하였다. 
 
3. 결론 
 
높은 전기 전도성을 지닌 탄소섬유 덕분에 복합재 
시편의 초기 저항은 수옴(Ohm)대이지만, 50 J의 
충격으로 시편이 관통되면 기존 전기 경로가 바뀌고, 
이로 인해 전기 저항이 34 % 가량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관통 부분이 전극과 전극간의 일직선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Fig. 1(b)에 나온 것처럼 2, 3, 4번 
채널들의 전기 저항도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각 채널들의 전기저항 변화율을 바탕으로 파손 위치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에는 
가장 크게 전기저항이 변한 채널을 기준으로 주변 
채널들의 전기저항 변화율을 반영하여 파손 위치를 
검출하는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주변 채널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수는 Fig. 2와 같이 수치해석을 

통해 변수를 최적화하여 5개의 시편들의 파손 위치 
검출 오차가 평균 5.8 mm 이내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Fig. 1.  (a) Specimen and (b) resistance analysis. 

 

 
Fig. 2.  Analysis for Damage localizing factor. 

 
 

4. 결론 
 
탄소-아라미드 하이브리드 섬유를 이용하여 강도, 
강성, 에너지 흡수율이 높은 복합재를 제작하였고, 
전기저항 변화율을 분석하여 복합재의 파손 위치를 
검출하는 자가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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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제4세대 탄소소재인 나노카본을 강화재로 적용

한 나노복합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나노카본 재료인 그래핀과 탄소나노

튜브는 각각 2차원과  1차원 구조에 따른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그래핀과 나노튜브를 3
차원 구조로 구현한 Pillared graphene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새롭게 시도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illared graphene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기계적 물성을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2. 분자모델링 및 분자동역학 전산모사  
2.1 그래핀과 CNT 사이의 접합부 구조에 따른 기계

적 물성 예측 및 비교 수행.  
본 연구에서는 2장의 그래핀과  4개의 (6,6) 단일벽 탄
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접합부가 칠각형, 팔각형의 
탄소 링의 형태를 가지는 두 pillared graphene의 단위셀 
구조를 모델링 하였다.[1] 이 후, 켤레 구배법

(Conjugate Gradient)를 적용하여 단위 구조들에 대하

여 안정화를 진행하였다. 두 종류의 pillared graphene
을 각각 1기압 300K 조건 하에 등온-등압 앙상블 전산

모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1축 가상 인장실험을 진행해 
접합부 구조에 따른 기계적 물성을 비교하였다.  
 
2.2 CNT 간 거리에 따른 물성변화 및 파괴거동 예측 

및 비교 수행  
  pillared graphene의 물성은 구성하고 있는 CNT 간 거
리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2]. 따라서 CNT 간 거리에 
따른 물성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나노튜브의 층간 
거리가 서로 다른 3가지의 pillared graphene을 모델링

하였다. 이 후, 2.1절에서 수행한 1축 가상인장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pillared graphene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물성 및 파괴 거동 변화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에 제시된 Fig. 1과 같다.  

 
 
Fig. 1.  The stress-strain Curve with two different junction 
types of the pillared graphene. 
 
그래핀과 CNT 간 접합부의 모양이 7각형 탄소링으

로 이루어진 pillared graphene 일 경우, 8각형 탄소링으

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더 큰 하중을 견디며 파괴가 더 
큰 변형률에서 시작되는 경향을 도출하였다. 이로부

터 8각형의 접합부보다 7각형의 접합부가 더욱 안정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필라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pillared graphene의 구조적 변화에 따
른 기계적 물성 변화를 예측 할 수 있었다. 그래핀과 
CNT 간 접합부가 8각형 탄소링인 경우에 비하여 7각
형 탄소링일 경우, 하중 전달 특성이 좋으며 더 큰 변형

률에서 파괴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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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경과 연비 문제로 인하여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량이 가볍고 우수한 기계적 성능을 갖는 복합재료를 
차량용 부품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경량화와 충돌 성능 향상을 
위하여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을 사용한 복합재 
B-pillar의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충돌해석은 
비선형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가정하중법을 
사용하였다. 등가정하중법을 이용하여 복합재 부품의 
최적 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부품을 
제작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2. 등가정하중법 
 
본 연구에서는 등가정하중법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복합재 B-pillar의 적층각도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등가정하중은 비선형 해석에서의 특정 시간의 변위와 
동일한 변위를 발생시키는 선형 해석에서의 정하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돌해석 등의 동적 상황을 고려한 
최적 설계를 빠른 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차량용 B-pillar의 충돌해석에는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였고, 적층각도 최적 
설계와 등가중하중법 적용에는 최적화 프로그램인 
GENESIS와 ESLDYNA 모듈을 사용하였다.  
 
3. 적층각도 최적설계 
복합재 구조물은 탄소섬유강화 복합재의 
이방성으로 인하여 적층각도에 따라 물성 및 기계적 
성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B-pillar 의 
여러 부품 중 보강재 부품을 기존 스틸에서 복합재로 
대체하였으며, 충돌 성능 최대화를 위하여 적층각도 
최적화를 실시 하였다. 설계 변수는 최외곽 층의 
직조복합재의 적층각도와 내부 단일 섬유 층들의 
적층각도로 하였으며, 중립면을 기준으로 적층각도 
대칭 조건을 부여하였다. 목적함수는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측면 충돌 시의 B-pillar 복합재 
변형량 최소화로 설정하였다.  

 
Fig. 1. B-pillar model for impact simulation 

 
4. CFRP B-pillar 제작 및 시험 
 최적 설계안을 바탕으로, CFRP B-pillar를 제작하여 
측면 충돌 시험을 수행하였다. 보강재 부품 제작에는 
탄소섬유와 에폭시를 사용하였으며,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VARTM) 공법을 통해 
제작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측면 충돌시험을 
모사한 낙구 시험을 진행하였고, 기존의 스틸 B-pillar 
와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과 등가정하중법을 
이용하여 CFRP B-pillar의 최적 설계를 진행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모델을 제작하였다. 측면 충돌 
시험을 통해 기존에 금속으로 제작되던 B-pillar와 
비교하여 충돌 성능 향상과 중량 저감을 확인하였고, 
해석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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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압축기의 흡입밸브나 토출밸브는 압축기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전에는 밸브가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대체되고 있다[1]. 이는 밸브의 진동 
특성을 개선하여 압축기의 효율을 개선함에 기인한다.  
레이저 센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판스프링이 
부착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밸브의 고유 
진동수를 비롯한 진동 특성 계수를 구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Fig. 1에 본 실험에서 사용한 토출밸브와 레이저 
센서의 개략도를 나타냈다.  
 

 
Fig. 1.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equipment. 

 
3. 결과 및 토론 
 

Fig.2에 자유진동에 따른 밸브의 변위와 Fourier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밸브를 

장착한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는 약 205Hz로 나타났고 

이는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한 진동수와 3% 내외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레이저 센서를 활용하여 밸브의 

고유진동수 등 진동 특성 계수를 구하는 것은 비교적 

정확하고 편리함을 알 수 있다. 
 

 
(a) Displacement vs. time 

 

 
(b) Amplitude vs. frequency 

Fig. 2.  Natural frequency of the engineering plastic valve. 
 

4. 결론 및 향후과제  
 

레이저 센서를 활용하여 밸브의 진동 변위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밸브의 고유진동수를 빠르고 쉽게 
획득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밸브 
거동에 활용함으로써 실제 압축기 성능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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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량화 부품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강도, 고강성 특성을 지니는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면내 물성과 성형 특성을 갖는 직조 형태의 
섬유 강화 복합재료가 경량화 대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1]. 하지만, 직조 섬유의 경우 성형시에 섬유간의 
전단 각도가 변형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물성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실정이다[2]. 본 연구에서는 
전단 변형된 직조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해석적으로 검증하였다. 
 
2. 실험 
 
2.1 단일 섬유 및 매트릭스 인장 시험 

직조 섬유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섬유 다발 물성 
측정을 위해 단일 섬유 인장 시험을 ASTM D 3379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매트릭스를 이루는 
에폭시 물성의 경우 ASTM D 638에 따라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섬유 다발의 섬유 부피 분율을 
0.6으로 가정하고 Rule of mixture (RoM) 이용하여 섬유 
다발 물성을 해석에 적용하였다.  
 

2.2 전단 변형된 직조 복합재료 물성 시험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Chomarat 사의 245 g/m2 면밀도 
를 갖는 능직 직조 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섬유간의 
전단 각도를 변형시키기 위해 치구 시험기(Picture 
frame)를 이용하였다.  섬유 전단 각도를 10도, 20도, 
30도 변형시켜 복합재료를 제작 하였으며, ASTM D 
3039에 따라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3. 모델링 및 해석 
 
Fig. 1과 같이 직조 섬유 다발을 매소 스케일로, 섬유/ 

매트릭스 대표체적을 미소 스케일로 정의 하였다.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 ABAQUS 및 User 

subroutine (UMAT)을 사용하여 점진 파괴 모델링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Schematic figure of meso & micro-scale yarn 
structure and stress distribution of micro RVE model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단 각도가 변형된 능직 직조 섬유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 다중 
스케일 기반 점진 파괴 모델을 이용하여 해당 물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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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에폭시 접착조인트는 용접이 어려운 금속 

부착물을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에폭시 접착 조인트는 
자동차 부품 결합부에 쓰일 경우 다양한 환경에서 
정적 뿐 아니라 동적 하중을 받기 때문에 동적 하중 
범위까지 접착 조인트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접착 조인트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탄소 나노 튜브(CNT)를 에폭시에 
분산하였고, 이를 흡습 시간에 따라 정적 및 고속 접착 
강도를 측정하여 최적의 접착 강도를 가지는 CNT의 
중량 분율을 확인하였다[1].  
 
2. 실험 
2.1 사용 재료 및 시편: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로 각각 YD-128 
및 G-1034 를 사용하였다. MWCNT는 에폭시 
접착제의 나노 입자로 사용 하였다. CNT/에폭시 나노 
복합체 시편은 CNT 함량에 따라 0 wt. %, 1 wt. %, 2 wt. % 
및 3 wt. %의 중량 분율로 제조되었다.  
 
2.2 흡습 처리 및 정적 압축 시험:  
 준비된 나노복합체 접착 조인트 시편을 85℃의 

항온수조에서 흡습시간을 0부터 48로 시간을 다양화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시편의 정적 압축 시험은 
만능 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ASTM 에 따라 2mm/min 
으로 수행되었다. 
 

 
Fig. 1.  Adhesive joint specimen(pin-and-collar) and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2.3 홉킨스바를 이용한 고속 압축 시험:  
나노 복합체 접착 조인트 시편의 고속 접착 강도는 

직접 제작한 홉킨스바와 ASTM D 4562-90에 따라 제작 
한 pin-and-collar 시편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2]. 
 

3. 결과 및 고찰 
에폭시 내 CNT의 중량 분율 및 흡습 시간에 따라 
정적 및 고속 압축 시험을 진행한 결과, 흡습 시간이 
증가할수록 정적 및 고속 접착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착 강도는 CNT가 
에폭시 내에 분산되었을 때 향상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 wt. % 의 CNT가 에폭시에 분산되었을 때 가장 
강한 접착강도를 보였다. 또한 홉킨스바를 이용하여 
CNT/에폭시 접착 조인트의 접착 강도를 고 변형률 
속도에서 실험했을 때 접착강도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내 CNT의 중량 분율 및 흡습 
시간에 따라 정적 및 고속 압축 시험을 수행하였다. 
흡습 시간이 증가할수록 접착 강도는 감소했고 이때 
최적의 접착 강도를 가지는 CNT의 중량 분율을 
확인하였다. 또한 홉킨스바 실험을 통해 고 변형률 
속도에서 접착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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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weight fiber-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have 

been widely used nowadays in a variety of automobile 

components to increase the fuel efficiency. To design the 

composite structures properly, an accurate prediction of 

their mechanical performances is essential considering 

their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ir impact, static and 

fatigue failure phenomena. In this talk, several works 

related to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automobile 

composite components will be presented such as 

suspension lower arm, bumper beam, hood and B-pillar, 

etc. Also, the progressive failure modelling technique and 

the combined thermo-forming/structural analysis 

technique based on micromechanics, will be introduced. In 

the progressive failure modelling technique, the 

progressive failure behaviour were embedded in user’s 

subroutine in ABAQUS or LS-Dyna considering several 

failure modes (fiber tension, compression, matrix tension 

and compression) to simulate its impact and static failure. 

In the combined thermo-forming-structural analysis 

technique, the shear angle and fiber orientation change 

during its thermo-forming process were predicted using 

PAMFORM and their results were transformed to 

LS-Dyna using home-made vector mapping algorithm. 

The predicted results above were compared and verifi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 developed modelling techniques 

in this work could predict accurately the mechanical 

perfomance of the composite structures and could be 

successfully used to design and manufacture several real 

automobile composit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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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OSS(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zane)는 

다양한 폴리머와 공유결합이 가능한 실리콘 산화물 

이며, 상자모양, 사다리꼴 모양 등 다양한 구조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POSS 구조 및 반응기 종류에 

따라 구현해 낼 수 있는 물질적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1].  특히, 고분자 내에 POSS를 분산시킨 

복합재의 경우 열분해 및 삭마 현상 감소에 강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열보호 소재로 사용하기 위한 

POSS 복합재의 물성 예측을 진행한다[2]. 
 
2. 단위 셀 분자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8개의 실리콘과 산소로 구성된 
상자모양의 POSS를 사용하였으며(Fig.1), 반응 가능한 
실리콘 중 네 부분에 폴리이미드(Kapton) 단량체를 
결합하여 모델링하였다. 이후 POSS 첨가에 따른 
열보호 복합재로서의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순수한 
폴리이미드 단위 셀과 POSS가 첨가된 복합재 셀을 
구성하였으며 모든 방향으로 주기경계조건을 부여 
하였다.  
 

 
Fig. 1.  A molecular model of POSS. 

 
3. 단위 셀 안정화와 복합재 물성 예측 
 
단위 셀 모델링 이후, 켤레구배법으로 포텐셜 에너지 
최소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구조안정화를 위해 
상온 대기압 조건에서 등온-등압(NPT) 앙상블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먼저, 기계적 물성을 예측하기 

위해 300K에서 일축인장 전산모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인장시험을 통해 도출된 응력-변형률 선도의 2% 
변형률 범위에서 탄성계수를 결정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Table 1 Young’s modulus of Polyimide & 
POSS-Polyimide 

 
순수한 폴리이미드와 POSS가 첨가된 경우의 탄성 

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Table 1), POSS가 첨가된 

복합재가 더 낮은 탄성계수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타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예측 결과이며, 

상온영역에서 폴리이미드 물성을 저하시킴을 알 수 

있다. 이는 낮은 POSS 물성 또는 폴리이미드와의 

불완전한 계면이 원인으로 생각되며, 이후 열보호 

소재로서의 POSS 첨가 복합재의 열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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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나노튜브는 우수한 기계적 물성과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1991년 처음 발견된 이후로 센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섬유형 
센서가 복합재 내에 삽입되는 경우, 삽입형 센서가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를 탄소나노튜브의 높은 
기계적 물성과 높은 전도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 복합재 구조에 
탄소나노튜브 섬유 센서를 삽입하여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유리섬유 복합재 시편 제작 
 
2.1 탄소나노튜브 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를 Core-Shell 구조의 

복합섬유 센서를 사용하였다. 이때, 섬유 센서의 

높은 연신율과 기계적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섬유의 

Core는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을 사용하였다. 

Core 주위에는 센서의 전기 전도성을 위해 탄소나노 

튜브와 폴리우레탄(PU)을 혼합하여 Shell 구조를 

구성하였다[1]. 

2.2 유리섬유 복합재 시편 제작 

2.1에서 언급한 탄소나노튜브 복합 섬유 센서를 4 
ply로 이루어진 유리섬유 복합재 구조 층 사이에 
교차되게 배치하여 센서 네트워크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교차되는 지점 중 일부 지점에 테플론 
테이프를 활용한 필로우 인서트를 함께 수행하여 
복합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분리를 모사하였다. 
또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한 
섬유 배치도 구성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시편으로 
하중에 의한 구조의 변형에 따른 탄소나노튜브의 
저항변화를 감지하고, 층간분리 모사로 발생하는 
센서 층 사이의 전기용량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3. 유리섬유 복합재 시편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수행 결과 
 
2.2에서 제작된 유리 섬유 복합재 시편의 한 쪽을 

고정하고, 굽힘 변형을 주어 구조에 변형률이 발생함 

에 따라 발생하는 센서의 저항변화를 휘트스톤 

브리지 기반의 저항변화 측정 회로로 아날로그 

전압의 형태로 취득하였다. 이러한 저항 거동 변화를 

변형률로 변환하였다. 또한, 필로우 인서트를 통해 

층간분리를 모사한 지점에 대해서도 전기용량 변화 

감지 회로를 구성하여 전기용량 변화량을 아날로그 

전압의 형태로 취득하였다. 이렇게 전도성 센서로 

구성된 센서 네트워크에서 측정된 전기용량의 

변화가 층간분리 모사가 진행된 측정 지점에서 대조 

측정지점 대비 최대 3배의 전기용량 변화를 보였다. 
 

Fig. 1.  Schematic of GFRP Specimen with CNT/Polymer 
Composite Fiber Sensor. 

 

4. 결론 및 향후과제 
 
유리섬유 복합재 층 사이에 탄소나노튜브 복합 섬유 
센서를 삽입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구조에 변형률이 가해질 경우 센서의 저항변화를 
통해 이를 감지해내고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층간분리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 
하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전기용량 변화량을 통해 
층간 분리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탄소나노튜브 센서의 신호대잡음비 개선을 통한 낮은 
변형률 구간에서의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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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조물의 충돌 조건에 의해 재료에 발생하는 압축 

변형은 형상과 재료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 흡수 
특성이 변화한다. 에너지 흡수 특성은 다양한 
산업분야 중 특히 차량과 운수 산업분야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등을 만족시키고자 다양한 형태의 
구조와 재료를 활용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1-4]. 
Zupan 등 [1]은 알루미늄을 활용하여 계란판 형상의 
에너지 흡수 구조체를 제작하였으며, 2가지 형상 
변수를 활용하여 각 조건에 따른 에너지 흡수능을 
비교하였다. Chung 등 [2]과 Yoo 등 [3]은 탄소섬유와 
유리섬유 직물 복합재료를 활용하여 계란판 형상의 
에너지 흡수 구조체를 제작하였고 에너지 흡수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실험을 통해 섬유강화 
복합재료 구조가 알루미늄 구조보다 더 높은 에너지 
흡수능과 경량 특성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흡수 특성이 높은 계란판 
구조와 유사한 형상의 다목적 에너지 흡수 구조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거동 특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비직교 구성방정식을 활용한 직물 복합재료의 
드레이핑과 전단 변형에 따른 물성 구현 [5] 및 구조물 
거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2. 해석 대상 모델 
2가지 종류의 다목적 에너지 흡수 구조에 대해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1). 두 구조는 
에너지 흡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정보를 참고하여 모델링 하였다 [1-4].  

 
Fig. 1.  Types of energy absorption structures. 

 

3. 유한요소해석 
직물 복합재료의 드레이핑 거동을 구현하고자 

비직교 구성방정식을 이용한 VUMAT user subroutine 
을 활용하였으며, 해석은 상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ABAQUS 6.12-1 을 사용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재료는 
평직 프리프레그 (WSN 3k, SK chemical, Korea) 이다. 
재료의 거동을 해석적으로 구현하고자 인장 실험과 
면내 전단 실험을 통해 확보한 실험 정보를 앞서 
언급한 코드 구성에 활용하였다. 드레이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물의 전단 변형은 재료의 물성 정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거시적·미시적 변형 정보를 
활용하여 경화 구조물의 물성을 구현하는 국부 물성 
mapping code 와 경화 물성을 구현하는 user subroutine 
code 를 활용하였다. Hashin 파손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 대상의 파손을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 Type A 의 
계란판 형상이 높은 에너지 흡수 특성을 보였으며, 
실험을 수행한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하중-변위 선도가 유사함을 확인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볼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물 복합재료를 활용해 제작한 

다목적 에너지 흡수 구조의 거동을 유한요소해석을 
구현하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두가지 형상에 대해 
압축 해석을 수행하여 에너지 흡수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해석 결과 Type A 계란판 형상이 더 
좋은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해석 결과는 기존 
실험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한요소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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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o date, PLA is to supersede non-degradable metallic 
implants for load bearing bones because of their low 
mechanical properties. But their defects are continuously 
motivating researchers to put effort into developing 
biodegradable materials with load-bearing capacity. 
Reinforcing the PLA with strong materials seems to be an 
attractive solution.  Magnesium as a biodegradable implant 
is under research. It has excellent biocompatibi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but it degrades quickly by corrosion 
in physiological environments releasing basic species 
causing local alkaline environment and hydrogen gas which 
creates gas pockets [1]. However, PLA and Mg as a 
composite material can support each other in terms of 
achieving required mechanical properties and neutralization 
as well. We expect that PLA matrix can reduce corrosion of 
Mg wires but to further optimize the composite, 
modification of Mg wires to change its surface morphology 
for minimizing corrosion rates looks reasonable because it 
will enhance overall reten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composite. Among many, MgF2 coating is works well as a 
barrier to corrosion and also increases bioactivity [2]. This 
work presents the effect of MgF2 coating in retention of 
tensile properties of Mg/PLA composite for minimum 
healing period of bones in simulated human body environment. 
 
2. Experiment 
 
2.1 Materials 
PLA (3251-D) were used as matrix. The reinforcing agent 
Magnesium Alloy (AZ31), were purchased from (Advance 
Metal, Korea). All chemicals were bought from Sigma 
Aldrich.  

2.2 Fabrication of composite 
The Mg/PLA composites with unidirectional Mg wires 50% 
by volume were prepared by lamina stacking process. The 
PLA laminas were made by compressing pallets in hot press. 
The Mg wires were uncoiled from vacuum sealed rim then 
immersed in 40-45% hydrofluoric acid solution at room 
temperature for 40 h.  Later wires were taken out from HF 
container, washed with water and dried in the fume hood. 
Then coated and uncoated Mg wires laminas were made by 
first aligning wires with pre-tension on an in-house tension 
device. Then, PLA/chloroform solution was poured over 
wires. Later, chloroform evaporates leaving PLA in solid 
state which kept wires aligned. Finally, these two types of 
laminas were alternately stacked in a mold cavity of 100mm 
x 5mm x 2 mm and hot pressed with conditions:  
 
 

1900C, 2.5 MPa and 5 minutes followed by natural cooling 
of mold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MgF2 coating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tact tensile properties of the composite. 
However, the retention of tensile properties significantly 
improved. For instance, tensile strengths of coated and 
uncoated wires composites decreased from 163.1 MPa to 
126.58 MPa and 164.4 MPa to 77 MPa, respectively after 
28 days in PBS immersion at 37°C.  

A similar trend was observed for elastic modulus. Their 
intact values were 13.2 GPa and 12.9 GPa while by the end 
of study their modulus retained 92.4% and 77.7%, 
respectively of initial values. 

 Fig. 1. Tensile strength degradation 
 
Composite without coating on Mg wires drastically lost 
tensile properties as shown in Fig.1. The loss in tensile 
properties is linked with interfacial integrity of Mg and PLA 
which coating significantly protected by blocking corrosion 
pathway. Overall, we 50-C-Mg/PLA (with coated wires) 
composite seems to be a potential candidate for 
biodegradable implant in orthopedic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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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iaphyseal fractures in long bones are commonly 
occurring fractures. Doctors mostly use internal fixation 
devices to stabilize the broken bones. Conventional higher 
Young’s modulus implants like stainless steel (SS) and 
titanium mismatch the bone’s properties. These factors 
cause complications like delayed union, non-union and 
stress shielding [1]. Composites prosthesis are the best 
substitution for such problems [2]. They are biocompatible 
with properties closer to the bones. Moreover, they 
promote the endochondral ossification which is best case 
of healing. 
 
2. Materials and methods 
 
2.1 Finite element modelling  
The 3D diaphyseal osteotomy and human tibia were 
modelled as poroelastic and non-homogenous materials. 
Commercially available TRIGEN™ META-NAIL™ 
Retrograde IM nails and Low Contact Dynamic 
Compression Plates (LC-DCP, USA) for long bones 
fractures were used to fix the 3 mm tibial fracture. The 
material properties of a plain weave glass/polypropylene 
(Twintex [0]2nT; JB Martin, France) and stainless steel 
were used in the FEA for both implants. 
 
2.2 Finite element analysis  
Once the callus shapes were achieved according to the 
implant type, the diffusion coefficient was set and cell 
concentration for each element of individual calluses was 
extracted. Biphasic mechano-regulation algorithm was 
then introduced to find the stimulus values depending on 
which the granulation tissues in elements start to mature 
into fibrous tissues, cartilage and bones.  
 
3. Results and Discussion 
 
Despite the investigations to compare the two different 
fixation techniques of a fractured tibia, i.e. plating and 
nailing, the best method for this kind of fractured bone 
surgery is still unclear. The callus shapes were predicted 
according to the IFM produced by the IM nails and bone 
plates. The number of elements produced was 3,734 and 
11,263 against SS and Twintex [0]2nT bone plates and 
3,579 and 9,227 against SS and Twintex [0]2nT IM nail, 
respectively. The axial interfragmentary movement was 
maximum 0.14 mm and 0.05 mm in the case of Twintex 
[0]2nT bone plate and IM nail, respectively (shown in Fig. 
1). The dashed green line shows the minimum strain of 2% 
preferred for secondary healing. Stainless steel implants 

stayed well below (0.68 and 0.24%) this threshold value. 
The centric position of IM nails is possibly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higher axial stiffness.  
 

 
Fig. 1. Axial interfragmentary movement and 

interfragmentary strain at day 1.  
 
4. Conclusi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extracted based on 
our results:  
1. Stainless steel implants limited the growth and 

distinction of calluses while Twintex [0]2nT implants 
promoted the growth of calluses with improved healing 
results.  

2. The bone plate stabilised the fracture location from the 
very first week (6–10 Nm/θ) because of the addition of a 
central callus, which was damaged by the reaming 
process in IM nails. 

Although the simulation techniques were verified with 
sheep data, human data should also be considered which is 
the part of ou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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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전단력을 세포에 
직접 전달이 가능한 동적 세포배양장치를 PDMS, 
복합재료 전극, 전기 활성 고분자를 사용하여 개발 
하였고, 그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인 체외 환경(In-vitro)에서의 세포배양 

방식은 정적인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동적인 상태인 
체내 환경(In-vivo)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체내 환경의 정밀한 모사를 위해, 세포에 다양한 
기계적인 자극을 전달해 주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 기존의 세포 배양장치들은 대형 
펌프나 모터와 같은 대형의 복잡한 장치들을 필요로 
하며, 세포에 전달 가능한 기계적 자극들 또한 단순한 
형태이다[2]. 특히, 전단력 전달 세포 배양장치의 경우, 
세포가 부착된 표면에 유체의 흐름을 만들어 간접적 
으로 전단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3]. 따라서, 기존 장치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별도의 복잡한 장비 없이, 
전단력을 세포에 직접 전달 가능한 동적 세포배양 
장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구성 
3.1 EAP 액추에이터의 및 복합재료 전극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인가 전압 조절만으로 제어가 
가능한 EAP(Electroactive polymer) 액추에이터를 제작 
해 사용하였다. EAP는 아크릴 계열 유전 탄성체 
(VHB4910), 탄성체 고정을 위한 틀, 실버나노와이어 
와 전도성 카본구리스 도포로 이루어진 신축성 
복합재료 전극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원장치와 EAP 
액추에이터를 연결해 주기 위하여, PDMS를 주재로 
하는 유연성 복합재료 전극을 적용하였다.  

 
3.2 동적 세포 배양장치의 구성 

동적 세포배양장치는 EAP와 함께 PDMS 모듈로 
구성되며, 구성 형태는 Fig. 1과 같다. PDMS 모듈의 
패턴 형성을 위하여 PLA 소재의 금형을 3D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였다. PDMS 모듈은 상, 하부로 구성 
되며, 중앙부의 PDMS 기둥이 EAP의 표면과 연결 
되어 PDMS의 탄성력과 인가 전압에 따라 변화하는 
EAP의 탄성력 사이의 균형을 통하여 수직 방향의 
변형을 생성하게 된다.  

 

 
Fig. 1.  Configuration of cell culture device 

 
 

4. 결론 및 향후과제  
 
함수 발생기와 증폭기를 사용한 전압 인가 실험을 

통해, 동적 세포배양 장치의 배양부가 전압 형태에 
따라 원하는 형태의 변형을 만들어 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추후 추가 실험 연구를 통해 구동부의 변형량 
확대 및 PDMS 막 두께에 변화를 줌으로써 세포에 더 
큰 전단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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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3차원 구조물에 직물 복합재

료가 드레이핑 되는 경우 구조물 표면의 굴곡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국부적인 전단 변형이 직물 복합재료에 
발생하게 된다 [1-3].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드레이

핑 된 복합재료 구조물의 다양한 위치에 외부 충격

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복합재료 구조물의 충돌 

및 파손 특성에 대한 미세 구조변화(크림프각 및 토

우두께)의 영향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실험  
 
2.1 사진틀 실험 및 복합재료 평판 제작 
전단 변형이 부여된 복합재료 평판을 제작하기 위해 

특수 지그를 이용한 사진틀 실험을 수행하였다. 평직

구조의 탄소 건섬유 직물(C-120, MUHAN Composite, 
Korea)이 복합재료 평판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탄소

섬유 복합재료 직물 프리프레그(WSN 3k, SK chemical, 
Korea)를 아래 위로 각각 5장씩 적층하여 탄소섬유 복
합재료 직물 시트를 준비하였다. 그립부를 제외하고 
290290 mm2 크기의 중심부를 가지도록 준비된 탄소

섬유 복합재료 직물 시트를 사진틀 지그에 설치한 뒤 
다양한 크기의 전단 변형(0, 15, 30, 45)을 부여

한 뒤 에폭시를 도포하여 고정시켰다. 사진틀 실험을 
통해 준비한 탄소섬유 복합재료 직물 시트를 이용하여 
진공백 성형 공법을 통해 전단 변형된 복합재료 평판

을 제작했다. 성형 사이클은 재료 구매 업체에서 제공

한 시간/온도 조건을 참고하였다.  
 

2.2 충격 실험 및 단면 관찰 

전단 변형된 직물 복합재료 평판에 충격에너지를 
가하기 위해 ASTM D7136을 참고하여 제작한 자유 
낙하 충격 시험기를 사용하였다. 임팩터의 무게는 2.4 
kg이며 저속 충돌 범위에 해당하는 7.06 J, 11.77 J, 
16.47 J, 그리고 21.19 J의 네 가지 에너지 조건으로 
충격을 가해주었다. 각 실험 조건에서 세 개의 평판에 
대한 충격 실험을 진행하였다. 충돌 시 발생하는 충격 
신호의 수집은 NI 9775 (National Instrument, USA)을 

사용하였으며, Nyquist theorem에 따라 샘플링 속도를 
1MS/sec로 설정하였다. 

 
3. 시간-주파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시간-주파수 분석 방법 중 

이산 웨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산 웨이블릿 변환은 재료 파손으로 인
한 신호 내 과도 응답 특성을 추출/분석할 수 있으므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합재료 내부의 파손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매우 용이하다[4-6]. 주파수 분석 
결과를 통해 효율적으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탄소섬

유 복합재료의 파손 모드를 예측하고자 2차 다우비치

(db2) 웨이블릿을 적용하여 level 6까지 계산하고 전단 
변형 크기와 신호 분석 결과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전단 변형된 직물 복

합재료 평판에 충격을 가한 뒤 수집한 충격 신호에 대
한 시간-주파수 분석 결과를 서로 비교/분석하여 복합

재료 평판의 충돌 및 파손 특성에 대한 미소 구조 변화

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DB를 바
탕으로 추후 PVDF 섬유 삽입형 직물 복합재료가 드레

이핑된 복잡한 3차원 복합재료 구조물의 자가 구조 건
전성 모니터링 가능 여부를 평가 및 충격 특성화에 관
련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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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풍력 블레이드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블레이드의 높은 
강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1]. 풍력 블레이드의 강성을 
결정짓는 Spar cap의 경우, Skin과의 접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par cap 
부분에 해당하는 CFRP와 Skin 부분의 GFRP의 
접착강도 개선을 위해 표면처리기법과 경화 조건에 
따른 Spar cap과 Skin의 최적의 접합공정을 도출하고 
자 한다. 
 
2. 접착강도 개선을 위한 접착공정 개발 
 
최적의 접착공정 조건을 찾기 위해 Peel ply를 통한 
표면 거칠기에 따른 접착강도를 공정 조건으로 설정 
하였으며, CFRP(Spar cap)과 GFRP(Skin)의 접착층 
에서의 잔류 열응력이 접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 경화사이클과 Smart cure cycle에 
대한 비교도 같이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과 같이 표면처리기법과 경화 조건에 따른 총 
6종의 시편을 ASTM 5968 규격에 참고하여 Fig. 1과 
같이 제작한 후 접착강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Table 1 Specimen classification for lap shear test 
 

Surface treatment Basic cure cycle Smart cure cycle

None surface treatment N-NO S-NO 

Peel ply 1 N-P1 S-P1 

Peel ply 2 N-P2 S-P2 

 
Fig. 1.Modeling of CFRP and GFRP bonded Specimen 

 
 

3. 접착강도 측정을 통한 접합공정 검증 
 
Table 1의 조건에 따라 제작된 6종류의 CFRP와 
GFRP의 접합시편에 대해 ASTM D5868 규격을 
참고하여 접착강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접착강도 
시험은 Fig. 2에서와 같이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식(1)과 같이 접착부위의 면적과 
접착부 파단시의 하중 값을 통해 접합강도를 계산 
하였다. 
 
접착강도[MPa] = 접착부 파단 시 하중[N] / 접착면적[mm2]      (1) 
 

 
Fig. 2. Lap shear test setup for CFRP and GFRP bonded specimen 

 
4. 결론  
CFRP와 GFRP의 접합시편의 접착강도 측정 결과, 
접착부의 표면이 거칠수록, 일반적인 경화 사이클 
보다 Smart cure cyle로 제작한 시편이 접착강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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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HfSi2-C 계 소결조제를 적용하여 비교적 저온에서 

고순도의 HfC-SiC 나노 복합재료를 제조하였고 그 

삭마 거동을 oxy-acetylene torch와 arc-jet plasma 

장비 및 하이브리드 로켓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소재 제작  
HfC-SiC 나노 복합재료 제조를 위해 HfC-HfSi2-C 

혼합 분말을 고에너지 밀링 (Spoex mill) 장비를 

이용하여 2시간 혼합 한 후 혼합 분말을 방전 

플라즈마 소결로 (SPS)를 이용하여 40MPa의 압력 

으로 1800-2000℃의 온도 영역에서 2시간 소결하여 

치밀한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1] 제조된 소재는 

200-400nm 크기의 HfC 및 SiC grain 들이 균일하게 

분포하였으며, 복합재료 내의 SiC 함량은 5-40vol% 

로 조절되었다.[2] 
 
2.2 삭마 실험  

삭마실험은 oxy-acetylene torch를 이용하여 2700℃, 

30분, Arc-jet plasma wind tunnel을 이용하여 

2500℃, Mach 2 조건으로 1분 및 hybrid rocket 

motor를 이용하여 30초 간 수행하였다. 삭마 시험이 

끝난 시편은 XRD, SEM 및 TEM 분석을 통하여 시편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였다. 
 
3. 결과 
 
그림 1 (a)는 제조된 HfC-SiC 나노 복합재료의 

미세구조를 나타낸다. 크기 200-400nm의 HfC와 

SiC가 균일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미세한 grain 들의 균일 분포는 HfSi2-SiC의 반응에 

의한 미세한 SiC 형성 및 SPS를 이용한 낮은 소결온도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b)는 oxy-acetylene torch로 시편 표면온도 

2700℃에서 30분 삭마된 시편의 단면으로 장시간 

삭마 후에도 형성된 산화층의 두께가 작음을 알 수 

있었다. 

 
(a)                                           (b) 

Fig. 1.  (a) Microstricture and (b) oxide scale of HfC-SiC. 
 

삭마 실험 후 형성된 산화층의 두께는 200m 이하

였다. HfC-SiC 나노 복합재료의 삭마율은 2700℃ 에

서 510-4mm/s 였다. Arc-jet 삭마는 열유속 

2-10MW/m2 조건에서 60초 간 수행하였다. Heat flux

가 2MW/m2 일 때 2000℃ 에서 삭마율은 610-4mm/s 였
으며 열유속이 5MW/m2 로 증가할 경우 시편 온도 및 

열유속은 각각 2500℃, 510-2mm/s로 증가하였다. 하

이브리드 로켓을 이용하여 30 bar 조건에서 25초간 장

기 연소 시험을 수행한 결과 노즐 목에서의 삭마율

은 15.8μm/s로 흑연 소재 대비 두배 이상의 우수한 

내삭마성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HfSi2-C를 소결조제로 치밀화 한 HfC-SiC 나노 

복합재료는 2700℃, Mach 0.6의 oxyacetyle torch, 

2500℃, Mach 2의 arc-jet plasma wind tunnel 및 

hybrid rocket motor의 nozzle neck과 같은 극한 

조건에서도 우수한 내삭마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본 소재를 기지상으로 하는 

세라믹 섬유강화 복합재료 제조 시 극한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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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iC 섬유강화 복합체(SiCf/SiC)는 고온강도, 부식 및 
중성자 조사저항성이 탁월한 세라믹 복합소재이다. 
특히 화학기상침착(chemical vapor infiltration, CVI) 
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SiCf/SiC 복합체는 특히 순도 및 
결정성이 높기 때문에 고온 미세구조 안정성이 
탁월하고, 중성자 조사에 의한 강도 저하가 거의 없다 
[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효율 가스터빈 고온 
구조부품 소재, 원자력 발전용 사고저항성 핵연료 
피복관 등으로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VI법을 통한 고밀도 SiC 복합체 제조, 
핵연료 피복관으로 응용하기 위한 발전소 
정상/가동환경 SiC 부식 및 열화거동을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1600oC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Tyranno SA3 
SiC 섬유로 복합체 강도 및 인성을 강화하였으며, 
계면층은 열분해 탄소를 적용하였다. SiC 기지상은 
CVI법으로 제조하였으며, 고밀도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CVI 공정 전 SiC 나노와이어를 성장시켰다.  
제조된 SiC 복합체의 강도, 파괴인성, 열전도도 등의 
기초물성을 평가하였으며, 원자력환경에서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온 고압의 물 환경에서의 
부식거동, 열충격특성, 초고온 수증기 환경에서의 
부식 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CVI법으로 SiC 복합체를 제조할 경우 섬유 번들 

사이에 큰 공간은 기공으로 남는다. 이러한 공간에 

SiC 나노와이어를 성장시킨 후 CVI 공정을 수행하여 

기공율을 줄이고자 하였다. Fig. 1은 SiC 나노와이어 

를 성장시킨 복합체의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원료기체가 크게 희석된 비교적 저온에서 SiC 

나노와이어는 성공적으로 성장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밀도 및 강도가 향상되었다.  

복합체의 원자력 피복관 응용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충격, 초고온 수증기환경 부식을 비롯한 사고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Fig. 2는 1600oC 고온 수증기 

환경에서 5시간 동안 노출된 후 SiC 복합체 피복관 

소재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식 후 심각한 질량 

감소가 발생하는 금속재질 피복관 과는 달리, 1600oC 

에서 5시간 노출 시 오히려 약 1%의 질량이 증가 

되었으며, 부식 후에도 약 70%의 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SiC nanowires grown on SiC fibers. 

 

 
Fig. 2.  SiC composite after hot steam corrosion(1600oC). 
 

4. 결론 및 향후과제  
 
SiC 복합체 피복관은 매우 우수한 사고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성에 
의한 미세균열 발생, 가동환경에서 용해 문제 등이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환경코팅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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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iCf/SiC 복합재료는 1500℃ 정도의 고온에서 

구조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켓 노즐목, 

열병합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 핵융합로 블랭킷 

구조재료, 원자로 노심 구조재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응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3].   

  이 연구에서는 PIP(polymer impregnation and 

pyrolysis)법을 이용한 SiCf/SiC 복합재료 제조 

공정에서 SiC 초기 성형체의 밀도 변화가 CMC 제조 

공정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2. 복합체의 제조 
 
2.1 Green body의 제조  

출발 원료로 SiC 분말은 재료연구소에서 제조된 

170nm 크기의 미분말과 10µm 크기의 상용 SiC 분말을 

이용하였다. 초기 성형체는 나노 필러를 포함한 

초고농도의 수계 슬러리를 제조한 후 직경 10mm 

몰드에 부어 건조시키는 방법과 SiC 분말을 냉간 

정수압 성형법(CIP)을 이용하여 펠렛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고 상대 밀도 56-73%의 

초기 성형체를 얻었다.  

 

2.2 SPS 를 이용한 PIP 공정  
 제조된 초기 성형체는 입자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1700℃에서 진공 열처리   

하였다. 산화물이 제거된 초기 성형체에 SiC 

전구체인 SMP-10을 진공 함침 시킨 후 SPS(Spark 

plasma sintering)장비를 이용하여 열분해를 

실시하였다. 가열 중 시편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몰드를 이용하였고, 1500℃에서 1시간 

동안 진공에서 Pyrolysis를 실시하였다. PIP 공정은 

1회-4회 진행하였고 각 PIP 횟수에 따른 상대밀도를 

측정하였다.  
 
3. PIP 횟수에 따른 상대밀도의 변화 
 
그림 1에 PIP 횟수에 따른 초기 성형체의 상대밀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1700℃에서 진공 열처리 후 모든 

샘플에서 산화물 제거에 의한 상대밀도 감소가 

일어나고 PIP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밀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초고농도 슬러리를 제조한 후 

건조하여 초기 성형체를 만들었을 때 2000 Bar에서 

CIP를 실시한 시편보다 높은 상대밀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초기 상대 밀도가 높은 시편이 4회 PIP 실시 

후에도 가장 높은 상대밀도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초기 성형체의 상대밀도가 73%인 경우 1회 PIP를 

진행했을 때 상대밀도가 58%인 성형체를 4회 PIP를 

진행한 성형체보다 높은 상대밀도를 나타내었다.   

 
Fig. 1.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ensity and PIP 

cycles 
 

4. 결론 및 향후과제  
 초기 성형체의 상대밀도 증가를 통해서 보다 적은 PIP 
횟수로 높은 상대밀도의 성형체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이는 

SiCf/SiC 복합재료 제조 공정 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실제 SiCf에 적용하여 

공정시간 단축 효과를 검토하고 초고농도 슬러리를 

Fiber 사이사이의 균일하게 함침 시킬 수 있는 

공정의 개발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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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우주항공 및 

수송산업에서 제품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더욱 가벼우면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 
고온내열소재 개발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1] . 

Fe계 합금기지에 세라믹 강화재를 첨가하여 금속 
복합재를 제조할 경우 경량화와 함께 우수한 물성과 
내산화 특성을 얻을 수 있다[2]. 여러 세라믹계 강화재 
중 TiC는 낮은 밀도와 높은 기계적 특성을 지니며 
금속기지와 우수한 젖음성을 갖기 때문에 Fe계 금속 
복합재용 강화재로서 활용성이 높다. 
 
2. 실험방법 
2.1 복합재 제조 및 물성평가 
금속복합재 제조에 사용된 기지재는 SUS431 

합금이며, 강화재는 0.8μm의 평균입자크기를 가지는 
titanium carbide(TiC) 분말을 사용하여  금속기지 
복합재  (Metal Matrix Composites : MMCs)를 제조 
하였다. TiC 분말을 1473K 의 Ar 분위기에서 pre- 
sintering 하여 지름 50mm의 TiC preform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TiC preform은 MgO도가니에 SUS 431과 함께 

적층한 뒤 Liquid Pressing Infiltration (LPI) 

공정으로 복합재를 제조 하였다. 제조된 TiC/SUS431 
복합재의 특성 평가를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JSM- 
6610LV, JEOL)을 이용하여 복합재의 미세조직을 
분석 하였으며 이미지 분석을 통해 체적율을 계산 
하였다.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해 만능재료시험기 
(5882 model, Instron)를 사용하여 상온인장강도를 
측정하였고, 로크웰 경도기 (HR-210MR, Mitutoyo)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2.2 고온 특성 평가 
고온 물성 평가로 고온 인장, 압축 및 경도를 측정 

하였고, 열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973K의 온도에서 

열팽창계수와 내산화 시험을 통한 무게 변화 측정 

시험을 진행하였다. 내산화 시험은 내부 온도가 973K 

으로 일정하게 유지된 대기 분위기의 열처리로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3. 실험결과 
 

Table 1은 용융 가압 함침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된 

TiC/SUS 431 복합재와 SUS431 합금의 973K에서 

관찰된 고온 특성 결과다. 고온 특성 중 고온 압축 

강도의 경우 SUS431대비 약 4배, 고온 경도의 경우 

2.5배 증가하였다. 열팽창계수는 SUS431 대비 약 

20%가량 감소하였고, 50시간 내산화 시험 결과 

SUS431에 비해 0.13 mg/cm2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High temperature properties of SUS431 and TiC – 
SUS431 composites at 973K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용융 가압 함침법을 이용하여 기지재 
대비 TiC/SUS431 복합재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TiC/SUS431 복합재의 고온 특성 시험 결과  
SUS431 matrix 대비 고온 기계적 특성과 열적 특성이 
모두 우수한 것이 확인되어 고온 내열 소재 등의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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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Compressive Hardness CTE Oxidation

SUS 431 144 136 12.93 0.05 

TiC/SUS431 571 347 10.1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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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수송기기의 고강도 경량화를 위해 

저밀도의 세라믹 강화재를 금속기지에 분산시키는 

금속복합소재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소재로

는 금속 기지에 젖음성이 우수한 TiC 강화재를 분

산시켜 기존 소재 대비 경량화 및 고강도, 내마모

화 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과는 차별화된 용융

가압함침공정으로 제작된 금속복합재의 제작 가능

성 타진 및 열처리별 미세조직-파괴거동 및 인장특

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2. 미세조직 분석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해 입내 및 TiC-TiC 사

이에서 M7C3 bridging 형성을 확인하였으며 [1], 

TiC-matrix 계면이 [-111]SKD11//[001]TiC, 

(1-12)SKD11//(220)TiC 및 [012]SKD11//[110]TiC, 

(200)SKD11//(-224)TiC의 방향 관계를 가지는 

semi-coherent nature를 이루어 우수한 계면 강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3% TiC

의 분율을 갖는 금속복합소재를 HIP(Hot isostatic 

Pressing)처리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As-infiltrated에 비해 M7C3 분율(9.12%→4.36%)

과 TiC 분율(43%→36%)이 감소하였다. 이는 1320℃ 

온도와 100bar 압력에 노출되는 동안 TiC 계면과 기

지의 반응에 의해 일부 용해가 발생한 것으로 유

추 할 수 있다. 

 

3. 기계적 특성 
 
TiC-SKD11 금속복합소재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인장 

특성 및 파괴거동을 고찰하기 위해 다양한 열처리 

(Softening, Hardening, Hardening + Tempering at 

300oC, Hardening + Tempering at 500oC)를 적용하여 

상온 및 700oC 온도에서 인장시험을 시행하였다. 

파괴기구 분석을 위한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관찰 결과 열처리 조건과 

시험온도에 관계없이 TiC 입자 내의 {100} 벽개면을 

따라 우선적인 파단이 발생하여 진전된 후 서로 합체 

되어 최종 파괴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인장강도 

비교 결과 상온에서는 Hardening, 700oC에서는 

Softening 처리된 소재가 가장 높은 인장 강도를 

나타내었다 (Fig. 1). 

 
Fig. 1.  Heat-treatment effect on tensile test. 

 

4. 결과 고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기지 미세조직과 복합 

소재 인장강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량적 고찰이 

요구된다. 한편, HIP(Hot-Isostatic-Pressing) 

처리한 복합소재와 HIP공정과 동일한 온도조건에서 

추가 열처리한 복합소재의 미세조직을 비교 분석 

하였고, 그 결과 HIP처리 전에 비해 M7C3 분율이 

감소(9.12% → 4.36% → 0.54 %)하였다. 이는 

고온-고압에 노출되는 동안 TiC 계면과 기지의 

반응에 의해 일부 용해가 발생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HIP처리 전에 비해 인장강도가 상온에서는 791 

MPa에서 965 MPa로, 700oC에서는 490 MPa에서 559 

MPa로 향상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M7C3분율 감소, TiC 분율 감소, 기지조직 

변화, 그리고 TiC 계면에서의 잔류응력 변화 등을 

예상할 수 있다. HIP처리 후 TiC 계면에서의 

잔류응력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R-X-ray 

측정한 결과 그 영향은 미미함을 확인했다. 인장 

하중에 대한 파면분석 결과, HIP처리된 소재에서 TiC 

입내파단 균열(TiC 입자 내부에서 벽개파괴되고, 

기지에서 arrest된 균열)이 파면으로부터 보다 깊게 

분포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HIP 처리에 의한 

기지조직의 변화는 본 소재의 기계적 특성 변화에 

핵심 요소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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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this research work, a successful attempt has been made 
to sinter alumina-hydroxyapatite (HA) composite, which 
is a promising candidate for orthopedic and dental 
implants, at as low temperature as 300 o C. Such 
low-temperature sintering has been practiced for HA by 
our group [1,2] and it can also be useful for the 
alumina-HA system to avoid any reaction at the interface 
and limit HA from decomposing into other phases. The 
reduction in higher sintering temperature of 
nanoalumina-HA composites to 900 oC value using spark 
plasma sintering has shown improved the osteogenesis of 
the composites [3]. 
 
2. Materials and Method  
 
2.1 First Part: Alumina-HA composite powder was 
prepared by wet precipitation method using calcium and 
phosphate ions containing solutions in such a manner that 
calcium to phosphate ion ratio is 1:1.67. Alumina with 
required weight percent ratio was added in phosphate 
solution with continuously stirring and calcium solution 
was added drop wise while maintaining the temperature 
value of 37 o C and pH of 10.5. Composite powder of HA 
reinforced with varying amount of nanoalumina up to 45 
wt % was sintered at 300 o C at 500 MPa for 15 minutes.  
 
2.2 Main Part: Composite powder of HA reinforced with 
varying amount of nanoalumina up to 45 wt % was 
sintered at 300 o C at 500 MPa for 15 minutes. Sintering 
mechanism is explained in terms of amorphous HA layer 
around the encapsulated nanoalumina with the help of 
TEM studies.  
 
3. Results and Discussion 
 
It can be seen in Fig. 1(a) that there are no pores in the 
structure and higher densification is achieved. FTIR (Fig 
1(b)), Raman spectroscopy and XRD have shown no 
formation of any other phases except HA and alumina.  
The composites have shown considerable hardness ( as 
high as 3 GPa) as a function of nanoalumina content in 
initial addition however got saturated with higher content 
of nanoalumina. The elemental map as shown in the TEM 
image (Fig. 1 (c)) represents that nano-alumina is 
encapsulated around the newly formed HA matrix. HA 

matrix can be cold sintered because of amorphous layer 
around the periphery of the HA partciles [1,2]. 
 

 
Fig. 1.  a) SEM Micrograph of 40 wt % nanoalumina-HA 

fractured surface, b) FTIR of HA, nanoalumina and 
composites and c) TEM image of composite showing 

encapsulated nanoalumina inside HA .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 Future Works  
Results have shown that higher sintering temperature of 
alumina-HA composites like 1000 oC, which causes 
decomposition of phases and an interfacial reaction, can be 
decreased to as low as 300 o C. The low temperature 
sintered alumina-HA composites have potential 
application for scaffolds in biomedical implants. The 
future works include in-vitro biocompatibility testing of 
the composites and optimization of sintering conditions to 
increase the hardness of the composites.  
 
References 
[1] Hassan et al,  J. Nucl. Mater. 514:84-89, 2019.  
[2] Venkatesan et al, J. Nucl. Mater. 514:40-49, 2019. 
[3] Tavassoli et a, ACS Biomater. Sci. Eng. 4:1324-1336, 2018.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KUSTAR-KAIST institute (KKI)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197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Biomorphic C/SiC Composites 
 

*Dongju Lee 1+ 
1 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dongjulee@chungbuk.ac.kr 
 

Keywords :  Biomorphic, C/SiC composites,  Ablation property, Reusability 
 

1. Introduction 
 
C/SiC composites are promising candidate materials for 
thermal protection systems due to their good specific 
strength, thermal shock resistance, ablation resistance and 
oxidation resistance at high temperatures. A number of 
manufacturing processes have been used to fabricate these 
novel materials, including hot pressing, reaction bonding, 
reaction forming, polymer pyrolysis and chemical vapor 
deposition processes. However, due to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issue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manufacturing processes, there is now a great interest in 
efforts to utilize biomimetic approaches to fabricate C/SiC 
composites. In this study, fabrication process of natural 
wood-derived biomorphic C/SiC composites and their 
high temperature properties (oxidation behavior, ablation 
properties and reusability) are investigated. 
 
2. Results and Discussion 
 
Biomorphic C/SiC composites were fabricated from 
different kinds of wood by liquid silicon infiltration (LSI) 
following a two-step process. In the first-step, the wood is 
converted into carbon preforms by pyrolysis in a nitrogen 
atmosphere. The carbon preforms are then infiltrated by 
silicon melt at 1,560°C under vacuum to fabricate C/SiC 
composites.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biomorphic composites was 
strongly dependent on the properties of the carbon 
preforms and the degree of silicon infiltration. The flexural 
strength increased with increasing SiC content and bulk 
density of composite, and with decreasing porosity in the 
C/SiC composite [1-2].  
 

 
Fig. 1. (a) maple and (b) MDF carbon preform. (c) maple- 

and (d) MDF- derived biomorphic C/SiC composites. 

 
Fig. 2. Flexural strength of biomorphic C/SiC composites 

with (a) SiC contents and (b) porosity. 
 

The ablation resistance of the composite was gauged using 
hypersonic torch test. The formation of a SiO2 layer by the 
flame improved the ablation resistance because molten 
SiO2 spread over the ablated surface and partially sealed 
the pores, thus acting as an effective barrier against the 
inward diffusion of oxygen. 
 

 
Fig. 3. Ablated surface and cross-section of biomorphic 

C/SiC composites. 
 
4. Conclusions 
 
We anticipate that the wood-derived biomorphic C/SiC 
composites has great potential for thermal protection 
systems for jet-vanes, leading-edges, and nose-tips of 
reusable space vehicles, advanced aero-engines, and 
hypersonic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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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비 및 기동성의 증가와 기계적, 구조적 성능향상 
등을  위해 수송, 방탄, 구조재료 등 많은 분야에서 
경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알루미늄(Al)은 
경량이면서 우수한 비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철강 재료에 비해 낮은 기계적 특성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알루미늄 
기지재에 세라믹 강화재를 첨가하여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금속복합재 제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금속복합재는 강화재의 
체적률이 낮으며, in-situ조건 하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적률 금속복합재를 
용융가압함침 공정을 통해 제조하고,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2.1 프리폼 제조 
평균입자크기 2-3μm의 TiB2분말을 유압프레스를 

이용하여 80MPa 압력 하에서 성형하여 50Ф, 25t 
크기의 TiB2 세라믹 preform을 제조하였고, 1200℃의 

Ar분위기에서 pre-heating 하였다. 
 

2.2 복합재 제조  
제조된 TiB2  preform을 MgO도가니에 기지재인 Al과 
함께 적층한 후 10℃/min의 승온속도로 1000℃에서 
용융가압함침공정을 통해 금속복합재를 제조하였다.   
 
2.2 미세조직 및 기계적특성 분석 

주사전자현미경(JSM-6610LV, JEOL)을 이용하여 

TiB2/Al 금속복합재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였으며, 

이미지 분석(image tool)을 통해 체적률을 계산하였다. 

제조된 TiB2/Al 금속복합재의 상분석을 위해 X-ray 
diffractometer(D/Max-2500, Rigaku)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조된 TiB2/Al 금속복합재의 상온압축강도와 

인장강도를 만능재료시험기(5882 model, mitutoyo)를 

통해 변형속도 5Ⅹ10-4/s 조건 하에서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Fig.1.은 용융가압함침공정으로 제조된 TiB2/Al1050 
금속복합재의 BSE 이미지이다. 강화재의 체적률은 

약 60Vol.%이고, 입자의 크기는 평균 2-3μm이며, 

기지재 내에 강화재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  BSE image of TiB2/Al1050 composite fabricated 

by liquid pressing infiltration proces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용융가압함침공정을 통한 고체적률 
TiB2 입자강화 Al 금속복합재 제조에 성공하였다.  
금속복합재 미세조직 분석 결과 강화재의 체적률은 약 
60Vol.% 이고, 평균 2-3μm 크기의 TiB2 강화재가 
기지재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되었으며 치밀화된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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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카바이드 입자 분산 강화 
알루미늄 복합재의 계면을 제어하였다. 이를 통해 
복합재 계면에너지를 감소시키고 계면 화학반응을 
억제하였다. 이를 통해 기계적 물성이 향상된 복합재 
를 제조하였다. 이 복합재는 in-situ 중성자 회절법 및 
인장시험을 통해 특성이 확인되었다. 또 압연을 통해 
소성 가공한 후 특성을 평가하여 계면이 압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2.1 강화재 표면처리  

30 μm 크기의 실리콘카바이드 입자상 강화재는 
(Saint-Gobain, France) 복합재 계면을 제어하기 위해 
열산화를 통해 표면에 실리콘옥사이드 층을 증착 
하였다. 실리콘옥사이드의 증착은 공기 1100℃에서 

8시간, 그리고 1200℃와 1400℃에서 2시간 , 총 3가지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2.2 복합재 제조 

알루미늄 7075합금 분말 (Kaiser Aluminum, 
Germany) 분말과 강화재 입자는 9:1의 비율로 3D 믹서 
장비에서 40 rpm의 속도로 300분 동안 혼합되었다. 
혼합된 복합재 분말은 100 MPa의 압력과 600℃ 의 
온도 조건에서 1시간 동안 소결되어 중성자회절용 
시편으로 가공되었다. 또 방전플라즈마소결을 통해 
450, 40 MPa 조건에서 압연 시편이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총 4종의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계면미제어, 
1100℃ 제어, 1200℃ 제어, 1400℃ 제어) 
  
2.3 인장 및 중성자 회절 

가압소결로 제조된 복합재는 지름 6 mm와 표점 
거리 10 mm를 가지는 봉형 인장시편으로 가공되었고 
이는 일본의 J-PARC에서 중성자 회절과 동시에 인장 
되었다. 
 
 
 
 

2.4 압연 및 특성 분석 

방전플라즈마 소결로 제작된 복합재는 0.1의 
변형율로 40%, 65%, 80%의 압하율 조건으로 압연 
되었다. 각각 변형율의 패스 횟수는 2회, 4회, 6회이다. 
소성변형된 복합재는 가공되어 인장시편으로 제작되 
었다. 압연에 의한 미세구조는 주자전자현미경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0.1의 변형율로 인장시험 되었다.   
 
3. 실험 결과 
 
계면제어를 통해 증착된 SiO2 층의 두께는 주사전자 

현미경 관찰을 통해 측정되었다. (Fig. 1) 측정된 SiO2 
층의 두께는 1400℃증착의 경우 약 200 nm 정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수행된 다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1]. 

 

 
 

Fig. 1.  증착된 SiO2 층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이렇게 계면을 SiO2로 제어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장 강도가 약 10% (20 MPa) 향상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ig. 2는 중성자회절을 통해 
분석된 강화재와 기지조직의 하중 분산을 나타내고 
있다. 계면이 제어된 경우는 강화재가 약 60 MPa의  
추가 하중을 견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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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중성자회절법으로 측정된 SiC 강화재와 
Al기지의 응력 (계면미제어 (위), 계면제어 (아래)). 

 
4. 결론 및 향후과제  
 

계면을 제어한 경우 복합재의 인장강도가 증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어된 계면은 계면강도가 
증가하여 강화재로 전달되는 하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재료의 항복이 지연되는 것이 강도 증가의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면이 제어된 복합재의 
경우 압연 이후의 강도도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J. He et. Al. J. Mater. Sci. 43: 4031–4041, 2008. 
 
후기 

본 연구는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과제번호: NRF-2014M3C1A9060721)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201 -



 

 
탄소나노튜브 섬유 기반 복합소재 제조 연구: 차세대 복합소재 개발을 향하여 

Investigation on preparation of CNT Fiber based composites: Toward the next 
generation composite materials 

 
*김태훈1,+, 신종선2, 이균배1, 정연수1, 이상복1 

* T. Kim1, J. S. Shin2, K. B. Lee1, Y. Jung1, S. B., Lee1 

 
1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복합재료 연구본부, 2 인하대학교 나노하이브리드 재료연구실 

 + E-mail: tkim67@kims.re.kr 
 

Keywords:  Carbon nanotube fibers, Nanocomposite, Functionalization 
 

1. 서론  
 
CNT섬유는 그 동안 CNT소재의 단점으로 지적해 왔던, 
복합소재화 했을 시 보이는 낮은 물성으로 인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이다. CNT섬유는 손이나 
기계로 핸들링이 가능한 스케일에서 높은 기계적 물성, 
전기적 물성, 낮은 밀도, 높은 비표면적을 보유한 
소재로서 차세대 소재로 여겨지고 있다. 탄소섬유 
혹은 유리섬유가 그랬던 것처럼 CNT 섬유 역시 부품 
및 제품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복합소재화되어 
가공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CNT섬유를 
이용하여 복합소재를 제조하고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CNT섬유 기반 복합체의 특징과 탄소섬유 기반 복합체 
대비 가질 수 있는 장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결과 및 디스커션 
 
CNT Fiber 기반의 복합체 제조를 위해 다방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방향은 크게 1) 계면 

특성 향상을 위한 표면처리, 2) 계면 특성 분석, 3) 

복합섬유 제조, 4) 복합체 제조의 4가지로 

구성되었다.  

 
Fig. 1.  Mechanical strength of carbon fiber and  

CNT fiber based composite fiber. 
 

기본의 탄소섬유와 CNT섬유를 이용하여 복합섬유를 
제조하고 물성을 비교하였다. 같은 스케일에서의 
비교를 위해 탄소섬유 직물에서 일부를 분리하여 
에폭시 수지에 함침하여 제조하였으며, CNT는 
100가닥으로 구성된 수지를 사용하였다. 이 때 강도는 
탄소섬유가 더 높으니 연신율 및 인성 부분에서 
CNT섬유 기반의 복합섬유가 강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Tensile strength-strain curve of CNT fiber based 

composites 
 
이를 바탕으로 CNT섬유 1000가닥으로 구성된 토우를 
이용하여 복합체를 제조하였으며, 이 때 강도가 880 
MPa까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및 향후과제 
 
CNT섬유는 후처리에 따라 강도 및 전기전도도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본 
기초연구에서 나타난 CNT섬유의 물성을 상회하는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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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this study, we proposed a new method to prepare 
FeCoNi@graphene hybrid materials without the 
hydrothermal process or high-temperature reduction. We 
have prepared the FeCoNi@graphene hybrid material by 
the electroless plating method widely used in industry 
because of its mass production capability. Electroless 
plating can be applied to continuous process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because the reaction proceeds in 
an aqueous system without the need for any organic 
solvents. In addition, a high temperature is not required 
during the overall process because the reaction proceeds 
below 80˚C, and the metal can be directly coated on 
conductive and non-conductive substrates without further 
hydrogen reduction processes at high temperatures. 
Therefore, electroless plating has several advantages over 
other chemical synthesis methods, and appears to be an 
alternative that can solve the abovementioned issue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of 
FeCoNi@graphene was lower than that expected when 
conventional electroless plating was applied; we therefore 
developed a modified electroless plating method.  
 
2. Experimental 
 
2.1 Electroless plating 
 
We performed electroless plating using the experimental 
conditions implemented in a previous investigation with 
some modifications. Firstly, 10 ml of a water-dispersed 
graphene paste (2 wt%, Mexplorer) was sensitized in 100 
ml of SnCl2 (98%, Alfa Aesar) aqueous solution (0.1 wt.%, 
pH: 1) for 30 min at 45°C. The sensitized graphene was 
filtered and subsequently activated in 100 ml of a PdCl2 
(Kojima Chemicals) aqueous solution (0.2 wt.%, pH: 1) 
for 30 min at 45°C. The activated graphene was obtained 
and dispersed in 50 ml of water. The conventional 
electroless plating was performed by pouring the activated 
graphene solution into the electroless plating solution. The 
process proceeded at 75°C for 30 min. The FeCoNi@ 
graphene samples synthesized by conventional electroless 
plating are named (C). The modified electroless plating 
was performed by adding plating solution dropwise into 
the activated graphene solution with stirring at 75°C for 30 
min. This process is titled as dropwise electroless plating 
in this study, and the samples are named (D). 
 

3. Results and Discussion 
 
In this work,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of (C) hybrid 
materials ranged from 7.6 to 157.3 emu/g depending on 
the reaction ratio.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conventional electroless plating method, (D) samples 
showed reasonable saturation magnetization values. The 
saturation magnetization of (D1) was 63.1 emu/g, which 
was much larger than that for (C1) due to its large particle 
size. Interestingly, in the case of FeCo@graphene hybrid 
materials, saturation magnetization values of FeCo@ 
graphene (D1) (29.3 emu/g)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FeCo@graphene (C1) (18.1 emu/g), but the difference 
was not as large as that of FeCoNi@graphene samples. 
Since the particle size and crystal structure of the 
FeCo@graphene hybrid materials are not changed 
regardless of the synthesis method, their magnetic 
propertie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s well. 

 
Fig.1. Magnetization curves of the (a) FeCoNi@graphene 
(C) and (b) FeCoNi@graphene(D) hybrid materials 
measured at 300 K. 
 
4. Conclusions  
 
In summary, the plating solution was added dropwise to 
the reaction vessel, FeCoNi@graphene showed a higher 
saturated magnetization (98.7 emu/g, FeCoNi:graphene = 
4:1) than the FeCoNi@graphene prepared by conventional 
electroless plating (34.2 emu/g, FeCoNi:graphene = 4:1). 
Moreover, the size, number, and structure of the FeCoNi 
nanoparticles on graphene changed as the electroless 
plating method was modified. The FeCoNi@graphene 
prepared by modified electroless plating method showed 
high EM wave absorption levels (-34.6 dB) because of its 
higher magnetization. This work contributes to the 
commercially available production method for magnetic@ 
graphene hybrid material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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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열가소성 탄소섬유복합재는 별도의 경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단 시간에 제작이 가능하고, 후가공 및 
재활용성 또한 뛰어나 대량생산/저가가 요구되는 
자동차의 경량화소재로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열가소성 수지는 기존의 탄소섬유와 약한 계면결합력 
을 가지고 있어 강도에 제한이 있다.[1-3] 이에 본 
연구진은 열가소성 PA-6 탄소섬유복합재용 사이징제 
개발을 진행하였다. 
 
2. 실험 
 
2.1 소재: 탄소섬유(Carbon fiber, TR3110 Fabric, 
Mitsubishi. Inc.)가 활용되었으며, 기지재(Matrix)로서 
PA-6 (Polyamide-6) 사용되었으며, 카프로락탐의 고리 
열림 음이온중합으로 반응중합을 통해 합성되었다. 
사이징제는 탄소섬유와 기존의 사이징제에 접착하는 
부분과 반응중합 과정 중에 개시제로서 작용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실에서 중합하여 
사용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izing material. 

 
2.3 제조: 카프로락탐(Caprolactam)의 녹는점(69oC) 
이상의 온도에서 촉매(Catalyst)와 개시제(Initiator)를 
적당한 비율 및 농도로 혼합하여 녹였다. 혼합된 용액 
을 미리 가열된 금속 금형(Metal Mold)에 진공압을 
활용하여 주입하고 가압하여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reactive processing. 

 
3. 분석 및 측정실험 
 
앞서 언급된 실험 소재와 제조방식을 통해 제작된 

열가소성 PA-6 복합재는 함침도, 고분자 물성, 

계면결합력, 기계적 강도(특히 Inter-laminar shear 

strength(ILSS)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광학현미경 및 SEM로 복합재 단면 및 내부와 기계적 

강도 시험 후 파단면을 관찰하여 함침이 잘 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고, 함침도에 사이징제 코팅이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A-6의 분자량도 

사이징제에 큰 영향이 없었다. 계면결합력(ILSS)의 

경우에는 크게 증가하여 ~33.8% 가량 증가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진은 개발한 열가소성 PA-6용 사이징제를 
적용하여 CFRTP를 제작하고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이징제는 함침도나 고분자 반응중합에 영향이 미미 
했으며, 수십나노 미터 수준 두께의 매우 작은 양의 
사이징제를 탄소섬유에 코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LSS 값이 3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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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Various flexible and thin devices have been developed for 
practical applications, which are mechanical sensing [1-2] 
and energy harvesting [3]. Recently,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CFRP) have received many interests in 
energy harvesting, and various sensing fields [3], in which 
shows their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Here, we 
propose ZnO NRs grown on micro curvature surface of 
CFRP with large surface area for developing spacer-free, 
ultrathin, highly sensitive, and flexible TESs.  
 
2. Experimental  
 
2.1 Materials  
The woven carbon fibers were supplied by Toray 
corporation (Japan). For the growth of ZnO NRs in surface 
of woven carbon fiber composites, zinc nitrate hexahydrate 
(Zn (NO3)2∙4H2O) and hexamethylenetetramine (C6H12N4) 
were supplied by Sigma-Aldrich. Indium tin oxide coated 
PETs supplied by Sigma-Aldrich were used for the 
triboelectric layer substrate and electrodes. 
 
2.2 Characterizations of materials and triboelectric 
performance  
The morphologies of millimeter, micro and nanostructured 
ZnO grown on PDMS-WCF composite were characterized 
by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S-4800, Hitachi, Japan). The vertical pressure test was 
applied by pushing tester (Push machine, SnM, Korea) 
with a high frequency pushing speed controlled by moving 
displacement. Bending and tensile tester (Bending 
machine, SnM, Korea) with 100	μm resolution bending 
speed were used for measuring bending and tensile 
sensing capabilitie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outstanding performance of TESs is due to their 
structural combination effects of micro surface of WCF 
and ZnO NRs grown on their surface having 
micro-nanostructures. ZnO NRs were grown on micro 
structured surface of CFRP on showing combination of 
micro nanostructure. These micro-nanostructures with 
large surface area provide a higher triboelectric output 
performance than other triboelectric devices using the 
same material without structure. As shown in Fig. 1, the 
triboelectric output voltage increases via increasing 

pressure. Our TESs show the highest-pressure sensitivity 
(~0.98V/kPa up to 19.74kPa). 
 

 
Fig. 1. Pressure sensing capability of ultrathin flexible 
TESs. 

  
4. Conclusions  
 
The hierarchical geometry of ZnO NRs on micro 
structured surface of CFRP composite could enhance the 
effective contact area change between triboelectric layers 
without bulk extra spacers and allows for ultrathin, 
flexible, and highly sensitive designs. The spacer-free and 
monolithic design of ultrathin and flexible TESs based on 
CFRP composite could be facilitated in many broad 
applications for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devices, 
automotive industrial, power generation circumstance and 
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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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자동차 경량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CFRP)는 철강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CFRP는 주 파괴 모드인 박리가 약한 계면에서 
발생하므로 섬유와 수지 사이의 계면강화는 더욱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처리된 탄소 섬유 표면에 shellac이라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열처리하여 환원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품질의 환원그래핀(TRGO)을 
합성하였다. 이는 섬유와의 결합은 물론 수지와의 
결합력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도 대조군 대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2. 실험 방법 
 
2.1 Shellac을 이용한 환원그래핀 합성 

 

Shellac을 이소프로필 알코올(IPA)에 녹인 후, 
교반시킨 다음, 탄소섬유를 담궈서 상온에서 수 분 
건조후에 로에 투입시켜 고온에서 열처리한다. 
열처리 후, shellac 고분자 체인이 탄소고리를 형성하며 
상대적으로 결함이 적고 결정성이 높은 환원그래핀이 
합성된다[1-3] (Fig. 1 (a)). 이 때, 변수는 열처리 온도와 
섬유 표면에의 플라즈마 처리이다. 합성된 
환원그래핀은 섬유표면과 강한 공유결합으로 
코팅되어 표면적을 넓혀 복합재 제조 간 강한 계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2 복합재 제조 및 특성 평가 
 
TRGO로 코팅된 탄소섬유 표면의 화학조성 및 작용기 
분석, 표면 미세구조 분석을 EDS, XPS, Raman, FT-IR, 
TEM, SEM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복합재의 
기계적물성 시험을 위해 폴리아미드 66 필름과 
TRGO-코팅 탄소섬유를 적층하여 압력 하에 
열융착시켜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Fig. 3 (a)). 기계적 
물성은 ASTM에 근거하여 계면 전단 강도 시험, 3점 

굽힘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면 전단 강도 
(ILSS), 굽힘 강도 (Flexural strength) 를 도출하여 샘플 
간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Fig. 1 (b)를 보면, shellac으로부터 열처리를 통해 
얻어진 TRGO가 매끈한 표면과 결함이 적은 다층의 
그래핀 시트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약 15 nm 두께로 
그래핀 시트가 적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온의 어닐링 과정 간, 결함 사이트로 작용하는 산소 
기능기의 제거로 인한 결과이다. 플라즈마 처리와 
어닐링 온도의 증가에 따라, 섬유 표면의 전반적인 
탄소 대비 산소원자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플라즈마 처리로 인해 shellac 코팅이 더욱 균일하게 
일어났으며, 또한 어닐링 온도가 증가할수록 shellac 
고분자의 지방족 체인으로부터 TRGO 합성 및 코팅이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Fig. 1 (d,e))  
 

 
 

Fig. 1. a) Schematic of the process of TRGO synthesis and 
coating onto CF. b) TEM micrograph of the low magnified 
(left) and high magnified (middle and right) TRGO film. c) 
SAED pattern of the film. d,e) SEM images of CF-TRGO 
with different annealing temperature and plas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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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결과로부터, 어닐링 온도의 증가와 플라즈마 
표면처리에 따라 TRGO의 특정 산소 기능기들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EDS 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소 기능기의 제거가 고온의 열처리, 
섬유 표면의 플라즈마 처리로 인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Fig. 2). 한편, 매트릭스와 
수소결합을 유도하는 C=O, O-H 기능기는 CO2 피크 
대비 상대적으로 어닐링 온도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는 섬유와 공유결합으로 강하게 코팅되어 있는 
TRGO가 복합재 제조 간 매트릭스와 수소 결합을 통해 
우수한 계면을 유지하게 해준다.  
 

 
Fig. 2. a,b) FT-IR spectra of the samples with different 
annealing temperature. c,d) the relative peak intensities of 
oxygen containing functional groups of the CF-TRGO. e,f) 
the rate of increases of specific peak intensities such as 
C=O and O-H, compared with CO2 peak intensity: (a,c,e) 
plasma-treated case and (b,d,f) plasma-not treated case.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 결과, 계면전단강도의 경우 
700P (어닐링 온도 700 ℃, 플라즈마 표면 처리) 
샘플에서 40 MPa로 대조군 대비 60 % 증가하였으며, 
굽힘 강도, 강성 결과, 계면전단강도와 마찬가지로 
700P 샘플에서 각각 582.5 MPa, 17.4 GPa로 약 152 %, 
144 % 증가를 보이며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Fig. 3). 
이는 TRGO 표면에 존재하는 phenolic OH와 C=O 
기능기로 인해 탄소섬유 표면과 매트릭스인 
폴리아미드 66와 각각 공유결합, 수소결합, 그리고 
기계적 가교 효과 (mechanical interlocking effect) 를 
유도해 응력 집중을 방지하고 하중 전달을 용이하게 
하여 계면 강화를 촉진시킨다 [4-6]. 
 

 
Fig. 3. a) schematic of process of fabrication of 
CF-TRGO-PA66 composites. b-g) photographs of the 
short beam shear test (b) and 3-point bending test (e) to 
measure ILSS (d) and flexural strength (g) from load vs 
displacement curves including inset photo of specimen 
after short beam shear test (c) and after 3-point bending 
test (f).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통해 플라즈마 처리된 탄소섬유 표면에 
생분해성 열가소성 수지인 shellac을 이용하여 열처리 
공정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저비용으로 손쉽게 
환원그래핀을 합성하여 동시에 섬유 표면에 강한 
결합력을 유지하며 코팅할 수 있었다. 또한 복합재를 
제조하여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고 TRGO가 
탄소섬유와 매트릭스와 공유결합, 수소결합, 기계적 
가교 효과 등으로 강한 계면을 유지하며 대조군 대비 
계면전단강도는 60 %, 굽힘 강도는 152 %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프리프레그 산업에 적용하면, 
연속 공정을 통해 환원그래핀이 코팅된 탄소섬유에 
열가소성 수지를 함침시켜 고기능성, 고강도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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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고성능 복합재 샌드위치 제품을 생산하는 
중간역할의 재료로서 복합재료 샌드위치 판넬의 
제작과 제품으로의 성형을 위한 deep drawing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복합재료 샌드위치를 
구성하는 유리섬유-PET(GF-PET) 스킨과 샌드위치의 
제작 및 물성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시간/온도에 따른 
샌드위치 성형 최적화를 위해 deep drawing 실험을 
진행하여 여러 형태를 만들어 중간재인 샌드위치 
패널에서 실제 사용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복합재 샌드위치 제작  
복합재 샌드위치의 제작을 위해, 3A사의 PET 폼과 
위에서 제작한 PET/GF스킨을 사용하여 샌드위치를 
제작하였다. 샌드위치의 제작은 fig.1의 Continuous-hot 
belt press 연속공정을 모사하여 hot press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스킨, 접착제, 폼, 접착제, 스킨의 
순으로 정렬하여 Hot pressing 하였으며 continuous-hot 
belt press 과정을 hot press를 이용하여 모사하여 
진행하였다. 2.1.1에서 제작된 유리섬유 스킨과 PET 
접작제, PET 폼을 순서대로 적층하여 조건에 따라 
가열/가압 하였다. 
 
 
 
 
 
 
 
 
Fig. 1.  Lab-scale mimic of hot-melt process 
 

2.2 복합재 샌드위치 Deep drawing 

제작된 복합재 샌드위치를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선형, 입체의 형태로 2차 가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작된 복합재 샌드위치를 hot press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복합재 deep drawing의 실험은 스킨, 폼의 열적 거동을 
확인한 후 진행하였다. 각 온도에서 폼이 무너지는 

속도, 스킨의 변형 및 spring back을 확인하였으며, 
최적온도를 설정하여 샌드위치 deep drawing에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2D shape인 모자형과 
터널형의 deep drawing을 Figure 3의 몰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280℃ 에서 예열, 가압가열을 120초로 
동일하게 놓고 수행하였으며, 3차원 deep drawing 또한 
Figure 4의 몰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 
되었다. Deep drawing 깊이는 각각 12.1, 11.8mm 이다. 
 

 

 

 

 

 

 
Fig. 2 .  Sandwich composite deep drawing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 생산 사이클의 중간에 있는 
복합재 샌드위치 패널 중간재를 제조함으로써 
복합재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스킨의 제조와 복합재 샌드위치의 제작 및 이의 
추가적인 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deep 
drawing 방법의 구체적인 조건 및 연속공정을 모사한 
실험을 통하여 제품을 연속공정으로 생산할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형태에 따른 deep drawing을 하였으며 
그에 맞는 온도, 압력, 예열, 가열 시간, 냉각 압력 및 
시간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KS Kim et al. Elastomers and Composites, 47:65-74,2012 
[2] JD Gong et al. Auto Journal, 31:76-80, 2009 
[3] NO Cabrera et al. Composite B, 39:1183-1195,2008 
 
후기 

이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10060281) 및 창의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R0004077) 연구이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208 -



 

 
실시간 TEM을 이용한 나노입자 형성 및 단일원자 관찰 

In-situ heating TEM observation of the carbon/metal composite 
 

*박윤창1+, 김성인2, 로마노프 세르게이 

* Y.C. Park 1+, S.I. Kim2, S. Romankov3 

 
1나노종합기술원, 2 한국나노기술원, 3 전북대학교 재료공학부 

 + E-mail: parkyc@nnfc.re.kr 
 

Keywords:  In-situ heating, TEM, Evaporation, Composite, Single atoms 
 

1. 서론 
 
In-situ heating TEM을 이용하여 CoFeNi/Cu/Zr 

(Al)O2 복합체가 800℃ 에서 비정질 카본막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B를 이용한 TEM 시편 

제작시 표면 보호용으로 사용한 다공성 비정질 카본 

층이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정상인 CoFNi 입자는 액체와 유사한 

거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열처리 후 카본층은 

1~4 nm 크기의 CoFeNi, FePt, W 입자와 Pt, W 등의 

단일 원자들로 채워졌다. 
 
2. 나노층상 복합재료 제작 및 TEM 관찰 
 
고에너지 밀링기를 이용하여 철강볼에 코팅된 물질 

(Al, Zr, Ni, Co)이 Cu 기판에 기계적 합금되도록 

하여 나노층상 복합구조를 형성하였다[1-2]. 제작된 

샘플은 유성펜-C, FIB-W과 FIB-Pt 층을 증착한 후 

FIB를 이용하여 TEM 시편을 제작 후, TEM (JEM-3011 

& Heating holder EM-31050, JEOL)에 장착하여 

70℃/min로 승온하여 800℃ 온도에서 미세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열처리 실험 후, 구면수차보정 

주사투과전자현미경 (JEM-ARM200F, JEOL)과 에너지 

분산X-선분광기 (Quantax, Bruker)를 이용하여 

미세구조와 성분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3]. 
 
3. 결과 
 
3.1 800℃ 열처리시 미세구조: 그림1.(c)는 800℃ 

1시간 열처리후의 미세구조와 성분분포로 초기(a)의 

나노 층상구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Cu decorated 

FeCo 나노구조가 형성된 것이 관찰된다. 

 

 
Fig. 1. Structural development during heating. 

3.2 800℃ 열처리시 carbon/metal 계면에서의 재료 

거동: 그림2는 계면에서 carbon 막 방향으로 나노 

입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림 3은 카본 

막내에 PtFe 나노입자와 이종 단일원자가 형성 

되었음을 보여준다. 

 

 
Fig. 2. Nano-particle formation in the interface at 800℃. 

 

 
Fig. 3 Single atoms (arrows) images in carbon layer. 

 

4. 결론 
표면손상 방지용으로 증착 되었던 유성펜 카본층과 

상변화된 나노복합체간의 계면에서 결정상을 

유지하면서 액체처럼 외형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나노입자가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카본막내에 

4 nm 이하의 나노입자와 단일원자를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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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알루미늄 합금은 낮은 비중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연성이 높고 강도가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SiC, B4C, TiB2, Al2O3와 
같은 세라믹 강화재를 첨가하여 강도가 높은 금속복합 
재료(Metal Matrix Composites, MMCs)를 개발 하고 
있다. 알루미늄 복합재료(Aluminum Matrix composites, 
AMCs)는 철강소재 보다 비강도, 내마모성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최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소재로 중성자 흡수능이 
우수한 B10을 다량 함유한 B4C가 강화된 알루미늄 
복합재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교반 주조를 이용하여 B4C-Al복합재를 제조 
하였고, Ti 함량에 따른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 관찰 
및 상분석을 진행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복합재 제조: 복합재 기지재로 Al1050과 6061을 

사용하였으며, 강화재로 입자크기가 40μm인 B4C 를 

사용하였다. 흑연 도가니를 사용하여 700℃에서 알루 

미늄을 용융시킨 뒤, 강화재를 투입하였으며, 이후 

임펠러를 사용하여 10분간 교반하여 제조하였다. 
 

2.2 금속복합재 특성평가: 교반 주조 공정으로 제조된 
Al-B4C 복합재의 조직 건전성, 분산도 및 계면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광학현미경(OM, Nikon Eclipse LV 
150)과 주사전자현미경 (SEM, JSM-6610LV, JEOL)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상분석 (EPMA, JXA- 
8530F)도 진행하였다. 기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만능재료시험기 (5882 model, Instron)를 사용하여 
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Fig.1은 교반 주조로 제조된 Al-B4C 복합재의 EPMA 

image 이다. 강화재의 체적율은 5vol.% 이며, 기지재 

는 Ti가 포함된 Al6061을 사용하였다. EPMA분석결과 

B4C계면에 Ti 및 Cr 화합물이 생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지재의 입계에 Fe- Si 화합물이 

일부 생성 된 것도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Fig. 1.  EPMA images of 5 vol% Al-B4C composite 
fabricated by stir casting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용탕교반 공정으로 Al-B4C 금속복합 
소재를 제조하고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 분석을 
진행하였다. Al-B4C 금속복합재는 합금원소인 Ti에 
의해 B4C 계면에 Ti 화합물을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Ti 화합물의 미세조직 및 형성 원리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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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oft shielding composites are required to protect the 
human body during a radioactive accident. However, the 
modulus of most soft shielding composites, such as HDPE 
and epoxy, is high, thereby making it difficult to process 
them in wearable forms like gloves and clothes. Hydrogels 
are very compliant materials that, like the human skin, 
have a Young’s-modulus range from 10 kPa to 10 Mpa.1-4 
The hydrogel with an interpenetrating network is 
composed of ionically and covalently crosslinked 
networks, which can be stretched to 20 times their initial 
length and have fracture energies of 9,000 J/m2. 5 In this 
study, a wearable soft shield was fabricated from 
hydrogels that had been integrated with shield particles. 
To improve the wearability of the soft shield, the focus 
wa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oft shield, especially 
the sewability. 

 
2. Experimental 
 
Gel fabrication Here, the synthesis of a sewable soft 
shield for the γ-ray radiation was achiev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hydrogels and metal oxides, for which 1 g of 
sodium alginate and 8 g of acrylamide were dissolved in 
deionized water (86 wt% water contents) and stored at 4 ℃ 
for 3 days to obtain a homogeneous solution.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 and 0.1 M 
N,N-methylenebisacrylamide (MBAAm) were added as a 
crosslinking accelerator for the polyacrylamide and a 
crosslinker for the polyacrylamide, respectively. A 
metal-oxide (Fe2O3, WO3, and PbO2) slurry was added 
into the alginate/acrylamide solution. Then, a solution 
comprising 0.2 M ammonium persulphate and 1.22 M 
calcium sulfate was added as a thermal initiator for the 
polyacrylamide and as an ionic crosslinker for the alginate. 
A uniformly distributed hydrogel solution was poured into 
a glass mold and cured with ultraviolet light (with 8 W of 
power and a 254-nm wavelength) for 1 hr before it was 
stabilized at room temperature for 2 day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soft shielding composites are soft but their 
mechanical toughness is sufficient for sewing. Due to the 
excellent energy dissipation in the soft shielding 
composites from the interpenetration of the covalently 
crosslinked polyacrylamide with the ionically crosslinked 
alginate, a sewing may mean that the shield can withstand 
high stress concentrations. The soft shield was sewn 

several times, as shown in Figure 1 (a), and it was 
stretched with considerable power, as shown in Figure 1 
(b);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y could provide 
resilience without the occurrence of a rupture. As shown in 
Figure 1 (c), a wearable shield for the γ-ray radiation was 
simply made. The biocompatibility of the shield is 
expected to be high because the pristine hydrogel is 
biocompatible and the metal oxides that have been used in 
this work are nonreactive in a hydrogel matrix.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shield will provide heat 
protection, since it contains a 51 wt% of water.  
 

 
Fig. 1.  Soft shielding composites for the γ-ray radiation.  
      
4. Conclusions 
 
  A soft shielding composite for radiation was synthesized 
through an integration of hydrogels and metal oxides. Soft 
shielding composites with a shielding ability and a 
wearability are applicable in areas of the nuclear industry 
such as transportation, the storag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body following a 
radioactive accident. The stretchability and energy- 
dispersion ability of the fabricated soft shield are high so 
that sewing can be performed. Accordingly, the soft 
shielding composites can be used as a wearable shield in a 
radioactive environment, enabling researchers to form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oft shields, 
thereby broadening the current soft-shield research and 
applications for radiation.Please summarize the main part 
and subjective opinions from objective results along with 
possible future works. Future works are expected to carry 
out a roll of inspiration for authors themselves or other 
potential researchers. Results and discussion may replace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when concrete results have 
yet to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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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ilicon CMOS devices have led the significant 
development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by providing 
low cost, high speed and ultra-high density integrated 
circuits. However, silicon CMOS devices is now facing 
crucial limit due to their high power consumption [1]. 
Quantum molecular devices have a potential to allow 
multilevel operations and reduction of power consumption. 
Here, we employed semiconducting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sc-SWNTs) to fabricate single-electron tunneling 
transistors in metal-insulator-semiconductor structure. 
 
2. Experimental 
 
2.1 Selective Dispersion of Semiconducting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s: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is one of materials having great potential for the 
high-performance electronics due to their transparency, 
the outstanding charge carrier mobility, great mechanical 
flexibility and good air-stability. Among the separation 
process to obtain sc-SWNTs, wrapping with conjugated 
polymers is easy and can be obtained large volume. we 
obtained semiconducting carbon nanotubes using selective 
dispersion by poly (9, 9-di-n-dodecylfluorene) PFDD 
polymers. 
 
2.2 Fabrication of Devices: Multilayer structures of 
Au/Al2O3/sc-SWNTs were fabricated on SiO2 substrates. 
The sc-SWNT layer was spin-coated at a speed of 2000 
rpm for 60 seconds and annealed at 150 ° C for 30 minutes. 
The sample was transferred to an atomic layer deposition 
(ALD) chamber and an Al2O3 layer was formed to a 
thickness of 4.0 nm. Device fabrication was completed by 
depositing gold electrodes in thermal evaporation system.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using a 
semiconductor-device analyzer (Agilent B1500A) under 
vacuum at 10-3 Pa. The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at 
20 K and 298K, respectively. 
 
3. Results and Discussion 
 
Operating principle of single-electron tunneling devices is 
based on the Coulomb blockade effect, which makes it 
possible to inject carriers into the dots on the single- 
electron level. The device thus allows High speed 

switching and ultra-low power consumption, which are 
key challenges in future nanoelectronics. Single-electron 
tunneling occurs when the charging energy and/or the 
interval of the discrete energy levels in a dot is greater than 
the ambient thermal energy (1).  When the charging effect 
due to the Coulomb blockade is dominant, the Coulomb 
staircases show regular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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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I-V characteristics of single-electron tunneling 

transistors. 
 
4.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We obtained sc-SWNTs by selective dispersion using 
conjugated polymers and applied to single-electron 
tunneling transistors. The tunneling phenomenon was 
confirmed in I-V characterization. However, the staircase 
of a certain interval was not found and large voltage was 
required for the tunneling to occ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 high uniformity of sc-SWNTs layer in 
order to clarify a coulomb blockad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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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oly(propylene carbonate) (PPC) is a biodegradable polymer, 
which is synthesized by propylene oxide and carbon 
dioxide with organometallic catalyst. Recently, PPC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owing to its environmental- 
friendly, superior optical property, good toughness, and 
excellent barrier properties towards O2 and H2. Nevertheless, 
due to the low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of PPC is ca. 
25~40 oC), the application of PPC has been limited. Poly 
(lactic acid)(PLA) is a polymer derived from renewable 
resources and is also easily biodegradable. Especially, 
PLA as a bioplastic possesses thermoplastic, high-strength, 
and high-modulus. In this work, we aim to synthesize PLA 
end-capped PPC copolymers with higher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compared to bare PPC. 

 
2. Experimental 
 
2.1 Polymerization of PLA end-capped PPC copolymer 
 

Firstly, PPC was dissolved in distilled THF in a 3-neck 
flask under stirring. Then, N2 was purged for 30 min. 
Likewise, lactide and catalyst (SnOct2) were also 
dissolved in distilled THF and mixed thoroughly. 
Afterwards, the temperature was heated up to 90oC under 
re-fluxing. Once the temperature reached to 90oC, the 
DL-lactide and catalyst (SnOct2) mixed solution was added 
to the system drop-by-drop. After 24 h, the solution was 
precipitated in deionized water, and then filtrated and 
dried under vacuum for 1 day. 
 The obtained PLA end-capped PPC copolymers were 
again dissolved in DMSO to remove excess PLA 
homopolymer. Then, the solution was filtered through a 
syringe filter and precipitated in methanol. Finally, the 
product was filtered and dried under vacuum for 48h.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obtained products were characterized by 1H NMR 
analysis (Fig. 1). Typical signals of PPC was observed and 
assigned in the spectrum. However, due to a tiny amount 
of PLA, the characteristic peaks of PLA were not observed. 
Moreover, we measured the average molecular weight and 
polydispersity by GPC (Table. 1). The results show that 
the molecular weight of copolymers was increased 
compared to bare PPC. 

 Fig. 1. 1H-NMR of PPC-PLA copolymer. 

Table 1 GPC of PPC and PPC/PLA copolymer. 
(PPC : Lactide mole ratio - P1,P2 1:30  P3,P4 1: 10) 

 
4.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The PLA end-capped PPC copolymers were synthesized 
by a ring opening polymerization. Owing to the small 
amount of DL-lactide was added into the reaction, the 
signals of PLA in 1H-NMR are not obvious, and the 
changes of the molecular weight and polydispersity 
between copolymer and PPC are not significant. In our 
future work, we will optimize the reaction conditions to 
prepare the PLA end-capped PPC copolymers that are 
suitable for industry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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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스팔트는 시공이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콘크리트 

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도로 포장재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아스팔트는 소수성이고 골재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수분이 도로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수분이 골재와 결합을 하게 되므로 [1] 골재와 

아스팔트의 결합력이 약해진다. 이후 골재와 아스팔 

트의 박리가 진행되며 도로에 미세한 균열이 나 작은 

구멍을 발생되고 포트홀과 같은 대형 파손 형태로 

발전한다 [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외 에서는 

아민계 첨가제를 아스팔트에 혼합하여 박리현상을 

감소시키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있으며[3] 아민의 

친수기는 골재 표면에 존재하는 전하와 결합하고 

소수기는 아스팔트의 비극성기와 결합을 이루어 

박리현상을 감소시킨다 [4]. 본 연구에서는 첨가제 

의 함량에 따른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2.1 재료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스팔트는 한국 석유 공업의 

제품으로 아스팔트 생산 공정의 방법인 상압증류 

공정(Crude Distillation Unit: CDU) 을 통해 생산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P-5이다. 아스팔트와 혼합 

되는 아민 첨가제는 dodecylamine (Sigma Aldrich, 

USA) 100 g, ethanol(Sigma Aldrich, USA) 20 g 및 

formamide(Sigma Aldrich, USA) 30 g을 비커에 넣어 

100℃의 온도에서 12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아민계 

첨가제는 아스팔트 중량의 0.5, 1.0, 1.5, 2.0 

그리고 5.0 wt.%씩 첨가한 후 기계교반기를 이용하여 

300 rpm에서 30분간 교반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골재는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2.2 분석방법 

아스팔트의 표면자유에너지를 분석을 위해 sessile 

drop으로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5]. 사용된 젖음액 

으로는 다이오드메탄과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table 1에 젖음액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면박리율을 분석하기 위해 파쇄된 

화강암 골재와 골재 중량의 5.0 wt.%의 아스팔트 를 

혼합하여 boiling test를 진행하였으며 ASTM D 

4541을 참고하여 수중에 담지 후 아스팔트와 골재의 

접착강도를 측정하였다. 

 
Table 1. Polarity and Non-Polarity of Wetting Liquid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아스팔트와 골재의 담지 후 접착 강도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험결과에서 첨가제를 

혼합하지 않은 아스팔트보다 0.5, 1.0 및 1.5 wt.%의 

첨가제 함량 아스팔트에서는 접착강도가 증가 하였 

지만 2.0 wt.% 및 5.0 wt.%의 함량에서는 접착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첨가제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아스팔트의 극성값이 골재의 극성값 

보다 높아지게 되고, 골재와 아스팔트의 결합보다 

아스팔트와 수분의 결합력이 더 강하게 되어 접착 

강도가 감소된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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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eling strength as additive contents. 

Liquids L
d L

p L 

Water 21.80 51.00 72.80 

Diiodomethane 50.42 0.38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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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table 2는 피복 박리율 시험결과값을 나타 

낸다. 아민계 첨가제를 혼합하지 않은 아스팔트보다 

첨가제 함량 0.5, 1.0 및 1.5 wt.% 까지의 아스팔트 

샘플이 낮은 피복률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수분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첨가제 함량 

2.0 wt.% 및 5.0 wt.%의 시료에서는 첨가제를 넣지 

않은 아스팔트보다 수분저항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아스팔트의 극성값의 

증가하는 영향으로 인해 피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The Rate of Peeling of Asphalt and Aggregates 
Mixture after Soaking  
wt.% 0.0  0.5 1.0 1.5 2.0 5.0 

% 78.81 75.60 74.50 72.70 82.50 80.91
 

그림 2는 아스팔트의 접촉각 측정결과를 나타낸 

사진이다. (a)는 다이오드메탄을 사용한 결과값이며 

첨가제 함량이 증가 할수록 아스팔트 표면에서의 

접촉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b)는 증류수를 

사용한 접촉각 측정 결과값이며 첨가제 함량이 증가 

할수록 접촉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확한 

측정값은 아래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첨가제 

함량에 따른 증가와 감소의 경향을 확인하였다. 
 

 
 

 
 

Fig. 2. (a) Measurement of contact angle using 
diiodomethane and (b) measurement of contact angle on 

asphalt surface using distilled water. 
 
아스팔트의 첨가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스팔트 

의 극성 성분도 증가하였으며 비극성 성분은 감소 

하였다. 이에 따라 첨가제를 넣지 않은 아스팔트보다 

첨가제와 혼합된 아스팔트는 수분 저항성이 증가 

하였으며 아민첨가제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첨가제 함량 0.5–1.5 wt.%와 달리 2.0–5.0 wt.% 
에서는 수분 저항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5.0wt.%의 경우에는 첨가제를 넣지 않은 

아스팔트보다 낮은 수분 저항성을 보여주었으며 

마찬가지로 첨가제 함량 5.0 wt.%에서의 극성값이 

화강암 골재에 비하여 높은 값을 가지게 되어 

아스팔트와 골재의 결합력 보다 아스팔트와 수분의 

결합력이 더 높아져 골재와의 박리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험 결과 첨가제 함량 1.0-1.5 

wt.%에서 공통적으로 수분 저항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Table 3. Free Surface Energy of Asphalt and Aggregate 

 

4. 결과 및 향후 과제 
실험을 통하여 아민첨가제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 저항성 향상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함량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였다. 첨가제 함량 1.0- 

1.5 wt.%에서  우수한 수분저항성을 보여주었으며  

그 이상의 함량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첨가제의 영향으로 아스팔트의 극성값이 증가하여 

골재의 극성값과 유사하거나 높아지게 되면서 

첨가제를 넣지않은 아스팔트보다 오히려 저조한 

수분 저항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아스팔트 

도로 설계 시 적용하여 최적의 배합설계를 실행 

해야한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화강암을 포함한 

다양한 골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타 골재와 아스팔트 

첨가제의 영향에 대한 실험도 수행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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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angle (˚) Surface free energy (mJ/m2) 

Water Diiod. s
d p 

Aggregate 64.55 32.77 40.18 7.13 47.31 

0.0 wt.% 96.25 38.32 40.07 0.11 40.18 

0.5 wt.% 91.51 39.86 38.77 0.89 39.47 

1.0 wt.% 87.62 44.27 36.43 1.71 38.14 

1.5 wt.% 87.68 42.45 37.00 1.62 38.62 

2.0 wt.% 79.21 44.84 34.87 4.59 39.46 

5.0 wt.% 72.12 42.21 35.62 7.37 43.00 

(

(a) 

(b) 

0.0wt.%  0.5 wt.%  

1.5 wt.%  

5.0 wt.%  2.0 wt.%  

1.0 wt.%  

0.0wt.%  0.5 wt.%  

1.5 wt.%  

5.0 wt.%  2.0 wt.%  

1.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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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3D-Printing technology has brought significant 
innovations in academic and industrial sectors [1]. The 
flexibility in design and implementation is customized to 
the conceptual proof and industrial prototypes [1, 2]. In 
particular, the natural spider webs ar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table supporting systems. The current work is 
dedicated especially to the fabrication and mechanical 
characterizations of conceptual spider-webs using flexible 
materials, i.e., thermoplastic polyurethane (TPU) 
materials through 3D printing. The morphologies and 
testing strategies of spider-web are intentionally 
controlled with the aim to understanding its effect on the 
overall mechanical performance. The morphological 
controls on spider webs are discussed towards the 
robust/lightweight structure which can be constructed 
using natural materials. 
 
2. Experimental 
 
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filaments were 
employed as an input 3D printing material. A commercial 
3D printers were used in order to 3D print the spider-web 
made up of TPU materials. The 3D-printed spiders were 
subjected into a custom-made universal testing machine, 
in order to extract the elastic/plastic deformation of 
TPU-based spider-webs. The 2-dimensional structure of 
spider webs are mechanically characterized with the point 
of loading position. The structural effects are recorded in 
the displace-load formats.  
 
3. Results and Discussion 
Spider webs were fabricated through 3D printing as shown 
in Fig. 1, using 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materials. The 3D-printed spider webs were subjected into 
tensile   measurements.  The   3D-printed  TPU  materials  
 

  
Fig. 1.  Spider-web fabricated through 3D printing of 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were subjected into a specially-designed tensile 
characterization apparatus, in order to extract the tensile 
load-displacements as shown in Fig. 2. Fig. 2 exhibits the 
exemplary features obtained from centered and 
non-centered positions in the spider webs. The red circle 
of Fig. 1 is denoted as a centered position for transferring 
mechanical load. The tensile characterization of Fig. 2 
demonstrates the complete dissimilar responses in the 
centered and non-centered load positions. The non- 
centered loading position can delay the complete fractures, 
unlike those of the centered load positions 
 

 
 Fig. 2.  Mechanical displacement-load information of the 

spider web fabricated through 3D printing of TPU.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Flexible spider webs are successfully fabricated using 3D 
printing of thermoplastic polyurethane materials. The 3D- 
printed spider webs are monitored in terms of unit design 
concepts, mechanical defects, and load concentration 
positions. The integrated understanding on spider webs 
can be exploited towards the robust self-supporting 
systems against hostil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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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arbon fiber is lighter than metals such as steel and 

aluminum, and has high mechanical properties. These 
characteristics make carbon fiber a useful replacement for 
conventional metallic materials in fields such as 
automobiles, ships, aviation, and space [1]. 
The market for carbon fiber-reinforced plastics (CFRP), 

one of the applications of these excellent new materials, 
has grown more than 10% each year. The annual demand 
for CFRPs is approaching 100,000 tons. In recent years,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automotive and aircraft sector 
has been to find ways to save fuel and reduce weight, in 
order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CFRP parts 
have been adopted in the automotive industries of 
developed countries as a means of reducing vehicle and 
component weight, and thus  meeting more stringent fuel 
economy regulations while reducing CO2 emissions. For 
example,  20% of the total weight of the current Airbus 
A380 is made of CFRP, and in Boeing B787 models, is 
expected to reach 50%.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use of lightweight composites for construction and internal 
components is also increasing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fuel efficiency and emissions regulations [2]. 
Resins used in CFRPs include thermoplastic polymers 

such as polyether ether ketone (PEEK), polypropylene 
(PP), polyethylene (PE) and thermosets such as phenolic 
formaldehyde and epoxy. Since thermosetting resin 
produces CFRP with the highest mechanical strength, it is 
still used in the manufacture of most applications. 
However, the use of thermoplastic polymer is gradually 
increasing because it provides higher productivity, impact 
resistance and recycling of the CFRP. CFRPs using 
thermoplastic polymers can be easily recycled using a 
melting process, but CFRPs using thermosetting resins are 
difficult recycle. Among them, epoxy is mainly used 
because it has low viscosity, good compatibility with fiber 
surfaces, and excellent heat resistance and mechanical 
properties. However, CFRPs using epoxy are treated as 
industrial waste after use and are landfilled, resulting in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3]. 
 Figure 1 exhibi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tention 

of tensile strength and total recycling time. Evidently, it 
takes a lot of time to recover carbon fibers with high 
mechanical properties [4]. 
In this work, we used steam (H2O) at a medium 

temperature range (600~800℃) as an oxidant to remove 

the resin in the CFRP. To achieve fast recovery, the 
heating rate and holding time at the target oxidation 
temperature were determined to be 10 /min and 60 min, ℃
respectively. Recovery yield, surface morphologi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recovered carbon fibers (rCF) 
including tensile strength and modulus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fast recovery process for 
waste CFRPs [5]. 

 
Fig. 1. Correlation between the retention of tensile 
strength and total recycling time. 
 
2. Experiment details 
 
The carbon fiber (CF) used in this study was 

polyacrylonitrile monofilament CF (T700, Toray Co., 
Japan) and the resin used as the matrix was diglycidyl 
bisphenol-A ether (DGEBA, YD-128, Kukdo Chem., 
Korea). The epoxide equivalent was 185-190 g/eq, and the 
viscosity was 11500-13500 cps at 25 . For the curing ℃
agent, diamineodiphenylmethane (DDM, Tokyo Chem., 
Japan) was used, and methylethylketone (MEK, Daejung 
Chem., Korea) was used to reduce the viscosity.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was produced by hot 
pressing at 175 . The resin content of the CFRP was ℃
controlled to 36 2 wt.%. 
A home-made pyrolysis furnace (length: 1000 mm, inner 

diameter: 80 mm, SiC) was used to pyrolyze the CFRP. 
The CFRP was placed on an alumina boat in the center of 
the tube, then heated to the target temperature, in the range 
of 600-800 , in a steam atmosphere and held for one hour. ℃
The heating rate was 10 /min, and the steam was purged ℃
at 1 ml/min. When the process was completed, after 
cooling to room temperature, the recycled carbon fiber 
(rCF) was collected. The conditions and names of the rCF 
are summariz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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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ycle Conditions and Sample Name 

 

Initial 
temper
ature 
(�) 

Reaction 
temperature 

(�) 

Heating 
rate 

(�/min) 

Holding time  
(min) @ 
Reaction 

temperature 

Virgin CFs 

25 

0 

10 60 

600-60 600 

650-60 650 
700-60 700 

750-60 750 

800-60 800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ibers were measured 

according to pyrolysis conditions using a single fiber 
strength measurement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Figure 
2. The lowest tensile strength and tensile modulus values 
were 1.53 ±0.51 GPa and 159.04 ±4.98 GPa at 700℃. The 
highest values were 2.68 ±1.05 GPa (about 66% 
compared to the original value) and 197.05 ±12.64 GPa 
(about 100% compared to the original value) at 800℃. 
The tensile strength and tensile modulus of virgin CFs 
were 4.08 ±0.9 GPa and 195.17 ±4.98 GPa.  
As shown in Figure 2,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rCF can be divided into two zones according to the 
recycling processes. Zone ‘I’ is the region in which the 
epoxy resin is pyrolyzed, and zone ‘II’ is the region where 
fibers are etched. In zone ‘I’, the carbon fibers were etched 
and the epoxy resin was pyrolyzed at the same time, and 
some carbon residues remained on the surface of the fibers, 
resulting in the low estim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inal rCF. In zone ‘II’, the fibers were also etched, and 
the char residues, all defects on the fibers, and even the 
amorphous parts of the original fibers were totally 
removed, resulting in an enhancement of mechanical 
strength compared to the samples in zone I. These results 
show that 100% of the resin is removed by pyrolysis at a 
specific temperature, and surface defects are also reduced 
sufficiently. 

 
Fig. 2. Mechanical properties of single fibers as a function 
of pyrolysis temperatures.  
 
 
 
 

4. Conclusions 
 
Using a fast recycling process, rCF was recovered from 

carbon fiber-reinforced plastics (CFRP) and evaluated for 
surface morphology, mechanical properties, and changes 
in structural and chemical composition. From this study, 
we obtained the following novel results. 
1. Surface-clean rCF can be collected from waste 

CFRP at 700-800  in 140 min of total process time, ℃
excluding cooling time. If it is a continuous process, the 
pyrolysis time is just 60 min. 
2.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rCF were 

sufficiently retained after pyrolysis: tensile strength was 
2.68 GPa (66% of the original value) and tensile modulus 
was 197.05 GPa (100% of the original value). 
3. The mechanical interfacial strength was significantly 

enhanced to 34.20 MPa, or 120% of the original value. 
The CFRP steam pyrolysis process effectively removed 

the epoxy matrix and sufficiently oxidized the fiber 
surface (from 7 to 6.7 um). During pyrolysis, amorphous 
structures and surface defects were removed, resulting in a 
slight statistical increase in crystallite size. Moreover, the 
oxygen-/nitrogen-containing surface functional groups 
were enhanced and l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mechanical interfacial strength of the fib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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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폭시 수지는 내열성, 내부식성, 접착력 및 전기 

절연성 등의 물성이 우수한 대표적인 수지이다 [1].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교 밀도로 인하여 

충격에 쉽게 파괴되는 취성 (brittleness)의 단점이 

있다 [2,3].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둘 

이상의 고분자를 결합시켜 원래의 소재보다 우수한 

특성을 갖는 고분자 블렌드가 연구되고 있다 [4,5]. 

폴리이미드는 선형 구조와 헤테로고리 (heterocyclic) 

형 구조의 두 가지 형태를 지닌다. 방향족 헤테로 

고리 폴리이미드는 상업화된 대표적인 폴리이미드 

로써 매우 우수한 기계적, 열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전자, 자동차, 항공산업 등에서 금속과 세라믹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수지 (DGEBA)의 단점인 취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수 

한 기계적 성질을 지닌 열경화성 PI로 블렌딩하였다. 

취성이 보완됨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조드 충격 강도 

시험기 및 UTM을 사용하였다. 
 
2. 실험 
 
2.1 실험 재료 

Diglycidyl ether of bisphenol A (DGEBA)에폭시 

수지 (YD-128, EEW: 190 g/eq, 경화온도: 120℃)는 

한국의 국도화학에서 구입하였고, 경화에 사용된 

경화제 4,4’-diaminodiphenylmethane (DDM, AHEW: 

49.565 g/eq)는 미국의 시그마 알드리치에서 구입하 

였다. 또한, polyimide varnish (DFPI-101, NMP: 18%, 

경화온도: 160℃, 유리전이온도: 320℃)는 한국의 

동백화인켐에서 구입하였다. PI는 내용매성이 우수 

하여 용매에 용해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NMP 

에 용해되지만 NMP는 비점이 높아 사용 시 잔류용매 

를 제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2.2 샘플 제조 
본 연구에서는 DGEBA의 함량을 10 wt.%로 유지시킨 

후, PI의 함량을 DGEBA에 대하여 각각 1, 2, 3, 4 및 

5 wt.%로 변화를 주어 제조하였다. 먼저 기계식 

교반기를 사용하여 DGEBA와 PI를 약 2시간동안 60℃ 

에서 교반 하였다. 그 후, 경화제로 사용한 DDM을 

화학량론적 당량 비에 따라 DGEBA와의 비율을 

1:0.26으로 60℃에서 약 1시간동안 교반 하였다. 그 

후, 경화 오븐을 사용하여 130℃에서 1시간, 그리고 

170℃에서 2시간 경화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DGEBA/PI 샘플에 대해 질소분위기에서의 

TGA 열분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순수한 에폭시 

수지를 제외한 샘플들은 2단계의 열분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단계 열분해는 PI를 용해 

시킬 때 사용했던 용매인 NMP의 분해로 판단된다. 

2단계 열분해는 가교 결합된 DGEBA 및 PI의 열분해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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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GA thermogram of DGEBA/PI with the content 
PI. 
 
TGA 결과로부터 초기 열분해온도 (IDT), 최대 중량 

감소 온도 (Tmax), 적분 열분해 온도 (IPDT) 및 

열안정지수 (A*·K*)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IDT 는 일반적으로 중량이 5% 감소된 지점의 온도를 

나타낸다. Table 1 에 thermal parameter 를 나타냈다. 

이론 상 에폭시 매트릭스에 우수한 내열성을 가지는 

PI 를 블렌딩함으로써 각각의 blend system 의 

열안정성 지수가 향상 되어야한다. 그러나 PI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안정성 인자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PI 의 용제로 사용된 NMP 양의 

증가로 열안정성 인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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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rmal Parameter of DGEBA/PI with the 
Content PI 

Sample IDT ( )℃  Tmax ( )℃  IPDT ( )℃  A*·K*

Epoxy 373.89 390.37 683.27 0.9756 

EPI-101 366.46 390.29 672.09 0.9597 

EPI-102 323.02 389.84 664.82 0.9490 

EPI-103 277.27 388.80 663.41 0.9463 

EPI-104 274.00 389.54 662.18 0.9455 

EPI-105 216.23 387.05 659.01 0.9399 

PI 192.52 594.00 1555.49 2.2476 

NMP 94.98 147.99 128.06 0.1681 

 
Fig. 2는 ASTM D 790M에 의거하여 제작한 DGEBA/PI 

시편을 각각 5회씩 UTM으로 굴곡 강도를 측정한 

값이다. P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굴곡 강도 값은 

증가하여 DGEBA 및 PI의 질량 비가 10:3에서 최대 

값을 나타냈다. 이후, 충격 강도의 값은 감소하였다. 

이는 PI의 높은 점도로 인하여 에폭시 매트릭스 

내에서 응집 현상이 일어나 굴곡 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수한 에폭시의 굴곡 강도와 

비교했을 때, EPI-103 시편에서 약 60% 증가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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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exural strength of DGEBA/PI with the content PI.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수지 (DGEBA)를 10 wt.%로 

고정하고 PI의 함량을 1-5 wt.%로 변화하였다. 열적 

특성은 TGA 및 DS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기계적 

특성은 아이조드 충격 강도 시험기 및 UTM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GA 분석 결과, P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용매로 사용된 NMP의 함량도 증가하여 

열안정성 인자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UTM 

측정 결과, P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굴곡 강도의 

값이 증가하여 EPI-103 시편에서 최대 값을 

나타냈지만, 이후 점도가 높은 PI가 에폭시 매트릭스 

내에서 응집현상을 나타내어 굴곡 강도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에폭시 

매트릭스에 PI를 첨가하면 취성은 개선되었으나 

잔류 용매로 인해 내열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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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e utilized naturally abundant element based oxide and 
sulfide material synthesized using hydrothermal method 
as electrodes for pseudocapacitors. The electrodes are 
quaternary composite of cerium oxide, cerium sulfides, 
and cuprous oxide, which all are relatively abundant 
materials with non-toxic nature. The electrode also is 
composed of conducting polymer binder based on low 
density carbon fibers. The electrode exhibit high specific 
capacitance of 650 F/g and great cyclic stability at least up 
to 1000 cycles. 
 
2. Result and Discussion 
 

 
Fig. 1.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ynthesis and results 
of characterization obtained using XRD and EDS. 
 

 
Fig. 2. SEM and TEM images with detailed regional 
analysis of the composite through EDS linescan. 
 

 
Fig. 3. Electrochemical analysis of the composite 
electrode. Specific capacitance near 650 F/g at 0.5 A/g can 
be observed. 

 
Fig. 4.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using impedance 
spectroscopy and repeated charging and discharging. High 
stability up to 1000 cycles can be observed. 
 
The quaternary composite consisting cerium oxide, cerium 
sulfides, and cuprous oxide was formed into a 
pseudocapacitor electrode with aid of polymeric 
conductive carbon nanofibers. The electrode exhibits 
enhanced specific capacity compared to typical cerium 
oxide or copper oxide based electrodes reported thus far.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A multi-dimensional quaternary composite electrode is 
synthesized through a simple one-step hydrothermal 
method. The multi-dimensional composite electrode is 
formed by anchoring of highly pseudocapacitively active 
nanostructures cuporous oxide and carbon nanofibers with 
relatively good electrical property. Due to this unique 
multi-dimensional structure, the composite electrode 
exhibits a high pseudocapacitance of near 600 F/g at 1 A/g. 
The electrode also demonstrates great cyclic stability. 
Moreover, the composite is synthesized based solely on 
eco-friendly and naturally abundant materials, thus, its 
potential for industrial application as an energy storage 
material in near future is very prom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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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Nowadays, as environmental population increases, we are 
suffering from serious energy problem, which has 
attracted more and more researchers working on this 
problem. Under this situation, carbon materials, for 
example, activated carbon (AC), activated carbon fibers 
(ACF), carbon nanotubes (CNTs), graphene etc., have 
been used as electrode materials by many researchers. 
Among them, electro-spun carbon nanofibers have 
considered a promising candidate for energy storage 
electrodes due to their large specific surface area and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In this work, we prepared 
PAN/Pitch carbon nanofibers by electrospinning and heat 
treatment. The as-fabricated carbon nanofibers were 
utilized as electrode of flexible energy storage devices. 
 
2. Materials and Methods 
2.1 Materials 
Polyacrylonitrile (PAN, 150000 g mol-1), nickel(II) nitrate 
hexahydrate, zinc sulfate heptahydrate, ammonium 
fluoride (NH4F) was purchased from Sigma-Aldrich. The 
pitch used in this work was used as received. N, 
N’-dimethylformamide (DMF, 99.5%) and cobalt(II) 
nitrate hexahydrate was purchased from JUNSEI Co., 
Iron(II) sulfate heptahydrate (FeSO4, SHOWA Chemical 
Inc.), ethanol (95.0%, SAMCHUN Co.) were of analytical 
grade and used without further purification. 
  
2.2 Preparation of PAN/Pitch-derived carbon 
nanofibers 
The PAN and pitch powders were dissolved in DMF under 
vigorous stirring at 60oC for 12h. Total solution 
concentration was 15 wt%, and the mass ratio of 
PAN/Pitch was 70/30. The prepared blend solution was 
electrospun to produce the PAN/Pitch composite 
nanofibers. The electrospinning was carried out at 15 kV 
with a tip-to-collector distance of 15 cm at about 23oC and 
relative humidity of 30% onto an aluminum foil with flow 
rate of 0.5 mLh-1. The fabricated electrospun PAN/Pitch 
composite nanofibers was stabilized in air at 280oC for 1h 
at a heating rate of 1oC/min and then carbonized in N2 
atmosphere at 800oC for 1h at a heating rate of 5 oC/min.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morphologies of the PAN/Pitch composite nanofibers 
were investigated by FE-SEM analysis. Fig. 1 shows the 
surface morphologies of PAN/Pitch composite nanofibers 
(PPCNs) (a: as-spun PPCNs, b: stabilized PPCNs, c: 
carbonized PPCNs). It was observed that as-spun PPCNs 
(a) exhibited uniform fibrous structure with the fiber 
average diameter of 180 nm without beads. On the other 
hand, interestingly stabilized PPNCs (b) and carbonized 
PPNCs (c) showed bonded structure in between each 
nanofibers, which is owing to the low softening 
temperature (90 oC) of pitch and will be beneficial for an 
enhanced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as effective 
flexible electrodes for wearable and flexible energy 
storage devices.  
 

 
Fig. 1. FE-SEM images of (a) as-spun PPCNs, (b) stabilized 
PPCNs, (c) carbonized PPCNs.  

  
4. Conclusions 
In summary, as-spun PPCNs showed uniform 
bonded-structure, which is owing to the lower softening 
point of pitch and will be beneficial for an enhanced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as effective flexible 
electrodes for wearable and flexible energy storag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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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iO2 is one of the most intensively studied anode materials 
for lithium ion batteries due to its high chemical stability 
and low volume change according to intercalation/ 
deintercalation. However, the low electrical and ionic 
conductivity of TiO2 limit its applications.  
To overcome these problems, many approaches such as 
nanostructuring, controlling morphologies, doping foreign 
ions and so on have been attempted. In this study, 
Ti3+-doped TiO2 anatase type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using a chemical reduction method with 
imidazole, and applied to a flexible lithium ion battery 
using a solid polymer electrolyte. 
 
2. Experimental 
 
2.1 Preparation of Ti3+-dope TiO2 
First, distilled water was added to TiOSO4, and stirred to 
form a suspension. Then, urea was added to the mixture 
and stirred at room temperature. To synthesize the TiO2 
precursor, NH4OH was slowly added to the mixture, and 
was stirred. The mixture was thoroughly rinsed with 
distilled water through centrifugation and dried in an oven. 
The resulting TiO2 precursor was annealed at under 
oxidative atmosphere using 2-methlyimidazole and 
hydrochloric acid to prepare Ti3+-doped TiO2. 
 
2.2 Preparation of Polymer electrolyte  
PEs in the composite electrode were composed of 
PEGDME, PVdF, and LiTFSI, and their weight ratio was 
fixed. Then, the electrode slurry was prepared by adjusting 
N-methylpyrrolidone (NMP) as a solvent. The resulting 
slurry was applied to a current collector, Cu foil, followed 
by vacuum drying. As a method to produce a solid PE, 
lithium bis (trifluoromethane) sulfonimide was dissolved 
in polyethylene glycol dimethylether using sonication. 
tert-butyl peroxypivalate  was dissolved to 2,2-bis 
(4-hydroxyphenyl)propane.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prepared Ti3+-doped TiO2 exhibited the diffraction 
peak of anatase phase TiO2 without any impurities detected. 
The optimum weight ratio of Ti3+-doped TiO2:PE:Super P 
was determined to be 85:7:8. 

 
 
 
 
 
 
 
 
 

Fig. 1. XRD of Ti3+-doped TiO2 and SEM image 
 

 
 

Fig. 2. Voltage profiles @ 0.1C 
 

4. Conclusions  
Composite electrodes composed of Ti3+-doped TiO2, as an 
active anode material, PE and super P were fabricated and 
their electrochemical properties using SPE were 
investigated. Introducing PE in the composite electrode 
effectively improved cell performance by reducing 
interfacial resistance. Therefore, adopting a composite 
electrode of Ti3+-doped TiO2 with PE was confirmed to be 
advantageous for enhanced battery performance, and can 
be applied in flexible Li-ion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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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hat might be the severe affection regarding energy and 
environment, if the world population increases enormously 
day by day? Obviously, a researcher mind can’t stop thinking 
about the speedy collapse of bounded fossil fuels. In this 
regard, the recent research is prominently building up and 
eminently directing towards the energy conversion and energy 
storage system [1]. In recent years, electrochemical 
supercapacitors have become an immersing topic not only due 
to its dual nature, capacitor and battery properties of materials 
rather it also receive more attention in academic as well as 
industrial research because of their ultrahigh power density, 
excellent rate capability, fast charge/discharge capability, long 
life cycle, and economical synthetic approaches [2,3]. 
Generally, transition metal oxides have been widely used for 
fabrication of electrode materials for high-performance 
supercapacitors because of their multiple oxidation states, low 
cost and high theoretical capacitance. Among various 
manganese based oxides, CoMn2O4 can be considered as a 
promising electrode for supercapacitors owing to its excellent 
reversible capacitance due to the high oxidation potential of 
cobalt and plenty of electrons as provided by Mn [4]. Herein, 
we synthesize first time the octahedral CoMn2O4 
nanomaterials by one pot ultrasound assisted sonochemical 
synthesis for supercapacitors application and its 
electrochemical performance has been fully explored. 
 
2. Experimental  
2.1 Materials 
  Manganese acetate Mn(CH3COO)2.4H2O, cobalt acetate 
tetra hydrate Co(CH3COO)2.4H2O were purchased from 
Sigma-Aldrich.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NMP, 
NaOH were purchased from Daejung Chemicals Ltd, South 
Korea. All the chemicals used in this experiment were 
analytical grade and used without further purification.  
 
2.2 Experimental methods 
 For the synthesis of CoMn2O4 nanomaterials, at first, 0.02 
M Co(CH3COO)2.4H2O and 0.04 M Mn(CH3COO)2. 4H2O 
were dissolved in 60 ml deionized (DI) water to get clear pink 
solution. Then, 2M NaOH solution was added dropwise and 
allowed to mix under sonication for 70 min to get well-
dispersed precipitates (by sonochemical method). The 
obtained precipitates were centrifuged and washed several 
times with DI water followed by ethanol and then dried at 60° 
C for 12 h and finally calcinated at 350° C to obtain CoMn2O4 
nanomaterials. 

  
3. Results and Discussion 
 As seen in Fig. 1, all diffraction peaks were perfectly 
indexed and well matched with the pure spinel CoMn2O4 

phase (JCPDS No.98-016-4367).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CoMn2O4 nanomaterials possessed octahedral geometry (Fig. 
2).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CoMn2O4 
nanomaterials were studied by using cyclic voltammetry (CV),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and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techniques. 
 

 
Fig. 1. XRD patterns of CoMn2O4 nanomaterials. 
 

 
Fig. 2. FE-SEM images of CoMn2O4 nanomaterials at different 
magnifications.  
 
4. Conclusions 
 The octahedral CoMn2O4 nanomaterials were prepared by 
one pot sonochemical method. As-synthesized materials were 
characterized by XRD and FE-SEM.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prepared electrode materials will be compared 
and reported in this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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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산화망간 합성과 응용 
 
이산화망간 (MnO2)은 재료의 무독성, 풍부한 
매장량과 낮은 가격, 그리고 다양한 원자구조에서 
오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촉매와 축전기, 에너지 소자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친환경 재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연구들은 분말 
형태의 이산화망간에 제한되어 있어 실용적인 응용 
분야와 제조 형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삼차원 광학 패터닝 기술을 기반으로 다공성의 
단일 구조의 이산화망간을 제작하여 제조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삼차원 구조의 이산화망간 합성 
 
2.1 PnP 기술을 통한 삼차원 나노 구조 합성 
다공성 삼차원 구조를 형성하는데에는 자기조립, 
삼차원프린터, 전기방사 등의 방법이 있지만, 고품질 
의 대면적 삼차원 구조를 만드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한 삼차원 구조 형성은 
이러한 한계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1] PnP 
기술은 세밀하게 계산된 패턴이 균일하게 새겨진 
페이즈 마스크를 이용한 holographic lithography 
기술의 하나이다. Talbot  효과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복제된 자기이미지가 포토레지스트에 전사되며 
삼차원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높은 균일성을 가진 
삼차원 구조는 촉매, 베터리, 광학결정, 유연 소자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2.2 전기도금법을 통한 이산화망간 증착 

PnP 기술로 합성된 삼차원 구조체는 다공성 구조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으로 사용된다. 삼차원 구조에 
니켈을 전기도금법으로 채운 뒤, 포토레지스트를 
플라즈마 에칭으로 제거하여 다공성 니켈 구조체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니켈 구조에 다시 한번 전기도금 
법을 이용하여 삼차원의 이산화망간을  제작하였다 . 
 
 
 
 

3. 결과 및 삼차원 이산화망간의 응용 
 
니켈 구조 위에 고르게 증착된 나노두께의 이산화 
망간을 SEM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1) 전기 
도금법으로 만들어진 이산화망간의 형태와 두께 등은 
가하는 전압 (0.5 ~ 1.5 V vs Ag/AgCl)과 증착 시간 (10 ~ 
30 sec.)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다공성 나노구조 (size: 
200 ~ 300 nm)의 이산화망간은 용량 대비 넓은 표면적, 
단일구조체에서 오는 안전성, 다공성 구조에 기인한 
효과적 물질 전달 능력을 가지고 있어, 특히나 VOC 
분해 촉매나 축전지 등의 영역에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 최적화를 통한 응용분야 확장 
또한 기대된다. [2, 3] 
 

 
Fig. 1. EDAX images of 3D MnO2 nanoshell structure 

 

4. 결론 및 향후과제  
 

근접장 나노패터닝 기술은 고품질의 삼차원 나노구조 
를 대면적화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다. 만들어진 
나노구조체를 기반으로 전기도금법을 사용하여 
합성된 삼차원의 다공성 이산화망간은 넓은 표면적, 
구조 안전성, 균일한 다공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성능의 촉매, 축전지 등의 응용에 활용될 수 있다. 
추가적인 검증과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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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한 기판 위에서 화학 기상 증착법을 

이용한 그래핀 성장 
 
그래핀의 합성법 중 화학 기상 증착법은 기계적 
박리법 또는 화학적 박리법과 비교하여 고품질의 
그래핀을 대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1], 결정립계가 존재하는 다결정 구조로 합성되어 
우수한 이론적 물성이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2]. 이에 따라, 성장 과정에서의 핵 생성 밀도를 
제어하거나 그래핀과 기판 간의 격자 불일치를 
고려하여 제작된 특수한 기판 위에서 단결정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이동 가능한 열원을 가진 화학 기상 증착 

시스템 
 
2.1 초기에 형성된 그래핀 결정의 결정화 및 다결정 

그래핀의 성장  
 
단결정 그래핀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존 화학 기상 
증착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이동 가능한 열원을 
설치하여 고품질 그래핀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3].  기판 열원에 의해 성장 초기에 형성된 
불규칙적인 결정 방향을 갖고 형성된 그래핀 결정들은 
고온의 열원이 이동함에 따라 인접한 결정들과 
회전하고, 병합되어 높은 결정성을 갖는 그래핀 
필름으로 성장된다.  이 때, 인접한 결정립과 높은 
각도(~ 30°) 를 이루어 존재한 결정립들은 회전하지 
못하고 그래핀 필름 내에서 결정립계를 이루며 독립된 
결정으로 남아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단결정 
그래핀 필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내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결정립을 없애야 한다고 할 수 
있다 [3]. 
 

 

 

 

2.2 기판이 성장 초기에 형성되는 그래핀 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래핀 성장 시 사용되는 다결정 구리 기판 위에서 
그래핀을 성장시킬 경우 그래핀과 구리 기판 사이의 
격자 불일치가 크기 때문에 초기에 형성된 그래핀 
결정들이 불규칙적인 결정 방향을 갖고 형성된다. 
이는 성장된 그래핀 필름 내에서 결정립계가 형성되는 
원인이 된다. 이와 반면, 그래핀과 격자 불일치가 적은 
(111) 방향으로 정렬된 단결정 구리 기판 위에서 
그래핀을 성장시킬 경우, 성장 초기에 육각형 모양의 
정렬된 그래핀 결정이 형성되어 단결정 그래핀으로 
성장된다 [4]. 또한 (111) 단결정 구리 기판에 소량의 
니켈을 첨가하면 그래핀 핵 생성 밀도가 증가하게 
되어 회전에 용이한 작은 그래핀 결정을 형성시킬 수 
있다 [5]. 이에 따라 (111) 구리-니켈 합금 기판   
위에서는 단결정 구리 기판보다 회전이 용이 하게 
되어 결정성 높은 그래핀이 성장될 것이다. 

 

3. (111) 방향으로 정렬된 구리-니켈 합금 기판 

제작 
 
그래핀 필름 내부에 존재하는 결정립계을 제거하기 

위해 그래핀이 성장되는 금속 기판을 제어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고온의 이동 열원을 이용한 열처리 

를 통해 단결정 구리 기판을 제작했으며, 전자 후방 

산란 회절법을 통해 (111) 방향으로 정렬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핵 생성 밀도를 증가시켜 작은 

결정립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 소량의 니켈을 첨가 

했으며, 니켈의 양을 최적화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전자 후방 산란 회절법을 통해 구리-니켈 합금 기판 

에서 모든 영역이 균일하게 (111) 방향으로 정렬 

되었음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기판 열원의 온도, 

이동 열원의 온도, 이동 열원의 속도를 제어 함으로 

써 단 층 그래핀 필름을 합성했으며, 라만 분광법을 

통해 합성된 그래핀 필름의 품질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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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Fabrication method of a Cu(111)-Ni alloy 
substrate and EBSD images of corresponding (1) and (3). 
(b) Erot between a graphene grains and metal substrate. 
 

 
 
Fig. 2. Schematic of graphene growth 
 

4. 결론 및 향후과제 
 
그래핀 필름 내부에 존재하는 결정립계를 제거하기 
위해 (111) 결정 방향을 갖는 구리-니켈 합금 기판을 
제작하고 그래핀을 성장시켰다. 향후 기판 및 이동 

열원의 온도, 이동 열원의 속도 등 그래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최적화 한 뒤, 주사 전자 

현미경 및 라만 분광법을 통해 성장된 그래핀의 

결정성 및 결정립계 밀도를 세밀하게 분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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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엘리베이터용 CFRP 로프에 대한 복합 
재료의 물성 강화를 위해 강화입자를 사용함에 따른 
복합재료의 계면물성에 대한 분석을 연구한 내용이다. 
마이크로 사이즈의 입자를 사용함에 따른 복합재료 
계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계적인 강도 및 
계면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복합 
재료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입자의 최적 사이즈를 
분석하였다. 
 
2. 본론 
 
2.1 재료 
ATH 입자는 1.5 μm, 5 μm, 15 μm  입자를 사용하였 
으며, 기지재료로 에폭시 수지는 BPA계 에폭시 
주제와 산무수물계 경화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지의 
강화를 위해 ATH 입자를 소니케이션 및 교반기를 
혼합한 분산과정을 1시간 거친 뒤 복합재료 제조를 
시도하였다. 복합재료 제조를 위해 탄소섬유를 
이용했으며, 성형 공법은 인발 성형법을 활용하였다.  
 
2.2 입자강화 CFRP의 기계적 물성 및 계면물성평가  
입자강화 CFRP 복합재료 성형에 따른 소재의 인장 및 
굴곡 강도를 평가하였다. 입자의 크기에 따른 
복합재료의 물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복합재료 내부에 입자 강화 수지 활용에 따른 계면의 
안정성을 마이크로 드랍넷 풀아웃 시험 및 층간전단 
강도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그림 1은 탄소섬유의 토우에 대한 FE-SEM 측정 

결과와 강화입자로 사용한 ATH 입자의 크기를 검증한 

결과이다. 위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섬유 

토우 사이의 섬유와 섬유사이의 간격이 1 ~ 10 μm의 
크기가 존재하며, 입자를 사용할 경우 5 μm 이하의 
입자는 섬유 토우에 필터링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입자 강화 수지를 
제조하였을 경우 입자 사용에 따른 수지의 강도 
개선은 확인되었지만, 복합재료를 제조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입자의 응집 및 섬유 내로 함침 

되지 못한 입자의 응집체가 복합재료의 계면에 결함 
부분으로 설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Fig. 1. FE-SEM images of the reinforcements used: a, b 
CFs, c 1.5 μm ATH, d 10 μm ATH, and e 20 μm ATH 
 
계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 드랍넷 풀아웃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ATH 입자 강화 수지를 이용 
하였을 경우 수지와 섬유간의 계면 강도는 증가 
되었으나, 층간전단강도를 분석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층간 특성이 저하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엘리베이터용 CFRP 로프의 강도 개선을 
위해 입자강화 에폭시 수지를 이용할 경우 계면 
강도의 저하 특성을 보였다. IFSS 의 특성은 증가되는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지만, ILSS의 특성은 저하 
되었다. 즉 거시적 복합재료에 대한 층간전단에 대해 
서는 입자 강화 수지를 이용할 경우 입자의 응집에 
의한, 섬유 토우 내의 입자 필터링에 의한 영향으로 
마이크로 입자는 강화제로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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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금속과 열경화성 복합재료(CFRP) 간의 
접착력에 대해 습도와 열노화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습도 조건은 20 ~ 90 %까지 조건을 
나누어 이종접합 된 계면에서의 시각적 및 기계적 
접착력 변화를 정리하여 습도에 따른 접착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접착부에 대한 열 
노화에 따른 접착력의 변화를 분석하고 열 노화 
조건에 따른 접착부의 손상을 평가하였다. 
 
2. 본론 
 
2.1 재료 
CFRP 재료는 ㈜티비카본에서 제조한 UD prepreg를 
[0/90]로 8 플라이 접층하여 1 MPa 압력으로 가압성형 
하여 시편으로 활용하였다. 금속은 현대제철에서 
제조한 금속소재를 이용하였다. 접착제는 구조용 
접착제로 ㈜코스폴 사에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2.2 습도 및 열 노화 조건에 따른 이종접합부의 

접착력 평가  
접착력 평가를 위해 ASTM D 5868 규격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접합부의 면적은 25 * 25 mm 이며 
접착제의 두께는 50 μm 를 유지한 시편을 제작하였다. 
습도 조건은 20 ~ 90 %RH (10 % 씩) 조건에 25 도 
조건에 1개월 보관에 따른 접착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열 노화 변수에 대해서는 100 ~ 200 도 (10도 씩) 에 
3개월 보관에 따른 이종접합부에 대한 접착력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그림 1은 경화시간에 따른 접합부의 접착력 변화 

결과를 정리한 결과이다. 코스폴사에서 제작한 

구조용 접착제의 경우 180도 20분의 경화온도를 

가지는 접착제이다. 하지만 접착제의 경화도 향상을 

기대하며 180도 조건에서 20분 이상의 경화시간을 

가질 경우 접착력의 저하 결과를 발휘하였다. 즉 

180도의 조건에서는 접착제의 열 노화가 크게 발생 

되어 기존 대비 접착력의 저하가 30% 발생되었다. 

 

 
Fig. 1. 경화 온도에따른 접착력의 변화 및 접착제의 
노화 상태 분석결과. 

 
4. 결론 
 
본 연구는 금속과 CFRP 간의 접착력에 대한 습도 및 
열 노화 조건에 따른 변화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이다. 
일단 접착제의 경화온도조건이 최적화되어야 접착력 
의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습도 변화에 따른 
접착력의 변화는 90% RH의 상태에서는 1개월 후 
접착력의 저하가 20% 발생되었으나 50% RH 이하 
에서는 접착력 변화가 적었다. 열 노화 조건에 의해서 
접착부의 균열이 확인되었으며, 120도 까지는 안정적 
이나, 140도 이상의 조건에서는 내구성이 불안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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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urrently, the semiconductor industry undergoes another 
revolution in size reduction from the microscale to the 
nanoscale. This leads to additional challenges in the device 
fabrication, particularly for interconnects and associated 
wirings. With the size reduction of the semiconductor 
device, the RC delay time becomes critically large [1-2]. 
This leads to problems such as signal delay, cross-talk 
noise, and higher power consumption [3]. One approach to 
minimize the RC delay time is to replace the wiring with a 
material with a smaller resistivity. However, currently, the 
prospect of replacement of copper with another material is 
far from implementation; extensive studies are ongoing. 
The down-sizing of the copper-based interconnect is 
hindered by the requirement of a barrier layer. With the 
scaling-down of the integrated device, the thickness of the 
diffusion barrier also needs to be reduced in proportion. 
Therefore, a deposition method that could finely control 
the thickness is required. In this regard, atomic layer 
deposition (ALD), which can be used to precisely control 
the thickness up to the Å-level, conformally and uniformly 
depositing the thin film owing to its self-limiting growth 
characteristic,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2. Results and Discussion 
 
Molybdenum nitride (MoNx) is deposited at a relatively 
low temperature (175-300˚C) by atomic layer deposition 
(ALD) using molybdenum hexacarbonyl [Mo(CO)6] as a 
novel precursor for Mo and ammonia gas (NH3) as 
reactant. The as-grown MoNx are mostly amorphous, 
however poor nano-crystalline h-MoN phase formation is 
evident from the deposition temperature of 250˚C and 
beyond. The lowest resistivity less than 6000μΩ-cm for 
as-deposited film reflects the suitable properties of these 
MoNx films to be used as barrier material. Nevertheless,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also reveals that the 
crystallinity could be enhanced by post-annealing from 
500˚C to 700˚C that converts the film into cubic-Mo2N 
phase as well. Corresponding with this, the film resistivity 
was decreased to ~4000μΩ-cm. Two set of ALD-MoNx 
films (~4 nm) grown at 225 and 275˚C are tested as a 
diffusion layer against Cu. It is observed that the film 
deposited at higher temperature acts better for this purpose. 
The possible reason for this might be the higher density of 

the ALD-MoNx films grown at 275˚C compared to the 
films deposited at 225˚C 

 
Fig. 1.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simulation data 

on the thermodynamics of Mo(CO)6 and NHx reaction 
 
3. Conclusions 
 
ALD of MoNx using a novel Mo(CO)6 precursor and NH3 
molecules and Cu-diffusion barrier properties of these 
as-grown films is established. The self-limiting 
ALD-growth is established with DFT calculations. The 
as-grown films are predominantly amorphous which can 
be converted to crystalline upon annealing under H2 
environment. The sheet-resistance (or resistivity) 
decreases significantly with the increasing deposition 
temperature as well as after annealing at elevated 
temperatures. Further studies related to the sheet 
resistances of these films over time reveals that the 
oxidation of the films (as several metal nitrides are prone 
to oxidations) should be restricted at the near surface when 
they are first exposed in the ambient. As-grown MoNx thin 
films (~ 5 nm) at two different temperatures are 
investigated as Cu-diffusion barrier and a better 
performance was displayed by the film deposited at higher 
temperature. In-plane and through-plane electrical 
impedance measurements of Cu/ALD-MoNx/Si indicate a 
more rigorous approach to study the diffusion barrier 
process before and after Cu forms CuxSi phase during 
annealing at high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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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the past decades, due to the growing energy crisis and 
the environment pollution issues, the demands towards 
renewable and eco-friendly devices have prompted a 
substantial interest in long-life and low-cost high 
performance energy storage devices. Supercapacitors are 
one of the most promising alternatives to meet the 
demands in the energy storage devices [1]. Particularly, 
carbon-based supercapacitor has been greatly explored to 
provide power supply in huge potential applications. 
Accordingly, carbon nanofibers (CNFs) have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s as a promising electrode material 
for supercapacitors due to their unique properties such as 
high surface area, lightweight, favorably large electrode- 
electrolyte contact areas, flexibility and chemical stability [2]. 
 
2. Experimental  
2.1 Preparation and activation of PR/PAN CNFs 
Phenolic resin (PR) as an additive was blended with PAN 
solution (12 wt%) dissolved in DMF, followed by 
electrospinning and stabilization (180 oC for 2 h; 280 oC 
for 1 h). The weight ratios between PR and PAN were 
controlled to be 2:8, 3:7, 4:6 and 5:5, respectively. In the 
activation process, KOH was mixed with potassium 
fluoride (KF) and NaCl at a weight ratio of 1:1:19. The 
mixed salts were laid on the surface of the CNFs. After 
that, the activation was carried out by increasing the 
temperature up to 1000 oC at a heating rate of 5.0 oC min-1 
under N2 atmosphere and further kept for 1 h. The 
activated CNFs were washed with deionized water and 
ethanol to remove the excess salt, followed by dried in 
vacuum over at 80 oC for 24 h. The activated corresponding 
CNFs were denoted as CNF28-A, CNF37-A, CNF46-A, 
CNF55-A, and CNF-A, respectively. 
 
2.2 Polyaniline (PANI)-decoration of activated CNFs 
The polyaniline (PANI)-decoration of activated CNFs 
(PANI/CNF-A) were prepared by in-situ polymerization 
of aniline monomers in the presence of CNFs. Briefly, 15 
mM aniline and 20 mM ammonium persulfate (APS) 
solutions were dissolved in 25 mL of 1.0 M HClO4 
solution, separately. The prepared solutions were then 
mixed and stirred for 3 min. Then, the CNF-A was 
immersed in the solution prepared above and kept 
overnight. After reaction, the PANI/CNF-A was washed 

with deionized water, followed by re-doping in 1.0 M HCl 
solution for half an hour to get the doped PANI/CNF-A 
composites. Finally, the obtained products were 
completely dried.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shows the surface morphologies of the PANI- 
decorated CNF28 with and without salt-activation, 
respectively. As seen in Fig. 1, the PANI/CNF28-A 
showed highly homogeneous PANI nano-spikes (Fig. 1a), 
while the PANI/CNF28 without activation treatment 
exhibited sever aggregations and even no PANI surface 
coating (Fig. 1c), which could obviously lead to poor 
electrica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PANI/CNF-A 
showed rather heterogeneous morphologies but still a little 
aggregations as well as different bead-like morphologies 
(Fig. 1b). In case of the PANI/CNF, it showed the similar 
surface morphologies, except for the more severe 
aggregations (Fig. 1d).  
 

 
Fig. 1.  FE-SEM images of PANI/CNF28-A (a), PANI/CNF-A 
(b), PANI/CNF28 (c), and PANI/CNF (d).  
 
4. Conclusions 
The PANI-decorated PR/CNF nanofiber composites with 
different PR content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electrospinning, followed by in-situ polymerization. The 
effects of PR contents and salt-activation was investigated 
on the electr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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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장섬유 강화 열가소성 복합재료에 대한 
시편의 손상 및 보이드 분석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평가기법에 대한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사용된 
평가기법은 전기저항 측정법이며, 열가소성 복합재료 
중간재에 대한 품질 검사 및 제품화 된 상태에서의 
손상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2. 본론 
 
2.1 재료 
열가소성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탄소섬유 
는 도레이사의 T700sc 이며, 열가소성 필름은 
(주)라지에서 제조한 필름을 이용하였다. CCM (연속 
가압공정, continuous compressive molding) 공법을 
이용하여 열가소성 복합재료 중간재를 제조하였으며, 
제조 공정은 200, 220, 240, 260 도 조건으로 연속 가압 
공정을 이용하여 수지와 필름에 대한 함침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2 Damage 및 void 분석 기법  
장섬유 강화 열가소성 복합재료의 내부 void 분석을 
위해 전기저항 측정법을 활용하였다. 중간재로 제작 
된 CFRTP에 존재하는 표면 CF 구간에 전기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접점을 형성시키고 멀티미터를 이용 
하여 구간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였다. 측정 거리에 
대한 변화 및 CFRTP를 형성하는 섬유 제직의 상태에 
따른 함침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전기저항으로 
확인한 결과와 기계적인 강도의 경향을 분석하여 
새롭게 고안한 평가기법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그림 1과 같이 CFRTP의 구간별 전기저항의 상태는 

다르게 확인됩니다. 그래프에 나타낸 원형은 측정한 

데이터의 편차와 한 구간을 의미하며, 1번 CFRTP가 

가장 높은 전기저항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낮고, 측정 구간 3구간의 결과가 유사한 2번 CFRTP가 

가장 안정적인 전기저항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제로 

IZOD 실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기저항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충격강도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1번 CFRTP의 경우 가장 낮은 120 J/M를 나타내었으며, 

2번 CFRTP는 가장 높은 200 J/M, 3번 CFRTP는 175 J/M, 

4번 CFRTP는 150 J/M를 나타내었습니다. 

 

 
Fig. 1. Electrical resistance results of CFRTP with 
different parts.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CFRTP에도 전기저항 측정법을 
이용하여 손상 및 균열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법임을 검증하였습니다. 손상발생의 정도에 
따라 전기저항의 실시간 변화도가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CFRTP의 내부 void 정도와 전기저항 
변화도간의 결과가 정비례 관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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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렬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는 가변 전자 밴드갭, 
고속 전하 수송과 같은 우수한 전기적 특성으로 
소자의 채널 영역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1]. 그러나, 금속 전극과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채널 
사이의 접촉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접촉 저항에 
의해 전기적 성능과 응용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채널 물질로 한 소자의 접촉 저항을 줄이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탄소 기반 물질 합성 및 전사 

수평 방향으로 정렬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는 먼저 
석영 기판 위에 철 촉매를 선 무늬로 증착한 뒤, 화학 
기상 증착 방법을 통해 철 촉매 선 무늬의 직각 
방향으로 합성하였다 [1]. 단일층 그래핀은 화학 기상 
증착 방법을 통해 구리 호일 위에 합성하였다 [2] 
두 탄소 기반 물질 모두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폴리메틸 메타크릴산을 윗면에 코팅해주어 전사에 
도움을 주었다. 
 

2.2 측면 접촉 소자 제작 공정 

고농도로 도핑된 석영 기판 위에 육방정 질화 붕소 
조각을 기계적 박리를 하고,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전사한 후, 연성 폴리디메틸실록산을 활용하여 
육방정 질화 붕소를 위치에 맞게 반데르발스 힘 
원리로 전사하여 단일벽 탄소나노튜브가 육방정 질화 
붕소로 둘러싸주었다 [3]. 이후, 전자 빔 리소그래피 및 
반응성 이온 식각 공정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의 
육방정 질화 붕소를 제거하여 측면에만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노출시켰다. 그리고 합성한 그래핀을 
전사하여 그래핀과 단일벽 탄소나노튜브가 상부 접촉 
없이 오직 측면으로만 접촉할 수 있게 한 다음, 그래핀 
전극이 서로 연결되지 않게 추가로 중간 연결 부분을 
제거하여 소자를 완성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첫 번째로, 단일 가닥의 반도체적 특성만을 가진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한 가닥을 채널로 사용하여 금 

전극 소자와 그래핀 전극 소자를 각각 제작하였다. 

금 전극 소자에서는 쇼트키 접합 특성을 보이며 낮은 

전류가 흘렀지만, 그래핀 전극 소자에서는 옴 접합 

특성을 보이며 여러 가닥을 썼을 때처럼 높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그래핀과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사이의 

상부와 측면 접촉 소자를 비교해 본 결과, 상부 접촉 

길이가 10 μm 이하 일 때 측면 접촉 소자에서 더 높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상부 접촉 
소자와 비교하여 더 짧은 접촉 길이를 가질 때, 측면 
접촉 소자가 집적화 공정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4].  

 

 
Fig. 1. Scheme images of SWNT edge contact devices    

 

4. 결론 및 향후 과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채널의 측면 접촉 소자에서 

그래핀 전극에서 금 전극보다 접촉 저항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추세대로 소자를 
작게 만들 경우, 상부 접촉에 비해 측면 접촉이 더 낮은 
접촉 저항을 가지므로 소자 집적도 향상이 가능하다. 

향후, 전송선 모델로 접촉 저항을 계산하고, 소자의 
열처리 공정을 통해 접촉 특성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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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everal studies on µ-scale columns have been published 

ranging from graphite-sputtered silicon wafer µ-columns 
to acrylic µ-columns [1-2]. However, there are atill 
unsolved technical issues such as non-uniform stationary 
phases. Hence, studies tend to focus only on thin film 
coated columns to date. In this study, we present 
fabrication method for a µ-separator with three 
dimensional (3D) nanostructures defined by proximity 
field nanopatterning (PnP) that is to be integrated into a 
microscale gas chromatography (µGC) setup for in situ 
gas analysis. 
 
2. Experimental Procedures 
 
2.1 Microseparator Preparation  
 
For fabricating µ-separator column, µ-channels was 

firstly formed on Si substrate by wet etching. And then, the 
PnP technique was employed to create the 3D polymeric 
nanostructures on the wall of µ-channels [3]. Secondly, 
metal-oxide was deposited on the 3D polymeric 
nanostructures using atomic layer deposition (ALD) to 
converse the material. Finally, the metal oxide coated 3D 
polymeric nanostructures were annealed to remove the 
polymeric template retaining the inverse form of the 3D 
nanostructured metal oxide template. 
 
2.2 GC-FID Integration  
 
The wafer bonding step is completed by means of anodic 

bonding for 3D metal-oxide nanostructures and crystal 
bonding for organic nanostructures. Fused silica guard 
columns were inserted into the inlet and the outlet of the 
resulting µ-column separator to integrate it into the 
commercial GC system via a fused silica capillary 
connector. 
 
3. 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1 shows the cross-section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 of the µ-separator channel 
containing the polymeric 3D nanostructures. The 
µ-channels are with depth and width of approximately 200 
and 400 µm, respectively. The 3D polymeric 
nanostructures are formed along the wall of the µ-channels 
without delamination. It indicates that the adhesion 
between the substrate and the 3D polymeric 

nanostructures is excellent, in other words, it could be used 
as a good frame for material conversion.  
 

  
Fig. 1.  a) 3D image of a µ-separator channel design 

containing the polymeric 3D nanostructures b) Magnified 
view of the 3D nanostructures. 

 
The magnified SEM image in Figure 1b clearly shows 

that the 3D polymeric nanostructures have high porosity of 
approximately 70 % and thickness of approximately 40 
µm. Solute retention is known to be directly related to the 
available surface area for adsorption. Therefore, a high 
porosity of the 3D polymeric nanostructures with 
stationary phase is preferable to fully separate the analytes 
in a mixture.  
 
4.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3D nanostructures with high porosity for µ-separator 

column are successfully fabricated on the µ-channels 
using the PnP method. In the future, we will conduct the 
analysis of our sample and investigate the gas separation 
efficiency for various gaseous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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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n electrochromic device (ECD) controls optical 
transmission and heat flow through the device in a 
reversible manner on the application of external voltage 
[1]. In recent decades electrochromic (EC) devices have 
attracted growing attention due to the awareness of the 
need for the reduced use of electrical energy for global 
environmental conservation[2]. 
For developing high performance EC devices, MoO3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materials owing 
to its high EC color contrast and good chemical stability[3]. 
However, due to the bulk particle size and high contact 
resistance of irregularly shaped particles, the overall 
device performance falls short of the theoretical limit[4]. 
Therefore, to enhance the EC device performanc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employ nanosheets of MoO3, 
which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active surface area 
and ion diffusivity inside the active film as well as 
decrease the film contact resistance[4]. However, unlike 
graphene or MoS2, exfoliation of bulk MoO3 into MoO3 
nanosheets is challenging due to the innate 3D 
crystallographic structure of MoO3.  Here we report a 
novel synthesis route of MoO3 nanosheets through 
solution-phase oxidation of MoS2 nanosheets exfoliated 
from bulk MoS2 powder for high-performance 
electrochromic devices. 
 
2. Experimental Procedures 
 
2.1 MoO3 nanosheets synthesis: 
MoS2 nanosheets were exfoliated from the MoS2 
intercalation compound formed by intercalating hydrated 
sodium potassium tartrate salt into layered MoS2 bulk 
powder. Following that the MoS2 nanosheets were 
chemically converted into MoO3 via liquid phase 
oxidation of MoS2 nanosheets. 
 
2.2 EC device Fabrication:  
The EC device fabricated using a thin film of MoO3 
nanosheets, which deposited using the spin coating 
technique (1000 R.P.M. for 30 seconds). Furthermore, 
lithium perchlorate (1 M) in propylene carbonate (PC) was 
used as the electrolyte. The final device the structure was: 
glass/ITO/MoO3 thin film / (LiClO4 + PC)/ITO/glass.  
 
3. Results and Discussion 
 
MoO3 nanosheets successfully converted from MoS2 
nanosheets, as confirmed using XRD analysis (Fig. 1). The 

AFM image of a representative MoO3 nanosheet verifies 
the thickness (~13nm) of the nanosheet in the height 
profile (Fig. 1). 

Fig. 1. Synthesis of MoO3 nanosheets: (a) AFM image (b)  
Height profile (c) XRD. 
 

 
Fig. 2. (a) Schematic image of EC device, (b) EC device 
performance (c) Digital image of EC device 
 

The EC device fabricated from MoO3 nanosheets showed 
high-contrast coloration change during +3 V (bleached 
state) and −3 V (colored state). The initial EC device 
showed a color modulation of 49.63% at 700 nm 
wavelength, and 73.80% at 1000 nm wavelength, which is 
promising compared to previous reports [5].  
 
4.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In conclusion, the novel chemically converted MoO3 
nanosheets are fabricated from intercalated MoS2 powder 
and in order to validate the applicability of the MoO3 
nanosheets, the nanosheets were spin coated on an ITO 
substrate for fabrication of EC device. Initial EC device 
performance showed promising results. Future works 
include device optimization, testing device switching 
performance and devic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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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this work, a flexible and transparent nylon nanofiber 
reinforced cellulose acetate-based (NF-r-CA) electrodes 
(with a size of 5cm × 5cm) coated with silver nanowires 
(AgNWs) were prepared by electrospinning and spin- 
coating techniques. The flexible nylon nanofiber- 
reinforced cellulose acetate thin film was used as a 
transparent substrate and AgNWs were used as a 
conductive layer for building a flexible and transparent 
conducting electrode. 
 
2. Experimental 
2.1 Fabrication of Nylon-6 reinforced cellulose acetate 
thin film  
Firstly, 20wt% of nylon-6 (PA-6, Mw = 104.83 kDa, 
Aldrich) solution was prepared using formic acid as a 
solvent, and then electrospun to produce nylon-6 
nanofibers. The obtained PA-6 nanofiber membrane with 
a dimension of  5cm × 5cm was infiltrated with cellulose 
acetate solution (10 wt%), which was dissolved in DMF. 
Then, the resultant nylon-6 NF-r-CA thin films were dried 
at room temperature for 1 h, followed by drying at 25 oC 
under vacuum for 24 h.  
 
2.2 Preparation of transparent and flexible electrode  
AgNWs were coated onto the transparent NF-r-CA thin 
films by spin-coating process. The AgNWs/NF-r-CA 
electrodes were dried at 25 oC under vacuum for 24 h.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fabricated nanofiber-based flexible and transparent 
electrodes were highly transparent (~85% at 550nm) (Fig. 
1) and showed lower sheet resistance (~20 Ω/sq),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of AgNWs (Fig. 2). It also 
showed excellent electrical stability even after a repeated 
bending test of 10,000 cycles at a bending radius of ~1 mm, 
and indeed didn’t show significant change in sheet 
resistance (~ ca. 0.61%). Moreover, the transparent 
AgNWs/NF-r-CA electrodes exhibited excellent 
performance after 5000 mechanical twisting cycles at 40o 

(-20o to +20o), and remained almost constant resistance 
(change ratio ~ 0.22%). 

 
Fig. 1. Optical transmittance of 5cm × 5cm NF45-r-CA 

transparent electrodes with difference concentrations of AgNWs. 

 
Fig. 2. Sheet resistance of 5cm × 5cm NF45-r-CA transparent 

electrodes with difference concentrations of AgNWs. 
 
4. Conclusions 
The fabricated highly flexible and transparent 5cm × 5cm 
AgNWs/NF-r-CA electrodes delivered an optical 
transmittance up to 85% and a sheet resistance 20 Ω/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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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etalloporphyrins (MPs) are phosphorescent materials 
that can harvest singlet and triplet emissions by heavy 
atom effect. However, simultaneous enhancement of both 
emissions rarely occurs due to strong thermodynamic 
dependence of spin-changing interaction [1]. Therefore, 
proper host:guest design is needed, whose host can 
strongly bind with guest MPs as well as have significant 
spectral overlap with MPs to induce energy transfer. 
Herein, we suggest a novel host:guest system to enhance 
both singlet and triplet emissions of MPs by using 
graphene quantum dots (GQDs) as an efficient energy 
donor with platinum octaethylporphyrin (PtOEP) as a 
guest. 
 
2. Experimental Method  
 
2.1 Fabrication of GQD:PtOEP solution:  
GQD was prepared by exfoliation of graphite intercalation 
compounds using potassium sodium tartrate as an 
intercalant [2]. Then, the aqueous GQD solution was 
mixed with polyethylene glycol (PEG)-bisamine (M.W. 
3350), and heated at 120oC for 72 hr to fabricate 
PEG-GQD [3] for re-dispersion in tetrahydrofuran (THF). 
50 µM of PtOEP in degassed THF was mixed to 
as-prepared PEG-GQD. Concentrations of PEG-GQD 
were tuned in the PEG-GQD:PtOEP mixtures to induce 
efficient energy transfer from PEG-GQD to PtOEP. 
 
2.2 Fabrication of GQD:PtOEP thin film:  
PEG-GQD thin film was prepared via Langmuir-Blodgett 
(LB) assembly, and annealed at 250oC for 5 hr in Ar 
atmosphere. Thin film for PtOEP was deposited via 
thermal evaporation onto PEG-GQD film. Morphology of 
PEG-GQD film was analyzed by atomic force microscopy 
(AFM).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shows photoluminescence (PL), and UV-vis 
absorption spectra for PtOEP, and PEG-GQD:PtOEP 
solutions. Surprisingly, both singlet and triplet emission of 
PtOEP were enhanced from the PEG-GQD:PtOEP by 
50-fold, and 2.5-fold, respectively (Fig. 1a). The 
absorption spectrum of PtOEP significantly overlaps with 
PL emission spectrum of PEG-GQD at 335 nm excitation, 

which indicates that effective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 occurs from PEG-GQD to PtOEP. 
Moreover, no change in spectral shape in the absorption 
spectrum of PEG-GQD:PtOEP compared to that of PtOEP 
demonstrates that the exciplex was not formed. 
Morphology of LB assembled PEG-GQD film and PL 
properties of PEG-GQD:PtOEP is shown in Fig. 2. AFM 
image in Fig. 2a shows that the PEG-GQD was 
homogeneously deposited with a thickness of 10 nm. PL 
intensity of PEG-GQD:PtOEP film at 760 nm was 
enhanced by 2.5-fold analogous to the results for solution 
(Fig. 2b). 
 

 
Fig. 1.  PL, and UV-vis absorption spectra. 

Fig. 2.  AFM image, and PL spectra of thin film. 
 
4.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Simultaneous enhacement on both singlet and triplet 
emissions are observed for PtOEP by incorporating 
PEG-GQD in solution and thin film. Lifetime and 
quantum yield measurement will be conducted to further 
elucidate photophysics of singlet and triplet emission 
enhancement, which is under way in our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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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래핀은 우수한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을 가져 
수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 응용 
되고 있다. 그래핀을 3차원 구조로 형성하면 효과적 
으로 그래핀끼리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산화 그래핀 
플레이크를 사용한 그래핀 에어로젤의 제조법과 이를 
이용한 에폭시 나노복합체를 제작한 결과를 소개 
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비산화 그래핀 플레이크를 PVA 수용액에 재분산 후 

directional freeze casting을 통해 비산화 그래핀 

얼음 몰드를 제작한다.[1] 수분을 동결 건조 공정을 

통해 제거한 후 700 oC 온도에 PVA를 소결하면 순 

비산화 그래핀 플레이크로 구성된 에어로젤을 제조 

할 수 있다.  

 

 
Fig. 1 Schematic of fabrication process of non-oxidized 
graphene aerogel. 
 

그래핀 에어로젤을 에폭시 레진에 담그고 2시간 

동안의 진공 침투 공정을 거친 후 120 oC에 큐어링 

하면 그래핀 에어로젤 에폭시 복합체를 제작할 수 

있다. 
 
3. 결과 
Directional freeze casting을 통해 제조된 그래핀 

에어로젤은 얼음 결정의 패터닝 효과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된 구조를 가지게 된다. 또한 제조 

공정을 거친 후에도 비산화 그래핀의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그래핀 에어로젤이 높은 전기 전도도인 215 
S/m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Properties of graphene aerogel and its composite. 
 

이 그래핀 에어로젤을 에폭시 나노복합체의 

첨가제로 이용하여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파괴 인성은 1.74 MPa·m1/2, 전기 전도도는 122.6 
S/m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비산화 그래핀 플레이크를 이용한 

에어로젤과 에오로젤 나노복합체 제조 방법을 

소개한다. 비산화 그래핀 플레이크의 우수한 품질과 

정렬 구조의 영향으로 우수한 품질의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구조체를 

이용하여 제조된 나노복합체는 우수한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그래핀 에어로젤이 나노복합체 

뿐만 아니라 다른 응용분야에도 뛰어난 특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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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Hydrogen evolution is an important part of the next 
generation hydrogen based energy technology. However, 
high activation energy of water splitting reaction for 
generation of hydrogen is a challenge that needs to be 
overcome. As a non-precious metal catalyst, molybdenum 
disulfide has been reported to be a high performance 
electrocatalyst, which may effectively decrease the 
activation energy enough to realize efficient hydrogen 
production. We introduce a facile microwave-assisted 
method to synthesize an electrocatalyst based on 
1T/2H-phase mixture of MoS2 with high performance for 
hydrogen evolution. 
 
2. Results and discussion 
A heterostructure of 1T and 2H MoS2 is synthesized using 
microwave-assisted hydrothermal method (MW-MoS2) 
directly on a conducting metal substrate regardless of the 
substrate’s morphological feature. Due to the coexistence 
of two phases, the electrocatalyst exhibits high 
performance as well as great stability. 
 

  
Fig. 1. Description of the synthesis procedure with 
microscopic evaluation of MW-MoS2. 
 

  
Fig 2. The performance of MW-MoS2 as an electrocatalyst 
for hydrogen evolution compared with crystalline MoS2 
and amorphous MoS2. 

 
Fig 3. Fabrication of 3D electrode utilizing the unique 
advantage of microwave synthesis. The performance of 
the electrocatalyst is improved due to increased surface 
area.  
 
3. Conclusions 
An electrocatalyst for hydrogen evolution based on 
molybdenum disulfide was synthesized using microwave 
assisted hydrothermal method. High electrocatalytic 
activity of the material was observed due to high content 
of 1T-MoS2 as well as 3-D morphological feature of the 
electrode. This method can be further utilized with other 
dichalcogenides to produce such heterostructures on 
metallic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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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리튬이온배터리 전극으로써 탄소 소재는 용량 및 운전 
시간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1]. 비용량이 높은 
물질과 복합체를 이루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큰 부피팽창률과 충/방전 시 전극 물질의 
탈착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는 
정렬 기공을 포함하는 탄소 나노구조체를 제작하고 
높은 비용량의 산화주석을 나노입자 형태로 코팅함 
으로써 용량이 향상되면서도 안정적인 구동을 보이는 
복합 전극을 개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3차원 탄소 나노구조체 제작  

SiO2 웨이퍼 위에 감광물질 (SU-8)을 스핀 코팅하여 65 
도와 95 도에서 가열한다. 위상차마스크를 부착시킨 
후, 레이저 (355 nm, Nd:YAG)를 조사하여 빛의 간섭 
무늬에 따른 3차원 나노구조를 제작한다[2]. 제작 된 
3차원 나노구조 에폭시 필름에 원자층증착을 통하여 
알루미나를 약 22 nm 두께로 증착하고 1000 도,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탄화 공정을 진행한다. 탄화 공정 
후에 희석 된 불산 용액에서 알루미나를 지워낸다. 
 

2.2 산화주석 나노파티클의 코팅  

제작된 3차원 탄소를 황산/황산주석이 혼합 된 용액에 
담근다. 완전히 건조시킨 후, 아르곤 분의기의 400 
도에서 열처리를 통해 열분해를 일으킴으로써 3차원 
탄소 표면에 산화주석이 나노입자 형태로 형성된다. 
 
2.3 배터리 성능 측정 

3차원 탄소/산화주석 나노구조체는 별도의 바인더나 
전류집전체 없이 펀칭되어 코인셀로 제작됨으로써 
배터리 성능을 측정한다. 
 
3. 결과 
 
Fig.1 과 같이 나노패터닝과 탄화공정을 통해 제작된 

3차원 탄소/산화주석 전극은 그 자체로 유연하고 

기계적으로 안정적이므로 추가적인 전류 집전체 및 

바인더 없이 자립형 전극으로 사용되었다. 제작된 

전극은 약 200 nm 크기의 기공을 정렬된 형태로 

지니며, 표면에 약 3-5 nm 크기의 산화주석 나노입자 

를 가진다. 다양한 산화주석 코팅 조건에 따라 입자 

크기와 함량을 조절 가능하며 각각의 전극은 용량 

측정을 통해 가장 높은 함량인 50 wt%에서 기존 탄소 

이론용량의 약 2배인 692 mAh g-1의 용량과 70 

사이클이 지난 후에도 87 % 이상의 안정적인 유지율 

을 보였다. 또한 정렬 기공 네트워크를 통해 충/방전 

시 발생하는 산화주석의 큰 부피 팽창률을 효과적 

으로 제어함으로써 빠른 충/방전에서도 안정적인 

구동을 가능케했다. 

 
Fig. 1.  SEM images of 3D C/SnO2 hybrid electrodes. 

 
Fig. 2.  Specific capacity  and rate capability of anodes. 

 
4. 결론 및 향후과제 
 
우리는 3차원 탄소/산화주석 복합 전극을 근접장 
나노패터닝 기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구조적 이점을 통해 기존 보다 우수한 배터리 
성능을 보여 저중량 및 온칩-배터리로써의 가능성을 
보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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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ith increasing demand for miniaturized integrated 
power sources, fabrication of three-dimensional (3D) 
battery architectures providing high energy and power per 
unit area has been a subject of intense research. Here, we 
demonstrate a novel strategy for realizing titanium nitride 
(TiN) sandwiched 3D nanostructured LiFePO4 cathode for 
lithium-ion battery to concurrently achieve fast charge- 
discharge kinetics, good cycle stability and high capacities. 
Ultrathin (<40nm, porosity: 90%) and electrically 
conductive TiN nanoshell embedded inside LiFePO4 
provide a pathway for fast transportation of electron and 
facilitate high mass fraction of active materials to achieve 
a high energy density. 
 
2. Results and Discussion  
 
2.1 Synthesis of the 3D LiFePO4/TiN Cathode: The 3D 
TiN sandwiched LiFePO4 cathode was fabricated by 
Proximity Field nano-Patterning (PnP) technique [1,2]  
and sol-gel method. Initially, periodically porous 3D SU8 
template was prepared using PnP. Nickel was then 
uniformly electrodeposited into the SU8 template 
followed by the selective removal of the template, 
resulting in a 3D ordered nickel nanostructure (~45% 
porosity) in an inverted form. Afterwards, a conductive, 
thin TiN layer was coated by atomic layer deposition 
(ALD) on the 3D nickel which used as a sacrificial 
material. Finally, LiFePO4 was coated on the TiN 
nanoshell by sol-gel synthesis as depicted in Fig. 1a. The 
thickness of TiN within the cathode was optimized to 
increase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cathode and 
mass fraction of LiFePO4 was controlled by varying the 
infiltration cycles of its precursor sol.  
 
2.2 Characterizations and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The cross-sectional SEM images in Fig. 
1b-c confirm the structural uniformity of 3D sandwich- 
structured LiFePO4/TiN cathodes. The electrically 
conductive and highly porous TiN nanoshell embedded 
inside LiFePO4.  

As a result, the 3D LiFePO4/TiN cathode showed high 
specific capacity of 160 mAh g-1, which is approaching 
theoretical value (170 mAh g-1) and much higher than that 
of sol-gel synthesized LFP powder and Super P hybrids. It 

is attributed to i) short solid-state ion diffusion lengths, ii)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to keep in balance with the 
insertion/extraction of Li+ and iii) enlarged surface area of 
the structurally stable cathode. 

 
 
Fig. 1.  3D LiFePO4/TiN cathode for lithium-ion battery 

 
3. Conclusions 
 

The 3D LiFePO4/TiN cathode concurrently provides 
high mass fraction of active material (>98%) and 
continuous, interconnected pathways for electrons and 
ions.  

Since the fabrication method of the 3D cathode through 
PnP and ALD is highly reproducible and scalable, we 
anticipate the concept of the TiN sandwiched 3D 
nanostructured cathodes to be applicable to many practical 
applications including thin-film type on-chip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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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디스플레이 장치의 표면 코팅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나노복합체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나노 수준의 입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높은 표면 에너지로 인한 낮은 분산성, 
복합체 내부 강화재의 이방성으로 인한 효율적인 힘의 
전달의 어려움 등의 단점들로 인해 이론적인 기계적 
강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1].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방성에 가까운 연속적인 3차원 
구조의 얇은 세라믹을 강화재로 사용함으로써 기계적 
강도를 극대화한 고분자 나노복합체를 제작했다. 
 
2. 실험 방법 
 
2.1 3차원 고분자 나노복합체의 제작 

Fig. 1에서 3차원 고분자 나노복합체의 제작 

과정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먼저 근접장 나노 

패터닝 기술과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해 강화재로 

사용되는 3차원 쉘 (shell) 구조의 산화알루미늄을 

제작했다 [2]. 제작된 시편을 각각 700 ℃, 900 ℃, 

1100 ℃로 열처리를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Epoxy-siloxane molecular hybridization 

(ESMH) 고분자를 함침 시킴으로써 3차원 고분자 

나노복합체를 제작했다 [1, 3]. 

 

 

2.2 3차원 고분자 나노복합체의 특성 분석   
주사전자현미경 (SEM)과 투과전자현미경 (TEM)을 

통해 열처리 온도에 따른 3차원 산화알루미늄 구조의 
형태 및 치밀도의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X선 회절 
분석기를 통해 산화알루미늄의 결정성 및 상변화를 
분석했다. 최종적으로 열처리 온도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나노압입 시험을 진행했다.  
 
3. 결과 및 고찰 
 
 Fig. 2에서 제작된 3차원 산화알루미늄 구조에 열을 

가했을 때,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z축 

방향으로의 수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등방성 구조에 가까 

워짐을 의미하며, 등방성 구조에 가까울수록 힘의 

전달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 제작된 시편의 기계적 특성을 

나노압입 시험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노복합체의 경도와 탄성 계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가장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시편은 알루미늄 합금의 기계적 강도에 근접 

한데, 이는 ESMH 고분자 자체의 높은 기계적 강도와 

강화재의 구조 및 상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Fig. 1. Schematic images, and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fabricating 3D ESMH/alumina nanocomposites. 

 
Fig. 2. (a) Cross-sectional SEM images, and (b) shrinkage 

graph of 3D alumina thin shell after heat treatment. 
 

4. 결론 및 향후과제 

 
 제작된 3차원 고분자 나노복합체는 구조적인 장점과 

열에 의한 세라믹의 상변화로 인해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디스플레이 

장치의 표면 코팅 재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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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래핀의 높은 기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재료의 
기계적 강도를 강화시킨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1] 그래핀/금속 복합체의 기계적 강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래핀이 복합체 내에 잘 
분산되어야 한다. 순수한 그래핀의 경우, 표면에 
기능기가 없기 때문에 금속과의 결합이 약해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비산화 
그래핀에 비공유 기능기화를 통해 기능기를 제공하여 
그래핀과 금속 사이의 결합을 강화해 그래핀/금속 
복합체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Fig. 1. Fabrication of graphene/copper composite.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산화 그래핀(Non-oxidized 

graphene flakes; NOGFs)은 흑연 층간 삽입 화합물을 
통해 제조하였으며 산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산소 
함량이 매우 낮으며 결함이 적다. [2] 흑연 층간 삽입 
화합물을 통해 제작된 그래핀에 Pyrene butyric acid 
(PBA)를 비공유 기능기화 한 뒤 구리 전구체를 녹여 
구리 이온이 기능기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구리 입자를 합성하여 그래핀/산화 구리 입자 복합체 
를 제작한다. 이후 수소 분위기에서 산화 구리 입자를 
환원하고 소결 과정을 통해 최종 복합체를 제작한다.  
 
3. 결과 및 토론 
 

순수한 그래핀과 비공유 기능기화 된 그래핀에 

각각 산화 구리 입자를 합성하여 SEM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2) SEM 이미지를 통해 비공유 

기능기화된 그래핀 위에서 산화 구리 입자가 더욱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비공유 기능기화된 그래핀을 1 vol% 비율로 

넣어 제작한 복합체의 기계적 강도를 측정하였다. 

(Fig. 3) 비공유 기능기화된 그래핀을 이용해 제작한 

그래핀/구리 복합체는 영률과 인장 강도가 각각 9.5%, 

16.8% 증가하였으며 항복 강도의 경우 57.7% 

증가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순수한 그래핀을 넣어준 

경우 오히려 기계적 강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 

되었다. 순수한 그래핀은 구리와 결합이 약해 복합체 

내에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고 뭉쳐 복합체의 기계적 

강도가 감소하였다. 

 

 
Fig. 2.  Copper oxide NPs on a) NOGFs b) NOGFs/PBA 

Fig. 3.  Tensile test result of graphene/copper composite.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비산화 그래핀의 비공유 기능기화를 
통해 그래핀을 금속 복합체 내에 고르게 분산시켜 
그래핀/금속 복합체의 강도를 향상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기능기의 변화를 통해 그래핀/금속 복합체 
의 기계적 강도 향상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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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공우주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높은 비강성 
및 비강도를 지닌 탄소섬유 복합재료와 유리섬유 
복합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지와 강화재 
사이의 미시적 거동을 확인하는 것은 복합재료의 
파손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섬유와 기지의 크기가 너무 작아 섬유와 기지의 
분리와 같은 계면의 강성 및 파괴인성치와 같은 
물성은 정밀한 측정이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섬유 단면을 갖는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3점굽힘시험을 수행하고, 섬유를 정밀하게 
모델링하여 균열진전해석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복합재료의 섬유 및 기지 
계면에서의 파괴인성을 예측하였다.  
 

2. 3점 굽힘시험 수행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M55J/M18 단방향 복합 
재료로 시편을 생성하였다. 또한 복합재료에 발생하 
는 균열 진전을 고정밀 현미경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소형 굽힘시험기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3점 굽힘 
시험을 수행하였고, 고정밀 현미경을 이용하여 섬유 

의 단면을 촬영하고 균열의 진전 방향과 길이를 관측 

하였다.  
 

3. 유한요소해석 수행 
 

3.1 실제 섬유 단면 형상을 갖는 유한요소모델 생성 

관측된 사진을 토대로 레벨셋 기법과 트리밍 메쉬 

기법을 사용하여 실제 섬유 단면 형상을 고려한 유한 

요소모델을 생성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 이를 

2차원으로 간략화하기 위하여 평면 변형률 상태로 

가정하였다. 균열선단은 응집요소이론을 이용해서 

균열의 시작과 진화를 정의하였으며[2], 시험결과와 

해석결과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열 잔류 응력을 

고려하였다[3]. 

 

3.2 전역국부해석 수행 

균열진전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전역국부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역모델에 균질화된 

물성을 적용하고 굽힘시험과 동일한 형상 및 

하중조건을 갖는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변위-하중 

그래프를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전역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양한 파괴인성치( ,IC IICG G ) 

및 중심축 오차 값을 부여하며 Fig. 1과 같이 균열 

진전해석을 수행하고 시험결과와 동일한 균열의 

진전방향과 길이를 갖는 해석결과를 찾아내었다. 
 

 
Fig. 1.  (a)Crack propagation result of analysis; 

(b)Comparison with test result.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IC IICG G , 중심축 오차 및 열 잔류 

응력, 섬유의 형상이 균열 진전방향과 길이를 결정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물성치는 추후 인장 및 압축 

파손 해석과 비교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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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래핀의 갭리스 (gapless) 및 반금속 (semi-metallic) 
거동은 높은 캐리어 이동성을 갖지만 낮은 광 
흡수율로 인해 넓은 가시 광선 영역에서 낮은 광 
반응성을 나타낸다. TMD 중에서 반도체 이황화 
몰리브덴 (MoS2)은 층 두께 조절을 통한 밴드갭 
제어가 가능하여 큰 잠재력을 가진 물질이다. 이전 
보고서에 의하면, 직접 밴드갭이 1.8 eV 인 단일층 
MoS2 나노 시트를 기반으로 하는 광전자 소자는 높은 
광 반응성을 보였다. MoS2/그래핀 헤테로 구조의 
혼성화는 특히 2D 재료에 기초한 고성능 광전자 
장치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바람직하다. 
MoS2/그래핀 하이브리드 구조는 그래핀의 높은 
캐리어 이동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광 흡수 능력이 
높은 MoS2의 광 생성 캐리어는 그래핀/MoS2 
인터페이스에서 쉽게 분리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MoS2/그래핀계 하이브리드 광 검출기는 우수한 광 
반응성을 보였다. 또한, 그래핀 및 MoS2 나노 시트와 
같은 2D 재료의 현저한 유연성은 외부 기계적 변형에 
의한 성능 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량 제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소프트 리소 그래픽 패터닝 기술을 이용한 표면 
에너지 제어를 통해 MoS2-그래핀 하이브리드 패턴을 
적층하였다. 교차 적층된 MoS2/그래핀 하이브리드 
필름은 원래의 2D 재료의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유연 기판 상에 형성 및 유지 된다. 이 방법은 
결함 없이 그리고 에칭 공정 없이 고해상도 크로스 
스태킹된 패턴화된 MoS2/그래핀 하이브리드막의 
형성을 위한 용이하고 신속한 경로를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는 2D 소재 기반의 투명하고 유연한 나노 
전자 장치의 실용적인 응용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차 적층된 MoS2/그래핀 하이브리드 구조 

제작 
2.1 교차 적층된 MoS2/그래핀 하이브리드 구조 이미지 

패턴된 MoS2 와 그래핀의 FE-SEM, Optical 이미지. 
패턴된 MoS2 와 그래핀의 라만 스펙트럼 및 라만 맵핑 
이미지.  
2.2 교차 적층된 MoS2/그래핀 하이브리드 구조 

기반의 광 특성 분석  
MoS2 채널 기반의 광 특성 분석. 
그래핀 채널 기반의 광특성 분석. 

3.교차 적층된 MoS2/그래핀 하이브리드 구조 

기반의 유연 광소자 응용  

 
Fig. 1. (a)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cross-stacked 

patterns based on MoS2 with the width of (i) 1 mm, (ii) 500 
µm, and (iii) 100 µm. (b) Photograph of cross-stacked 

MoS2/graphene hybrid patterns onto the flexible substrate 
(PET). (c) Photograph of MoS2/graphene patterns (i) 

before and (ii) after device bending. (d) Time-dependent 
photocurrent for flexible hybrid photodetector with 10 
µm-MoS2 and graphene. Inset of (d) show the optical 
image of cross-stacking patterned MoS2 and graphene 

with 10 μm and 500 μm width, respectively. (e) 
Photo-responsivity according to the number of bending 

cycles (1 to 10000) in photodetectors with different pattern 
sizes of MoS2.  

소프트 리소 그래픽 패턴 방법을 이용한 패턴 폭 

조절을 통해 유연 광 소자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결론  
MoS2-그래핀 기반 광 검출기는 6.3A/W의 높은 광 

반응성을 보이며, MoS2 패턴의 폭이 감소함에 따라 

굴곡 공정에 의해 유도 된 광 반응성의 저하가 

점차적으로 완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D 소재 

기반의 교차 적층된 하이브리드 구조는 높은 

투명성과 유연성을 갖춘 초박형 전자 장치 제작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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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eveloping active and stable electrocatalysts from 
earth-abundant elements are key to water splitting for 
hydrogen production through electrolysis. Here, we report 
a strategy to turn non-electrocatalytic Ti2CTx into an active 
electrocatalyst by the nitridation of 2D titanium carbide 
MXene (Ti2CTx) nanosheets using sodium amide (NaNH2). 
The addition of NaNH2 results in chemical bonding of 
Ti-Nx at 500 °C on the surface of Ti2CTx, which was 
designed as an efficient electrocatalytic material toward 
hydrogen evolution reactions (HER). When used as 
electrocatalytic materials for HER, the nitrided-Ti2CTx 
(N-Ti2CTx) exhibited high activity with an overpotential of 
-215 mV vs NHE for the hydrogen evolution reaction 
(HER) at 10 mA cm-2. Those values are over two times 
smaller than for pristine-Ti2CTx (-645 mV vs NHE for the 
HER). The as-synthesized sample showed excellent 
durability in acidic (0.5 M H2SO4) condition, indicating 
the robust catalytic activity towards the HER. The 
nitridation strategy implemented here could be extended to 
other 2-dimensional transition metal carbide 
electrocatalysts to improve catalytic performance. 

2. Experiments 
 
2.1. Synthesis of Ti2CTx (MXene phase) and 
nitridation reaction for N-Ti2CTx with different 
degrees of nitridation.  
To synthesize the Ti2CTx as a starting material from 
Ti2AlC (Khantal, Sweden), we carefully followed 
previous reaction conditions described elsewhere1. Before 
the nitridation reaction, all glassware and the stainless 
steel autoclave were fully dried in a drying oven to remove 
residual water molecules because NaNH2 and MXene are 
easily oxidized in the presence of moisture under high 
temperature. Then, 20, 40, 80 and 160 mgs of NaNH2 
(Sigma-Aldrich) were added to 200 mg of pristine-Ti2CTx 
in a dry glove box. Then, each mixture was heat-treated at 
500°C for 1 h. After the heat treatments were completed, 
all reactants were washed in ethanol three times to remove 
excess NaNH2 residue. Then, the materials were dispersed 
and sonicated in deionized water for the delamination 
reaction (Figure 1). The dispersions in deionized water 
were sonicated for 6 h and centrifuged. The supernatant 
was then decanted, filtered, and dried under room 

temperature. The samples were stored in a vacuum oven 
for further characterization and use. 

 

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nitridation to 
prepare the N-Ti2CTx nanosheets by heat-treatment with 
NaNH2 

 
3. Results and Discussion 
 
3.1. Electrocatalytic performance for overall water 
splitting.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the synthesized 
nitrided MXenes were tested in 0.5 M H2SO4 solution as 
electrolytes using a typical three-electrode system with 
Ag/AgCl as the reference electrode, graphite plate as the 
counter electrode, and synthesized samples on a rotating 
glassy carbon disc electrode as working electrode. Figure 
2 shows the linear sweep voltammetry (LSV) curves in 
N2-saturated 0.5M H2SO4 for HER activity. The 
11N-Ti2CTx catalyst shows the highest catalytic activity 
with a smaller overpotential, while the pristine-Ti2CTx and 
TiN as the references show negligible HER activities. 
Notice that the 11N-Ti2CTx shows a small overpotential of 
-215 mV-1 to achieve a current density of 10 mA cm-2 for 
the HER. This result is comparable or even superior to 
those reported for pristine-2D titanium and molybdenum 
carbides. The samples with controlled nitridation degrees, 
2N-Ti2CTx, 3N-Ti2CTx, and 5N-Ti2CTx, show a trend 
corresponding to the nitridation degree, as expected. As 
shown in Figure 2, their overpotentials gradually decrease 
with respect to the pristine-Ti2CTx. The Tafel slopes are 
calculated to be 290 mV dec-1 (pristine-Ti2CTx), 225 mV 
dec-1 (cubic TiN), 212 mV dec-1 (2N-Ti2CTx), 183 mV 
dec-1 (3N-Ti2CTx), 105 mV dec-1 (5N-Ti2CTx) and 67 mV 
dec-1 (11N-Ti2CTx), respectively. The smallest Tafel slope 
of 11N-Ti2CTx can be interpreted by the change of 
rate-determining step (RDS) during the HER process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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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s that the RDS for the pristine-Ti2CTx follows the 
Volmer step while the 11N-Ti2CTx may follow the 
Volmer-Heyrovsky step. Although the HER mechanism is 
still in conflict, a much smaller Tafel slope value indicates 
better kinetics for the HER processes. Overpotential of 10 
mA cm-2 and the value of Tafel slope as a function of 
different N content in N-Ti2CTx (all samples) are 
summarized in Figure 4c. Compared with the negligible 
HER activity of pristine-Ti2CTx, the nitridation degree of 
N-Ti2CTx leads to profound enhancements in HER activity, 
reacting lowest overpotential value for 11N-Ti2CTx. 

 
Figure 2. Electrocatalytic performance for the HER. 
 

4. Conclusions 
In summary, we synthesized a nitrided N-Ti2CTx via 

noble approaches using NaNH2. The as-synthesized 
N-Ti2CTx contains Ti-Nx motifs that are connected by 
chemical bonding on the surface or on defects. The 
N-Ti2CTx is an efficient bifunctional electrocatalyst that 
shows enhanced electrocatalytic performance for HER 
electrocatalyst. The nitrogen-terminated or substituted 
N-Ti2CTx provides active sites for electrocatalytic activity 
whereas oxygen-terminated Ti2CTx shows low catalytic 
performance. In addition, the Ti-Nx motifs on the surface 
lead to an increase in the stability of the materials and 
provided efficient pathways for transferring electrons by 
spin polarization, resulting in high activities for HER. In 
addition, the intercalation of Na atoms and surface 
terminations with N, N-Ti2CTx can lead to delamination, 
resulting in more enhanc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than pristine-Ti2CTx. Our new concept, producing a high 
performance nitrided-MXene based material via intimate 
chemical bonding of Ti-Nx, provides a novel and efficient 
approach to prepare hybrid, multi-functional, metal-free 
electrocatalysts for electrocat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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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etal oxide semiconductor-based sensors have the 
advantages of high sensitivity, a short response time and 
so on, but have shortcomings of high operating 
temperatures and low selectivity. To date, many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solve experimental problems. In 
this study, we demonstrate n-type semiconductor ZnO- 
based field-effect transistors (FETs) with high selectivity. 
The specific polymer thin film was spin-coated on top of 
the ZnO semiconductor thin film to enhance the selectivity 
toward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specific 
gases (vaporized alcohol), and to make sensors that can 
operate at low temperatures.  
 

2. Experimental section 
 

2.1 TFTs Fabrication  
Heavily p-type doped Si substrate with a thermally 

grown SiO2 were used as a gate electrode and a gate 
dielectric, in a TFT structure. For ZnO TFTs, ZnO active 
layer was deposited onto the SiO2/Si substrates by atomic 
layer deposition (ALD). Then, Al source and drain 
electrodes were deposited on the ZnO layer by thermal 
evaporation through a shadow mask without the need of 
any lithographic processing. A polymer solution was 
spin-coated on top of the ZnO film. After the spin-coating 
processing, the films were dried to remove the residual 
solvent. 
 

2.2 Characterization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TFTs were measured 

using semiconductor parameter at room temperature. In 
the gas sensor measurements, liquid ethanol was 
vaporized by nitrogen carrier gas into the vaporizer flask. 
The vaporized ethanol then flowed to the surface of the 
sensor device through sensor tube. 
The chemical identification of pristine ZnO and polymer- 

functionalized ZnO films was conducted b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nd attenuated total 
reflection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TR-FTIR) respectively. The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pristine ZnO and polymer-functionalized ZnO layers 
was performed by atomic force microscopy (AFM) and the 
thickness of the ZnO film was measured by ellipsometer.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major components and atomic percent of ZnO thin 
films were identified b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 surface of ZnO and polymer-functionalized ZnO thin 
films were observed by atomic forced microscopy and 
optical microscopy.  
 

 
Fig. 1.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ZnO FETs (a,b) 

transfer characteristics of ZnO, ZnO/Polymer device (c,d) 
output characteristics of ZnO, ZnO/Polymer device 

 
The transfer curves of devices show the significant shift 

in the threshold voltage (Vth) toward negative direction 
under ethanol gas exposure. The curve of ZnO (Figure.1a) 
exhibit a slight shift, but the curve of ZnO/polymer 
(Figure.1b) shifts more significantly comparing under dry 
air and ethanol gas exposure. As shown in transfer and 
output curves, the gas responses (shift in Vth and change in 
output current) of the polymer-functionalized ZnO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pristine ZnO device. As a results, 
the polymer-functionalized ZnO TFTs exhibit the high 
sensitivity toward ethanol gas. 
 
4.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In this work, the study was conducted to enhance the 

sensitivity and selectivity of the specific polymer- 
functionalized gas sensor at room temperature. For further 
research, sensing experiments on various VOCs will be 
conducted to confirm the gas selectivity of ZnO T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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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 different perspective relates the effects of 
pre-concentration of ZIF-8 hybridized with ZnO NWs 
in terms of NO2, NH3, and H2 gas response as well as 
gas selectivity. Meanwhile, with the downsizing of 
gas sensor systems integrated with gas 
chromatography (GC) to allow for portable sensors 
for in-field monitoring of toxic and explosive gases, a 
preconcentrator can be considered as an indispensable 
component for achieving high detection capabilities in 
low-ppb-level gas concentrations. Hence, we suggest 
a rationally designed hybrid system, where the ZIF-8 
can be assigned dual functionality, as a 
preconcentrator and a gas separator, due to its high gas 
adsorption capacity, heat stability, and previously 
discussed molecular sieving effects. In order to 
enhance gas sensing performance in terms of gas 
response, the thickness of ZIF-8. 
 
2. Fabrication of ZIF-8@ZnO NWs gas sensor  
 
2.1 Synthesis of ZnO NWs 
To fabricate a mixed solution for the synthesis of the ZnO 
NWs, Zn nitrate hexahydrate (99%, Sigma-Aldrich) and 
0.35 g of hexamethylenetetramine (HMTA, 99%, 
Sigma-Aldrich) were each dissolved into 50 ml of 
deionized water. The substrate coated with the ZnO seed 
layer was then placed into a bottle containing the 50 
mL-mixed aqueous solution and subsequently heated in an 
oven at 90 °C for 8 h. 
 

2.2 Chemical conversion process of ZIF-8 on ZnO 
NWs 
The chemical conversion of the surface of ZnO to ZIF-8 
was implemented at an elevated temperature (e.g., 60 °C) 
by placing the ZnO NW samples into bottles of 20 mL 
dimethylformamide (DMF)/H2O (v:v = 3:1) containing 
1.03 g (1 mM), 3.09 g (3 mM), or 8.25 g (8 mM) HmIM 
(99%, Sigma-Aldrich), where the thickness of ZIF-8 was 
manipulated by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HmIM. The 
mixed solution was heated at 60 °C for 10 h in an oven.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ZIF-8 thickness-dependent gas response possess a 
similar trend to the gas responses for 20 ppm NO2. Based 

on these results, the extracted gas response for pristine 
ZnO NWs, 1 mM ZIF-8@ZnO NWs, and 8 mM 
ZIF-8@ZnO NWs correspond to 18.1, 28.5, and 62.5% for 
NO2, 70.5, 73.2, and 76.9% for NH3, and 34.3, 51.2, and 
75.6% for H2, respectively, as summarized in Fig. 1a. 
Interestingly, an inverse trend between a variation in the 
gas response of CH4 and C3H8 and the hybridization of 
ZIF-8 with ZnO NWs is discernible, owing to the 
molecular sieving effect, as demonstrated in Fig. 1b. The 
cyclic gas response for gas sensors based on pristine ZnO 
NWs.  
 

 
Fig. 1. (a) Plots of extracted gas response of the pristine 
ZnO NWs, 1 mM ZIF-8@ZnO NWs, and 8 mM 
ZIF-8@ZnO NWs for 20 ppm NO2, 10 ppm NH3, and 100 
ppm H2 at 250 oC. (b) Plots of extracted gas response of the 
pristine ZnO NWs, 8 mM ZIF-8@ZnO NWs for 2% CH4 
and C3H8 at 250 oC. (c) The histogram showing the kinetic 
diameter of H2, NH3, NO2, CH4, and C3H8 and the pore 
size of ZIF-8. 
 
4. Conclusion 
 
We confirmed the molecular sieving effect of the 
ZIF-8 by exploring the gas response of CH4 and C3H8 
gases. We anticipate that our methodology will 
illuminate an easier way to achieve the 
complementary hybridization of ZIF-8 with dual 
functionality and ZnO NWs that are an important step 
toward metal oxide nanostructure-based gas sens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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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나노복합재료의 전기적 및 기계적 성능 향상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탄소 
나노 충전제를 고분자에 결합시키는 것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은 입자가 
합성된 MWCNT(Mutil-walled carbon nanotube)를 
충전제로 사용한 나노복합소재 스트레인 센서를 
제작하였다. 금속성 물질인 은 입자의 소결이 나노 
복합소재 스트레인 센서에 정확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가 관찰되었다. 

2. 실험 
 

2.1 제작 및 평가 : AgNP-MWCNT는 초음파 처리기 
(VCX 500)을 통하여 분산된 후 에폭시(YD-128)와 
혼합된다. 현탁액은 미리 제작된 에폭시 인장시편 
위에 40*7mm의 크기로 설정된 소결 온도에 맞추어 
정상 소결 시킨다. 각각의 시편들의 저항변화는 
디지털 멀티 미터(Keysight 34451A 5½ Digit 
Multimeter)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센서의 단축 인장 
및 반복 하중을 주기 위하여 인장시험기(AG-50kN X 
PLUS)를 통하여 하중이 가해졌다. 
 

3. 결과 및 토의 
 

3.1 형상학적 특성 평가: 나노복합소재의 단면을 
촬영한 Fig.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온도로 
소결되어질수록 은 입자간의 표면에너지를 이용한 
융착이 발생하여 나노 입자들의 응집체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전기적,기계적 특성 평가: 은 입자가 나노복합 
소재 센서 내부에서 소결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소결이 더 많이 
진행될수록 Fig.2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저항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소결시에 나노복합 
소재 내부의 충전제들의 치밀화에 의해 강화된 전도성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인한결과로 예측된다.[2-3] 
이러한 전기적 특성의 변화는 센서의 선형응답성 

에도 변화를 주었는데, Fig.2 (b)에서 보면 소결이 

일어나지않은 80℃에서 경화된 센서들의 응답에 비해 

소결이 일어난 센서들은 스트레인 변화에 따른 

저항변화 응답이 선형적인형상을 띄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AgNP가 결합된 MWCNT의 소결에 
의한 나노 복합소재 센서의 성능 변화를 관찰하였다. 
은 입자의 소결을 통한 결합력 증대는 부분적 응집화 
를 통하여 나노복합소재 센서의 선형성, 이력현상 
감소, 측정범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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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micrographs of the nanocomposite 
crosssection. Sintered at (a) 120℃ (b)150℃ (c)180℃ 

FIg. 2 (a) Resistance of AgNP-MWCNT/EP composites at 
different sintering temperature. (b) Relative resistance 
changes and gauge factors with different temperature of 
Ag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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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is experiment presents a method for ND 

functionalization through a chemical bonding process of 
ozone treatment and amine termination using 
tetraethylenepentamine (TEPA). The chemical and 
morphological changes of ozone/TEPA-treated ND is 
investigated, and the present study aims concretely at 
evaluating the effects of ozone and TEPA treatment of 
NDs on the interfacial interac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ND/epoxy nanocomposites [1]. 
 
2. Experimental  
 
2.1 Surface modification of NDs 

To perform the ozone functionalization of NDs, a 
flow of diluted ozone was controlled under an ozone 
generator (Ozonizer, Ozone Tech Co, Lab II, Korea) 
using pure O2 as the gas source. Then, the ozone was 
generated at 6 g/h under 0.06 MPa with a gas flow of 
0.6 l/min carried out at room temperature for 2 h. For 
functionalization with TEPA, ozone-treated ND in 
SOCl2 solution (60 ml) was added to a flask, which 
was maintained in a sonicated for 30 min. Then, 
obtained NDs was further reacted with TEPA (50 ml) 
at 70 °C under magnetic stirring for 1 h. The final 
mixture was then rinsed using excess acetone and 
filtrated. 
 
2.2 Fabrication of ND/epoxy nanocomposites 
ND/epoxy nanocomposites were prepared using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 NDs (0.25, 0.50, 0.75 and 
1.00 wt%) was mixed with the epoxy resins by mechanical 
stirring for 30 min. Thereafter, the ND/epoxy mixture and 
curing agent (DDM) were mixed together in a planetary 
mixer for 10 min. The ND/epoxy mixture was then placed 
in a vacuum oven at 60 °C for 30 min to remove air bubbles, 
and then poured into a Teflon mold preheated to 70 °C. The 
specimens were cured by heating to 90 °C for 20 min, then 
to 120 °C for 20 min, and to 150 °C for 20 min, and finally 
post-cured at 180 °C for 2 h.  
 
3. Results and Discussio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surface modification, 

mechanical properties, including fracture toughness and 
load-deflection, were studied for both neat and the 

ND/epoxy nanocomposites. Fig. 1 shows the fracture 
toughness results to evaluate the overall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nanocomposites. Clearly all the 
nanocomposites with ND-epoxy matrix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fracture toughness compared 
to neat composites. By the addition of 0.25 wt% of all 
types of NDs, the fracture toughness increased by an 
average of 15% over the neat composites (5.24 MPa.m1/2). 
For the all nanocomposites developed in this work, the ND 
contents were found to be optimal at 0.50 wt%, and the 
ozone ND composites performed better than the pristine 
ND composites, but there was still a limit to their synergy 
effects. On the other hand, the composites containing 
ozone/TEPA ND exhibited a more pronounced increase in 
KIC value over the whole ND contents studied and showed 
a larger toughness than the pristine and ozone ND 
composites counterpart at the same ND contents.  

 
Fig. 1. Mechanical properties of ND/epoxy nanocomposites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This study, the surface properties of the epoxy 

nanocomposites were successfully altered by ozoen and 
TEPA surface chemistry. The improvement in mechanical 
interfacial properties is attributed to the interfacial 
adhesion between the ND/epoxy matrix induced by the 
chem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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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빈(Olivine) 화합물인 LiFePO4(리튬인산철, LFP)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충∙방전시 부

피변화가 거의 없고 화학적 안정성도 매우 높은 전극재료이다. 하지만 결정구조 상으로 산소의 

육방밀집형태의 구조체가 일그러져 있어서 Li 이온의 이동이 제한되며, PO4
2-를 포함한 다중산 음

이온의 특징으로 전자전도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자전도도가 높은 물

질을 코팅하거나 다른 원소들을 LFP에 도핑하는 등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전도도가 우수한 reduced graphene oxide (rGO)와 LFP

전극재의 복합화를 시도하였다. 2차원 구조의 각 rGO 시트 사이에 LFP 입자를 적층구조로 복합화

시킴으로서 입자간 전기적 접촉을 증가시키며, 이와 동시에 LFP의 입자크기를 나노크기로 제어하

였다. 용액반응을 통하여 rGO와 전극물질의 복합재를 합성하고, 균일한 형상의 나노입자로 제조

함으로써 전자전도도 및 이온전도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rGO는 흑연 분말로부터 제조하여 합성

된 LFP 전구체와의 용액반응 및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수열반응을 통하여 복합화한 후, 고온에서 

환원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제조되는 복합전극에 대하여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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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upercapacitors (SCs) possess higher power densities 

as compared to conventional capacitors and batteries. 
Supercacitor seems to be the most promising candidate to 
meet the future energy requirements. Ni(OH)2 is an 
important electrochemical material due to its easy 
availability, environment friendless and high theoretical 
capacitance values [1-3]. But its limited kinetics during 
redox reaction, low electronic conductivity and poor 
cycling performance hinder its practical application. To 
sort out these pre-mentioned issues for Ni(OH)2, addition 
of highly conductive material like Cu will be beneficial to 
improve its structural integrity and conductivity behavior. 
So in this study, we have focused to develop Cu-Ni(OH)2 
nanosheet to boost up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Ni(OH)2.  

2. Experiment  
2.1 Preparation of Cu-Ni(OH)2 nanosheet arrays:  
In a typical preparation process, Cu(NO3)2·3H2O and 
Ni(NO3)2·6H2O were added in to 60 ml distilled water 
and stirred for 30 mints room temperature. The reaction 
mixture and the cleaned nickel foam were transferred to 80 
ml Teflon-lined stainless steel autoclave and kept at 
130 °C for 5 hours. After the reaction was completed, 
autoclave was cooled down slowly to the room 
temperature. In-situ grown Cu-Ni(OH)2 film was collected 
after washing with ethanol and water for several times and 
finally was dried overnight at 60 °C.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a) shows uniform growth of Cu-Ni(OH)2 
nanosheets on Ni foam surface. Furthermore, at high 
magnification (Fig. 1(b)), it can be seen that nanosheet like 
structure consists of thin, porous and well-interconnected 
nanosheets arrays. The average thickness of nano sheets 
(core material) was calculated to be ~100 nm. The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Cu-Ni(OH)2 nanosheets 
were performed in 3 M KOH solution and are shown in 
Fig. 1(c, d). The shape of the CV curves is well-retained up 
to the highest scan rate, which indicates the stable faradic 
kinetics of the active material (Fig. 1 (c)). Fig. 1(d) shows 
the GCD measurements of the Cu-Ni(OH)2 nanosheet 
arrays. The areal capacitance of Cu-Ni(OH)2 was 
calculated to be 5.45 F cm-2 at a current density of 3 mA 
cm-2. The rate-capability of nanosheets was 49.17% at 50 
mA cm-2.  

 
Fig. 1. FE-SEM of Cu-Ni(OH)2: (a) low magnification, (b) 
high magnification, (c) CV curves of Cu-Ni(OH)2 

nanosheet arrays at different scan rates and (d) GCD 
curves at different current densities 

4. Conclusions  
In this study, Cu-Ni(OH)2 nanosheet arrays were 

synthesized successfully via hydrothermal process and it 
showed an excellent areal capacitance and better rate 
capability. Superior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Cu-Ni(OH)2 in aqueous based electrolyte can be attributed 
to its high surface area, excellent electrical conductivity, 
and uniform porosity of nanosheet arrays. Due to its 
remarkable electrochemical properties, Cu-Ni(OH)2 
hybrid can be considered as a promising electrode material 
for high-performance supercapacit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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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알칼라인 연료전지의 상업화를 위한 주요 도전 과제는 
적절한 치수 안정성, 우수한 기계적 성질 및 우수한 
음이온 전도도를 갖는 음이온 교환막(AEM)을 
제조하는 것이다 [1]. 따라서 친수성 및 이온 도메인을 
증가시키고 물리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무기 
나노 필러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중 그래핀 산화물 
(GO)은 내재된 우수한 열적 및 기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2]. 
 
2. 고분자 전해질 막 합성 
 
2.1 고분자 합성 : 블록공중합체는 친수성 프리커서 
와 소수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준비 하였다. 이후 4차 
암모늄화 작용기를 도입할 고분자를 준비하기 위해 
클로로 메틸화 반응을 진행하였다[3]. 
 

2.2 유/무기 복합막 준비: 제막을 위해서 10wt% 
DMSO 용액에 클로로 메틸화된 고분자와 무기물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45℃에서 24시간 교반 후 
글라스 디쉬에 부어 70℃ 오븐에서 건조하였다. 

 

3. 유/무기 복합막에 특성분석 
 
합성된 고분자들은 1H NMR, FT-IR, 및 GPC 분석을 

통해 구조적 특징과 클로로 메틸화 정도를 

분석하였고, 복합 막의 FE-SEM 이미지를 통해 rGO의 

분포가 균일 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막은 Fig. 1과 

같이 모두 유연하고 견고했으며, Table 1과 같이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었다.  다양한 양의 

rGO를 갖는 QN-PAEK/rGO막 중 QN-PAEK/rGO 1.0 

wt %는 115 mS cm-1의 가장 높은 이온 전도도를 

보였으며 그 이상의 무기 필러를 포함한 복합막들(3 

wt % 및 5 wt %)은 무기 나노 필러의 응집에 의해 이온 

전도도가 감소 함을 보였다. 또한, 복합 막의 내 

알칼리성, 기계적 강도 및 치수 안정성은 rGO의 

도입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연료 전지용 

음이온 교환막으로서 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Fig. 1.  Photographs of composite membranes. (a) 
CM-PAEK, (b)-(f) CM-PAEK/rGO (0.1 wt%, 0.5 wt, 1.0 

wt%, 3.0 wt%, and 5.0 wt%) 
 
Table 1 IEC, water uptake, and dimensional change (△L 

and △T) of prepared membranes. 
 

 
 

4. 결론 및 향후과제  
 
전반적으로, QN-PAEK/rGO 복합막은 우수한 음이온 
전도도와 알칼리 안정성을 보여 주었고 AFC용 음이온 
교환막으로 매우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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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PEMFC)는 낮은 

작동온도와 높은 전류밀도, 고효율이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유망한 에너지 자원 중 하나이다. 
하지만 높은 소재 가격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에 
응용이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PEMFC를 구성하는 
소재 중 고분자 전해질 막의 생산단가를 낮추고,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며 [1], 본 연구에서는 저렴한 방향족 화합물과 
더불어 기능화된 SiO2를 함유하는 유-무기 복합막을 
제조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고분자 전해질 막의 합성 
 
2.1 SiO2와 기능화된 SiO2의 합성 : SiO2는 탈수반응과 
축합 반응을 과정에서 aging 시간 (12시간, 16시간)을 
차별화하여 18 nm와 38 nm의 서로다른 크기를 가진 
SiO를 합성하였다. 이후 기능화된 SiO2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합성한 SiO2를 알코올에 1차 분산 시킨 뒤 
황산을 소량 첨가하여 무기물 내에 술폰산기를 
도입하였다 [2]. 
 
2.2 술폰화 된 고분자의 합성 : 블록공중합체는 
친수성 프리커서와 소수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준비 
하였다. 이후 chlorosulfuric acid를 이용하여 술폰산기 
를 도입하였다 [3]. 
 
2.3 제막 : 고분자 전해질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술폰화 된 고분자와 무기물은 아래 표와 같이 DMSO 
10 wt%로  혼합하였으며 100℃에서 12시간 교반 후 
글라스 디쉬에 부어 110℃ 오븐에서 건조하였다. 
 

Table 1. 제막을 위한 고분자와 무기물의 중량비 
 

 
 

3. 결과 분석 
 
합성된 고분자들은 1H NMR, IR, 그리고 GPC를 

측정함으로써 고분자의 술폰화정도 및 구조분석이 
진행되었고, 복합막에 도입된 무기물에 의한 막의 
형태학 연구는 XRD와 FE-SEM을 통해 확인 되었다. 

FE-SEM을 통해 기능화된 SiO2가 기본 SiO2와 
비교하여 수소결합력이 증가하여 분산성이 향상 
되었다는 특성은 확인되었으며, 물리적으로 적절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준비된 복합막은 무기물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전기화학적 특성인 이온전도도와 
단전지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기능화된 
SiO2를 함유하고 있는 복합막은 고분자 전구체와 
비교하여 낮은 가습조건에서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1. 저가습 조건에서 a)이온전도도와 b) 단전지 

평가 

 

4. 향후과제 
 
합성된 복합막은 고분자 전구체와 비교하여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보여주었지만, 막내 도입된 무기물에 
의한 막의 기계적 강도의 변화, 그리고 내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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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 Polymer (wt %) SiO2 (wt %) ƒ-SiO2 (wt %)

SPAEK 100 − − 
SPAEK/SiO2-18 (18 nm) 95 5 − 
SPAEK/SiO2-38 (38 nm) 95 5 − 
SPAEK/ƒ-SiO2-18 (18 nm) 95 − 5 
SPAEK/ƒ-SiO2-38 (38 nm) 9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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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Recently, fuel cell has been considered as clean energy 
conversion technique. Catalysts are really necessary for 
cathode oxygen reduction reaction (ORR) of fuel cell due 
to its sluggish speed. The currently available catalysts of 
ORR based on Pt and its compound[1]. Unfortunately, the 
scarcity and expensive of Pt-based on catalysts may hinder 
practical application of fuel cell. Therefore, the research 
on alternative catalysts for ORR still remain challenging 
task of sciences.       
Hence, we successfully fabricated a novel hybrid based on 
cobalt copper nanoalloys (CoCu NAs)–embedded 2D 
molybdenum disulfides/nitrogen-doped graphene (CoCu/ 
MoS2/N-Gr) as efficient electrocatalysts for ORR. Based 
on unique nanoalloy structure, large electrochemical 
active surface area and high conductivity of N-Gr and 
MoS2, synergetic effects between the binary metal alloys, 
MoS2 and N-Gr [2,3] the hybrid offers high 
electrocatalytic activities and kinetics ORR in alkaline, 
which compares favorably with those of the Pt/C catalyst, 
together with long-term stability, a four-electron pathway, 
and excellent methanol tolerance. 

2. Experiment 
2.1 Synthesis MoS2  
In this context, an amount of (NH4)2MoS4 salt was kept in 
quartz boat and annealed at 500 oC under Ar/H2 (7/3) gas 
for 1 h and at 900 oC for 3 h under of Ar gas. 
2.2 Synthesis of CoCu/MoS2/N-Gr 
In particular procedure, CoCu/MoS2/N-Gr was synthesis 
follow procedure of figure 1.  
 

 
Fig. 1 A schematic illustration of CoCu/MoS2/N-Gr 
fabrication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SEM images exhibit that the CoCu NAs uniformly 
dispersed on the surface of 2D MoS2/N-Gr supporting 
materials (Fig. 2).  

 
 

Fig. 2 SEM images of CoCu/MoS2/N-Gr at low (a) and 
high (b) magnification. 

The LSV results showed that the catalytic activity of 
CoCu/MoS2/N-Gr when compared with Pt/C. This 
indicated that the formation a hierarchical structure of 
MoS2/NGs hybrid, in which MoS2 layers homogeneously 
distributed on nitrogen doped graphene surface enhanced 
active sites and high interactions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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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SV curves of CoCu/MoS2/N-Gr and Pt/C. 
 

4. Conclusions 
In summary, we have developed a simple strategy for 
fabricating a novel non-Pt electrocatalyst based on 
CoCu/MoS2/N-Gr hybrid. Benefiting from the large 
electrochemical surface area of 2D-MoS2 and N-Gr, the 
highly electrical conductivity of N-Gr, good synergetic 
effects between Cu and Co as well as good contact 
between MoS2 and Gr, and N-doing effect, the resulting 
CoCu/MoS2/N-Gr hybrid exhibits as an excellent efficient 
catalyst for OR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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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nergy storage devices with high electrochemical 

performance is a challenging task in the research 
community. Among the energy devices, supercapacitors 
have promising energy storage device is due to their 
unique properties such as high-power density, ultra-fast 
charge-discharge behaviours, and exceptional cyclic 
stability. However, the specific energy density is relatively 
low when compared to the batteries, which may hinder it 
in practical applications [1]. Metal sulfide have recently 
been studied as new class of electrode/electrode materials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applications. Especially, 
cobalt and copper ions provide great redox properties in 
the ternary composition of cobalt copper selenide (CoCuSe2) 
which then, delivers extraordinary electrochemical 
performance, greater than the binary metal selenides like 
copper selenide and cobalt selenide. CoCuSe2 does not 
only have an extraordinary electrochemical performance 
but also has an outstanding electrical conductivity and 
super high electrocatalytic activities in addition to high 
theoretical capacity compared to the oxide version of the 
material due to lower electronegativity properties of the 
selenide. Herein, for the first time, we have fabricated 
CoCuSe2 nanosheets for supercapacitor applications. The 
hierarchical  CoCuSe2 nanosheets exhibited an ultrahigh 
specific capacitance of 2593 F cm-2 at a current density of 
1 A cm-2, outstanding rate capability, and outstanding 
cycling performance. These results represent that the 
hierarchical CoCuSe2 nanosheets has potential candidate 
for next-generation energy storage applications. 

 
2. Experiment 
2.1. Synthesis of CuCoSe2 nanosheets: 1 mmol of Co 
(NO3)2·6H2O, 1 mmol of Cu (NO3)2·3H2O, and 4 mmol of 
hexamethylenetetramine were mixed in a vessel with 50 
mL of methanol and stirred for 30 min until the solution 
became clear. The hydrothermal reaction was carried out 
at 180 C for 12 h and then the sample was washed with DI 
water and ethanol. Finally, the sample was dried at 60 C 
for overning to obtain CuCo LDH precursors. For the 
selenization process, 0.108 g of NaBH4 was added into 2.5 
mL of DI water. Once it was fully dissolved 0.098 g of Se 
powder was added into the previously prepared solution. 
Then, 50 mL of pure ethanol was slowly added to NaHSe 
solution under nitrogen flow. The CuCo LDHs/NF was 
immersed into the solution and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at 180 ºC for 8 h. The as-obtained materials denoted as 
CuCoSe2 nanosheets. 
 
3. Results and Discussion 
SEM images clearly depict that the CuCoSe2 nanosheets 
ware uniformly grown on 3D Ni foam (Fig. 1). The 
nanosheets are perpendicular to the substrate, demonstrating 

that CuCoSe2 nanosheets holds 3D hierarchical 
architectures. The 3D hierarchical architecture is 
beneficial to improve the ion/electron transport kinetics.  
  
 
 
 
 
 
 

Fig. 1. FE-SEM images a) CuCoSe2 Nanosheets @1μ, b) 
CuCoSe2 Nanosheets @ 200nm  

 

 

 

 
 
 
 
 
Fig. 2. (a) CV curves, and (b) GCD curves of CuCoSe2 
electrode. 
The CV curves of CuCoSe2 electrode at different scan 
rates from 10 to 100 mVs1 are presented in Fig. 2a. The 
CV curves clearly shows a pair of redox peaks, indicating 
that the electrode holds pseudocapacitive behavior. 
Furthermore, the GCD curves of the CuCoSe2 electrode at 
various current densities are shown in Fig. 2b. The GCD 
clearly reveals that the electrode has typical 
pseudocapacitive behaviors. The GCD result is fully 
consistent with CV curves. These results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CuCoSe2 electrode has superior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4. Conclusions 
For the first time, CuCoSe2 nanosheets have been 
successfully fabricated by hydrothermal and followed by 
an effective selenization process. The as-obtained 
CuCoSe2electrode delivered excellent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with high specific capacity with excellent 
rate capability and ultra-long cyc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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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upercapacitor is an important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device due to higher energy, higher 
power density, high charge-discharge trend in 
comparison to the conventional capacitors [1]. Many 
transition metal oxides MnO2 NiO, CoO4 etc are 
exploited for supercapacitors though they have 
sufficient drawbacks of lower charge-discharge rate, 
low charging tendency with short life cycle [2]. The 
high specific capacitance with high power density of 
pseudocapacitive materials is the potential issue for 
this research. A wolframite-type iron tungstate 
(FeWO4) with multiple oxidation states is 
successfully combined with a unique 2D polymeric 
graphitic carbon nitride (g-CN) to improve the 
electrolytic diffusion as well as surface area which 
ultimately enhance the capacitance. Here, the 
synthesis of p-type FeWO4 nanorods was carried out 
by facile hydrothermal method where the growth of 
nanorods was controlled by using triethanolamine 
(TEOA). The as-synthesized p-type electrode of 
FeWO4/g-CN is effectively applied for the study of 
cyclic voltammetry,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and electr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2. Experimental 

Synthesis of FeWO4/g-CN 

Equal volume (2 mmol) each of Mohr salt and 
Na2WO4.2H2O were dissolve separately in 20 ml DI-
water and they are mixed vigorously to produce dark 
brown mixture where calculated amount of TEOA 
was added along with 1 M NaOH to maintain the pH 
of mixture. 10 ml of calculated1mg/l g-CN solution 

was also added in the mixture solution. The whole 
mixture solution was autoclaved in 100 ml Teflon-
lined vessel for 12 h at 200 ᵒC.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formation of sharp crystalline FeWO4/g-CN 
nanorods was confirmed by FESEM and TEM 
images, Fig. 1a and 1b. Here, the tertiary amine 
TEOA played important role to control the shape of 
nanorods with an average length of 150 nm and 
diameter of 30-40 nm.  

 

Fig. 1. (a) FESEM image, (b) TEM image of 
FeWO4/g-CN composit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as-synthesized 
nanorods were carried out by CV, EIS, and GCD 
measurements. The quasi-rectangular shape of CV 
curves obtained at different scan rate of 5-100 mV/s 
with a potential window from 0 to 0.6 V shows the 
pseudocapac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nanorods 
Fig. 2(a) and 2(b). The nanorods show the specific 
capacitance of 328 F/g which decreases gradually 
with an increase in the current density as applied 
voltag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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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 Cyclic voltammetry curves and (b) Charge-
discharge curves. 

3. Conclusion 

The highly crystalline FeWO4 nanorods with g-CN 
fabricated by simple hydrothermal process shows 
high specific capacitance of 357 F/g at the scan rate 
of 5 mV/s compared to pristine nanorods and g-CN. 
The nanorods composite exhibited good cyclic 
performances even after 1000 cycles indicating as 

electrochemically stable supercapacitor acting as an 
ideal energy storag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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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ater splitting, oxygen evolution reaction (OER) is important process because high 
overpotential is required to achieve the current density for the reaction. Transition-metal 
nitrides (TMNs) used as electrocatalyst materials for OER are being recently studied because 
of high yield, easy operation, and excellent catalytic activity by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In particular, iron-nickel nitride (Fe2Ni2N) has very high catalytic activity due to owing to 
high electro-catalytic and high stability. Reduced graphene oxide (rGO) known as 2 
Dimensional (2D) carbon material is extensively used as supporting material owing to high 
conductivity, large theoretical specific surface area, and excellent stability.  

In this study, we successfully synthesized Fe2Ni2N/rGO hybrid composite for OER 
electrocatalyst material through two-step process with hydrothermal method and annealing. 
The morphology of precursor and Fe2Ni2N/rGO hybrid composite was analyzed by FE-SEM. 
The crystallinity of sample was confirmed by XRD. GO was confirmed by Raman 
spectroscopy. And the components of as-prepared precursor were measured by FT-IR spectra. 
Furthermore, we analyze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synthesiz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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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 efficient water splitting system should involve the reduction of high overpotential value, which was 

enhanced the electrocatalytic reaction efficiency of catalysts, during the hydrogen evolution reaction (HER) and 

the oxygen evolution reaction (OER) reaction, respectively. Transition metal nitride based nanostructures with 

enhance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improved corrosion-resistance such as composition (Ni3N, CoxN, 

CoMoNx, and NixFeyN), morphologies-engineering (porous nanosheets and wires) and their composites with 

carbon materials (N-doped graphene and CNT) have been consistently studied as the OER and HER catalysts 

due to the superior intrinsic conductivity, large specific reaction sites and synergistic electrical coupling effect. 

Despite great achievements and their promising performances toward OER, one of the challenging issues for 

excellent efficient OER electrocatalyst is design and control of the morphology and shape including highly 

opened reaction sites and enhanced cycl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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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hape memory alloys (SMAs) have been recognized as a 
core constituent for smart construction. In particular, the 
earthquakes can generate the significant damage in terms 
of structural robustness within a short period time. The 
presence of SMAs can be connected to the self-sensing 
and self-healing in hostile situations. The shape memory 
alloys exhibit two unique features, superplastic and shape 
memory effects. Frqeuncy-dependent impedance 
spectroscopy allows the simultaneous measurements of 
electrical/dielectric features in materials composites. 
Impedance spectroscopy has been extensively employed 
in hydration monitoring of cement-based materials [1]. 
The current work monitors the electrical/dielectric 
characterization of SMA/alumina cement composites and 
a reasonable equivalent modeling is proposed in in terms 
of microstructure and electrical properties 
 
2. Experimental 
The composition of SMA wires (0.28 mm in diameter) are 
Ni (50.4 at%) and Ti (49.6 at%). The SMA wires of 5 mm 
length were mixed with alumina cement functioning as a 
matrix material. AC-2-point electrode impedance 
spectroscopy was employed in SMA/alumina cement 
composites where the stainless steel plates were inserted 
as electrodes. Hydration is monitored as a function of 
SMA volume fraction and hydration time. The impedance 
spectra are acquired between 1MHz and 1Hz in the 
logarithmic manner.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shows impedance spectra obtained in cement-based 
composite materials. Such impedance spectra can be 
modeled using an equivalent circuit model which is made 
up of a multitude of resistors, inductors, and capacitors, in 
parallel, serials, or both in association with the 
corresponding impedance components in real or 
imaginary numbers [2]. The typical equivalent circuit is 
proposed in cement-based materials. In Fig. 1, the 
high-frequency region (the left of portion of impedance 
spectra is attributed to the bulk component of 
cement-based materials and the low-frequency region is 
attributed to the electrode-related polarization originating 
from the charge transfer  between ionic and electronic 
carriers. The former is induced by the pore solution 
constituting the bulk cement-based composites and the 
latter is generated by the ionic/electric transfer at the 

cement/electrode interfaces.  The addition of conducting 
SMA fibers into the cement matrix is expected to the 
conduction path in the bulk cement-based matrix by 
adding numerous short paths for the electrical transport 
phenomena to the inherent ionic path. Furthermore, the 
microstructure is dynamically changing as a function time. 
Those two issue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lectrical/dielectric features in SMA/alumina cement 
composites. 

 
 

Fig. 1. Time-dependent Impedance spectra of 
SMA/alumina cement composites where the SMA volume 

fraction is 0.01.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Frequency-based impedance spectroscopy can provide 
in-situ characterizations on the hydration of SMA/cement 
composites. The appropriate evaluation of the setting 
phenomena can be implemented as an indicator for the 
materials performance with special emphases on the safety 
issues. The microstructural interpretation of SMA/cement 
composites materials can be exploited towards 
high-performance cementitious materials designed for 
smar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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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Boron nitride nanotube (BNNT) is a counterpart of 
carbon nanotube (CNT) in which alternating boron and 
nitrogen atoms entirely substitute for carbon atoms in a 
honeycomb network. BNNT has good chemical,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Furthermore, BNNT 
also represent high thermal conductivity while being 
electrically insulating. Thus, BNNT is considered as very 
promising nanofiller for polymeric composites [1-3] to 
achieve both mechanical and thermal enhancement of 
polymer matrix. For the fabrication of high-performance 
polymer composites, the dispersion of nanofiller in liquid 
is  crucial to enhance the overall properties of the resulting 
product.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imple 
surface modification method, in which BNNTs can be well 
dispersed in water through a noncovalent functionalization 
process with amphiphilic polymer materials. 
 
2. Experiment 
2.1 Preparation of purified boron nitride nanotube 
(p-BNNT): The raw BNNT (Nano Integris, USA) was 
calcined at 650 oC for 6 h in the air atmosphere to oxidized 
amorphous impurities. The oxidized impurities were 
washed out by sonication and filtration with methanol. The 
remained powder was re-dispersed in DI-water followed 
by freeze drying process. 
 
2.2 Preparation of functionalized boron nitride 
nanotube (f-BNNT): 65 mg of p-BNNTs was added into 
325 mL of DI-water and sonicated for 24 h. After that, 13 
mM DSPE-PEG (2000) CA (1,2-distearoyl-sn-glycero-3- 
phosphorethanol amine- N-[carboxy (polyethylene 
glycol)-2000] (sodium)) was added to the reaction mixture 
followed by sonication for 2 h. After completing the 
sonication, the mixture was centrifuged at 3000 rpm for 1 
h to remove unreactants. After centrifugation, the 
sediment was re-dispersed in DI-water for further use. 
 
3. Results  
 Functional groups introduced on the surface of the 
BNNT were analyzed using FT-IR. As shown in Fig 1(a), 
the f-BNNT shows a characteristic peak of C-H and C-O 
bond, attributed to DSPE-PEG(2000)CA at 2934 and 1105 
cm-1, respectively.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BNNT 
surface was well modified with DSPE-PEG(2000)CA via 

noncovalent functionalization process. The effect of 
introduced DSPE-PEG(2000)CA on the dispersibility of 
BNNT in water media was examined. As shown in Fig. 
1(b), f-BNNT shows the homogeneous dispersion in the 
water. These results clearly suggest that wrapped DSPE- 
PEG(2000) CA on the surface of the BNNT produced an 
enhancing effect on the dispersion stability of the BNNT 
in the water media due to the presence of hydrophilic head 
groups. In addition, even after one month, it shows good 
dispersion stability. These results confirm that DSPE-PEG 
(2000)CA can act as an effective dispersion agent to 
increase the dispersibility of the BNNT. 
 

 
Fig. 1. (a) FT-IR spectra of f-BNNT and (b) dispersion 
stability of raw BNNT and f-BNNT in DI-water after 
1month rather (Sonication time: 2h). 
 

 

4. Conclusions 
  The modified BNNT with DSPE-PEG(2000)CA has 
displayed the homogeneous dispersibility in water media 
due to high polarity of head group of DSPE-PEG(2000) 
CA and cutting effect of the BNNT. We believe that this 
proposed modification method significantly enhances the 
BNNT availability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such as 
high-performance polymer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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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hydrogen evaluation reaction (HER) at cathode and 
oxygen evolution reaction (OER) at anode need to be 
applied catalyst to enhance catalytic performance, 
longtime stability, and cost effectiveness [1]. Until now, 
Iridium, Ruthenium, and Pt-based material, respectively, 
have been showing with the best OER and HER 
performance to achieve an output current of 10 mA cm-2 at 
low applied voltage of 1.5 V [2]. However, the scarcity 
and expensiveness of such materials limit their application. 
Recently, the formation of transition metal phosphide has 
been considered with high potential due to high thermal 
stability and hardness, as well as resistance to oxidation 
and chemical attack due to having coordination bonding of 
metal with phosphorous [3]. In this study, we designed a 
hierarchical core-shell nanorods based on a CoxOy-core 
coating with a thin nanolayer Co-shell doped by Mo and P 
for the first time via a hydrothermal reaction followed by 
an electrodeposition step to accelerate HER and OER. 

2. Experiment 
2.1 Synthesis Core-Shell CoxOy@Co-Mo,P@3DNF 
0.5 g Co (NO3)2.6H2O, and 0.6 g urea was dissolved into 
60 ml deionized water (DI) which was stirring for 30 min 
to foam a clear solution. The resulting mixture reacted at 
120 C in the oven for 6 h. The as-obtained Co-hydroxide 
nanoneedle on the Ni foam (Cox(OH)y@3DNF) which was 
washed with water and ethanol then dried at 60 C for 6 h. 
The Cox(OH)y@3DNF was inserted inside middle tube of 
chemical vapor deposition machine (CVD) for the 
reduction in 100 sccm of Ar and H2 (60 sccm) at 300 oC for 
3 h with ramping rate 3 oC per min. The CoxOy@3DNF 
substrate (1*1 cm2) as working electrode was immersed in 
solution of 0.29 g Co(NO3)2.6H2O, 0.3 g Na3C6H5O7.2H2O, 
0.6 g of Na2MoO4, and 1 g NaPO2H2·H2O for ECD 
process with an applied voltage of -1 V (versus Ag/AgCl) 
for 60 s time deposition. Finally, the prepared CoxOy@ 
Co-Mo,P@3DNF was cleaned dried in a vacuum oven at 
60oC and obtained.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SEM images exhibit that nanoneedle was uniformly 
grown over the Ni foam. The needle structure could 
improve the active sites that contact with electrolyte and 
enhance the electrocatalysis of electrode materials. 
Furthermore, this structure could enhance the ion/electron 
transport properties and also improve the electrolyte 
penetration during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4. Conclusions 
We successfully fabricated core-shell CoxOy@Co-Mo, 
P@3DNF with unique porous networks for HER and OER. 
This catalyst is cost-effectiveness and high activity for 
water splitting.   

 

 

 

 

 

Fig. 1. (a) SEM images of Cox(OH)y@3DNF nanoneedle, 
(b) CoxOy@Co-Mo,P@3DNF. 

 
 
 
 
 
 
 
 

 
Fig. 2. (a) CV curves of HER, and (b) OER curves of 
CoxOy@Co-Mo,P@3DNF electrode with different 
deposition time. 
 
4. Conclusions 
We successfully fabricated core-shell CoxOy @Co-Mo, 
P@3DNF with unique porous networks for HER and OER. 
This catalyst is cost-effectiveness and high activity for 
water spl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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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arbon-based materials have been excellent negative 
electrode materials for supercapacitors due to their high 
conductivity, high stability, and superior power density. 
However, their low specific surface area and bulk nature 
lowered energy densities which hindered for real applications.  
Recently, metal-organic frameworks derived carbon 
materials have emerged as a new class of electrode 
materials for supercapacitors due to their high specific 
surface area and tunable pore size distributions [1]. 
However, the derived carbon materials were usually in 
powder form and required a pre-coating process during 
electrode fabrication. This resulted in fast capacitance 
fading during long cycling test due to the degradation of 
active materials from the substrates and significantly 
reduced their cyclic stability which restrains from the real 
application. In this regard, electrospinning of MOFs is an 
excellent strategy for the synthesis of free-standing carbon 
materials with superior properties [2]. Accordingly, we 
have synthesized necklace like 1D porous N-doped carbon 
nanofiber network derived from electrospun PAN@ZIF- 
67 nanofibers for supercapacitor application. The prepared 
electrode exhibited superior electrochemical performance 
compared to those of carbon material obtained from 
ZIF-67 and PAN nanofibers alone. Specifically, it 
displayed a high specific capacitance of 214 Fg-1 at a 
current density of 0.5 Ag-1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ir 
unique porosity and structural features. 
 
2. Experiment     
2.1 Synthesis of PAN, PAN@ZIF-67 nanofibers 
ZIF-67 were prepared similarly to the previous report [3] 
with slight modifications. 
PAN nanofibers were prepared by electrospinning PAN 
(10 wt. %) solution with DMF. The flow rate, applied 
voltage, distance and the rotation of the drum collector 
were fixed at 650 L/h, 12.6 kV, 15 cm and 400 rpm 
respectively. For, PAN@ZIF-67 nanofiber, the electrospinning 
conditions are the same, except the solution was prepared 
by adding various wt. % of pre-synthesized ZIF-67 into 
the PAN-DMF solution. 
2.2 Synthesis of ZIF-67, PAN, and PAN@ZIF-67 
derived N-doped carbon /carbon nanofiber  
ZIF-67, PAN nanofiber, and PAN@ZIF-67 nanofibers 
were heated initially to 550 o C for 1 h at 2.5 degrees/min 
and then to 800oC at 5 degrees/min for 2 h in Argon 
atmosphere.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FE-SEM images showed the inclusion of ZIF-67 
inside PAN nanofiber which improved the specific surface 
area, thus increasing the contact area with electrolyte and 
enhance the capacitance of electrode materials.  

 
Fig. 1. FE-SEM images of a) ZIF-67, b) electrospun PAN 
nanofiber, and c) electrospun PAN@ZIF-67 nanofiber. 
 
Moreover, the highly porous structure could also enhance 
the ion/electron movement properties and improves 
electrolyte penetration during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Fig. 2. (a) CV curves, and (b) GCD curves of PAN@ZIF- 
67 derived carbon nanofiber electrode. 
 
4. Conclusions 
We have developed a free-standing N-doped carbon 
nanofiber network derived from electrospun PAN@ZIF-67 
nanofiber networks with unique porous networks which 
enhanced specific surface area by a simple, scalable, and 
cost-effective electrospinning and subsequent carbonization 
techniques. The developed electrode employed as a binder- 
free EDLC electrode for supercapacitor demonstrated high 
specific capacitance with superior rate capability and 
long-term cyclic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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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evelopment of high-performance energy storage device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asks in renewable energy 
[1-3]. Supercapacitor has attracted tremendous interest in 
the energy storage devices due to fast charge-discharge, 
high power density, and long cycle life. But, they suffer 
from lower energy density than conventional batteries. 
Transition metal sulfides (TMS) electrode materials are 
attractive for supercapacitors due to their exclusive 
properties such as admirable redox reversibility, greater 
electrical conductivity, amazing catalytic activity, and 
small electronegativity in comparison with TMS- 
hydroxides, TMS-oxides, and carbon-based electrode [2]. 
Additionally, progress of the metal-organic frameworks 
(MOFs) derived electrodes have fascinated into 
asymmetric supercapacitor (ASC). In the present work, we 
developed TMS based electrodes by MOFs and employed 
in the ASC. Synthesized electrode materials with 
hierarchical 3D architectures have expected to enhance the 
energy storage properties.  

 

2. Experiment 
2.1 Synthesis of Ni-Cu-S nanostructure  
Ni-Cu double hydroxide (DHs) precursor was grown on 
Ni-foam backbone using Ni(NO3)2.6H2O, Cu(NO3)2.3H2O, 
and imidazole by hydrothermal method, where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180C for 12h. The Ni foam 
supported Ni-Cu DHs was carefully rinsed with DI water 
followed by ethanol and then dried in air-oven at ~60C. 
Further, Ni-Cu DHs was converted into Ni-Cu-S 
nanosheet arrays using sodium sulfide by the 
hydrothermal treatment at 180C for 12h. 
 
2.2 Synthesis of Fe2O3@NG nanostructure  
Synthesis of Fe2O3@NG hydrogel negative electrode 
material was prepared by a reported method and synthetic 
procedure is given below [3]. Fe2O3@NG was prepared by 
an appropriate amount of FeCl3.6H2O, which was 
dissolved in DI water, and mixed with graphene oxide 
(GO) suspension, followed by NH4OH addition and the 
reaction mixture stirred for 30min under ambient 
conditions.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180C for 12h, 
and then as-obtained black cylinder was fetched out and 
kept in 20% of ethanol for 12 h, followed by freeze-drying 
at ~80C for 24h to obtain the final Fe2O3@NG. 
 
 

3. 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1 (a) shows SEM images of Ni-Cu-S with thin 
nanosheets, which were uniformly grown over the 
Ni-Foam support. Nanosheet could improve the 
capacitance of the electrode by increase in contact with 
electrolyte and active site. The asymmetric supercapacitor 
of Ni-Cu-S//Fe2O3@NSG fabricated using Coin-Cell 
method, where KOH was used as electrolyte and filter 
paper as the separator. Figure 1 (b) shows the CV curves of 
Ni-Cu-S//Fe2O3@NG ASCs at the different scan rate 
 

 
Fig. 1.  (a) SEM image of Ni-Cu-S nanosheets (b) CV 
curves of Ni-Cu-S//Fe2O3@NG ASCs at the different scan 
rate 

  

4. Conclusions 
The CV and GCD curves of ASC Ni-Cu-S //Fe2O3@NG 
results show the redox behavior contribution of EDLC and 
the pseudo capacitive characteristics. The CV curve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GCD curves of the ASC. A 
specific capacitance of ASC reveals CS=180 mAhg-1 at 3 
Ag-1, with an excellent energy density of 57.54 W h kg−1, 
and good power density of 15311 W kg−1. Further, ASC 
holds 91% of capacitance after 2,000 cycles shows goo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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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Lightweight, porous graphene/boron nitride hybrid 
3-dimensional (3D) materials have numerous applications 
[1, 2]. Generally, for making 3D foam, the freeze-drying 
method has gained a lot of attention due to its easy 
scalability and processing. However, the modulation of the 
internal morphology of the 3D foam produced by the 
freeze-drying method is too difficult, due to the strong 
chemical interaction between components. The high 
surface area and large open pore-size distribution of the 
3D foam are key parameters to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energy storage/absorption materials. In this study, we 
develop a simple way for controlling the internal 3D foam 
morphology through an electromagnetic interaction 
between the magnetic nanoparticles on the surface of 
graphene oxide (GO) and oxidized hexagonal boron 
nitride (O-BN) sheets and a magnetic field, to enhance the 
surface area of resulting materials. 
 

2. Experiment 
2.1 Preparation of oxidized GO: The 9:1 acid mixture of 
concentrated H2SO4:H3PO4 was added to a mixture of 
graphite (3 g) and KMnO4 (18 g). The reactants were then 
heated to 50°C and stirred for 12 h. After cooled to room 
temperature, 30% H2O2 (10 mL) was added and stirred for 
2 h. The resulting mixture was washed with DI-water, 30% 
HCl, followed by filtration and drying to obtain GO sheets. 
 

2.2 Preparation of oxidized h-BN: 1g of h-BN was 
dispersed in a 9:1 acid mixture of H2SO4:H3PO4 and 
stirred at 50 oC for 2h. 1.5g of KMnO4 was then added to 
the mixture and stirred at 50 oC for 6h. The mixture was 
then poured over ice DI-water and then 10 mL of H2O2 
added and stirring for 1h. The resulting mixture was 
washed with DI-water and 30 wt% HCl. The collected 
oxidized h-BN powder was dried at 50 oC for 24h. 
 

2.3 Preparation of GO/Fe/O-BN foam: The 50mg of GO 
and 50mg of O-BN were added to 10 mL of DI-water and 
sonicated for 2 h, following which 1 mL of an iron oxide 
was added to the suspension and then sonicated again for 2 
h and stirred for 24h. After that, resorcinol, glutaraldehyde 
solution, and sodium tetraborate were added and stirred for 
6 h. The materials were then frozen under liquid nitrogen 
in the presence of a magnetic field. The frozen materials 
were then freeze-dried for 2 days. As a reference, 
GO/O-BN foam was also synthesized.  
 

3. Results  
Fig. 1(a) and (b) showed an FE-SEM image of GO/BN 
foam and GO/Fe/BN foam (MF). As shown in Fig. 1, 
when we applied a magnetic field, GO and O-BN sheet 
was rolled up due to the electromagnetic interaction 
between the magnetic iron oxide and magnetic field. As a 
result of the proposed tuning method in this study, the 
internal morphology of GO/Fe/O-BN foam was changed 
from a sheet to a rope shape. Consequently, the 
GO/Fe/O-BN foam showed 2 times the enhanced surface 
area compared to GO/O-BN foam owing to the changed 
internal morphology. 
 

 
Fig. 1.  FE-SEM image: (a) GO/O-BN and (b) GO/Fe/ 

O-BNfoam  
 

Table 1 BET surface area of GO/O-BN and GO/Fe/O-BN 
foam  

Sample BET surface area (m2/g) 
GO/O-BN foam 68 

GO/Fe/O-BN foam 142 
 

4.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suggest a simple synthesis approach to 
rolling up GO/Fe/O-BN hybrid materials to enhance their 
surface area. The results show that scrolled structure was 
successfully formed from the GO/Fe/O-BN hybrid 
materials via electromagnetic interaction between the 
attached magnetic iron particles on the surface of 
GO/O-BN, and applied a magnetic field during the frozen 
process. This facile approach may provide a new direction 
for large-scale application in supercapacitors and oil/gas 
absorpt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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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Xene is an attractive 2D material for various 
applications due to its intriguing properties [1, 2]. 
However, the industrial applications of MXene in 
composites have limitations due to poor dispersibility in 
the organic solvent. Homogeneous dispersion of filler and 
strong interfacial interaction between the polymer matrix 
and filler are important parameters to enhance the 
properties of composites. Therefore, to solve it, herein, the 
MXene has been functionalized to improve the 
dispersibility in organic solvents. Furthermore, this study 
used boric acid (BA) as a cross-linking agent between the 
PVA resin and oxidized MXene (f-MXene) via hydrogen 
bonding interaction. As a result of the cross-linking 
reaction between the PVA and f-MXene with BA, 
f-MXene/BA/PVA showed the highest gas barrier 
properties. This result clearly suggests that the f-MXene is 
homogeneously dispersed in the PVA matrix and makes it 
possible to form hydrogen bonding with the BA due to the 
oxygen functional groups on the surface of f-MXene. 
 

2. Experiment 
2.1 Preparation of exfoliated MXene (e-MXene) and 
functionalized MXene (f-MXene): The e-MXene was 
prepared by etching out the Al layer from Ti3AlC2 MAX 
phase with 40 wt% HF for 18 h at room temperature and 
then washing with DI-water. The resulting material was 
put into a 100 mL of 1 M NaOH solution, then it was 
sonicated for 1 h, washed with DI-water and dried. 
Functionalization was performed by diazonium salt 
reaction. The f-MXene is redispersed in DI-water, added 
with 0.5g of sulfanilic acid and cooling to 0-5 °C. And 5 
mL of 1 M HCl solution was added. After 15 min, 0.2 g of 
sodium nitrite was added to the suspension. After stirring 
for 2 h, it was filtered and washed with DI-water, methanol, 
dimethylformamide, and acetone respectively. Finally, the 
f-MXene was dried at 60 °C for 24 h.  
 
2.2 Preparation of MXene/BA/PVA: 1 g of PVA, 0.5 mg 
of filler (e-MXene and f-MXene) and 0.5 mg of BA were 
dispersed in DI-water. The mixture was mixed and stirred 
for 3 h to allow crosslinking, then it was cast in a petri dish, 
and dried in an oven at 60 °C. 
 
3. Results  
TGA was used to confirm the presence of functional 
groups on the MXene surface (Fig.1 (a)). The TGA 

thermogram of f-MXene showed the weight loss between 
120 oC to 450 oC which can be ascribed to the elimination 
of functional groups. This clearly indicates that the 
functional group was covalently bonded on the surface of 
the MXene after diazonium salt reaction. Fig. 1(b) shows 
the oxygen permeability results of pure PVA film, 
e-MXene /f-MXene filled PVA composite film with and 
without BA. Among the prepared samples, the f-MXene/ 
BA/PVA composites film showed the highest gas barrier 
properties due to better dispersion and strong interfacial 
interaction with the PVA matrix. This suggests that BA 
can act as an effective cross-linking agent to enhance the 
properties of MXene filled PVA composites. 
 

 
Fig. 1. (a) TGA curves of e-MXene and f-Mxene,  (b) oxygen 

permeability of composite film (filler content: 0.5 wt%) 
 

 

4.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preparation method of 
f-MXene/BA/PVA composite to enhance the interfacial 
interaction between the functionalized MXene and PVA 
matrix using BA to increase the gas barrier properties. The 
obtained results clearly confirm that the BA can act as an 
effective crosslinking agent to enhance the properties of 
MXene filled PVA composites due to hydrogen bonding 
with f-MXene and polar-polar interactions with PVA and 
may provide a new direction for MXene-based barrier 
application. 
 
Acknowledg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X-mind Corps program 
(2017H1D8A2030449) and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2017R1A2B3004917) and the Leading Human Resource Training 
Program of Regional Neo Industry (2016H1D5A1909049)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Republic of Korea. 
 

References  
[1] M. Naguib et al. ACS Nano 6:1322:2012. 
[2] K. Maleski et al. Chem. Mater 29:11632:2017.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268 -



 

 

Hierarchical Co-V-Se Nanosheet Arrays as Advanced Electrodes for Flexible 
Solid-State Asymmetric Supercapacitors 

 
 

Thanh Tuan Nguyen1, Jayaraman Balamurugan1, Young Sun Lee2, Nam Hoon Kim1+, Joong Hee Lee1,2+ 

 
1Advanced Materials Research Institute for BIN Convergence Technology & Dept. of BIN Convergence Technology  

2Center for Carbon Composite Materials & Dept. of Polymer and Nano Science and Techn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jhl@chonbuk.ac.kr, nhk@chonbuk.ac.kr 
 

Keywords :  Vanadium nickel selenide, special capacity, Supercapacitors, Flexible energy devices  

 
1. Introduction 
Supercapacitors (SCs) are one of the most promising 
candidates for energy storage systems due to their 
ultrahigh power density, super-fast charge/discharge 
behaviors, long cycling stability, and great specific 
capacity [1,2]. However, the relative low energy density of 
SCs in comparison to batteries is major drawback that 
make big barrier for practical applications. Transition 
metal selenides are emerging as a new class of “battery- 
type” electrode materials for next generation SCs due to 
their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large specific surface 
area, and high theoretical capacity. In specific, the 
bimetallic metal selenides have high electrochemical 
activity materials because of excellent synergistic effect, 
tunable morphology, and controllable compositions. 
Herein, we have developed the high-performance, free 
standing Co-V-Se nanosheets by a simple and 
cost-effective hydrothermal approach followed by an 
effective selenization process. The as-synthesized 
Co-V-Se electrode exhibited superior electrochemical 
performance in 2M KOH electrolyte. As a result, the 
Co-V-Se electrode showed an excellent specific capacity 
of ~247 mAh g1 at 2 mA cm2, and 74% of capacity is 
retained at high current density of 40 mA cm2.  

2. Experiment 
Synthesis of Co-V-Se 
0.117 g NH4VO3 is dissolved in 20 mL water at 80 C for 
30 mins then is cooled to room temperature, the solution of 
0.291 g Co(NO3)2.6H2O, 0.074 g NH4F, 0.3 g urea, and 2 
mL NH4OH in 20 ml H2O was dropped into NH4VO3 
solution and keep stirring for 30 min. The mixture is 
transferred to autoclave with an immersed carbon cloth 
(CC). The hydrothermal reaction was carried out at 120 C 
for 12 h in an electric oven. The as-obtained Co-V 
LDHs/CC is selenized with NaHSe solution at 180 C for 
2 h. The as-obtained Co-V-Se is washed with water and 
ethanol several time to remove the unwanted impuritie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SEM images (Fig. 1) exhibit that the Co-V-Se were 
uniformly grown over the CC support. The nanosheets 
structure might improve the active site and work as 
reservoir electrolyte and could enhance the capacity of 
electrode materials.  
Furthermore, this structure could enhance the ion/electron 
transport properties and improve the electrolyte 
penetration during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Furthermore, this structure could enhance the ion/electron 
transport properties and improve the electrolyte 

penetration during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as 
showed in Fig. 2. 
 

 
Fig. 1. SEM images with different magnification of 
Co-V-Se. 

 

 

 

 

 

 
 
 
Fig. 2. (a) CV curves, and (b) GCD curves of Co-V-Se 
electrode. 
 
4. Conclusions 
we have developed ultrathin Co-V-Se NS were directly 
grown on CC by a simple, scalable, and cost-effective 
hydrothermal and subsequent selenization process. The 
as-obtained Co-V-Se electrode employed as flexible, 
free-standing, and binder-free electrode for supercapacitor, 
resulting in high specific capacity with excellent rate 
capability and long-term cyclic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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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섬유 복합재료(CFRP)는 낮은 비중, 높은 강도를 

지닌다는 장점으로 인해 항공, 자동차 산업 등에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다 [1]. 최근에는 높은 생산성 

과 재활용이 가능한 열가소성 수지를 기지상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2], 수지 

자체의 낮은 강도와 열 안정성으로 인해 CFRP의 

적용에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프로필렌 (PP) 수지를 기반으로 한 CFRP에 

전자빔을 조사하여 기지상의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을 

개선하였으며, 다양한 분석을 통해 그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시편 제작 
원재료는 PP 수지기반 장섬유 강화 열가소성수지 

(LFT) 상용 팰렛을 사용하였다. 이 펠렛에 전자빔 

가교제인 Triallyl Isocyanurate (TAIC)를 함량별로 

혼합한 후 ASTM D638규격의 dog-bone 인장시편으로 

사출하여 제작하였다.  
 
2.2 전자빔 조사 

전자빔 조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설에서 진행 

하였다. 빔 에너지는 5 MeV, 빔 전류는 5 mA로 고정 

하였으며, 이때의 흡수 선량률은 6.8 kGy/s이었다. 

흡수 선량은 100, 200, 400, 800 kGy의 네 조건이 

었으며 모든 전자빔 조사는 대기 및 실온에서 수행 

되었다. 
 
2.2 기계적 및 열적 특성 측정  
조사된 CFRP 시편의 인장시험은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하여 50mm/min의 시험 속도로 수행하였다. 인장 

시험 후의 시편 파단면을 SEM (FE-SEM4800, HITACHI) 

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한편, 열적 특성은 TGA 

(TGA4000, Perkim Elmer)와 DSC (DSC8000, Perkim 

Elme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량에 따른 기지상 

의 가교도는 겔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분자구조 

변화를 분석을 위해 FT-IR (IS-50, Thermo) 측정을 

수행하였다. 

 
3. 인장시험 결과 및 고찰 
 
전자빔 조사 후 흡수 선량에 따른 CFRP의 인장강도 

및 탄성율을 Fig. 1에 나타내었다. TAIC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의 강도와 탄성률은 저선량에서는 증가하 

였지만 고선량으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하지만, 

TAIC를 첨가한 CFRP의 경우, 전자빔 조사에 의해 

CFRP의 인장강도와 탄성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선량에서는 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자빔에 의해 기지상에 가교반응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선량 (200 

kGy)의 전자빔 조사로 CFRP의 인장강도와 탄성률을 

각각 최대 40.3% 와 13.7% 향상되었다. 
 

 
Fig. 1.  Plot of (a) tensile strength, (b) Young’s modulus 

 
4. 결론 및 향후과제 
 
전자빔 가교제가 첨가된 PP기반 CFRP는 전자빔을 

조사함으로써 인장강도와 탄성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이전 HDPE기반 CFRP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 

하지만 탄성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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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실리콘 산화물 절연체에는 

전하 트랩이 많아서 탄소나노튜브 트랜지스터의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 이 트랩을 막기 위해 고분자 
절연체와 산화물 이중층을 절연막으로 활용하면,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2. 절연체 이중층 
 
2.1 실험 물질  

divinyl-tetramethyldisiloxane-bis (benzocyclobutene) 
(BCB)와 산화 지르코늄 이중층을 활용한다. 
 

2.2 실험 방법 
UV에 노출시켜 sol-gel 방식으로 코팅한 산화 

지르코늄 층 위에 BCB 고분자를 코팅하여 열을 
이용하여 가교한다. 가교한 층 위로 전극과 탄소 
나노튜브 복합체를 코팅하여 트랜지스터를 제작한다. 
 
3. 결과 및 논의 
 
실리콘 산화막을 이용한 트랜지스터와 고분자/ 

산화물 이중층을 이용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이중층의 소자에서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복합체를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복합체 표면이 공액 고분자의 물성을 가지므로, 
공액 고분자만이 갖는 특성을 이용하여 센서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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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etopyrrolopyrrole (DPP) 기반 고분자와 밴드갭이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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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합성된 탄소나노튜브는 금속성과 반도체성이 

섞여있는 다발 형태이다.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특정 
전자 소자에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성만 분리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특정 공액 
고분자를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를 분산시키면, 
반도체성 탄소나노튜브만 분리가 가능하다. 
 
2. 고분자 랩핑 
 
2.1 실험 물질  

Diketopyrrolopyrrole (DPP) 기반 고분자와 지름이 1 
nm 이상의 좁은 밴드갭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다. 
 

2.2 실험 방법 
고분자 용액에 탄소나노튜브를 첨가한 후, 초음파 

분쇄하여 랩핑한다. 반도체성 탄소나노튜브 
복합체만을 추출하기 위해 원심분리를 거친다. 
 
3. 결과 및 논의 
 
 근적외선 영역에서 흡광도가 있는 것을 통해 분리한 

용액에 탄소나노튜브 복합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복합체를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복합체 표면이 공액 고분자의 물성을 가지므로, 
공액 고분자만이 갖는 특성을 이용하여 센서로 
이용가능하다. 
 
참고문헌 
[1] Lei, Ting, et al. Small 11.24: 2946-295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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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중 가압조건에 따른 내열복합재의 열분해 및 삭마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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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는 낮은 밀도 및 삭마율, 
우수한 내열성의 특성을 가지며, 기지재료로 사용 
되는 페놀수지는 열분해 시 탄소의 수율이 높아 로켓, 
미사일 노즐 부위의 열 차폐재로 사용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내열복합재의 열분해 특성을 분석하고 
삭마 특성을 평가하여, 복합재 성형 시 가압조건에 
따른 삭마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2. 실험 
 
2.1 복합재 제조 :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페놀, 탄소/페놀 복합재를 제조 
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강화재로 실리카직물은 
8매 주자직을, 탄소직물은 Rayon계 2X2 능직을 
사용하였고 기지재로는 레졸형(resole) 페놀수지를 
적용한 프리프레그로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복합재 
는 90 ℃에서 90분, 145 ℃에서 180분의 조건으로 성형 
하였으며, 소재별로 5 bar, 50 bar 두 가지 압력조건으로 
삭마 시험체를 제조하였다. 
 

2.2 분석 및 시험 :  

실리카/페놀 및 탄소/페놀 복합재의 열분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중량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분석은 상온~1200 ℃의 

온도범위에서 10 ℃/min의 승온속도로 진행하였다. 

삭마 시험은 ASTM E285에 의거하여 진행하였으며,  
초음속 토치 실험을 통해 복합재의 삭마율을 계산 

하였다. E d/b                (1) 
여기서 E는 삭마율, d는 시편의 두께, b는 burn-through 
시간을 말한다. 
 
3. 결과 및 고찰 
 
열중량분석 결과, 약 100~120 ℃에서 일부 수분 및 
용매가 증발하고 약 320 ℃ 이상부터는 페놀수지의 
열분해가 시작되면서 숯층을 형성한다. 실리카 섬유 
의 경우에는 약 1300 ℃부터 숯과 화학반응이 시작 

되며 실리카 섬유는 연화되어 1700 ℃에서 용융층을 
생성하게 되고, Rayon계 탄소섬유는 숯을 지지하여 약 
1700 ℃까지는 거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2][3]. 
제조한 내열복합재의 삭마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실리카/페놀은 0.303 mm/sec, 탄소/페놀은 0.975 
mm/sec의 삭마율을 나타내었다. 
 

  
(a) before test                     (b) after test 

Fig. 1.  Specimen of Ablation Test (SPH).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열복합재의 열분해 특성을 분석하고 
복합재 경화 중 가압조건에 따른 내열복합재의 삭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초음속 토치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형압력에 따라 복합재 성형 시 발생되는 가스 및 
페놀수지의 배출 정도에 영향을 미쳐 복합재의 삭마 
특성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경화 
조건에 따른 내열복합재의 인장, 굴곡 특성 및 층간 
전단강도를 시험하여 경화압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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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lame retardants are chemical substances which are added 
to polymers which are used in textiles, plastics, electronic 
hardware and different substances to avoid fire risks [1]. 
Among various kinds of fire retardants are organic 
phosphate esters without or with halogens, inorganic 
chemicals (for example, antimony oxides, titanium 
oxides), and chlorinated and brominated organic 
compounds. Recently, transparent fire resistant coatings 
have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in some exceptional, 
for example historic buildings, exceptional furniture, 
heritage conservations, and cultural relics due to their 
good decorative and fire protection properties [2]. 
Conventional added substance fire-retardant coatings, 
transparent coatings are generally prepared by mixing 
reactive flame retardants with a matrix resin instead of by 
adding an additive flame retardant directly into a matrix 
resin with a high concentration, for that reason endowing 
the coatings with excessive transparency [3].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non-toxic nanocomposite 
fire retardant coating formulations and study the thermal 
resistance during the degradation of coating. 
2. Experimental Procedure:  
Zinc ferrite (ZnFe2O4) nanoparticles were prepared by 
precipitation method using 0.1M Fe (NO3)3 and 0.1 M Zn 
(NO3)2 solutions. Epoxy resin nanocomposites reinforced 
with zinc-ferrite nanoparticles have been prepared at four 
di�erent formulation levels having F1(Without adding 
nanoparticles), F2(2% w/w ZnFe2O4), F3(4% w/w 
ZnFe2O4) and F4(6% w/w ZnFe2O4) combination with 
epoxy resin/hardener, ammonium poly phosphate, boric 
acid, graphite and Chitosan,~56:15;15:7:7 w/w%. via slow 
string method. The exact formulation ratio was shown in 
table 1. After homogenization of the formulation epoxy 
nanocomposite coatings were dried at room temperature 
upto 4 days to convert as solid for analysis. 
3. Results and Discussion:  
Zinc ferrite (ZnFe2O4) nanoparticles were characterized by 
using FESEM XRD, FTIR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combined with 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 (EDS). EDS studies showed quantitative 
determination and elemental composition of Zn/Fe ratio. 
The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was showed 
peaks the broad band absorption peak at 3410cm−1 
(bending mode of H2O) indicated the presence of water 
molecules on the surface of ZnFe2O4 nanoparticles and 
540 cm−1and 420−1 indicated for Fe–O vibration and Zn–O 
vibration respectively and presented in Figure 1. 

The improved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and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ured epoxy resin 
nanocomposites filled with the functionalized zinc ferrite 
nanoparticles are observed compared with those of the 
cured pure epoxy resin formulation. The flammability and 
thermal stability behaviors of these nanocomposites are 
evaluated using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UL-94V and cone calorimeter.  

 
Fig. 1.  FTIR spectra of ZnFe2O4 nanoparticles 
 
Table 1 Ratio of formulation Epoxy resin nanocomposites 
Formu
lation 

A
P
P 

Gra
phite

Cito
san 

Bo
ric 
Ac
id 

ZnF
e2O4 

Bisphenol:
Hardener 
(2:1) 

F0 14 6 6 14 0 60 
F1 14 6 6 14 2 58 
F2 14 6 6 14 4 56 
F3 14 6 6 14 6 54 

 
4. Conclusions:  
The heat release rate (HRR) peak of the epoxy filled with 
functionalized zinc ferrite nanoparticles is observed to 
decrease dramatically with increasing functionalized zinc 
ferrite particle loadings. An increase in the LOI value was 
observed with the increase in wt% of zinc ferrite (ZnFe2O4) 
nanoparticles. From the UL-94V data, it was confirmed 
that the F-2, F3 and F-4 composites were pass the flame 
test and were rated as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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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폴리이미드 (PI)는 고유한 높은 굴절률과 기계적, 
열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좋은 폴리 이미드는 높은 굴절률을 
갖게 될 때 다양한 광학적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황 보다 더 높은 원자 
분극률을 갖는 셀레늄 (Se)과 텔루늄 (Te) 과 같은 
커다란 칼코젠 원소를 폴리 이미드 사슬내에 
도입하였다. 또한 고유한 굴절률이 높은 TiO2 무기 
나노 입자를 고분자 내에 분산시켜 굴절률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및 분석 
 

2.1 폴리 이미드 필름 제조 

폴리 이미드 (PI)필름은 PAA (Poly amic acid) 용액의 
축중합을 통해 제조되었다. PAA 용액은 칼코젠 
원소를 합유한 3SDEA와 네 가지의 다이아민, 
O-diamine, S-diamine, Se-diamine, Te-diamine 의 
축중합을 통해 제조되었다. PAA 용액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열적 이미드화 방법을 통해 PI 
필름으로 제작하였다. 
 

2.2 Se-diamine_3SDEA / TiO2 제조 

먼저 NMP 용매에 TiO2 나노 입자 (< 25 nm)를 초음파 
처리하여 고르게 분산시킨다. 3SDEA를 TiO2 나노 
입자가 분산된 NMP용매에 넣어 주고 질소 치환하여 
교반한다. 당량에 맞게 Se-diamine을 넣어 주고 
상온에서 24시간동안 반응시켜 TiO2 나노 입자가 
분산된 PAA 용액을 제조한다. PAA 용액은 실리콘 
웨이퍼, 유리에 스핀 코팅하고 질소 대기 하에서 
열처리하여 완전하게 이미드화 시켜준다.  
 
3. 분석 
 폴리 이미드의 굴절률은 실리콘 웨이퍼에 두께 10 

μm로 스핀 코팅하여 측정하였다. 굴절률은 

O-diamine, S-diamine, Se-diamine, Te-diamine의 

순서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e-diamine_3SDEA_TiO2 폴리 이미드 필름의 굴절률은 

무기 나노 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Te-amine_ 3SDEA 의 

굴절률보다 낮았다.   
 

 
 

Fig. 1. The refractive index curves of PI films measured at 
different wavelength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칼코젠 원소인 셀레늄 (Se)과 텔루늄 

(Te)을 포함하는 Se-diamine, Te-diamine을 합성할 

수 있었다. 각각의 O-diamine, S-diamine, 

Se-diamine, Te-diamine과 3SDEA의 중합 반응을 

통하여 PAA를 제조하고, 열적 이미드화를 통한 PI 

필름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PI 필름은 높은 

투과도와 굴절률, 낮은 복굴절, 높은 열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Se-diamine_3SDEA에 TiO2를 

분산시켜 무기 나노 입자가 분산된 폴리 이미드 

필름을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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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wearable triboelectric sensors have been 

significantly developed due to their simple and cost- 
effective fabrication process, flexibility, high sensitivity, 
and self-powering capability [1, 2]. Especially, fiber and 
textile based wearable triboelectric device has a great 
potential as a smart sensor system for both fitness 
monitoring and medical diagnostics [3, 4]. In principle, 
triboelectric device is driven by triboelectrification and 
electrostatic induction during the periodic contact and 
separation between two materials with different 
triboelectric polarities [5, 6]. Here, we fabricate self- 
powered triboelectric wearable sensor by sewing machine 
stitching of PVDF fibers for the first time. Due to the facile 
sewing process of various stitch patterns, it is capable of 
fabricating diverse wearable devices for human motion 
sensing as well as bio-signal detection when stitched on 
the desired apparel.  
 
2. Results and Discussion 
 
2.1 Fabrication of PVDF-stitch-based triboelectric 

sensors: For the PVDF stitching process, PVDF fibers 
were spun by a dry-jet wet spinning process. Owing to the 
high mechanical strength of the prepared PVDF fiber, it 
could be sewed by a sewing machine (Figure 1a).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re is no existing report on 
fabricating a textile device with PVDF-based stitches by a 
sewing machine owing to the weak mechanical property of 
PVDF fibers. Various PVDF stitch patterns could be easily 
fabricated by facile sewing machine stitching, resulting in 
e-textiles with all-stitched structures. Figures 1b-i show 
diverse stitch patterns, indicating that PVDF fiber is 
mechanically strong enough to be sewed into arbitrary 
patterns. This capability of sewing machine stitching of 
various patterns facilitates the fabrication of sophisticated 
textile structures for e-textile applications.  
 

 
Figure 1. PVDF stitch-based triboelectric textile sensors. 

The working mechanism of PVDF-stitch-based 
triboelectric sensors is based on the conjunction of contact 
electrification and electrostatic induction during the 
contact and separation with nylon fabric. Due to PVDF has 
a higher electron affinity than nylon according to the 
triboelectric series [7], the repeated contact–separation 
movements between two objects could induce continuous 
alternating current and voltage outputs. 

 

2.2 Wearable triboelectric sensors for diverse 
applications: The facile fabrication of PVDF stitches by a 
sewing-machine is efficient for demonstration of various 
textile-based triboelectric sensors. These resulting 
self-powered sensors have detection capability under 
broad range pressure (326 Pa to 326 kPa). Therefore, it is 
available for the pulse signal monitoring in real time 
(Figure 2a). Moreover, it is also available to detect and 
distinguish diverse hand gestures and body motions by 
generating intrinsic signal patterns for the specific gesture 
and motions (Figure 2b-c). And Figure 2d shows the 
PVDF stitch sensor array for the monitoring of foot 
pressure.  
 

 
Figure 2. Diverse applications based on PVDF stitching.    
 
4. Conclusions 

 

In summary, PVDF-stitch-based triboelectric sensors 
have been demonstrated by using a sewing machine for the 
first time. The operation of a sewing machin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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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pun PVDF fibers is feasible due to the strong 
mechanical strength of the as-spun PVDF fibers. Due to 
the superiority of PVDF stitch, various wearable devices 
can be easily fabricated by using a sewing machine. The 
resulting wearable sensors enable detecting and 
distinguishing diverse body motions with the 
corresponding intrinsic signal patterns. In addition, these 
sensors also enable real-time self-powered pulse signal 
monitoring. This work suggests a feasible fabrication 
approach to realize stitched textile sensors using a sewing 
machine, with many possible e-textil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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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earable healthcare devices are drawing attention to 
monitoring of physical activity, electrocardiogram, 
temperature, pH, and ultraviolet (UV) light. Among the 
healthcare parameters, temperature is most important to 
diagnose infection, inflammation, or antigenic reactions. 
Hence, there have been lots of researches about 
temperature sensors, for example, conductive fillers in 
flexible substrate [1]. However, they still require facile 
fabrication, and operation without external power. 
The colorimetric sensors have great advantages of 
cost-effectiveness and simple detection process. Among 
the candidates of colorimetric sensors, such as photonic 
crystals or thermochromic dyes, plasmonic nanoparticles 
have unique abilities of a wide range of colors via 
changing materials, geometries, and clusters, and a tunable 
color related to interparticle distance [2]. To control the 
plasmonic color with temperature change, the plasmonic 
nanoparticles can be assembled with thermoresponsive 
poly(N-isopropylacrylamide) (PNIPAM) hydrogels. The 
PNIPAM hydrogel changes its volume at around its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LCST), 32‒34 °C. 
Nonetheless, previous researches have solution-based or 
volume-changing problems [3-4]. 
Here, we demonstrate a stretchable and wearable 
colorimetric patch with thermoresponsive plasmonic 
microgels embedded in a stretchable hydrogel film. The 
plasmonic microgels exhibited a large thermoresponsive 
extinction peak shift of 176 nm in a short time of 1 s 
because of the plasmonic coupling of gold nanoparticles 
(AuNPs). In addition, the colorimetric patch was 
strain-insensitive up to 90 % strain without color change. 
Due to the tunable LCST of PNIPAM hydrogels, the 
colorimetric array patch showed a wide detection range of 
25‒40 °C and a high resolution of 0.2 °C, and it can be 
used as a colorimetric temperature visualizer. 
 
3. Results and Discussion 
 
To get the maximum change in interparticle distances, a 
raspberry-like architecture of AuNPs on a PNIPAM 
microgel was embedded in a polyacrylamide (PAAm) 
hydrogel (Fig. 1). The loosely packed AuNPs on a 
PNIPAM microgel was prepared at 24 °C based on the 
electrostatic attractive force between opposite surface 
charges and the optimization of mixing ratio of AuNP and 
PNIPAM microgel. The interparticle distance between 

   
Fig. 1.  Scheme of the plasmonic microgels in PAAm. 
 
AuNPs decreased greatly at 50 °C, and it became densely 
packed assemblies. PAAm matrix can maintain its volume 
as temperature is changed because it is non- 
thermoresponsive hydrogel. 
For the measurement of thermoresponsive color shift of a 
thermoresponsive colorimetric sensor, the PAAm 
hydrogel containing plasmonic microgels was 
encapsulated between two thin polydimethylsiloxane 
(PDMS) films (150 µm thickness). The flexible PAAm 
hydrogel film was able to hold plasmonic microgels with 
 

 
Fig. 2. Thermoresponsive color shift of a plasmonic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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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oncentration, 8 times higher than the original 
concentration. The plasmonic microgel film exhibited 
noticeable color change between red and grayish violet as 
temperature was changed between 24 and 50 °C. It also 
showed a large plasmonic peak shift from 545 to 721 nm 
(by 176 nm) when temperature is increased from 24 to 
50 °C. Because the plasmonic microgels are embedded in 
the PAAm film, the color shift is highly stable during 
reversible temperature shifts for 10 cycles (Fig. 2). 
Furthermore, the thermoresponsive colorimetric patch 
showed high stretchability by encapsulating with thin 
PDMS films. The encapsulation was done by the 
hydrogel-elastomer networks, which is made of covalent 
crosslinking of hydrogel onto the elastomer surface [5]. 
The original surface area of plasmonic film is 40 × 15 mm2, 
and it can be stretched up to 90 % strain in length (Fig. 3). 
The optical color of sensor was not disturbed by 
mechanical stretching when comparing the relative red 
values of unheated and heated regions. 
The advantage of PNIPAM hydrogel is the controllable 
LCST by mixing the additives such as salt or surfactant [6]. 
As a result, the transition temperatures of the plasmonic 
microgel solutions were 29, 31.5, 32, 33.5, and 37 °C for 
0.2M NaCl (N2), 0.1M NaCl (N1), no additives (Ref), 
1mM sodium dodecyl sulfate (SDS) (S1), and 2mM SDS 
(S2), respectively. As increasing temperature, the 
colorimetric sensor array made of the plasmonic hydrogel 
showed gradual color shift. Especially, as the temperature 
is increased from 29 to 33 °C, the change of red value for 
sample S1 (I in Fig. 3) shows high sensitivity of 
−8.24 °C−1. The red values for sample S2 (II in Fig. 3) also 
has high sensitivity of −8.76 °C−1 in temperature range of 
32‒40 °C. After linear fitting, both samples show high 
linearity of R2 = 0.99 in each temperature range. By 
integrating the color change of array, the sensor can 
distinguish the temperature 
 

 
Fig. 3. Stretchability, detection range, and resolution. 
in 0.2 °C resolution (Fig. 3). 

4.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In summary, we developed a thermoresponsive smart 
colorimetric patch by decorating AuNPs on PNIPAM 
microgels and embedding the raspberry-shaped plasmonic 
microgels in a stretchable PAAm hydrogel. The plasmonic 
film resulted in vivid color change between red and 
grayish violet during temperature change of 25‒40 °C. 
The thermoresponsive color shift was reversible, and it 
was stable when stretching up to 90 %. With tunable 
LCST of PNIPAM, the colorimetric array exhibited a wide 
range of color change in 25‒40 °C with a high resolution 
of 0.2 °C. Further combination of different material and 
shape of plasmonic nanoparticles and hydrogel 
microstructures can broaden the application field of the 
smart colorimetric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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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은 LNG 운반선 
저장시스템의 단열재로 사용되어 천연가스(Natural 
Gas)의 액화온도인 -163℃를 유지하여 외부 열 유입을 
막아 LNG 증발을 최소화시킨다. 본 연구는 폴리 
우레탄 폼의 단열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로 수행되어 
PUF의 제작 공정 중 Kevlar pulp를 첨가하여 수행 
하였다. Pulp의 첨가량을 0.2wt.% 단위로 1.0wt.%까지 
첨가한 K-PUF를 Lap-scale로 제작하였다. 제작한 
K-PUF의 열전도도를 측정 및 x-ray CT 분석을 통해 
셀의 기공크기 분포를 측정하였다.  
 
2. 실험준비 
 
2.1 시험편 제작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 발포제가 폴리우레탄 폼의 
합성재료로 사용되었으며 100:116:5의 비율로 혼합 
되었다. 먼저, 용액이 내재하고 있는 기공을 줄이고자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 용액을 5℃로 예냉 시킨 뒤 
상대적으로 점도가 낮은 이소시아네이트에 Kevlar 
pulp를 첨가하고 호모게나이저를 이용하여 용액을 
혼합하였다. 이후, 섬유가 첨가된 혼합용액에 폴리올 
과 발포제를 넣고 4500rpm의 속도로 60초간 혼합하여 
케블라-폴리우레탄 용액을 만들었다. 최종 혼합물은 
개방형 박스틀(320×320×320mm3)에 부어 24시간 
자연발포 및 경화시킨 뒤 K-PUF Bulk를 제작하였다.  
 
2.2 열전도도 분석  
폴리우레탄 폼의 열전도도 측정은 Heat flow meter 
(HFM, NETZSCH)를 사용하였으며 상온(20℃)과 저온 
(-20℃)에서 단열성능을 측정하였다. 
 

2.3 미세구조 분석 
폴리우레탄 폼의 기계적 성능은 셀의 크기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이종재료의 첨가는 PUF의 균질성에 
영향을 끼치며 셀 형성을 방해하여 닫힌 셀 구조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셀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셀 구조에 대해 형태학적 분석하기 위해 
주사현미경(FE-SEM SUPRA25, ZEISS)을 사용하였다. 

또한,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을 
이용하여 K-PUF의 기공 크기 분포를 분석하였다. 
CT는 의료 CT Scan의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x-선을 
대상에 투사하여 횡단면 영상 획득 및 3D 재구성을 
통한 대상의 내부구조를 볼 수 있는 비파괴 영상 
기술이다. ORS사의 Dragonfly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PUF의 스캔 이미지를 2D 및 3D로 재구성하여 분석 
하였다. 기존의 광학현미경을 사용한 통계분석은 
PUF의 기공크기 분포를 이해하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PUF의 한 단면만 제한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구 형상의 셀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T 분석을 수행하여 
PUF 방향과 관계없이 통계적 계산을 통해 정확한 
volume distribution를 구하였다.  
 

3. 결과 
열전도도 측정결과, 상온(20℃)에서는 0.2wt.% K-PUF 
의 열전도도는 Neat-PUF의 열전도도와 비교하여 
1.656% 소폭 증가하지만 0.4wt%부터 Neat-PUF보다 
열전도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0.8wt% PUF에서 가장 
낮은 0.0290W/mK 열전도도 값을 갖는다. 하지만 1.0wt% 
K-PUF의 열전도도는 Neat-PUF의 12.035% 크게 
증가하였다. 저온(-20℃)인 경우, 0.4wt% K-PUF까지 
Neat-PUF의 열전도도보다 높은 값을 보이지만 0.6wt% 
PUF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0.8wt% K-PUF에서 가장 
낮은 0.0270W/mK열전도도 값을 갖는다. 
 
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EM 및 CT 
분석을 수행한 결과, 0.8wt.% 함량까지는 폼의 셀 
구조는 비교적 크기가 일정하고 독립된 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0.8wt.%를 초과하여 1.0wt.% 
를 첨가 시 셀 형성을 방해하여 셀의 붕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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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사선 중독은 불임, 백혈병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방사선 피폭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절실한데, 일반적으로는 납, 텅스텐, 주석 등의 무거운 
중금속으로 이용되어 한계가 있다. 이에 하이드로겔 
을 중금속 나노입자와 결합하여 신축성 있는 차폐재를 
제시하여 더욱 실용 가능성 있도록 한다. 또한 이에 
Clay를 도입하여 물리적 결합을 야기하여 자가 치유의 
특성을 보유하도록 한다.  
 
2. 본론1 자가치유 가능한 하이드로겔 복합체  
 
2.1 자가 치유 메커니즘    

 Figure1에 나타난 것처럼, 자가 치유 메커니즘은 

먼저, clay의 표면과 고분자가 수소 결합을 통해 

물리적 결합을 하고, 젤이 잘렸을 때, 고분자 체인이 

잘려 체인의 부분이 clay표면에 분포하게 된다. 그 

후, 잘린 표면을 접합 시키게 되면, 양쪽 clay 표면에 

분포한 폴리머가 반대편 clay 표면으로 확산 하고, 

또 새로운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자가 치유가 

발생하게 된다.[1]  

 

2.2 여러 요인의 자가치유 특성에 대한 영향 

자가치유 특성은 확산에 의해 발생하므로[2],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각각 고분자/Clay 비율, 치유 온도, 치유 시간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성은 Clay/ 

고분자 비율이 35.6% 일 때 가장 효율이 좋았고, 온도 

가 높고 치유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가치유 효율이 

높아짐이 드러났다. 최대 치유 효율은 55°C에서 

96%이다.  
 
3. 차폐 특성 평가  
제작된 하이드로젤-금속 복합체의 방사능 차폐 

특성을 평가해 보았다. 준비된 나일론 몰드에 젤을 

넣고, 두께별로 제작하여 방사능의 투과도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방사능의 투과도가 두께에 따라 

일정하게 투과도가 감소하는 것이 보였다. 또한, 

방사능의 자가 치유에 주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방사능에 일정 시간 노출시킨 젤을 잘라 자가 치유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방사능을 한 시간 

이상 쬐었을 때부터 급격히 치유 특성이 감소하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인체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시점 

은 약 10분간 쬐었을 때부터 이므로, 그 수준에는 

충분히 자가 치유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였다.  

 

 
Fig. 1.  Self-healing mechanism. 

 
Fig. 1.γ-ray exposure tests on hydrogel composite. 

 

4. 결론 및 향후과제 

자가치유 가능한 하이드로젤-금속 복합체로 

기존 중금속으로 이루어 지는 차폐재 보다 좀 더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는 물성이 약한 위 복합체를 개선하여 

물리적 강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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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substances are used to increase the flame retardance of 
a material are called as flame retardants. Flame retardants 
such as organic and inorganic have been used in the 
manufacturing of electronic devices, composites, 
constructing material and flame retardant coatings. 
organic flame retardants (Halogen contained agents) are 
most effective in the manufacturing of engineering plastics. 
Unfortunately, brome, chlorine contained flame retardants 
releases the toxic gases during burning [1].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usage of halogen free flame retardants is 
employed. an intumescent flame retardants are the most 
effective, low toxic and smoke suppressant, are here 
before the best agents to minimize the usage of halogen 
contained flame retardants. The intumescing flame 
retardants include three ingredients: an acid source, 
carboniging agent and a blowing agent.  During burning, 
the intumescent flame retardants invoves in the formation 
of thick char layer which restricts the flame [2]. It has been 
shown that acid sources such as ammonium polyposhphate, 
and pentaerythritol as carbonizing agnt are using as 
effective elements in intumescent flame retardant system. 
The intent of this research work is to evaluate the effects 
antimonous oxide on the intumescing flame retardant 
system. in this work UL-94V, LOI, TGA FTIR tests have 
been used to explore the formation of char,  their structure 
and the decomposition behavior of Epoxy/IFR/Sb2O3 
system. 
2. Experimental Procedure:  
To prepare composites, different wt% of Sb2O3 
reinforced into the epoxy resin/IFR System. IFR contains 
Modified ammonium polyphasophate, CFA (Charring- 
Foaming Agent) in 2:1 ratio. The Epoxy/IFR/ Sb2O3 
composites were prepared by hand layup molding method. 
Molded composite sheets were prepared in different 
dimension for the thermal and flame property analysis. 
Different amounts of Sb2O3 were added to mixture of 
resin and hardener (2:1 ratio), mixed for 20 min at room 
temperature to get homogenized sample. A blank of epoxy 
resin was also prepared by mixing of epoxy and amine 
hardener for reference purpose. The formed composites 
were allowed for curing at room temperature for two days.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composites listed in Table 1. 
The obtained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Limit Oxygen Index and UL-94V 
burning tests to evaluate the flame and combustion 
properties of the sample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Table.2 data shows the LOI and UL-94V results of the 
samples. From the data it is seen that pure epoxy resin has 
25.1 % LOI value. In addition the incorporation of the IFR 

system in 2:1 ratio increases the LOI value up to 28.3%. 
From this data it can be seen that the loading of Sb2O3   
into the Epoxy/IFR system increases the LOI values. 
Table.2 also shows the flame retardation properties of the 
samples. It is clear that addition IFR system to Epoxy resin 
has shown V-2 rating. It also indicates that all Epoxy/IFR/ 
Sb2O3 blends passes the burning test and reach V-0 rating. 
From the TGA results it is seen that the loading of Sb2O3 
shows great increase in the thermal property of the 
composites. It is due to that the charring-foaming agent 
interacts with antimonous oxide to form a dense protective 
char. This char prevents the flow of heat in between 
material and atmosphere. The modified ammonium 
polyphosphate also releases the inert gases such as 
ammonia and nitrogen in to the atmosphere. These inert 
gases can deplete the amount of oxygen and combustible 
gases.      

Table 1 Composition of the samples 
Epoxy % MAPP CFA Sb2O3 
100 0 0 0 
70 20 10 0 
68 20 10 2 
66 20 10 4 
64 20 10 6 

Table 2 Flame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Epoxy % MAPP CFA Sb2O3 LOI UL-94V
100 0 0 0 25.1 NR 
70 20 10 0 29.1 V-1 
68 20 10 2 30.8 V-0 
66 20 10 4 32.5 V-0 
64 20 10 6 33.7 V-0 
 
4. Conclusions:  
Ethylene diamine modified ammonium polyphosphate and 
CFA agents were synthesized successfully. The LOI and 
UL-94V results show the addition of Sb2O3 has shown a 
significant synergistic action on Epoxy/IFR system. It is 
confirmed that the addition of Sb2O3 at all concentrations 
can pass the burning test and shows V-0 ratings. All the 
above results show that Sb2O3 can be used as synergistic 
agent in intumescent flame retard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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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mass 
spectrometry (MALDI-MS) has been received intense 
attentions for analysis of large molecules owing to its high 
sensitivity and resolution [1]. However, MALDI-MS has 
critical issues of background interferences in low mass 
region from generally used matrices (e.g., 
α-hydroxycyanocinnamic acid (CHCA)). Therefore, it 
cannot be utilized to analyze small molecules (<1000 Da). 
Various nanomaterials have been investigated for 
matrix-free laser desorption/ionization mass spectrometry 
(LDI-MS) to analyze important small molecules such as 
saccharides, amino acids and peptides without background 
interference. MXene, a two-dimensionally layered 
titanium carbide, has recently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in materials science due to its aqueous 
processibility and excellent conductivity. Herein, we 
present the use of delaminated MXene (d-MXene) for the 
efficient LDI-MS analysis of small molecules. For using 
MXene as a matrix, d-MXenes were prepared by 
intercalation with dimethyl sulfoxide (DMSO) and then 
exfoliation with sonication in water [2]. The d-MXene 
showed high aqueous dispersibility and LDI-MS 
applicability compared to conventional nanomaterials. As 
a result, various important small molecules were 
efficiently detected without background interference. 
Especially, d-MXene exhibited the strong potential to 
detect a trace amount of environmental pollutants. 
 
2. Experimental section 
 
2.1 Preparation of d-MXene 
d-MXene was prepared by intercalation and delamination 
of commercially available MXene powder [2]. MXene 
powder was mixed and stirred for 24 h with DMSO for 
intercalation. The resulting mixture was washed several 
times with water via centrifugation, and then dispersed in 
water. The aqueous dispersion was sonicated in argon flow 
for delamination without oxidation.  
 
2.2 LDI-MS analysis of small molecules with d-MXene 
The small molecules including saccharide, amino acid, 
peptides, and pollutant were dissolved in water at 1 mM 
concentration. 1 L of small molecule solutions was 

mixed with 1 L of d-MXene on a target plate. The 
prepared samples were dried under ambient conditions, 
and then inserted into the MALDI-TOF MS. All 
MALDI-MS analyses were performed by using a Bruker 
Autoflex speed (Bruker Daltonics, Germany). 
 
3. Results and Discussion 
All small molecules including saccharide, amino acids, 
peptides, and small molecules were successfully detected 
by using d-MXene as a matrix with highly reduced 
background interferences. The detectable concentration of 
small molecules with d-MXene was determined to be 500 
fmol for sorbitol, 5 pmol for arginine and 2.5 pmol for 
Leu-enkephalin. Also, all of those molecules were 
detected in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with 
d-MXene. The mixtures of small molecules such as 
saccharides and amino acids were clearly distinguished in 
both water and PBS. These results indicated d-MXene is a 
promising matrix for LDI-MS analysis.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Based on the systematic characterization, it was confirmed 
that MXene powder was successfully exfoliated into few 
layered sheets by intercalation and sonication. By using 
d-MXene, we have demonstrated the d-MXene is an 
efficient matrix for MALDI-MS analysis of important 
metabolites as well as environmental pollutants. We 
believe that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insight and 
practical information for LDI-MS analysis of small 
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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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ince the discovery of carbon nanotube (CNT), CNT has 
become an enormous interesting subject in various 
research fields owing to its attractive physicochemical 
properties such as low density, chemical inertnes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nd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1]. 
Based on those properties, CNT is regarded as a promising 
material for developing next-generation high-performance 
fibers beyond carbon fibers which are widely used for 
aerospace, defense and automobile industrie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s, CNT fibers are forced to maintain 
their outstanding inherent properties under harsh 
conditions such as strong radiation and high temperature. 
Exposure to those environments could induce the 
oxidation on the surface of CNT fibers and then deteriorate 
their performance. Incorporation of titanium oxide (TiO2), 
well known a wide-bandgap semiconductor, is expected to 
improve the long-term stability of CNT fibers owing to its 
high UV absorption and thermal stability. In this study, we 
develop an efficient strategy to coat CNT fibers with TiO2 
for improvement of their long-term stability. The resulting 
TiO2 coated CNT (TiO2@CNT) fibers showed highly- 
sustainable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compared 
to pristine CNT fibers under exposure to a strong UV light 
at high temperature. In addition, TiO2@CNT fibers 
showed a high photocatalytic activity enough to degrade 
organic pollutants.  
 
2. Experimental section 
2.1 Fabrication of TiO2@CNT fibers 
CNT fibers were synthesized and spun by floating catalyst 
chemical vapor deposition (FCCVD) method. Next, the 
suspension of TiO2 nanoparticles (NPs) (1.0 mg mL−1) 
was prepared by a previously reported method [2]. The 
coating of TiO2 NPs onto CNT fiber was carried out by 
immersing pristine CNT fibers in a TiO2 suspension for 1 
h under exposure to UV (254 nm, 8 W). Then, the 
TiO2@CNT fibers were washed thoroughly with H2O/ 
ethanol and dried at room temperature for overnight. 
2.2 Characterization 
The changes of chemical structures,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CNT and TiO2@CNT fibers during 
exposure to UV were characterized by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Raman spectroscopy, 
FAVIMAT and four probe method to reveal the effect of 

TiO2 coating on the sustainable properties of CNT fibers 
under UV exposure at high temperature.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TiO2@CNT fibers also was characterized by 
UV-vis spectroscopy and diffuse reflectance spectroscopy 
(DRS). UV-protective properties of TiO2@CNT fibers 
were investigated, compared with those of pristine CNT 
fiber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TiO2@CNT fibers have a higher tensile strength of 
381 MPa than that of pristine CNT fiber (230 MPa), which 
is derived from increase of hydrogen bonding by the 
incorporation of TiO2 NPs and densification during 
wet-post treatments. Under exposure to UV at high 
temperature, the specific strength (N/tex) of pristine CNT 
fibers was halved, while that of TiO2@CNT was almost 
maintained. Also,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G/D ratio 
of TiO2@CNT fibers were well preserved in comparison 
with pristine CNT fibers. These results exhibited that the 
incorporation of TiO2 NPs improves the long-term stability 
of CNT fiber under exposure to UV at high-temperature. 
In addition, a photocatalytic activity of the TiO2@CNT 
fibers was investigated by monitoring photodegradation of 
methylene blue (MB), a common organic dye. The 
TiO2@CNT fibers showed a certain photocatalytic activity 
whereas pristine CNT fibers presented no photocatalytic 
activity. Our findings indicated that the present strategy 
can be a promising strategy to develop a sustainable and 
multifunctional CNT-based nanohybrid fibers.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In conclusion, we reported a facile way to sustai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NT fibers under exposure to 
UV at high temperature by incorporation of TiO2 NPs. The 
TiO2@CNT fibers showed a promising applicability for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environmental contaminants 
as well as long-term stability under exposure to UV and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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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체 전돔 (full-dome) 비행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제작 
하기 위해 고강도 경량화 설계 및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폼으로 구성된 
샌드위치 복합재를 이용하여 높은 비강도와 비강성을 
확보하였다 [1]. 또한, T형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을 
복합재에 삽입하여 구체 곡률 변형을 최소화하였다. 
시뮬레이터의 구조 안정성 평가를 위해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재료에 대한 기계적 물성은 
ASTM 규격에 따라 측정되었다. 
 
2. 시뮬레이터 구조 및 유한요소설계 
 
2.1 구체 조종석 구성 및 설계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샌드위치 복합재 내부에 
T형 스틸 프레임을 삽입하여 굽힘 강성을 추가로 
보강하고 구체의 처짐을 방지하였다. 총 
1,379,531개의 C3D10 요소로 설계되었고, 무게는 약 
280Kg이다. 
 
2.2 구성 재료 물성 시험 

샌드위치 복합재를 구성하고 있는 면재와 심재에 대한 
물성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ASTM D3039, D7078, 
C365에 근거하였다. 시험에 따라 측정된 면재의 
물성은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3. 구조해석 
 
3.1 경계 및 하중조건 
구체를 제어하는 4개 휠의 위치에 따라 두가지 
상황으로 모사하였다. 중력가속도를 부여하였으며, 
탑재 중량은 200Kg으로 가정하였다. 휠들은 고정되어 
있으며 구체와의 접촉 응력 및 변형을 해석하였다. 
 
3.2 구조해석 결과 
휠 위치마다 복합재 면재의 물성 방향에 따른 응력을 
위 시험에서 측정한 강성과 비교하고, 심재와 T형 
프레임은 Von-Mises 응력과 항복응력을 비교한 결과 
충분한 안전계수를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는 상황에 따른 외부 면재의 변위를 각각 보여 
준다.  

 
 

Fig. 1. GFRP sandwich composite with T-shaped frame.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GFRP skin 
Properties Value

Density [kg/m3] 2050
Young’s modulus (1-dir) [GPa] 16.54
Young’s modulus (2-dir) [GPa] 16.54
Shear modulus (12-dir) [GPa] 10.77

Poisson’s ratio (12-dir) 0.35 
Tensile strength [MPa] 247 

Compressive strength [MPa] 247 
Shear strength [MPa] 80 

 

Fig. 2. Displacement magnitude contour. 
 

4. 결론 및 향후과제 
 
구조 안정성 평가 결과 탑승 중량 200Kg에 대하여 
응력 및 곡률 변형 등이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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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경량화를 위해 기존 철강 소재를 이용한 

부품을 복합재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도 섬유강화 복합재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품의 평가 방법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현가장치에 사용 

되는 복합재 코일 스프링 개발을 위해 시행한 신뢰성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복합재 코일 스프링 개발 
2.1 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 2차 개발 

선재 제작 시 섬유는 브레이딩 방식으로 직조 

하였다. 또한 목표 물성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경은 

Layer의 개수로 맞추었으며, 수지를 열경화 하여 

제작하였다. 금형 제작 시 함침율을 높이기 위해 

스프링 외측면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스프링은 내측이 원형이 되고 외측은 

편평하게 D 형상으로 설계하였다. 

  

2.2 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 3차 개발  
3차 개발품 제작 시 금형 내부로 충분한 압력이 

적용될 수 있게, 선경은 2차 제품에 비해 약 27% 감소 

시켰다. 또한 유압자키를 이용하여 2차 개발품에 

비해 높은 압력을 가하였다.  

 
Fig. 1. (a) spring productions and (b) test machines. 

 
3. 복합재 코일 스프링의 신뢰성 평가 
3.1 코일 스프링 시험 
2차 및 3차 개발품을 이용하여 하중시험을 시행한 

결과 2차 개발품에서 파손이 발생되었다. 3차 개발품 

의 경우 하중시험 시 파손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S-N 

피로시험 중 목표 값에 미달되는 피로수명을 보였다. 

여기서 상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함침율 및 

파손부를 분석하였다.  

 
3.2 함침율 및 파손부 분석 결과 
시험 전 2차 및 3차 개발품에서 샘플을 채취하 

였으며, SEM을 이용하여 기공 및 수지 면적을 측정 

후 함침율을 계산하였다. 측정 결과 함침율은 각각 

89.7%, 95.3%로 3차 개발품이 2차 개발품에 비해 5.9%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Fig. 2. (a) SEM image and (b) resin area graph. 

 
파손부 및 파손 인접부에서 횡단면으로 시료를 

채취 후 SEM을 이용하여 균열 발생부 및 진전부를 

관찰하였다. 균열은 유리섬유와 수지의 경계면 및 

수지층이 두꺼운 부위에서 발생되어 진전된 유형이 

관찰되었다. 또한 상기 균열 진전부에서는 유리섬유 

가 터진 양상이 관찰되었다. 상기 시험결과 및 SEM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근간으로, 제품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함침율, 유리섬유의 기계적 

특성, 유리섬유와 수지의 결합력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 SEM and schematic images of crack initiation site.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복합재 코일 스프링의 성능 시험 및 SEM을 이용한 

파손부 분석 등을 통해 상기 스프링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함침율, 유리섬유 

의 기계적 특성, 유리섬유와 수지의 결합력 등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상기 요소의 변화에 따른 신뢰성 

평가를 통해,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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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 최근 복합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부품 기능면에서 외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프레임 같은 구조물(Structure)은 높은 인장강도 특성 
이 필요하며, 반면 코일 스프링은 외부 하중 방향을 
고려한 형상 설계도 추가로 요구되므로 공학적인 
면에서 난이도가 높다. 자동차용 현가장치에 사용되 
는 코일 스프링을 복합소재를 적용하여 개발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복합재 스프링 1차 개발 
2.1 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 설계 
자동차 서스펜션 중 맥퍼슨 타입은 구조가 간단하여 
일반 승용차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측력 보상(Side 
Load Compensation)이 설계시 요구된다. 이는 스프링 
상/하단부와 시트/패드와의 접촉면을 고려하여 사양 
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스프링의 기본 특성인 지정 
고시 하중 및 강성계수를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2.2 코일 스프링 제작/시험 

섬유를 브레이딩 방식으로 직조하여 코일 스프링 
선경을 만족하도록 Layer를 구성하고 수지를 열경화 
하여 제작하였다. 스프링 형상을 고정하기 위해 금형 
을 제작하였으며 특히 스프링 내측의 금형이 쉽게 
이형되도록 석고를 이용하였다. 
제작된 스프링은 하중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시험중 
파단이 발생하였다.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파단면을 
관찰하였으며 기공이 발견되어 하중시험 시 크랙 
발생이 용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섬유와 
수지가 고루 분포되지 않고 수지층만 존재하기도 하여 
잠재적 크랙으로 분류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Fig. 1.  Spring Production(Left), Test (Middle) and SEM 
Observation (Right)  

3. 복합재 스프링 2차 개발 
3.1 코일 스프링 재설계 

1차 개발품의 시험중 파단 원인인 기공 및 수지층을 
제거하기 위해 외부에서 강한 압력을 작용하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스프링 단면은 외력으로 인해 원형이 
아니라 D형태가 되었으며 역학적으로 스프링 내측이 
원형이 되고 외측은 편평하게 스프링을 재설계하였다. 

            
Fig. 2.  Spring Structural Analysis (Left), Mold (Middle) 
and Compression Test (Right) 
 

3.2 코일 스프링 시험 

제작된 코일 스프링의 압축 시험을 실시하여 파단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스프링 특성인 강성계수를 확인한 
결과 목표 3.4kgf/mm 대비 4.0kgf/mm로 117% 수준이 
었다. 특히 선형성이 확보가 되어 향후 스프링 단면 
조정을 통해 강성계수가 확보 가능하다. 
스프링의 측력보상을 의미하는 하중점(Piercing Point) 
도 사양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Compression Test Result 

 

4. 결론 및 향후 과제 
브레이딩을 적용한 복합재 코일 스프링을 설계/제작 
하여 성능시험을 통해 강성목표 117%를 만족하였다. 
선형성 확보로 향후 재설계를 통해 만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Dry/Corrosion 내구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구 
특성을 고려하여 재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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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접착표면의 이물질 또는 표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한 
접착불량을 Kissing Bond라고 하며, 접착 강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전기 저항법은 CNT(Carbon Nano 
Tube)를 접착제에 분산시켜 접착체결부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접착계면의 결함을 검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복합재 
단일 접착 조인트를 제작하여, CNT의 함량에 따른 
전기 저항법의 결함 탐지능과 접착강도 변화를 평가 
하였다.  
 
2. 시편 제작 및 실험 
 
2.1 시편 제작: 접착 시편은 Fig. 1과 같이 ASTM 
D1002를 참조하였다. 접착두께는 1.0mm로 균일하며, 
표면결함 시편은 접착 면적의 1/2크기로 이형필름을 
삽입하였다. 시편 제작에 사용된 소재와 장비는 Table 
1과 같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adhesive joint 

   
Table 1 Materials & Equipment. 

Adhesive YD-128 & G-640 KUKDO 화학 
Adherend USN-125B SK Chemical 

CNT MWCNT CNTSOLUTION
3-Roll-Mill 80E EXAKT 
 

2.2 시험: 교류저항값을 측정하기위하여 LCR미터 
(U1733C, AGILENT)를 사용하였으며, 직류저항을 
측정하기위해 고저항계 (R8340, ADVANTEST)를 
이용하여, 결함탐지능을 평가 하였다. 결함탐지능(DI, 
Detectability Index)을 (1)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DI값 

이 0보다 크면 시편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DI 	 	 	 		 	 	 1   (1) 

또한 만능시험기(INSTRON 5582)를 이용하여 CNT 
함량에 따른 접착체결부의 정적강도를 평가하였다. 
 
3. 시험 결과  
 
0.5wt%의 CNT가 분산된 시편의 경우, 교류 저항의 

주파수가 10kHz와 100kHz일때는 DI값이 0보다 작게 

나타나 결함 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직류 

저항에서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CNT 

함량에서 DI 값이 0보다 큰 값을 나타내 결함 검출이 

가능함을 볼 수 있으며, 교류 저항을 측정하여 평가 

한 결함검출능보다 우수한 특성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Results of defect detectability 

 

4. 결론 
 
전기 저항법을 이용하여 복합재-복합재 단일 접착 
조인트의 결함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접착 
조인트의 교류 저항 결함 검출능 시험에서 CNT의 
함량이 0.5wt%일 때는 측정주파수가 10kHz, 100kHz인 
경우에는 결함 검출이 불가능하며, 측정주파수가 
100Hz, 100kHz인 때는 모든 CNT 함량에 대해서 결함 
검출이 가능하여 측정주파수에 따라 결함검출능이 
변화됨을 관찰하였다. 결함 검출능은 교류 저항으로 
평가한 결과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1] WJ An et al. Compos Struc. 207:204-212, 2019.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289 -



 

 

변형률 속도에 따른 직물 복합재의 인장 응답 분석 
Effect of the rate dependent behavior of the matrix material on the textile composite 

 
*최태성1, 지우석1 

* T. Choi 1, W. Ji 1 

 
1을산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 E-mail: chlxotjd81@unist.ac.kr 
 

Keywords:  Rate dependency, tensile strength, epoxy, plain weave textile composite 
 

1. 서론 
 
변형률 속도는 재료의 기계적 거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변형률 속도에 따른 
금속의 기계적 거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고분자와 복합재에 대한 연구 및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복합재는 기지재의 기계적 거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변형률 속도에 따른 고분자의 
기계적 거동 변화가 복합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변형률 
속도에 따른 고분자의 기계적 거동 변화가 복합재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속도에서의 인장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재료 및 시험 조건 
 
고분자 소재는 에폭시(PRO-SET® INF114/INF213)를 
사용하였으며, 강화재는 탄소 섬유 평직 직물(Toray® 
T300 3K) 13장을 동일한 배열 방향으로 적층하여 
사용하였다. 복합재는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VARTM) 공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고분자와 복합재의 시편 치수는 ASTM D638을 
따랐으며, 두께는 3mm로 제작하였다. 고분자와 
복합재에 대한 인장 시험은 재료 시험기(INSRON 
5982)를 사용하여 4개의 변형률 속도(0.1, 1, 4, 16 
/min)에서 3회씩 실험을 진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토의 
 
Fig 1은 에폭시와 복합재의 인장 실험 결과 중 
대표적인 인장 응력 변형률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을 보면, 에폭시는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성이 증가하지만 복합재는 강성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에폭시와 복합재의 최대 인장 응력과 최대 
신장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는 변형률 속도에 따른 에폭시와 복합재의 최대 
인장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Fig 2(a)에서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에폭시의 최대 인장 응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2(b)에서 복합 
재의 최대 응력 변화가 에폭시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1. Typical tensile stress-strain curves at various strain 

rates of (a) the epoxy material and (b) composite. 
 

 
Fig. 2. Tensile strengths of (a) the epoxy material and  

(b) composite with a variance of the strain rate.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변형률 속도에 따른 고분자와 복합 
소재의 기계적 거동 변화를 확인했으며, 변형률 
속도에 따른 고분자의 기계적 거동 변화가 복합재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편을 
단층 촬영하여 변형률 속도에 따른 파단 경향을 보고 
변형률 속도에 따른 복합재의 기계적 거동 변화에 
대한 섬유의 영향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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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항공우주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우수한 기계적 물성과 기능성을 가지는 신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CFRP)는 우수한 비 강도와 비 강성을 
가지며, 섬유의 적층에 따라 다양한 강도와 강성을 
설계할 수 있고, 다양한 나노 입자를 첨가하여 
전기전도도 및 열전도도 높이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도록 제작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섬유 강화 적층 복합재료는 외부 충격에 

의해 층간 분리, 기지파손 등의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크랙(Crack) 형태의 내부 손상은 
구조물 운용 중에 응력 집중에 의해 쉽게 진전되어 
구조물의 파괴 원인이 될 수 있다. [1] 특히 대형 복합재 
구조물의 경우 제작과정에서 층간 분리 등의 결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압축하중에 대한 강도를 저하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부적인 좌굴(buckling)을 
통해 파손이 진전될 수 있어 설계단계에서 층간분리 
(Delamination) 결점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층간 분리 결점을 포함한 적층된 

탄소섬유 복합재 패널의 압축 및 좌굴(buckling) 
해석을 통해 층간분리 결점이 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해석 모델 및 결과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 모델은 일반적으로 충격 
손상을 포함한 복합재료의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CAI 실험 [2] 시편을 기반으로 하였다. 
복합재료 패널의 적층은 Quasi-isotropic layup ( 0 /45 /90 / 45 )과 orthotropic layup ( 0 /45 /90 / 45 )을 사용하였으며, 원형의 층간분리 
결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은 ABAQUS 를 사용하였 
으며, pre-buckling 해석과 post-buckling 해석을 을 통해 
층간 분리 결점이 critical buckling load 와 buckling 
mode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적층에 따른 critical buckling load는 굽힘강성이 큰 
적층 구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3] 또한, 층간분리 

결점에서 국부적인 좌굴 모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패널의 전체적인 굽힘 변형을 보이는 좌굴 
형상에서는 층간 분리 결점이 critical buckling mode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층간 
분리 결점에서 국부적인 좌굴이 나타나면(Fig. 1 (a), 
(b)), 결점에서 층간분리 손상이 주변으로 진전됨을 
확인하였다. (Fig. 1 (c)) 

 

 
 

Fig. 1 (a) Cross Section of Finite element model of 
Local buckling (b) Result of Finite element Model (Local 
buckling) (c) Delamination Propagation of Local buckling 
 

3. 결론 및 향후 과제 
 
구조물에 내제된 층간분리 결점은 압축에 의해서 

국부적인 좌굴이 나타날 때, 급격히 전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좌굴의 형태와 위치, 인접한 
좌굴의 상호 영향 등을 post-buckling 해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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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너지 기반의 점진적 파손 해석 (PFA) 기법을 이용 
하여 구멍을 포함하는 복합재료 적층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몇몇 에너지 기반의 PFA들이 FEM 
해석결과의 메쉬 의존성을 피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Lapczyk 등 [1]은 연속체역학적 모델에 equivalent 
변위를 적용하여 에너지 기반의 PFA를 수행하였다. 
Riccio 등 [2]은 Lapczyk 의 연구결과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보강된 복합재료 패널에 대해 시험 및 
해석을 수행하였고, 훌륭한 일치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기반의 PFA를 기존 문헌들에 
따라 수행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원공이 있는 
복합재료 적층판의 인장 시험 결과에서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Digital image correlation method, DIC)을 통해 
획득한 변형률장과의 상호 비교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점진적 파손 해석 

복합재료 적층판은 각층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구성된다. 외력에 대해 각 층들은 다른 응력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시점에서 파손이 
발생하게 된다. 복합재료는 최종 파손에 이르기까지 
각 층의 손상에 의한 강성 저하 거동을 보이게 된다. 
최종파단에 이르기 전까지 복합재료의 거동을 점진적 
파손 해석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2.2 손상함수 계산 

점진적 파손해석에서는 파손에 다른 강성저하 거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손상이 없는 기존 강성행렬에 각 
층의 손상 정도에 따라 값이 0에서 1로 커지는 손상 
함수를 고려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양한 손상함수 
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apczyk 등 [1]이 
제시한 에너지 기반의 손상함수를 고려하여 복합재료 
적층판의 점진적 파손해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손상함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다.  
 

Equivalent	displacement	at	initial	state ∶ , ,                               (1) Equivalent	stress	at	initial	state ∶	 , , 																																		(2) Equivalent	displacement	at	final	failure	state ∶	 , ,                                   (3) 

Damage variables at each failure mode; , , ,, , ,                                (4) 

3. 결과 

Fig. 1.  Result comparison between FEM and experiment 
 
PFA결과를 통해 계산된 강도는 시험결과와 3%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PFA와 DIC를 통해 적층판 
중앙의 원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변형률을 
획득하였으며, 비교 결과 파손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노치부분의 변형률은 0.5% 차이로 유사하게 확인 
되었으나, 원공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그 차이가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PFA는 강도나 파손 변형률의 
예측에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수정, 
보완을 통해 전체적인 변형률장 또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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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외 선진 항공사는 중량절감, 성능향상을 위해 

복합재를 50%이상 적용하고 있으며, Prepreg, AFP, 

Autoclave를 활용한 일체형 성형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일체형 성형기술의 활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 엔지니어들은 고가의 

Autoclave공정을 대체할, OOA(Out of Autoclave), 

RTM(Resin Transfer Molding) 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raiding으로 직조한 Dry Fabric에 

수지를 주입하여 일체형 구조물을 제작하고, 

시제품을 분석하여 제품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2. 공정개발 
 

일체형 구조물을 RTM 공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섬유을 직조하는 Braiding 공정, 부품 형상으로 구현 

하는 프리폼 성형공정, 액상수지를 섬유 사이로 

주입하는 수지주입 및 경화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2.1 Braiding 직조 및 프리폼 성형공정 

Toray사의 T700SC 12K 섬유와 열가소성 Binder 

Yarn을 3합으로 감아내는 권사공정을 수행하였다. 

권사된 216개의 Bobbin을 장착한 Braiding 장비를 

이용, 맨드렐 속도를 250mm/min로 이동하여 

0/±45방향으로 직조하였다. 이때, 섬유의 각도가 

+/5도 이내 존재하도록 CATIA CPB(Composites 

Braiding) tool을 사용하여 최적의 직조 공정을 

선정하였다. 

프리폼용 성형몰드에 직조된 Fabric을 lay-up 한 

후 160℃의 오븐에서 2시간 노출, 열가소성 Yarn을 

함침시켜 제품 형상으로 성형하였다. 
 
2.2 수지 주입 및 경화공정 

국도 화학사의 RTM 전용 수지를 사용하였고, 수지 

주입 및 경화공정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수지 

주입온도, 주입량, 금형 온도, 경화시간, 진공압)를 

분석하여 총 5 case에서 제작하였다.  
 
 

2.3 제품 분석 

Fig. 1.과 같이 공정이 최적화 됨에 따라 표면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upon 

/Witness 시험을 수행하여, 일체형 구조물의 부분별 

강도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체형 

구조물이 성형 후 발생할 수 있는 변형 확인하기 위해 

CMM 측정을 하였다. 최적화된 제품의 섬유 체적비 

55±3% 와 기공율 2%이내 임을 확인하였다. 
 

 

Fig. 1. Torsion Box Prototype (Skin/Spar)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RTM공정으로 Skin/Spar 일체형 

복합재 구조물을 개발하였다. 섬유을 직조하는 

Braiding 공정, 열가소성 Yarn을 이용한 프리폼 성형 

공정, 수지 주입 및 경화공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시제품에 대해 porosity 측정, CMM 측정, 

FVF 분석 값이 목표치 이내에 존재함에 따라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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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학 공정 및 반도체 설비 공정에서 내화학성 및 
내식성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 강화 
복합 재료로 제작된 FRP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또는 GRP(Glassfibre Reinforced Plastics) 배관 및 
덕트는 연결 접합 시 다수의 작업자가 Overlay sheet에 
접합 수지를 붓질하여 인력으로 배관 및 덕트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공정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배관 및 덕트 길이에 따른 질식, 
가스 중독, 작업대 설치로 인한 배관 및 덕트 과하중 
및 부대 비용의 과도한 발생과 안전 관리자의 업무 
부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경 1,900mm 이상 3,800mm 
이하의 대형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배관 
및 덕트에 대하여 연결부에 내부 덧붙이 적층(Inside 
overlay)영역에 대한 오버레이 접합 공정(OCP: 
Overlay Connection Process)의 자동화 로봇 시스템 
적용을 위한 로봇 시스템 개발하여 다수의 인력 
투입과 긴 공정 소요가 필요한 기존 작업 방식을 
개선하고 FRP 배관 및 덕트 건설 현장의 빠른 건설 
공사와 안전한 작업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자동 
적층장치의 적용 설계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2. 로봇 시스템 통합 설계 
 

로봇시스템의 개발 개념 및 자동적층장치의 개발 
개념 설계를 완료하고 상세 설계 및 개념 설계 모델을 
기반한 다물체 동역학 해석, 속경화를 위한 열유동 
해석 및 단위 성능 시험, 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유연체 해석 등을 수행하여 상세설계를 수행하였고 
Fig. 1은 설계된 로봇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전체 
구성은 관경 대응을 위한 다단 실린더 체계와 
실린더를 고정하고 로봇의 강성을 담당하는 센터 
허브 어셈블리 유닛과 로봇의 주행을 담당하는 
드라이브 모듈의 종류로 구분되며 드라이브 모듈에 
자동테이프적층장치를 구성하여 연결부에서 자동 

적층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Fig. 2는 설계된 
ATL 장치의 기본 구성에 대해 나타내었다. 

 

 
Fig. 1 Design of ATL robot system. 

 

 
Fig. 2 Detail design of ATL unit 

 

3. 결론 및 향후과제 
 

단위 성능 시험 및 해석적 평가가 완료된 통합 로봇 
시스템에 대해 제작 후 성능 시험과 로봇 시스템 적용 작업 
공정 도출을 수행할 예정이며 본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되는 건설 현정 FRP 복합소재 자동정치 
로봇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작업 환경 개선 및 자동 적층 
장비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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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 토우 프리프레그 등의 소재를 자동적층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품 제조를 위해서는 섬유소재의 장력 제어, 
소재 이송, 가열, 압착, 재단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층용 토우 프리프레그에 
적용한 장력 크기에 따른 재단력 및 재단 거동을 분석 
하고자 한다. 
 
2. 자동적층 시스템 및 재단 장치 
 
2.1 자동적층 시스템 

 토우 프리프레그는 12K 탄소섬유에 열가소성 수지가 
함침된 소재로 다음 그림과 같이, 12 가닥 소재를 동시 
적층할 수 있는 자동적층 시스템에 전용 릴에 감겨 
공급된다. 자동적층 시스템은 일정한 장력을 유지 
하며 소재 이송 – 소재에 가열 – 소재 압착 하여 몰드면 
에 소재를 적층하고, 일정 위치에서 소재를 재단하여 
적층작업을 마무리한다.  

 
Fig. 1.  Automated Fiber Placement(AFP) System. 

 

2.2 Cutting Test 

 Fig. 2 와 같이 토우 프리프레그에 일정 장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cutting knife와 연결된 공압장치의 air 
pressure 조절을 통해서 소재를 재단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성하였다.  
 
3. 재단 거동 분석 
Table 1 에서와 같이 소재에 가해진 장력 크기를 0-5 
kgf 로 가변하면서, cutting knife의 공압을 1-6 bar로 
조정하면서 컷팅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재 
장력을 3kgf 에서 knife 공압을 6 bar 이상으로 동작 시, 
소재가 적절히 재단됨을 확인하였다. 

  
Fig. 2. Configuration of Cutting test Equipment. 

 
Table 1. 시험 결과 ; 장력별 재단력 비교 

 

 
 

4. 결론 및 향후과제 
자동적층 시스템의 재단장치 사양결정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여, 적절한 재단 장치 사양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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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극초음속 스크램제트 엔진은 마하 5이상의 비행 
속도를 지니는 군수 무기뿐 아니라 우주 발사체, 
초고속 수송기에 적용되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2000K 이상의 연소 환경에 노출되는 
스크램제트 엔진의 재생냉각형 연소기에 고온 내열 
소재인 탄소섬유 강화 탄화규소 기지 복합재료 
(C/SiC)를 적용하기 위해 구조해석 및 설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극초음속 재생냉각 연소기 
 
재생냉각 기술은 고온으로 가열되는 연소기 벽면을 
연료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것으로, 연소기 냉각뿐만 
아니라 연료의 가열로 인한 연소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기존의 초고온 금속 소재는 1000K 
이상에서 물성이 크게 저하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1600K 이상의 내열 온도를 지니는 C/SiC 복합재료를 
초음속 연소기 시스템 중 가장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연소기 후단의 상하 패널에 적용하여, 연소기의 고온 
구조 안전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3. C/SiC 재생냉각 연소기 패널 내압 시험 
 
재생냉각 내부유로를 지니는 C/SiC 복합소재 연소기 
패널의 구조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소기 모델을 구성하고 구조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연소기 바닥 면을 따라 15개의 유로를 
구성하였으며, 벽면 두께 및 유로의 형상, reservoir 
형상 등을 변수로 삼아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재생냉각 유로 내 연료의 압력이 최대 40bar 정도로 
예상되므로, 안전계수 2.5를 감안하여 100bar의 
설계압력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조해석결과를 통해 설계된 C/SiC 
복합소재 연소기 패널을 그림 2와 같이 제작하였으며, 
파손 특성 및 leakage를 확인하기 위해 수압 시험 
장비를 통해 순차적으로 100bar 이상으로 승압하여 
내압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  Pressure test setup for C/SiC combustor module 

 

 
Fig. 2.  Structural FE analysis results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를 통해 15개의 내부유로를 포함하는 C/SiC 
연소기 패널의 내압 안전성을 검증하였으며, 실재 
초음속 연소 환경에서의 시험을 수행 중이다. 향후 
열유동 해석과 연계한 구조 최적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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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진 금속패널은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얇은 
두께의 두 매의 금속 면재를 수지로 접합시켜 
만들어지며, 고분자 층에서 외력에 의한 진동을 감쇠 
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진동과 소음을 저감하는 
특성이 있는 소재이다. 제진 금속 패널은 국내·외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건축용 외장재, 가전제품, 엘리베이터용 
카월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강판이 면재로 
적용되어 부품의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소재로 주로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알루미늄 등의 경금속이 
면재로 적용되어 제품 경량화를 위한 소재로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알루미늄 제진 패널은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 및 소음/진동 성능 향상을 위한 
소재로서 주목 받고 있다. 제진 금속패널을 자동차용 
소재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재 단위의 강도, 강성, 
감쇠능, 면재와 고분자 간 접합강도, 성형성, 용접성, 
내구성, 도장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부품 
단위의 성능 검증 또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수지 하이브리드 재료에 대한 소재 단위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여, 최적 소재 설계안 및 소재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Fig. 1.Configuration of damped aluminum laminate 

 
2. 소재 성능 시험 
 
2.1 인장강도 평가 

개발 소재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해서 알루미늄 
제진 패널 및 알루미늄 5754 원소재 시트에 대해 각각 
인장강도 평가를 하였으며, 각각 Roll 방향으로 0°, 

45°, 90° 방향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하였다. 

Fig.2에 시험 전/후의 알루미늄 제진 패널 시험편에 

대해 나타내었으며, 인장강도는 5개 시료 평균 약 

230MPa이 도출되었다.  
 

 
Fig. 2. Test specimens of damped aluminum laminate 

(left: before tests, right: after tests) 
 

2.2 진동감쇠 평가 

알루미늄 제진 패널의 최적 설계사양을 도출하기 위해 
Fig. 3에 나타낸 것 같은 방법으로 알루미늄-수지 
하이브리드 소재에 대한 진동 감쇠 시험이 진행되었다. 
KS D 0076 규격을 적용하여 제진 금속 패널의 
고유진동수 및 손실계수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알루미늄 면재 내부의 수지 두께 증가에 따른 일정 
수준의 손실계수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Fig. 3. Test methods of vibration damping test for hybrid 
panels  

 

3. 소재 구조해석 
 
소재 단위의 특성 평가를 위해 알루미늄 원소재 시트 

및 하이브리드 패널의 동적거동 및 인장거동을 

유한요소해석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모달해석을 

통해 알루미늄 원소재 및 제진 패널에 대한 차수별 

모드 형상, 고유진동수를 도출하였다. 모드 형상은 

소재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Fig. 4와 같이 

하이브리드 소재가 단일 소재 대비 고유진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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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장 시험 

모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장 시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와 유사한 구조해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소재 단위의 성능예측이 가능하며, 성능예측 

모델이 적절히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Comparison of modal analysis results between 

aluminum sheets and hybrid panels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통해서 알루미늄-수지 하이브리드 소재에 
대한 특성 평가 및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향후 부품 
단위의 설계/해석/성능시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Hiroshi, E., Mizuno, E., Yoshimasa, Z., “The Development of 

Vibration Damping Steel Sheet for Automotive Use,” 
Journal of Material and Manufacturing, Vol. 98, No. 5, 1989, 
pp. 67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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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마찰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 유전체와 탄소체로 이루어진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은 본래의 구조상 금속-유전체, 
유전체-유전체 간의 마찰을 통해 생성된 마찰전기 
발전 방식을 적용하기 적합한 소재이다. 
 
2. 실험 
 
2.1 시편 
정사각형 평직 탄소섬유 6장과 PA6 (Polyamide 6)  
필름 24장을 100 mm 정사각형 금형에 적층 후 제일 
아래 탄소섬유의 모서리에 1 개의 전선을 설치하였고, 
Hot compression molding 기법으로 두 개의 복합재를 
제작하였다. 이 중 한 복합재의 밑면에는 테플론 
테이프를 부착하여 PA6-테플론 마찰 쌍을 만들었다. 
 

2.2 실험 조건 및 분석 
Fig. 1(a)와 같이 테플론을 붙인 복합재와 붙이지 않은 
복합재를 각각 압축장비의 누름판과 바닥면에 
부착하였다. 두 마찰면 간의 이격거리를 3 mm로 
설정한 뒤, 접촉속도와 분리속도를 모두 30 mm/s로 
설정하였다. 500초간 두 복합재의 접촉과 분리가 
반복되며 생성되는 전압과, 같은 조건하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압을 측정하였다. 
 
3. 결과 
 
PA6와 테플론 면의 마찰을 통해 각각의 표면이 
양전하와 음전하로 대전되고, 이 정전기가 탄소섬유 
내부에 전하 이동을 유도하여 전기에너지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Fig. 1(b)와 같이 500초간 최대 전압과 
최소 전압의 차가 249.4 V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다양한 축전기에 시편을 연결하여 Fig. 2와 같이 
복잡한 장치와 회로 없이도 쉽고 간단하게 
전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음을 보였다. 500초간 
용량이 낮은 축전기는 빠르게 충전되어 25V 내외로 
충전 전압이 유지되고 용량이 클수록 전압이 충전되는 
속도가 느린 경향을 보였다. 

   
Fig. 1.  (a) Experimental setup, and (b) its result. 

 

 
Fig. 2.  Charging different capacitors. 

 

4. 결론 
 
탄소섬유-PA6 기반 복합재와 테플론의 마찰을 통해 
전기에너지가 생성됨을 확인하였고, 마찰면의 표면에 
있는 정전기에 의해 유도된 전하가 전도성이 있는 
탄소섬유를 통해 축전기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참고문헌 
[1] JW Lee et al. APL Materials. 5:0738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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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조물의 대형화와 에너지 효율 정책에 따라 높은 
비강도를 갖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의 활용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CFRP 구조물의 건정성을 진단하는 기술도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압저항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이 선행연구 되어지고 있다. 전극의 불안정성과 
CFRP의 시편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보완해줄 새로운 방법의 센싱 기법을 
연구하였다. [1] 
 
2. 실험 
 
2.1 재료 

창원 소재 JetKorea 사에서 비닐에스터 (RF- 1001)를 
공급받았으며, 경주 소재 JMC 사에서 3K 평직 
탄소섬유를 공급받았다. 구리 전선과 은 페이스트 
(P-100, Elcoat)를 이용하여 탄소섬유에 전극을 
만들었다. 
 

2.2 시편 
Vacuum-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VARTM) 
공법으로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모든 CFRP 시편은 
4장을 적층 하였으며, 50 cm 10 cm, 30 cm  10 cm 두 
가지 크기의 시편을 이용하여 각각 전극 8개, 2개로 
전극 최적화 과정을 거쳤고, 전극 8개를 활용하여 40 
cm  40 cm 시편으로 확률적 구름 센싱 기법을 통한 
파손 위치 감지를 수행하였다 
 

2.3 분석 

충격 낙하 시험기(Instron CEAST 9340) 를 통하여 
건전성 진단 시 전극 배치 최적화와 확률적 구름 센싱 
기법을 연구 하였으며, 2 J, 10 J 의 에너지로 낙하 
시험을 수행하여 CFRP 시편의 물리적 변형을 
감지하였다.  
 
3. 결과 
 
두 전극 간의 거리가 10 cm이며 10 J의 에너지로 

CFRP를 관통시켰을 때, 두 전극 간의 저항 변화율로 

파손을 센싱 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약 10 cm  10 
cm 로 확인이 되었다. 

 

 
Fig. 1. Resistance change ratio increasing distance. 

 

이를 이용하여 전극 간의 거리와 파손 위치를 고려한 

확률적 구름 센싱 방법을 40 cm  40 cm 크기의 

CFRP에 적용하여 시편 내의 파손을 감지 할 수 

있었다. 

 

 
Fig. 2.  Probabilistic cloud sensing method process 

 

4. 결론 
 
확률적 구름 센싱 기법을 통하여 CFRP내의 파손을 
감지해 낼 수 있으며, 최소 전극의 개수를 가지고 
효율적인 자가 진단이 가능함. 
 
참고문헌 
[1] A Todoroki amd J Yoshida. JSME International Journal 

Series A Solid Mechanics and Mterial Engineering 
47:357-36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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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폭시 소재는 극한환경 속에서의 지속적인 온도

변화, 수분침투, 자외선 조사에 의해 노화현상이 일어

나게 되며, 이는 고분자 자체의 구조변화 및 이에 따
른 물성저하 현상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에폭시의 물성 예측은 구조물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

한 부분이며, 본 연구에서는 노화현상 중 화학적 노화

에 따른 에폭시 고분자의 물성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분자모델링 및 분자동역학 전산모사  

    
2.1 화학적 노화에 따른 에폭시 고분자의 물성 변화 

본 연구에서는 EPON 862® 분자와 4,4’-메틸렌다이

아닐린 가교제를 활용해 80퍼센트의 가교율을 가진 
에폭시 셀을 구성하였다. 이후 화학적 노화를 묘사하

기 위하여 가교된 에폭시의 결합 해리가 다른 단위 셀
들을 구성한 뒤, 상온 대기압 조건에서 등온-등압 앙
상블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그 후 노화 정도에 따른 
에폭시의 물성을 예측하기 위해 일축인장/압축 전산

모사를 진행하여 응력-변형률 관계를 도출하고 노화

에 따른 탄성계수를 계산하였다.   
 
2.2 물성 변화에 따른 에폭시 고분자의 항복 평면의 
형성 
에폭시 고분자의 항복응력은 일축인장/압축 전산

모사를 통해 얻어진 응력-변형률 선도에서 0.2% 오프

셋 방법과 상항복점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산
출해낸 항복응력 점 4개를 통해 에폭시의 본-미제스 
항복 평면[1]을 결합해리 정도에 따라 도식화하였으

며, 이 후 이축인장/압축 전산모사를 통해 결합해리에 
따른 항복응력을 산출해 기존에 계산된 항복평면 위
의 점들과 비교하였다.  
 
3. 결과 
 

Fig.1 은 화학적노화에 의한 결합해리 비율에 

따른 에폭시의 응력-변형률 선도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화학적 노화가 진행될수록 에폭시의 물성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분자 사슬의 

저분자화에 의해 사슬 간 얽힘의 쉽게 풀리게 되

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Fig. 1 Stress-strain curve by tension simulation with bond 

scission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의 화학적 노화에 따른 물성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진행

하였다. 화학적 노화가 진행된 에폭시 단위 셀들을 이
용해 노화정도에 따른 탄성계수와 항복응력을 계산

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폭시 내 분자간 결합해리가 진
행될수록 전반적인 물성저하를 야기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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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든 구간에서 평균 곡률이 0 인 최소 곡면을 
이용하여 격자 구조를 모델링 하였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이의 진동 밴드 다이어그램 및 압축 특성을 
연구하였다. 모델링에 쓰인 최소 곡면은 p type TPMS 
(Triply Periodic Minimal Surface)이고 이를 기반으로 
만든 구조체는 주기적으로 배열된 격자가 되어 
탄성파의 전파 특성에 영향을 주어 포노닉 크리스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포노닉 크리스탈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특정 영역의 파동 전파를 모두 차단하는 
밴드갭이 있다[1]. 본 연구에서는 TPMS 기반 격자 
구조체의 탄성파에 대한 밴드갭 특성과 단방향에 대한 
transmittance를 해석하였다.  
 
2. 설계 및 해석 
 
2.1 최소 곡면 기반 격자 구조 모델링 

 최소 곡면(Minimal Surface)는 평균 곡률이 모든 
지점에서 0이 되는 곡면으로 f(x, y, z) = t 로 표현할 수 
있다. 서로 다른 t 값은 곡면의 level surface를 나타낸다. 
한편, 공간 상에서 x, y, z 세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배열되는 최소 곡면을 TPMS라 한다. TPMS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P-type 에 대해서 
해석하였다. 이 곡면은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한다. 곡면이 분리한 공간을 채움으로써 최소 
곡면 기반의 격자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t 값에 
따라 달라지는 level surface는 두 공간의 비율을 다르게 
나눈다. 이는 t 값을 변수로 격자 구조체의 상대 부피를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Fig. 
1 과 같이 단위 격자의 길이는 4 cm, 구조체의 상대 
부피는 25%, 30%, 35% 에 대해 각각 해석하였다.  
 

2.2 격자 구조의 단위 셀 해석 

 TPMS 기반 격자 구조체는 탄성파에 대해 주기적인 
매질이 되고 이로 인한 파동 전파 특성을 해석할 수 
있다. 격자 구조에서의 파동 전파 특성은 Bloch 
Condition을 이용하여 단위 셀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프로그램인 COMSOL®을 통해 
유한 요소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해석에서 가정된 

재료의 물성은 PMMA로 밀도 : 1190 kg/m3, 영률 : 3 
GPa, 푸아송비 : 0.4를 가진다. 
 밴드 다이어그램 결과와 대조를 위해 z 방향으로 
6개의 단위 격자를 나열하고 한쪽 면에서부터 끝 
면까지의 transmittance를 해석하였다. 

 

 
Fig. 1. Unit cell of each TPMS based lattice structures. 

Each are 25%, 30%, 35% in clockwise from the left top. 
 

 
 

 
 

Fig. 2.  Band diagram of each structures. Same order with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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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향후 과제  
 Fig. 2 는 P-type 격자 구조에서 complete 밴드갭

이 형성됨을 보여준다. P-type TPMS를 기반으로 만

든 3차원 격자 구조에서 밴드갭이 형성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형성된 밴드갭은 상대 부피가 줄어들수록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Fig. 3 은 30% 상대 부피 구

조에서 z 방향(R-X)에서의  transmittance 해석 결

과를 보여준다. transmittance가 감소하는 영역과 각

파수가 R~X 일 때 밴드갭 영역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탄성파 밴드갭은 격자 구조의 기하학

적 특성 외에도 영률, 밀도, 푸아송비 그리고 구조를 

이루는 물질의 조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고

[2-3] 그에 따라 실용적인 영역대에서의 밴드갭 형

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더 

넓고 유의미한 영역에서의 밴드갭을 갖는 구조를 찾

고자 한다.  

 

 
Fig. 3.  Transmittance(log scale) in z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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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s friction between triboelectric materials plays an 
indispensable role in TENGs, inevitable material abrasion 
always occurs during operation. A liquid–solid contact 
TENG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method. 
Previous studies have developed TENGs with low surface 
energy materials to prevent the liquid from adhering to the 
surface[1-2]. In this work, we report that the role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s of non-wetting surfaces can be 
utilized as a dielectric material to harvest the water-related 
energy from water drops. 
 
2.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a) Schematic of the superhydrophobic surface.  
(b) Wettability changes of superhydrophobic and nano- 
structured surfaces. CA and SA values for liquids with 
surface tension and viscosity on (c) the hierarchical 
structured, and (d) the nanostructured superhydrophobic 
surfaces. 300μL droplets from 1 height. Voltage generated 
from vinegar on (e) the nanostructured, (f) the hierarchical 
structured superhydrophobic surfaces. 

As shown in Fig. 1a, the HDFS is coated with a 
self-assembled monolayer while maintaining the surface 
roughness [3], Fig. 1b shows changes in wettability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urfaces. After HDFS coating, 
the contact angle(CA) of the surfaces completely changed 
to over 160°. As shown in Fig. 1c and d, the hierarchically 
structured surface exhibited superhydrophobic properties 
with respect to most liquids except for ethylene glycol, 
whereas the nanostructured surface exhibited slightly 
decreased Cas and sharply increased sliding angles(SA) as 
the surface tension of the liquids decreased. The electric 
output of the nanostructured surface can be drastically 
reduced. The liquid remaining on the surface could 
adversely affect the continuous harvesting performance of 
energy, as shown in Fig. 1e and f. 

 
3. Conclusions 
 
We have firstly shown that the superhydrophobic TENG 
based on hierarchical structures provides durable and 
continuous energy harvesting performance from harsh 
droplet impact conditions. We have also shown that the 
hierarchical superhydrophobic TENG is appropriate for 
stably harvesting energy from various liquids with a wide 
range of surface tension and viscosity. Furthermore, from 
these results, the hierarchical superhydrophobic TENG 
can be easily applied to develop feasible applications, such 
as a self-powered sensor that measures the concentration 
of liquids with low surface tension and high viscosity. We 
believe that our work will provide new insight into 
developing sustainable and robust TENGs that generate 
energy from various liquids under harsh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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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nergy harvesting technologies are defined as a 
converting ambient energy into electric energy. Among 
these technologies triboelectric nanogenerator (TENG) is 
a promising method which converts mechanical energy 
into electric energy [1-5]. However, some existing TENGs 
are hard to be used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field, 
because they have complicated structure and 
instantaneous outpu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 
innovative and simple freestanding type roly-poly TENG 
(RP-TENG) that can sustainably harvest mechanical 
energy from oscillating motions. 
 
 
2. Results and Discussion 
 

RP-TENG is mainly composed of the hemisphere shell 
with attached electrode and base plate with another 
attached electrode. The principal mechanism of RP-TENG 
is that it oscillates like a roly-poly motion when the 
hemisphere shell is tilted to any direction. At that time, 
electric potential is continuously generated owing to 
coupling effect of triboelectrification and electrostatic 
induction between the hemisphere shell and base plate. 
Simple structure makes manufacturing process simple and 
maintenance easy while working principle that gains 
sustainable output is quite simple. Because prototype of 
RP-TENG gains multiple oscillations from one input, 
another distinguished advantage of RP-TENG is multiple 
electricity output, experimentally measured 17, gained 
from just a single input. It suggests that users can use 
RP-TENG properly in desired condition by adjusting 
oscillation duration time. Furthermore, it can be widely 
used as self-powered acceleration sensor, which indicates 
orientation and quantity of acceleration, owing to 
sustainable output and energy harvesting possibility in all 
directions.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 meshed cells on 
the base plate in rows numbering cells. When hemisphere 
shell is oscillated by external input, we sense electric 
measurements between contact cells and non-contact cells 
during duration time. With these advantages, we expect 
RP-TENG to be used as an energy harvesting device or 
self-powered sensors that can be easily used in various 
situations.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and output graph of 

RP-TENG 
 

  
Fig. 2.  Impact sensing process of RP-TENG 

 
3.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In summary, we designed an innovative TENG that can 
sustainably scavenge mechanical energy from oscillating 
motion and that can be used as a self-powered impac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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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쌀겨는 쌀의 도정과정 중 발생하는 Bio-waste로서 
볍씨 낱알 무게의 약 20%가 쌀겨로 분리된다[1]. 특히 
쌀겨는 낱알의 보호를 위하여 줄기나 잎 부분에 비해 
SiO2의 함량이 높다[2, 3]. 또한, 국내의 주요 
농업분야인 쌀농사의 부산물로 과거에 비하여 
전통적인 사용처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은 원천소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료의 필러로 활용하기 위하여 쌀겨를 Char화 
하고 분쇄하여 탄소와 SiO2 분말화 하고자 한다. 
 
2. 제조 
 
2.1 탄화:  이전의 공기중에서 220도 내외에서 15분 
탄화 경우 쌀겨분말에 비하여 탄소와 Si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4]. 본 연구에서는 
관상로에 질소를 충전하고 가열하여 탄화를 진행하여 
쌀겨가 가지고 있는 셀룰로오스 및 탄수화물과 지방 
등을 숯화하는 적정한 온도와 시간을 찾고자 하였다. 
 

2.2 분쇄: 건식 볼 밀을 이용하여 1차 분쇄 후 마이크로 
미터 사이즈의 지르코니아 볼과 1차 분쇄한 쌀겨재 
분말와 에탄올을 1:1:1 비율로 혼합하여 공자전믹서를 
통해 2차 분쇄를 진행하였다. 
 
3. 분석 
 
 미세 첨가제로서 쌀겨 재 분말을 사용하기 위해 

분쇄 후 형상과 입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분말화 연구에서는 구상 형상과 면적평균은 1.55 μm 
체적평균은 8.20 μm였었다[4]. 이는 볼밀 1차분쇄 
까지만 진행되었고 상대적으로 탄화 시간이 15분으로 
짧았기 때문인데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마이크로 
사이즈의 지르코니아 볼을 이용한 분쇄로 평균 입도를 
낮출 수 있었다.  

EDS분석을 통해서 관상로 질소충전 후에 가열한 
경우 C 68.1%, O 27.14%, Si 4.75%로 쌀겨 분말보다는 
탄소와 규소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공기 중에서 가열했을 때보다는 낮은 Si 
비율을 가졌다.  

 
Fig. 1.  SEM image of rice husk ash powder. 

 

4.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쌀겨를 탄화하고, 분쇄하여 
복합재료 첨가가 가능한 마이크로, 나노 분말을 
제조해보고자 하였다.  쌀겨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첨가제는 기존의 첨가제들에 비하여 높은 경제성과 
안정적인 재료 수급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탄화한 
쌀겨는 쌀겨에 비하여 특유의 이취가 사라지고, 
부패로 인한 변질과 고온의 성형과정에서 생기는 
변질이 발생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부분이 
제거되서, 탄화된 입자로 고온의 가공과정을 거치는 
열가소성 소재 복합재료의 첨가제로의 활용 가능 폭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입자 분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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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ngineering of surface is the multidisciplinary research of 
materials science and has a broad range of applications to 
chemistry, physics, biology, engineering and medicine. 
Surface modification of a composite can be done by 
different methods for altering into required characteristics, 
such as size, morphology, topology, wettability, roughness, 
surface charge, reactivity, biocompatibility and 
applicability [1-4]. A combination of cells, engineering 
materials, and the use of suitable biochemical and 
physicochemical factors on multifunctional modified 
surface could improve or replace biological functions of 
tissues for biomedical engineering. 
Here we provide the various applications of our surface 
modification systems. We developed surface modification 
system on glasses, polymer composites, commercial 
plastic wares, metal layers and biochips, using carbon 
nanotubes (CNTs) for advanced biomedical engineering. 
 
2. Results 
 
2.1 CNTs on the Glass Coverslip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NTs on glass for neuron regeneration, CNTs 
coated glass coverslips were used as the matrix of a 
primary neural culture system. The morphological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e effects of CNTs 
specifically promoted neurotropic factors release from 
cultured neurons. 
 
2.2 Surface Modification of Glass Fiber Scaffolds We 
report the functions of CNT-interfaced nerve conduits in 
the regeneration of transected rat sciatic nerve. Aminated 
CNTs were chemically tethered onto the surface of aligned 
phosphate glass microfibers (PGFs) and CNT-interfaced 
PGFs were successfully placed into 3D poly(L/D-lactic 
acid) tubes. An in vitro and in vivo study confirmed that 
neurites of dorsal root ganglion outgrew actively along the 
aligned CNT-PGFs and that the CNT interfacing 
significantly increased the maximal neurite length. 
 
2.3 Biofunctionalized CNTs on the Commercial Plastic 
Wares  We show the attractive effects of CNTs on neural 
regeneration in its conductive nanotopographic 
dimensions that can modulate networking characteristics 
of the neuronal cells. Neural extension were significantly 

enhanced on the drug-loaded PEGylated CNTs on the 
commercial culture plate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promise of the drug-releasing CNT biomaterials and 
suggest their potential for further clinical application by 
better utilizing them as neural implant grafts coatings. 
 
2.4 Biomimicking CNTs on Titanium  An implantable 
metallic surface consisting of titanium (Ti) was modified 
with natural bone-mimicking CNT nanohybrids to create a 
new surface with similar properties to the surrounding 
bone tissue. The CNT fibers were hybridized with gelatin 
and HA in a multi-core-shell structure of similar 
constitution to that of the collagen fibers of natural bone. 
The new surface of the Ti substrat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echanical properties and favorable wettability 
and biocompatibility. 
 
2.5 CNT-modified Gold Chips  Here we modified the 
surface on the gold layer of biochips with functionalized 
CNTs. This would be applicable to modify the gold chip 
for quartz crystal microbalance (QCM) and terahertz 
spectroscopy to detect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ells 
and biomolecules with functionalized CNTs. 
 
3. Conclusions 
 
Our results highlight an innovative surface-modified 
carbon nanohybrid composites for advance biomedical 
engineering and may allow the development of enabling 
technologies for useful applications of biomedical 
engineering. 
 
References 
[1] JY Hwang et al. Nanosclae 5:487-497, 2013. 
[2] YG Kim et al. Journal of Biomaterials Applications 

28:790-797, 2014. 
[2] IK Yoon et al. Applied Surface Science 301:401-409, 2014. 
[3] HS Ahn et al. Acta Biomaterialia 13:324-334, 2015.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raditional Culture Converg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NRF-2018M3C1B5052282) and also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8R1D1A1B07048222), Republic of Korea.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307 -



 

 
탄소섬유직물기반 타이타늄카바이드 음극활물질에 관한 연구 

 
*남상희1, 시마 엄라오2, 오일권3+ 

 
1,2,3+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 E-mail: ikoh@kaist.ac.kr 
 

Keywords:  Titanium carbide, Lithium ion batteries, Negative electrode 
 

1. 서론 
 
2D 전이금속 탄화물 (MXene) 가운데, 타이타늄 
기반의 Ti3C2는 우수한 전기전도성과 구조적 안정성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작용기 (-F, -O, -OH)로 인해 
이차전지와 슈퍼캐패시터와 같은 전기화학 에너지 
저장장치의 유망한 음극물질이다. [1,2] 이와 더불어, 
하중지지가 가능한 구조리튬이온배터리를 구현하기 
위해 표면 산소플라즈마코팅처리가 된 탄소섬유직물 
을 집전체로 사용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바인더와 도전제가 필요없는 잉크타입으로 합성하여 
성능저하를 감소시켰다. 
 
2. 전극합성 
 
2.1 잉크타입 MXene 합성 
MAX Phase인 Ti3AlC2로부터 알루미늄성분을 제거 
하기 위해 lithium fluoride (LiF)와 hydrochloride (HCl) 
을 deionized water (DI)에 잘 섞어준다. 그 다음, 12시간 
동안 35 의 magnetic stirrer에서 골고루 섞어주고, 
DI를 pH가 7에 가까워질 때까지 여러 차례 넣어 중화 
및 세척한다. 마지막으로 3500, 4000, 8000 rpm에서 
원심분리한다. 
 

 
Fig 1. Schematic of preparation for MXene by etching 
 

2.2 잉크타입 MXene을 이용한 전극합성  
먼저 탄소섬유직물의 표면을 산소플라즈마코팅을 한 
다음, 합성된 적당량의 잉크타입 MXene을 도포한다. 
다음으로,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진공오븐 
에서 건조시킨 후, CR2032 코인셀로 하프셀 테스트를 
진행한다. 
 

 
Fig 2. Schematic of prrepration for MXene carbon woven fabric 
electrode and making 2032 coin cell 
 

3. 결과 
 
여러 전류밀도에서 충/방전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67.57 mA/g에서 가장 높은 specific capacity인 760 
mAh/g가 기록되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 활물질 
표면에 SEI layer를 형성하기 위해 용량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의 사이클부터는 안정성을 유지 
하였다. CV (Cyclic Voltammetry) 테스트에서 anodic 
peak와 cathodic peak는 각각 2.44 V와 1.16 V에서 
관찰되었다. 
 

 
Fig 3. Charge-Discharge curve at 0.1, 0.3, 0.5, 1 and 3C 
(A), and structure stability and Coulombic efficiency (B), 
Cycle stability (C), Cyclic Voltammetry (D), and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 
 

4. 결론 및 향후과제 
 
MXene의 전기화학성능은 여러 전류밀도에서 테스트 
되었다. MXene의 높은 전기전도성과 풍부한 작용기 
의 영향으로 인해 우수한 전기화학특성을 보였고, 
추후에 적절한 양극과 고체전해질 (또는 유연한 
폴리머 전해질)과의 결합을 통해 구조리튬이온배터리 
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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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 태양광 모듈 일체형 복합재료 루프 

개발을 위환 선행 연구로, 별도의 접합 공정 없이 

태양광 모듈과 복합재료 루프 제조 공정과 일체화 

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정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화합물 반도체 박막태양전지 (Copper 

indium gallium selenide solar cell, CIGS solar cell) 
모듈과 실리콘 태양전지 (Heterojunction with intrinsic 
solar cell, HIT solar cell) 모듈을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 CFRP)와 
유리섬유강화복합재료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 GFRP)와 일체화 제조하고자 제조 공정에 
따른 모듈의 접착력 실험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 최적 공정 조건을 도출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편 제작 및 실험 방법 

 

Fig. 1. Structure of single composite material for solar 
module. 

 

 
Fig. 2. Dimensions of single lap joint. 

 
Fig. 1은 태양광 모듈 일체화 복합재료 루프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일체화 루프는 모든 소재를 순서 

대로 적층 후,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한 진공백 성형법 

단일 공정으로 제조되었다. 태양광 모듈과 복합재료 

루프는 별도의 접착제없이 복합재료 Prepreg와 

동시경화를 통해서 접착되었다. 일체화 루프는 

120℃, 4 bar의 조건에서 2시간 경화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일체화 루프의 태양광 모듈 및 복합 

재료와의 접착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ASTM D5868-01 

시험법을 따라 Fig. 2와 같은 Single lap joint 실험이 
수행되었다. 알루미늄 피착체(Adherend)와 각 조건의 
시편은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착되었으며, 12 
mm/min 의 속도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듈의 안전성 

을 평가하기위해서 Front sheet와 EVA (Ethylene- 

vinyl acetate), Back sheet과 EVA의 계면접착력이, 

복합재료와 모듈의 접착력 평가를 위해서 Back 

sheet과 CFRP (or GFRP) 사이의 계면 접착력이 측정 

되었다.  

 

3. 결과 및 결론 
 

 
Fig. 3.  Lap shear strength of HIT solar module. 

 
HIT 태양광 모듈 일체형 복합재료 루프 시편의 경우 

Back sheet과 CFRP 사이 계면이 태양광 모듈의 자체 

접착력보다 낮은 접착 강도를 보인다. 그러나 시편의 

파단면을 확인해보면 Back sheet 소재 자체의 박리 

혹은 찢김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  Lap shear strength of CIGS solar module. 
 

CIGS 태양광 모듈 일체형 복합재료 루프 시편의 경우 
Front sheet과 EVA 사이의 접착을 제외 하고는 모두 
Back sheet 소재에서 파괴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HIT와 CIGS 모두 Back sheet의 물성에 따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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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이 결정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CIGS 
태양광 모듈에서 Front sheet과 EVA의 접착 계면이 
취약점이며 계면박리에 의해 파단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접착 강도는 일반적인 공정에 
의해 제조된 CIGS 태양광 모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난다. 또한, 실제 버스 운행 시에 박막의 유연성 Front 
sheet과 EVA사이의 박리가 발생될 만큼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하다. 따라서,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한 제조공정을 통해 태양광 모듈 일체형 복합재료 
루프가 단일 공정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구조 안정성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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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효과적인 파동 전파 감쇠로 인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밴드 갭(Band gap)을 가지는 탄성파/음향 

메타물질(Metamaterial) 및 포노닉(Phononic) 결정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또한, 

높은 파괴 인성, 충격 흡수 등의 물성치로 인해 

오그제틱(Auxetic) 구조 역시 관련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 밴드 갭 구조의 경우,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밴드 갭이 생기는 주파수 대역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위 격자 구조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3]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국부 공진을 

활용하여 밴드 갭 주파수를 낮추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단위 격자 구조는 

내부 중앙에 오그제틱 구조와 연결된 각 면에 질량을 

붙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구조에 대한 밴드 

다이어그램(Band diagram) 수치해는 COMSOL 

multiphysics의 Floquet 주기 조건을 부여하여 

eigenfrequency domain을 통해 구하였다. 또한, 

오그제틱 효과로 인한 변형을 유도하여 밴드 갭 위치 

및 크기를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설계 및 해석  
 
2.1 메타 구조 설계 
 
오그제틱 구조를 가지기 위해 Fig. 1과 같이 

re-entrant 구조를 선정하여 내부에 배치하였고, 이 

때 질량과 오그제틱 구조의 연결부가 질량의 변위에 

대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결부의 

두께를 오그제틱 구조의 두께의 2배로 두껍게 

설계하였다. 또한, 수축 또는 인장되는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질량은 원형이 아닌 

타원형으로 선택하여 구조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었다. 재료 선택은 3D printer를 이용한 출력에 

용이한 SLS방식의 레진을 사용하였고, 해석에는 

이와 유사한 Nylon 계열을 선택하였다. 

 
Fig. 1.  2D Auxetic metamaterial with negative Poisson’s 

ratio 0.5. 
 

2.2 해석 방법  

 

해석에는 COMSOL Multiphysics을 사용하였고, 각 
Wave vector에서 eigenfrequency를 계산하여 Fig. 2와 
같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출력하였다. 이 때, 밴드 
다이어그램의 y축은 주파수를, x축은 Irreducible 
Brillouin Zone(IBZ)를 의미한다. 변형을 유도해 밴드 
다이어그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5% 
인장하였고, 이 때 변형된 형상을 토대로 밴드 
다이어그램을 Fig. 3과 같이 출력하여 비교하였다. 
 

 
Fig. 2.  Band diagram of 2D auxetic metamaterial 

Band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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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결과 및 고찰  
 
따라서, 내부에 위치한 오그제틱 구조로만 이루어진 
메타물질이 약 40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 밴드 갭을 
가진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본 논문의 결과인 2000Hz 
주파수에서 가지는 밴드 갭은 국부 공진을 이용한 
저주파수에서 파동 감쇠에 탁월한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인장에 의한 밴드 다이어그램은 기존 대비 첫번째 
밴드 갭의 하한 주파수가 -150Hz, 상한 주파수가 
+400Hz로, 밴드 갭 크기가 약 550Hz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 두번째 밴드 갭의 변화 역시 하한선은 -50Hz, 
상한선은 +1300Hz로 기존 대비 1350Hz 만큼 밴드 갭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Band Diagram of deformed shape (5% tension)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 2차원 오그제틱 메타물질의 밴드 
다이어그램 확인을 통해 탄성파 거동을 예측하였다. 
특히, 오그제틱 구조뿐만 아니라 질량을 추가하여 
국부 공진 효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존 4000Hz 
대역보다 저주파수 대역, 2000Hz에서 밴드 갭을 
가지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오그제틱 효과가 
가지는 특수한 변형 거동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5% 
인장하였을 때 주파수 대역 및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능동적인 제어가 가능한 
메타물질의 설계를 기대해볼 수 있다. 향 후 더 많은 
변수와 구조에 대한 실험 및 해석을 통해 최적 설계를 
진행하면 다양한 진동 및 소음 원인을 가지는 
환경에서 효과적인 진동 및 소음 차폐 구조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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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고갈과 미세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들은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

오 소재의 개발을 촉진시켜왔다. 이에 옥수수 및 감자

의 전분 등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얻어진 열 가소

성 고분자 폴리유산(PLA)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통해 생분해

성 고분자 폴리유산의 이성질체인 L 유산과 D 유산을 
혼합해 열적 안정성을 높인 스테레오콤플렉스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단일벽 탄소나노튜브가 강화재로 첨가

된 나노복합재의 가수분해 유무에 따른 열전도도를 비
교하였다.  
 
2. 분자 모델링 및 분자동역학 전산모사 
 
2.1 단위 셀 분자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폴리 L유산과 폴리 L유산과 폴리 D
유산이 혼합된 스테레오콤플렉스를 분자모델링 하였

으며, 스테레오콤플렉스의 경우, L유산과 D유산의 비
가 1:1로 된 단위셀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수분해된 구
조의 물성을 예측하기 위해 50개의 단량체로 구성된유

산과 더불어 10개의 단량체로 분해된 모델을 각각 독
립적으로 구성하였다.  

 나노복합재의 경우, 위 두 재료를 기지로 한 (10,0)
의 Chirality를 가진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첨가하였

다. 모델링 이후, 모든 방향으로 주기경계조건이 부여

된 상태에서 Conjugate Gradient Method를 통해 각각의 
셀에 대한 구조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2.2 열전도도 계산 

   분자동역학 전산모사 기법을 활용한 열전도도 계산

에 앞서 상온 대기압 조건이 부여된 등온-등압(NPT) 
앙상블 전산모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등적-등에너지

(NVE) 앙상블 전산모사를 진행하여 열전도도를 예측

하였으며, 열전도도를 예측하기 위한 방식으로 
Muller-Plathe Reverse Perturbation Method를 사용하였

다[2].  
 
3.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통해 L유산과 
스테레오 콤플렉스, 그리고 이들을 기지로 한 단일벽 탄
소나노튜브 나노복합재의 열전도를 예측해 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와 폴리유산간의 
계면에서의 열전도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연속체 
열전도 예측모델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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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lecular Structure of Stereo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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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ith the advent of the IoT era, the demand for senso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e note that these sensor 
system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ver wireless 
networks in the IoT era. Especially, in particular sites 
where access to power is difficult, batteries have been 
installed as power source. However, these batteries have a 
limited lifetime and require periodic replacement. So, 
various energy harvesting technologies have received 
research attention to realize an autonomous wireless 
sensor network[1,2]. 
 Here, we design and demonstrate a piezoelectric/ 
electromagnetic hybrid energy harvester that can generate 
significant amount of electricity at vibration environments.  
 
2. Experimental Setup 
 
The schematic view of the hybrid energy harvester is 

represented in Fig. 1, which consists of PEG (Piezoelectric 
generator) and EMG (Electromagnetic generator) parts. 
Oval-like configuration using two curved PEG based on 
MFC (Macro-fiber composite) induces large displacement 
of a magnet installed at the top surface. As for the 
electromagnetic energy harvesting, there are three 
solenoid coils with series-connection above the magnets.   
As depicted in Fig 2, the hybrid energy harvester contains 

two magnets facing same polarity on both side of 
Oval-shaped structure to enhance displacement due to its 
spring-like behavior. 
The Oval-shape hybrid harvester was tested in vibration 

environment, where the input vibration is assumed to be 
the harmonic excitation and it has 60 Hz frequency and 0.5 
G acceleration amplitude. 

 
3. Results and Discussion 
 
As shown in Fig 3, the hybrid output power of 

Oval-shape hybrid energy harvester with magnetic spring 
is 27.21 mW which is approximately 3.5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device without magnetic spring. Also, due to its 
enhanced Q factor, the output power increase ratio from 
PEG and EMG hybrid with magnetic spring is improved 
from 1.7% to 13.3% compared to the device without 
magnetic spring.  

 
Fig. 1. Schematic view of the hybrid energy harvester. 

 

 
Fig. 2. Oval-shape hybrid EH with magnetic spring. 

 

 
Fig. 3. PEG and EMG hybrid output power comparison. 

 
4. Conclusions 
 
The output power of Oval-shape hybrid energy harvester 

(27.21 mW) is sufficient for operating commercialized 
bluetooth module (5 mW). So, this milliwatt-scale energy 
harvester provides the opportunity to realize autonomous 
sensor system to com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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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nergy harvesting, also known as the process of 
scavenging the ambient energy surrounding to convert into 
electrical energy. Generally, it is to convert the wasted 
energy into a more useful such as electric power. The 
combination of up-and-coming technology that functions 
based on the triboelectrification and electrostatic induction 
called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TENGs) with the 
windmill design for wind energy harvesting is 
demonstrated in this study. Here, the TENGs based on 
nanocone polydimethylsiloxane (NC-PDMS) layers with 
simple and cost-effective fabrication process, high output 
performance, and endurance operation, is utilized in the 
windmill design for high output wind energy harvesting. 
The optimal NC-PDMS based TENG exhibits the highest 
Voc and Isc value of ~ 568 V and ~ 25.6 µA. 
 
2. Experimental  
 
2.1 TENG Fabrication: Figure 1a depicts the fabrication 
process of NC-PDMS as a negative-triboelectric layer by 
SIL technique using an ordered nanoporous anodic 
aluminum oxide (AAO) as a mold. Aluminum foil with the 
thickness of ~ 80 µm is attached to the polylactic acid 
(PLA) substrate by the double-sided foam tape for the top 
and bottom TENGs electrode. Subsequently, the flat and 
the various periods and diameter NC-PDMS with 2x2 cm2, 
70 µm thickness are carefully detached from the flat Si and 
AAO mold, respectively, then laminated on the prepared 
aluminum foil as bottom electrode without leaving any air 
gaps in between for the vertical contact-separation mode 
of the TENGs. Finally, the top and bottom parts of TENGs 
device are combined and locating by the four soft springs 
as spacer at the corners of the PLA substrates as shown in 
Figure 1a, with the gap of 8 mm. 
2.2 Design of windmill: For the applicable device, a 
simple and low-cost windmill system is proposed. To 
design this system, we prepare a windmill blade as a fan 
propeller by using the waste and non-bio degradable 
plastic bottle. After that, it is fixed at the one end of the 
axial steel rod. In addition, the quad nose cam fabricated 
by a three-dimensional (3D) printer (Edison plus, Rokit) 
integrated the small size bearing is also fixed in the middle 
of this axial rod for converting the rotation motion of rod 
driven by the propeller to linear motion (vertical 
contact-separate mode) of TENGs device. This axial rod 
along with the quad nose cam and propeller are suspended 
on the TENG device by two supporting PLA beams at the 
other one end of the axial steel rod.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NC-PDMS fabrication and Windmill Design 

 

 
Fig. 2. SEM image of NC-PDMS and TENGs output  

 
4. Conclusions 
In summary, we have successfully demonstrated the 
NC-PDMS-based TENGs device integrated with the 
windmill design for wind energy harvesting. The 
dependence of TENGs output by varying period and 
diameter of NC-PDMS are measured and optimized. For 
the windmill application, the optimal NC-PDMS with the 
period and diameter of 125 nm and 60 nm, respectively, is 
used for wind energy harvesting. The windmill TENG 
exhibit high Voc and Isc values of ~ 200 V and ~ 24 µ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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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lexible ultrathin cellulose nanocrystal based- 
bionanomembranes have attracted great attention in 
various engineering applications due to their excellent 
elastic properties, efficient loading transfer and great 
mechanical strength.  Especially, flexural properties of the 
cellulose nanocrystal based bionanomembranes can 
facilitate their exploration as flexible and wearable 
electronic devices, energy harvesting systems, ion and 
charge transfer membranes, and lightweight ballistic 
protection.  However, the practical measurements of the 
flexural properties have not been analyzed for different 
types of mechanical experiments concurrently.   

We present the flexural properties of freely suspended 
ultrathin cellulose nanocrystal-based bionanomembranes 
by using AFM, and the finite element (FE) simulation 
models of cellulose nanocrystal-based bionanomembranes 
have been established. FE simulation models’ results 
indicate that higher interfacial bonding strength between 
layered materials can enhance overall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ellulose nanocrystal-based 
bionanomembranes.  The resilience and bending stiffness 
has been also investigated by using AFM indentation 
experiments.  The encapsulation of rigid cellulose 
nanocrystals results in enhanced resilience of the 
composite bionano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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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소형 센서에 적용할 유연 에너지 저장용 복합소재 
개발을 위해 freestanding 섬유형 전극 제작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 하였다. 기존 베터리 슬러리 
공정과 습식 방사법을 결합하여 섬유형 전극을 제조 
하였다.1,2 본 학술대회에서는 필라멘트 타입의 에너지 
저장 섬유를 제작하기 위해 습식 방사 기법을 이용한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2. 양극 섬유의 제조 및 최적화 조성 탐색  
 
2.1 조성에 따른 전극 슬러리의 유변물성 평가  
 본 연구진은 활물질, 바인더, 도전재, 유연 분산제로 
구성된 LiCoO2 기반 전극 슬러리를 제조 하였다. 
그리고 이들 구성물질 비율별 유변물성을 평가한 
결과를 통해 조성-유변물성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2 습식방사를 통한 리튬 리튬산화코발트 기반 양극 

섬유의 제조  
전극 슬러리를 제조하여 연속 섬유 제조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 네트워크를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 
하였다. 그리고 구성 물질의 비율을 조정 함으로써 
섬유의 기계적 강도 및 전기전도도의 제어가 가능 
하였으며, 이들 특성과 유변물성간 상관관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유연 분산제 적용을 통해 
젖은 상태의 섬유가 개선된 탄성을 지녀 콜렉터와의 
조립이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음극 섬유의 제조 및 최적화 조성 탐색 
 

활성탄, 바인더, 도전재, 유연 분산제로 구성된 

음극 섬유 또한 구성물질 비율의 조정을 통해 섬유의 

기계적 강도 및 전기전도도가 제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젖은 상태에서의 음극섬유와 콜렉터간 

조립이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A photograph and SEM images of wet-spun fibers. 
 
4. 결과 고찰 및 향후과제  
 

전극 슬러리 내 도전재의 함량 증가는 슬러리의 
물성과 전기전도도를 늘려주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 
으나 분산제는 일정 함량 이상이 존재할 경우 균일한 
혼합이 일어나지 않아 전기전도도와 인장강도가 
감소하였다. 음극 및 양극 섬유 모두 젖은 상태에서 
유연성이 건조된 상태보다 뛰어나 콜렉터와의 조립 
또한 용이하였다. 
 이후, LiCoO2 기반 양극섬유와 활성탄 기반 음극섬유 
로 Li-ion capacitor를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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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자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발전했으나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 전송되는 자외선 정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측정소에서 보내는 정보이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실제 위치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초소형 유연 자외선 센서가 사용자의 옷이나 신체에 
부착되어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외선 
센서의 응용을 위해, 아조벤젠-이온겔 필름을 제조 
하여 이를 트랜지스터에 응용하여 고성능의 자외선 
센서를 제조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 
 
2.1 아조벤젠유도체 제조  

 순수한 아조벤젠은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떨어 
지기 때문에, 아조벤젠에 알킬체인을 붙여 합성을 
진행하였다. Fig. 1은 아조벤젠 유도체를 합성하는 
방법[1],[2]을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2.2 OFET 소자 제작  

 
반도체 고분자에 해당하는 P3HT를 기판 위에 스핀 
코팅하여 채널층을 형성한 후, 아조벤젠과 이온겔을 
블렌딩한 필름을 그 위에 코팅함으로써 유전층을 
형성시킨다. 그 후 필름 위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시켜 
소자를 완성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OFET 소자 표면에 자외선 (365nm, 10mW/cm2)을 조사 

하면,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소자의 드레인 전류 

값이 증가했다가 가시광선을 쬐어주면 원래의 

값으로 되돌아오는 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Fig. 2 UV sensing porperty of the device.  
 
자외선 조사에 의한 전류 특성 변화는 유전층으로 
도입한 아조벤젠/이온겔 복합재 필름에 기인한다. 
기존에 있는 아조벤젠의 trans형 구조가 자외선 조사에 
따라서 cis형 구조로 소자 특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아조벤젠 유도체를 합성하여 블렌딩 
필름을 제조하였고, 이를 OFET 소자의 유전층에 도입 
하여 자외선 감지용 유기트랜지스터 센서를 제작 
하였다. 그리고 센서로서의 특성이 잘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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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ynthesis route of the azobenzene deri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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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future of nanotechnology is supposed to focus on the 
goal to research and develop the nano-system that can be 
self-powered, operate wirelessly and independently. 
Especially, the demands of the self-powered sensor have 
been surged so that in-depth research in the energy 
harvester which can trigger the sensor has been conducted.   

Recently, Gas-liquid two-phase microfluidic system has 
been considerably focused on various engineering fields 
since it has remarkable benefits such as cost-reduction, the 
decrease of diffusion times, and enhanced throughput. The 
characteristics like length, volume, flow rate, and shape of 
the gas slug affect the enhancement of mixing, mass 
transfer, and heat transfer rate of the microfluidic system. 
However, previous characterization strategies for 
two-phase flow configurations are basically optics-based 
approaches, which means they are extremely sensitive to 
the alignment of devices. On top of that, the process 
mostly needs costly equipment such as a laser, focusing 
lenses, photodetectors, and power supply. In this study, we 
propose a self-powered gas slug detect sensor, which is a 
simple strategy for characterizing gas-liquid two-phase 
flow configuration based on contact electrification.  
 
2. Results and Discussion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is shown in Figure 1. 
The system is composed of polydimethylsiloxane (PDMS), 
that is coated on an electrode-deposited glass slide, and a 
microfluidic chip with an open channel. Figure 2 shows  

Fig.1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characterizing two-phase flow configuration 

 

Fig.2 Mechanism of electric potential generation caused 
by gas slug movement 

Fig.3 Parameters that affect the amount of electric 
potential, VOC 

 
mechanism of electric potential generation caused by gas 
slug movement. By measuring the enhanced electric 
potential on the substrate while the gas slug, which is in 
the microfluidic channel, moves over the electrode, the gas 
slug and the configuration of the gas-liquid two-phase can 
be simply and indirectly characterized. 

The contact area, A, between the gas slug and the PDMS 
surface and the inverse of the PDMS substrate thickness 
are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the open circuit 
voltage (VOC) as shown in Figure 3, where A ≈ L (length of 
a gas slug) × w (width of a gas slug). In conclusion, a gas 
slug behaves like a point electrical charge source and it can 
be expressed as follows: 

 
where σ is the surface charge density on the solid surface 
generated by discrete solid-liquid contact electrification. 
 
3. Conclusions and Future Work 
 
In this study, we proposed a simple and facile self-powered 
sensor based on discrete solid-liquid contact electrification.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verification that the gas 
slug inside the microfluidic channel can behave like a 
point electrical charge source is supposed to be utilized in 
research in evaluation of the two-phase flow configuration 
with multiple gas slugs or gas slug detector with a counter 
system, which counts the number of gas slugs passing over 
an electrode. Also, the present research in contact 
electrification would be likely to be applied in triboelectric 
nanogenerator or sensor involving in solid-solid contact 
elec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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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eminent concept of the triboelectric nanogenerator 
(TENG), which utilizes contact electrification of two 
different material surfaces accompanied by electrical 
induction, has been proposed. The most actively 
conducted research topic in the field of the TENG is the 
enhancement of its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The 
simplest and most widely used strategy to enhance the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is the introduction of 
micro- and nanoscale structures onto the surfaces where 
friction occurs. 
 In this study, we propose a structured Al (SA)-assisted 
TENG (SA-TENG), where one of the contact surfaces of 
the TENG is composed of the structured metal surface 
formed by a metal-to-metal (M2M) imprinting process.  

The structures on the Al substrates considerably 
enhance the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of the present 
SA-TENG. The M2M imprinting process can be directly 
used as a contact layer on the TENG to significantly 
enhance its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the present 
study may significantly broaden the applicability of the 
TENG in terms of its fabrication standpoint. 
 
2. 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1a shows the SA fabrication procedure, through 
the M2M imprinting process. M2M imprinting transfers 
the structure of a steel stamp using heat and pressure.  

We fabricate the SA-TENG using this SA as a 
conductive layer, and categorize it into a flat Al as control, 
SA with conical microstructures (SAmicro) and SA with 
line nanostructures (SAnano) for comparison and measure 
voltage and current. Vertical cyclic force with magnitude 
of 8N and a frequency of 10 Hz is applied on the contact 
surfaces by using conventionally available vibration 
testing machine. As shown in the graph in Figure 1b, 
output is higher with the TENG with SA. 
With the present SA-TENG (Figure 2a), we can measure 

200V of open-circuit voltage (VOC) and 60µA of  short-
circuit current (ISC) with the finger pressing motion and 
this amount of electricity can turn on tens of the 
conventional light emitting diodes (Figure 2b). as shown 
in Figure 2c, the voltage of the capacitor (10µF) reached 
1.5V within 8s under vertical force with a magnitude of 
8N and a frequency 10Hz. 
 
3. Conclusions  
 
In this study, femtosecond laser based steel stamps are 

used in the M2M imprinting process to pattern the Al 
substrate, which can be directly used as one of the contact 
layers of the TENG. The transferred structure on the Al 
substrate play a role in enhancing the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of TENG through increased local pressure. 
In this viewpoint, the present study might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applicability of the TENG from a 
fabrication sta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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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fabricated SA-TENG and  
its demonstration of operation. 

Fig. 1. (a) Schematic of SA-TENG fabrication procedure 
and (b) Result of comparison of electrical outpu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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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hotoelectrochemical (PEC) water splitting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approaches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production of hydrogen [1]. To achieve efficient hydrogen 
evolution reaction (HER), a potential barrier for electron 
transfer from a photocathode to an electrolyte, so-called 
over-potential, should be reduced. To do that, HER 
catalysts such as Pt and other noble metals are needed on 
the surface of photocathodes. Even with those expensive 
catalysts, the overpotential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zero, 
meaning that the PEC hydrogen production requires 
additional bias application. Thus, there are tremendous 
demands on searching new catalysts and catalytic 
architectures to enhance solar-to-hydrogen efficiencies for 
p-type semiconductor photocathodes. 
Layered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Cs) such 
as MoS2 and WS2 have emerged as a promising 
non-precious and earth-abundant catalyst due to their low 
cost, optical transparency, and good stability in acidic 
solution [2]. Recently, considerable research efforts have 
focused on identifying the active sites such as atomic 
edges and vacancies in those layered materials and 
activating (or maximizing) such catalytic sties for efficient 
HER. Nevertheless, catalytic activity of TMDCs is still 
lower than that of Pt, that is, an over-potential at the 
electrolyte/solid interface is too high. To enhance the 
catalytic activity of the photocathode, not only the 
catalytic active sites of MoS2 are optimized, but also 
photo-excited charges must be efficiently separated and 
transported without recombination [3]. In this respect, 
using various TMDCs with different bandgaps and work 
functions, the ability to create atomically thin 
heterojunctions with designed energy alignment provide 
unprecedented possibilities in photocatalysis by 
controlling the chemical reactivity and charge transfer at 
the solid-liquid interface. Therefore, we propose here a 
novel strategy to reduce an over-potential by employing 
the atomically thin TMDC heterojunction as a catalyst for 
PEC hydrogen production. 
 
2. 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1a shows a schematic and corresponding band 
diagram of our model system working as a photocathode 
for HER, which consists of the atomically thin MoS2/WS2 

heterojunction as a catalyst, the ~80-nm-thick WSe2 as an 
absorption layer, and graphene layers as an electrode.  
 The MoS2/WS2 type-II heterojunction on the p-type WSe2 
layer results in the cascade band alignment (Fig. 1a), 
which can facilitate promoting separation and transport of 
photo-excited charges from absorbing WSe2 layer to the 
electrolyte. Especially, since the MoS2 and WS2 are 
atomically thin monolayers, the depletion regions are 
distributed throughout both TMDCs, generating strong 
electric field within total thickness of ~1.4 nm. The strong 
electric field at the electrolyte/photocathode interface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efficiency of HER 
by reducing the over-potential required for hydrogen 
generation. 

 
Fig. 1.  Atomically thin heterojunction catalyst for HER on 

a p-type semiconducting photocathode. 
 
 Using conventional large-area measurements,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HER mechanism and to 
correlate PEC performance with the specific properties of 
the heterostructures because of ensemble averaging effects 
of various variables including contact resistances, local 
strains and active sites such as step edges, vacancies and 
grain boundaries. To successfully perform fundamental 
studies on HER mechanisms in the designed model system, 
we fabricated a miniaturized PEC cell to measure the PEC 
performance of the microscale photocathode (Fig. b).  
 Figure 1c shows representative polarization curves of 
each structures. The onset potential clearly shifts to lower 
values as introducing the atomically thin catalysts on the 
surface. In case of MoS2/WS2, particularly, the 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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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s significantly improved, and thus the 
photocurrent occurs spontaneously even at 0 V vs. RHE. 
 The Tafel slopes also tend to decrease as the 
over-potential decreases. However, the value of the 
MoS2/WS2 (164 mV/dec) is not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MoS2 (197 mV/dec). These values higher than 
120 mV/dec imply that the overall HER process is limited 
by Volmer reaction due to a small number of active sites 
on the MoS2 basal plane. Nevertheless, the MoS2/WS2 
heterojunction catalyst c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overpotential due to strong built-in potential at the 
electrolyte/photocathode interface. 
 Furthermore, we could directly visualize the PEC 
performances by measuring the photocurrent upon 
scanning with the focused laser beam and the motorized 
micro-stage. The photocurrent from the MoS2/WS2 
heterojunction area is one order of magnitude higher than 
that from the MoS2 area, indicating the enhanced 
photocatalytic activity by the reduced overpotential. 
 
3. Conclusions 
 
 We developed the spatially–resolved and in-situ PEC 
characterization methods in the miniaturized PEC cell to 
investigate the HER mechanism, and clearly demonstrated 
that the atomically thin MoS2/WS2 heterojunction catalyst 
can reduce the over-potential for HER on the p-type WSe2 
photocathode owing to strong built-in potential at the 
solid-liquid interface. Our approach provides not only new 
methodology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 PEC 
processes but also novel strategy to design 
high-performance PEC cell for efficient solar-to-fuel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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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ability of high-order tuning of the synaptic plasticity 
in an artificial synapse can offer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rocessing time, low-power recognition, and 
learning capability in a neuro-inspired computing 
system.[1] Inspired by light-assisted dopamine-facilitated 
synaptic activity, which achieves rapid learning and 
adaptation by lowering the threshold of the synaptic 
plasticity, a two-terminal organolead halide perovskite 
(OHP) based photonic synapse is fabricated and designed 
in which the synaptic plasticity is modified by both 
electrical pulses and light illumination [2]. 
 
2. Experiment and results  
 
2.1 Fabrication and resistive switching characteristics 
The OHP synaptic device consists of the spin-coated 
CH3NH3PbI3 film sandwiched between Ag and ITO 
electrode. The fabricated Ag/OHP/ITO synaptic device 
shows a representative current–voltage (I-V) characteristic, 
exhibiting a bipolar switching feature with an ~104 
ON-OFF ratio at Vr = 0.05 V driven by sweeping with 
different voltage polarities. The observed bipolar 
switching behavior originated from the 
formation/annihilation of electric-field-driven ∙ (iodine 
vacancy) through the GBs or several defect migration 
pathways in the OHP film. 
 
2.2 synaptic functions and pattern simulation  
To investigate the voltage-driven synaptic plasticity, the 
change in the PSC was monitored when the diverse input 
electrical pulses were applied to the pre-neuron. 
According to condition of input stimuli, our device mimic 
a short-term plasticity, long-term potentiation (LTP) in 
synaptic plasticity. Under light exposure, our OHP 
synaptic device can similarly mimic dopamine-facilitated 
synaptic functions. Owing to the accelerated migration of 
the iodine vacancy inherently existing in the OHP film 
under light illumination, the OHP synaptic device exhibits 
light-tunable synaptic functionalities with very low 
programming inputs (~0.1 V). It is also demonstrated that 
the threshold of the long-term potentiation decreases and 
synaptic weight further modulates when light illuminates 
the device. Notably, under light exposure, the OHP 
synaptic device achieves rapid pattern recognition with 
~82.7% accuracy with a low power consumption (4.82 
nW/the initial update for potentiation), which is ~2.6 103 

times lower than when the synaptic weights are updated by 
only high electrical pulses (Fig. 1). 

 
Fig. 1. Recognition accuracy for the MNIST patterns 
 
3. Conclusion  
 
In summary, we have fabricated a two-terminal 
OHP-based photonic synapse whose the synaptic 
plasticity could be modulated by both electrical and light 
stimuli, which can mimic the dopamine-facilitated 
synaptic activity. In this result, under light exposure, our 
OHP photonic synapse could achieve a rapid MNIST 
pattern recognition of 82.7% accuracy after only 2000 
learning phases with lower power consumptions of the 
potentiation (≈2655 times) than the case where the 
synaptic weights were updated by only higher electrical 
pulses without light. We believe our proposed photonic 
synaptic device could offer a new route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learning and memory capability in a 
neuro-inspired computing syste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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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TENG) convert mechanical 
energy into electrical energy by means of contact 
electrification and charge induction mechanisms [1]. Due 
to irregular nature of input mechanical forces, the 
electrical output from the TENG is also irregular. In this 
work we obtained predictable electrical output from the 
TENG by means of a mainspring-based frequency 
regulator (MFR) system, even though there is variability in 
the input force and frequency. Next, we showed that the 
system design can be modified based on the specific 
energy harvesting application. Finally, we demonstrated 
how regulated TENG output can be used for driving a 
power transformer. 
 
2. System Design 
 
Figure 1a shows the concept of MFR-TENG. The 
mainspring first stores the energy from variable input 
energy sources. Next using a kinematic system based on 
gear-train, cam-follower and flywheel, the electrical 
output from the TENG is regulated. Figure 1b shows 
operation of cam driven TENG with periodic grounding 
(Gnd-TENG) [2]. Figure 1c shows photograph of the 
MFR-TENG system connected to a transformer, capacitor 
and wireless sensor. Figure 2 shows that the MFR-TENG 
design can be modified to include a water-wheel at the 
input for water energy harvesting applications. 
 
3. Experimental Results 
 
Figure 3a shows the regulated output from the MFR- 
TENG at 10Hz, 20Hz, 30Hz, 40Hz, and 50Hz. Figure 3b 
shows the circuit for connecting MFR-TENG to a power 
transformer of turns ratio 10:1 the output from which can 
be rectified to DC and stored in a capacitor. Figures 3c and 
3d show the output current and voltage, respectively, from 
GnD-TENG before and after transformer conversion at 
regulated frequencies of 10Hz, 30Hz and 50Hz.  
 
4. Conclusions 
 
In summary, we studied a mainspring-based frequency 
regulator system for irregular energy scavenging from 
TENGs. The system design can be modified based on the 
energy harvesting application. Furthermore, the regulated 
TENG output can be used to drive a power transformer. 

 

 
Fig. 1.  MFR-TENG concept, operation and photograph. 

  

 
Fig. 2.  MFR-TENG design based on application. 

 

 
Fig. 3.  Transformer conversion using MFR-T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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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on beam can transfer energy and momentum to ions, 
causing chemical and physical changes in the material. 
The ion beam used in this study can change the surface 
roughness and surface energy of the polymer. Also, due to 
the pores of the surface created, the surface will create a 
porous and hydrophobic surface. In this study, Ion beam is 
irradiated on tetrafluoroethyleneco-perfluorovinyl ether 
(PFA) films to create a large-area, superhydrophobic 
polymer surface. [1-2] 
 
2. Experiment  
 
2.1 Fabrication  
 To make nanopatterned polymer, 2 cm x 2 cm PFA 
substrate was placed inside an ion-beam irradiation 
apparatus. In figure 1(a-c), we kept the ion-beam 
irradiation enetgy and current density constant. 20 nm of 
gold is deposited on the PFA thin film to generate plasmon 
properties on the surface. 
 
2.2 Measerment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tomic force microscopy (AFM) and contact angle (CA) 
are performed for the physical property. Also, 
UV-spectroscopy is performed for the optical properties. 
The resulting gold-coated nanoporous PFA film exhibits 
super hydrophobicity (contact angle ~ 150) and forms a 
large-area flexible plasmon platform. [3-4] 
 
3. Results and Discussion 
 
Before ion-beam irradiation, the PFA film surface was 
smooth (roughness 13.2 nm). Three different ion 
impantationrange produced surface roughness of 10.4 nm, 
134.6 nm. 276.6 nm. Gold deposition on the four samples 
showed a similar trend in terms of surface roughness as 
that of ion-beam irradiation. Depositing a 20 nm-thick 
gold layer onto the ion-beam-irradiated PFA films further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surface roughness without 
blocking the cavities. The results show that as the density 
of ion-beam irradiation increased, the contact angle 
correspondingly increased. After gold deposition, the 
contact angle was reduced. However when compared with 
the contact angle for a pure gold film (~80˚), it is clear that 
the nanostructures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contact angle when gold is deposited on a nanopatterned 
surface. Before gold deposition, the transmittance 
gradually decreases as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samples increases due to ion-beam irradiation. Gold 
deposition has an effect on the transmittance 
characteristics in the vicinity of the 600 nm wavelength, 
due to plasmonic absorption 

 
Fig. 1. Schematic showing the fabrication process of 
plasmonic nanostructured 
poly(tetrafluoroethylene-co-perfluorovinyl ether) (PFA) 
film. (a) Pristine flexible and transparent PFA thin film 
with the size of 2 cm× 2 cm . (b) PFA film after ion-beam 
irradiation, (c) gold deposited on nanopatterned PFA 
surface. After ion-beam irradiation, it was seen that the 
transparency could be well maintained. By gold deposition, 
the sample showed a bluetinge due to plasmonic effect. 
               
4. Conclusions 
 In summary, we folmulate a highly reproducible, low 
temperature, high efficiency, and low cost fabrication 
technique for large-area metallic surface nanopatterning. 
we use technique to produce a superhydrophobic 
plasmonic surface. so, we expect that our proposed 
fabrication technique can be utilized in next-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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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nature of the substratum is known to be a factor in the 
adhesion and motility of living cells on a surface. A 
variety of cells adhere to substrata which have low critical 
surface energy immediately beneath surfaces with high 
critical surface energy. Many studies have compared 
attachment of cells to different types of surfaces; solid 
surfaces have usually been characterized according to their 
hydrophobicity and surface free energy[1]. Super- 
hydrophobic surfaces have been studied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2, 3]. Anodic aluminum oxide (AAO) 
has been proposed in recent years as a material suitable for 
use in nanotechnology. In particular, porous type AAO has 
been used as a “nanohoneycomb” [4, 5] structured 
template for the fabrication of nanostructures. By varying 
the electrolyte solutions used and the anodic voltages and 
the anodizing time, AAO can be employed to make 
various kinds of porous material.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AAO resemble a nanoscale honeycomb 
structure; the AAO is used as a template, and a 
superhydrophobic surface is fabricated as a polymer 
replica. In the present study, we undertook fabrication on a 
superhydrophobic surface and studied the growth of 
surface cells. Using AAO as a template, a flat surface with 
a superhydrophobic surface was made by the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DuPont Teflon® AF: 
Amorphous Fluoropolymer Solution) dipping method, and 
we deter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ell growth using 
3T3-Swiss albino cells cultured for three days in an 
incubator. The cells growth of su erhydrophobic surface 
became observation the cells not to grow. 
 
2. Experimental Section 
2.1 Preparation of specimens 
We prepared three types of specimen. One is industrial 
aluminum plate, another is a PTFE surface, and the third 
comprises nanofiber structures resulting after the 
anodizing, TFE dipping and etching processes using 
industrial aluminum. he process of fabrication of 
superhydrophobic nanofibers tructures is shown 
schematically in Figure 1. We began with industrial 
aluminum plate (purity 99.5%, 40 mm × 40 mm × 1 mm). 
The first step is anodizing, using oxalic acid. Industrial Al 
plate was anodized for 7h in 0.3 M oxalic acid solution at a 
constant voltage of 40V, using a computer-interfaced 
power supply (Digital Electronics Co. DRP-92001DUS). 
During anodization the solution was maintained at a 
temperature of 15 by a circulator (Lab. Companion, 
RW-0525G). The result is a porous AAO template. A 

replication template with widened AAO template was 
fabricated by immersing AAO template in 0.1M 
phosphoric acid solution at 25. The widening time was 40 
min. The next step is replication, using the anodized 
porous AAO template as the template material. To make a 
polymer replica we used the dipping method, with a 
solution of PTFE. Dipping took place in a vacuum 
chamber, and the resulting specimens were cured at 65 for 
one day. After the curing process, a PTFE thin film with 
nanofiber structures remained. The PTFE thin film was 
then covered with polyimide tape to support the replica, 
and was cured at 100 for one day in an oven to increase the 
strength of the adhesive. Finally, nanofiber structures were 
obtained after removal of AAO with AZ 300 MIF 
developer at room temperature. 

       
Fig. 1 Process scemes for superhydrophobic surface 

 
2.2 Surface wettability 
The sessile drop method, which measures the contact 
angle of a water droplet on a surface, was employed to 
characterize the wetting properties, using a surface 
analyzer DSA–100 (Krüss Co.). We measured both the 
static and dynamic contact angles for the flat surface. The 
static contact angle was measured using a 3 μL deionized 
water droplet. An advancing CA (θa) was measured by 
increasing the inclination of the surface, and a receding 
CA (rθ) as it was lowered, with a deionized water droplet 
of volume 3 μL. We calculated the difference between a θ 
and rθ , which is known as the contact angle hysteresis 
(Δθ). At least five different measurements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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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ifferent areas of each sample at room temperature.  
2.3 Cell culture and assay for cell attachment 
We grew cells on the industrial aluminum plate, on a 
PTFE surface and on the resulting superhydrophobic 
surface with nanofiber structures. We dropped medium 
with serum added onto the surfaces, and maintained them 
for 12 hours (overnight) at room temperature. The 
specimens were thenwashed a second time with 
serum-free media, after removal of the serum-added 
medium. 3T3 Swiss Albino fibroblast cells at a 
concentration of 5 x 104 cell/ml were then seeded onto the 
specimens. All cultures were maintained at 37 in a 
humidified 10 % CO2 atmosphere for 3 days. The culture 
medium was then removed from the cultured cells on the 
specimens, which were washed with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2). The cells were fixed in formalin for 5 min. 
at room temperature. They were then washed with 
phosphate buffered saline.  4’ , 6’-diamidino-2-phenylin- 
dole antibody staining (1 ug/ml) was used to identify the 
cell nucleus. The cells were again washed with phosphate 
buffered saline after exposure to the DAPI. Finally, the 
cells were observed on the surfaces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3. Results and Discussion 
3.1 Topography and Wetting properties of the Al, 
PTFE and Nanofiber structures 
Of the three surfaces, industrial aluminum generally 
contains some impurities, a PTFE replica has a flat, and 
nanofiber structures have a complex hierarchical structure. 

 
Figure 2. Field-emission SEM top images of (a) industrial 

aluminum (b) PTFE replica (c) nanofiber structures 
surfaces. The insets show the static contact angle. Optical 
inverted microscopy(OIM) photographs of (d) industrial 

aluminum (e) PTFE replica (f) nanofiber structures 
surfaces. 

Figure 2 shows field-emission SEM images of the cell 
growth templates. Figure 2(a) shows the industrial 
aluminum surface. This image verifies the reliability of the 
impurity in industrial aluminum by some impurity, and the 
inset shows a static contact angle of 65.5°. Figure 2(b) 
shows the flat PTFE replica surface; the inset shows a 
static contact angle of 117°. Figure 2(c) shows the 
nanofiber structures, and is very different from the other 
two. SEM observation at high magnification revealed the 
polymer sticking structure. Polymer sticks to it so an air 
layer can exist and water cannot penetrate inside. Air may 
be trapped in nanoscale 3D network structures of this type, 
so that the contact area with the water droplet is greatly 
reduced. Cell growth was observed by optical inverted 
microscopy of the cultures on the three surfaces. In 
Figures 2(d) and (e) it is possible to see the nuclei 
remaining on the surfaces. On the nanofiber surface, 
however, (Figure 2(f)) the superhydrophobic property 
prevented almost all nuclei from adhering. Very few 
nuclei remain on the superhydrophobic surface. Its greater 
cell-detachment capability is due to its unique geometrical 
surface features and also the chemical origin with 
hydrophobic PTFE of low surface energy material. When 
cells adhere to a surface, this is due to hydrophobic 
interactions (a water exclusion mechanism). Additional 
interactions such as van der Waals forces, hydrogen 
bonding and electrostatic interactions may also mediate 
the adherence of cells on surfaces. 

 
4. Conclusions  
 
A superhydrophobic surface has been fabricated using 
industrial aluminum plate and a simple fabrication process. 
This superhydrophobic surface prevents cell attachment. It 
exhibited excellent repellency and low adhesion properties, 
whereas the aluminum surface and the PTFE replica 
surface were stained by large numbers of nuclei. The 
difference is clearly associated with the surface tension, 
hydropobicity and geometry of the surface. Since these are 
correlated, further studies would be needed to distinguish 
between their effects. This superhydrophobic surface is 
available for application to bioseparation devices, 
microfluidic devices, liquid transportation without loss, 
and related technolog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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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wettability of a solid surface is governed by its 
chemical composition and geometric micro/nano structure 
[1]. Wettability is important in industrial applications and 
remains the subject of theoretical research. Surfaces are 
described as superhydrophobic if their water contact angle 
(CA) is greater than 150°, and superhydrophilic if the CA 
is less than 10°. These surfaces are of special interest 
because they are likely to have properties such as 
antifogging [2], self-cleaning [3] and anti-fouling [4]. 
Superhydrophobic surfaces can generally be obtained by 
controlling the roughness of hydrophobic surfaces, 
whereas superhydrophilic surfaces are generated by 
exploiting a capillary effect on hydrophilic surfaces. In 
this study, we have evaluated a superhyrophilic surface 
with dual structure by plasma etching and anodic 
anodization. 
 
2. Experimental Section 
 
We started with industrial grade aluminum (99.5 %) sheets 
(50 mm x 40 mm x 1 mm). Plasma etching was used to 
generate unevenness on the microscale. Etching of the 
material to physically remove material may affect the 
chemical bonds within. To fabricate nano-structures on the 
plasma etched surface, we then anodized the surface. We 
finally obtain the super-hydrophilic surface. 
Figure 1 shows the simple overall scheme used to prepare 
the super-hydrophilic surface. The micro-structure is first 
fabricated by plasma treatment, and the nano-hole 
structure is then fabricated by anodic oxidation to create a 
super-hydrophilic surface. 

Plasma treatment 
We use plasma to etch industrial aluminium without a 
mask, so as to form a microscale structure. The plasmas 
were excited by a ICP-Etcher (inductively coupled plasma 
etcher) at a radiofrequency of 13.56 MHz. The aluminium 
(4 cm x 5 cm), on a 6 inch wafer, was etched at a source 
power of 300 W. The lower end electrode was biased at – 
300 volt to produce the 

Fabrication of nano-hole structure 
To fabricate the desired micro/nano dual scale structure, 

we electrochemically etched the aluminum, which by now 
was rough on the microscale, using a solution of oxalic 
acid. Anodization was carried out in 0.3 M oxalic solution. 
The plasma-etched aluminum was the anode, and a flat 
industrial aluminum sheet acted as the cathode. The 

distance between the cathode and the anode was adjusted 
to 5 cm. A constant voltage of 40 V was applied between 
the cathode and the anode for 10 hours, using a computer–
interfaced power supply (Digital electronics CO., LTD., 
DRP-92001DUS). The solution was maintained at a 

temperature of 15 °C by a circulator (Lab. Companion, 

RW-0525G). During anodization, an anodic aluminum 
oxide (AAO) layer with nanopores forms on the plasma 
etched aluminum micro structure. After anodization, the 
aluminum sheet was rinsed with deionized water and dried. 
Wettability studies were then undertaken. 

 

 
Fig.1 Scheme for preparing the dual-scale surface 

 
Measurement of surface wettability 

To determine the wettability of the surface, we used the 
sessile drop method, and measured the contact angle of the 
water droplet on the surface using a surface analyzer 
(DSA–100, Krüss Co.). The contact angle was measured 
on three different types of sample: an aluminum sheet with 
no surface modification, a plasma etched aluminum sheet, 
and an aluminum sheet with the dual-scale surface 
modification. We were therefore able to compare the 
effect of each process, as well as the combination of both 
processes.  Each sample was placed on a test stage, and a 
deionized water droplet (1 l) was introduced onto its 
surface through a computer-controlled microsyringe.  The 
steady-state contact angle was measured. At least five 
different measurements of the contact angle were made at 
different locations on the sample, at room temperature. 
 
3. 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2(a-d) shows field-emission SEM images of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samples tested: normal industrial 
aluminum, plasma etched aluminum and the dual-scale 
surface. Figure 3(a) shows the normal aluminum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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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a flat surface with impurities. Figure 2(b) shows 
an oblique (30° angle) view of the plasma-etched 
aluminum surface. The microscale roughness was 
generated by the plasma etching process. The increased 
surface area and structural change causes a reduction in the 
contact angle with a water droplet. Figures 2(c), (d) show 
top and side views of a dual-scale surface with a pore 
diameter of approximately 50~60 nm superimposed on 
micrometer-scale roughness. This two-scale effect is also 
found on the lotus leaf. 
 

 
Figure 2. Field-emission SEM images 

 
Figure 3 shows optical images of static contact angle 
measurements on the samples shown in Figure 3. The 
changes in surface wettability due to surface modifications 
are obvious. Figure 3(a) shows the intrinsic contact angle 
of the flat aluminum surface having normal roughness. 
Figures 3(b) and 3(c) show intermediate contact angles. In 
particular, Figure 3(c) shows our targeted surface (i.e., a 
completely wetted surface) with the dual-scale surface. 
The microscale roughness, together with the capillary 
enhancement due to the nanoscale holes, successfully 
generate a surface that is completely wetted. 
 

 
Fig.3 Water droplets and static contact angle 

 
Figure 3(d1-d4) show that the water is wholly adsorbed 
onto the dual scale alumina surface, corresponding to the 
super-hydrophilic property. The images shown in Figure 
3(d1-d4) were taken with a digital camera at a frame rate 
of 25 frames per second on a DSA-100 station. 
Figure 4 shows the change in the water contact angle with 
anodizing time. The nanohoneycomb structure was 
fabricated by anodizing, using industrial aluminum, and 
the dual-scale alumina structure was fabricated by 

anodizing using plasma etched aluminum. The initial rapid 
change in the contact angle during the first 4 hours was 
caused by impurities in the industrial aluminum. After 4 
hours of anodizing, the contact angle decreases with time 
but the nanohoneycomb structure cannot give rise to the 
super-hydrophilic property however long the anodizing 
time. 
 

 
Fig.4 The wetting behavior of water droplets with 

anodizing time as measured by mean static contact angle 
 

In contrast, the dual-scaled alumina surface gives rise to 
the super-hydrophilic property after 10 hours of anodizing. 
This tells us that the super-hydrophilic surface cannot be 
fabricated by anodization alone. 

 
4. Conclusions  
 

We have fabricated a surface that undergoes complete 
wetting, by means of dual-scale surface modification. The 
first stage is plasma etching, which generates microscale 
unevenness on the aluminum surface. The resulting 
plasma-etched aluminum surface was then anodized. This 
is the result of a synergetic effect between the two 
fabrication processes, which greatly increases the capillary 
force. Our dual-scale surface can be used in torpedoes, and 
in heating/cooling-related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to act as an effective condensation surface which 
selectively and efficiently collects moisture. Since 
aluminum is the most common material in many of these 
products, the present method is applicable with no further 
material costs. Moreover, this method can be used with 
other materials which can be anodized to form nanoscale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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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rom the past,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the collapse of structures  have caused numerous 
casualties and property loss. It is important to detect crack 
to prevent collapse caused by crack[1-6]. Due to 
importance, various kinds of sensors have been developed 
to detect cracks. Our study suggests wire type triboelectric 
sensor(W-TES) which can detect crack through its 
vibration and electrical output. Also, we developed 
Arduino crack sensor based W-TES which have high 
resolution and accuracy.  
 

2. Experiment  
 
2.1 Characteristic 

The W-TENG is basically a non-contact single 
electrode and consists of two parts (Figure 1). The upper 
part is vibrating wire and the lower part is electrically 
charged counter plate. We used steel wire for a positively 
charged material and fixed it on both ends.  Al tape and 
PTFE film (9 x 9 cm ) are used as an electrode and 
negatively charged material. The gap distance between the 
wire and PTFE film is 1 mm. 

As the wire approaches, the PTFE film charged by 
negative charge and wire charged by a positive charge. 
When the wire moves away from the PTFE film, the 
electrons attached to PTFE film move to the ground in 
order to establish electrical equilibrium. Finally, when the 
wire comes again, the electrons moved to the ground move 
to the electrode, and electricity is generated. 

 
Figure 1. Schematic diagram and mechanism of W-TES. 
 

2.2 Measurement  
An oscilloscope (MDO3052, Tektronix) and low-noise 

current preamplifier (SR570, Stanford research systems) 
were used to measure the output voltage and current. A 

Universal Testing Machine(P-2011, Hana Measuring 
Instrument) was used to measure the tension.  
 
3. Results and Discussion 
 

When a force is applied, the wire vibrates in a specific 
frequency band (natural frequency). . The theoretical 
natural frequency of the wire is determined by the 
vibration mode number n, the wire length L, the linear 
density μ and the tension T as shown in the below equation. f                                                                          (1) 

We compared natural frequencies between electrical 
voltage peaks by W-TES and theoretical values according 
to linear density, tension and elongation of wire. As, as 
shown in Fig. 2(a) the tension increased from 4 kgf to 16 
kgf, they were proportional to the change of tension as 
equation (1). Also, the linear density increased, the 
frequency and the number of peaks were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square root shown in Fig. 2(b). As 
shown in Fig. 2(c),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increasing the elongation by 0.5 mm on the fixed wire to 
verify the resolution of the crack sensor based W-TES. 
Also, We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W-TES frequency 
and theoretical is matched with high accuracy.   

As shown in Fig.2(d), we developed crack sensor based 
on W-TES with Arduino module. When the tension is 
changed due to crack, the sensor can detect change and 
convert the voltage peaks of W-TES into the frequency of 
wire depending on eq. (1). The calculated frequency and 
tension are displayed on the LCD screen immediately. 

 
Figure 2. Frequency behavior and crack sensor with 
Ardu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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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s 
 
In conclusion, our study suggests wire type TES which can 
make electrical output through its vibration. W-TES 
shows its high accuracy and resolution that can be proved 
by its length, tension, and linear density change. Also, we 
design the Arduino sensor based W-TENG that can detect 
the change of wire natural frequency and show it on the 
screen immediately. We expect W-TENG can be applied 
as on-demand sensors for safety monitoring such as crack, 
the collapse of building and tension meter in the industrial 
field with advantages of low cost, simple design, and goo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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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e report practical approaches for stably self-powered, 
transparent, and attachable ionic communicators (STAICs) 
based on self-cleanable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STAICs can be easily applied on human skin due to their 
softness and its chemically anchored robust layers. 
STAICs function as real-time WSNs for communicating 
between humans and machines. Surface functionalization 
on STAICs by (Heptadecafluoro-1,1,2,2-tetrahydrodecyl) 
trichlorosilane improves sensitivity of STAICs and makes 
them electrically and optically stable due to the 
self-cleaning effect without sacrificing transmittance. This 
research will be a foundation for potential development of 
attachable ionics, self-powered sensor networks, and 
monitoring system for biomechanical motion. 
 
2. Manuscript Format 
 
2.1 Fabrication of the STAICs. i) PDMS curing : 
Polydimethylsiloxane (PDMS; Dow corning, MS-1003) 
was prepared by molding the mixture of base and curing 
agents (5:1 by weight) followed with a 50℃ treatment in 
an oven for 24 hours. Bottom PDMS was shaped with the 
wall near the rim with the dimensions of 0.5 mm and 1.0 
mm (height × thickness) on 0.5 mm × 40 mm × 40 mm 
(height× length × width) and top PDMS was shaped with 
dimensions of 0.1 mm × 40 mm × 40 mm (width × length 
× thickness). We used acrylic as templates. ii) Activating 
PDMS for hydrogel polymer grafting [1] : the cured 
PDMS was dipped in 15 wt.% benzophenone in ethanol 
solution for 10 minutes and cleaned with methanol to 
activate the elastomer surfaces. iii) Activating PDMSs for 
bonding between top and bottom PDMS : to bond between 
the edges of top and bottom PDMS, the edges of bottom 
and top PDMSs were treated with air plasma for 10 
seconds. The area which did not need to be treated was 
masked with a polyimide tape. iv) Hydrogel polymer 
grafting : hydrogel solution was poured on the activated 
bottom PDMS and covered with top PDMS. Hydrogel 
forms chemical bond to the PDMSs by directly curing 
hydrogel precursor onto the benzophenone absorbed 
PDMS surfaces followed by 365 nm UV irradiation for an 
hour. v) Activating elastomer for perfluorination : the top 
STAIC surface was treated by air plasma for 30 seconds. 
Reactive oxygen radicals produced by air plasma attack 
the methyl groups (Si–CH3) and substitutes them with 
silanol groups (Si–OH) vi) Surface functionalization : a 

small amount of HDFS (JSI Silicone Co. Korea) dissolved 
in Hexane (1:3) and OH- terminated STAICs were placed 
into the glass container. Then, 40℃ was applied in an oven 
for 90 minutes. Self-assembled monolayer (SAM) was 
formed via the vapor. 
 
3. Results and Discussion 
 
A thimble-type wireless real-time communicator was 
produced for human–machine interfaces based on STAICs. 
STAICs were attached to fingers. Thumb, index, middle, 
ring, and little fingers were coded to signal 1, 2, 4, 8, 16 
with a microcontroller for real-time communication, 
respectively. The combinations of the signals from each 
finger were interpreted to an alphabet. Prior to the 
communication, we checked the triboelectric property of 
STAICs on a finger by touching skin and clothes. The 
STAICs successfully harvested electrical energy from a 
gentle touch to skin (61.6 V) and fabric (13.0 V) (Fig. 1) 
Fig. 2 shows a demonstration of a wireless real-time 
communicator based on STAICs. To input letter “D”, a 
value of 4 is needed, which is given by a single touch of 
the middle finger (4). For writing “R”, a value of 18 is 
needed, requiring simultaneous touch of the index (2) and 
little finger (16). Writing “E”, “A”, and “M” is based on 
the same mechanism. The word “DREAM” was 
successfully typed with STAICs. 
 

 
Fig. 1.  Generated voltages of a STAIC by a gentle touch to 
a fabric and th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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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monstration of real-time communication with 
STAICs. “DREAM” was typed using combinations of 
finger touches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Highly transparent (99.6 %) and stretchable (330 %) 
STAICs were fabricated with mechanical reliability by 
chemical bonding between the ionic conductor and contact 
material, which is critical for the functionality and 
durability of hydrogel electronics. By controlling gelation 
time, both high transmittance and robust hydrogel-PDMS 
interface were secured preventing the light scattering on 
the interface of the layers during the chemical bonding 
process. Additionally, HDFS surface treatment ensured an 
increased electrical output power (increase of output 
voltage by 24.5 % and of output current by 17.5 %) 
without sacrificing the transmittance compared to 
non-treated STAICs. Self-cleanability by introducing 
HDFS surface treatment led to recover transmittance 
(40.6 %p increase) and electrical output voltage (19.4 %p 
increase) compared to the non-treated STAICs at the water 
jet step after simulated dust covering. Due to their stable 
transmittance and stretchability, STAICs served as a 
thimble-type wireless real-time human-machine 
communicator from harvesting gentle touches with fingers. 
Remarkably, the attractive features of STAICs open up 
exciting opportunities not only for an approach to 
self-powered transparent attachable HMIs for WSNs but 
also for broader applications of stretchable ionics, soft 
robotics, and self-powered monitoring system for 
biomechanical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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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dding nanoparticles and creating mesoporous films into 
PDMS provide an increment of capacitance, surface area, 
surface charges density, and water contact angle of the 
polym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triboelectric 
nanogenerator (TENGs) [1-2]. Here, we report a simple, 
efficient, and inexpensive method to fabricate porous 
nanocomposite TENGs. Layer-by-layer hierarchical 
assembly (LBLHA) wet coating was used for full 
deposition on the PET substrate.  
 
2. Methodology 
 
2.1 Layer-by-layer assembly: The cycle of dipping, 
rinsing and drying was repeated until the 3 bilayers of 
(PVA/GNP-PSS)3 multilayers were obtained [2].  
 
2.2 Fabrication of porous GNP-PDMS multilayers: 
First, 0.03 and 0.5 wt% of GNP were mixed with alcohol 
and put into bath sonicator for 30 min and then mixed with 
elastomer PDMS solution based on 10:1 molar ratio. The 
curing agent was added and mixed under bath sonication 
for 15 min. 33 wt% of Na2CO3 was added to the 
GNP-PDMS solution and mixed by the vortex mixer for 
30 min and the solutions were degassed by a vacuum 
pump. After this process, the (PVA/GNP-PSS)3 coated 
substrate was dipped into APTES solution and dried. Then, 
the degassed GNP-PDMS solution was poured on the 
500 μm thick mold using the Doctor-blade technique. The 
sample stayed at room temperature for 1 h and thermally 
cured in a pre-heated oven at 100 ˚C for 1 h. Finally, the 
thermally cured composite film cooled for 45 min. Finally, 
the LBLHA sample was dipped into a DI water for 12 h to 
discard Na2CO3 from the PDMS layer. (Fig. 1) 
 
3. Results and Discussion 
 
SEM images confirmed the formation of many pores and 
undulated and rough surface on porous GNP-PDMS layer. 
The water contact angle measurement confirmed the 
hydrophobicity of the sample S-V with θ=118.1˚. Porous 
GNP-PDMS with 0.5 wt% GNP showed the maximum 

output voltage and current density compared to other 
samples. The triboelectric performance increased because 
of the coupling effect of porosity and charge density. (Fig. 3) 
 

 
Fig. 1. LbLHA process fabrication of porous GNP-PDMS 

composite film. 

 
Fig. 2. Sample Layouts. 

 
Fig. 3. Output voltage of each samples. 

 
4. Conclusions 
 
We expect this useful LBLHA process fabrication to be a 
promising potential application of TENGs particularly in 
the portable electron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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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유기물 기반의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전도성 고분자만을 
이용했다는 점은 열전 발전용 소자의 활용 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 
(GNP) 및 탄소나노튜브 (SWNT)를 고분자와 함께 
다층박막적층법으로 고분자 필름 위에 나노 두께의 
박막으로 코팅하여, 열전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 결과 
기존 전도성 고분자 기반의 열전 소재의 에너지 
하베스팅 특성과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혀냈다.  
 
2. 다층박막적층법 
 
2.1 사용재료 및 코팅 방법:  
그래핀 및 탄소나노튜브를 분산제를 이용하여 DI 
water에 분산시킨 용액을 준비한다. 또한 이 입자들과 
다층박막을 이룰 poly(vinyl alcohol) (PVA) 및 poly 
(diallyldimethyl ammonium chloride) (PDDA) 수용액을 
준비한다. 그래핀의 경우, 분산제인 PSS가 PVA와 
수소결합을 이루며 기판 위에 균일하게 적층된다.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계면활성제가 PDDA와 정전 
기적 인력으로 결합되며 균일하게 적층된다. (Fig. 1). 
 

Fig. 1. LbL process for CNT thin films. 
 

2.2 균일한 적층의 확인:  
다층박막적층법을 통해 그래핀 및 탄소나노튜브가 
균일하게 적층됨을 확인하기 위해 광흡수율과 두께를 
측정하였다. 자외선가시광선분광기 측정 결과 박막이 
적층될수록 흡광도가 증가하였으며, ellipsomter 측정 
결과 적층수와 비례하며 두께가 증가하였다. 

3. 열전 하베스팅 능력 평가 
 
열전 하베스팅 능력 측정 결과, 그래핀의 경우 

conductivity가 약 103 S/m 정도이며 탄소나노튜브는 

약 105 S/m 정도로 기존 전도성 고분자 기반 열전 

하베스팅 장치의 값보다 높았다[1]. Thermopower의 

경우 그래핀은 < 20 μV/K 이며 탄소나노튜브는 -15 
μV/K 정도이다. 이때, 그래핀 필름의 경우 p-타입,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경우 n-타입의 열전 특성을 

나타냈다. 

Fig. 2.  Conductivity and thermopower.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그래핀 및 탄소나노튜브를 고분자와 
함께 다층박막적층법으로 기판 위에 적층한 열전 
소자의 특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한 열전 소자와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혀냈으며, 
이는 향후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열전 소자의 제작 
비용을 낮추고, 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1] W Jang et al. micronachines 9:628, 2018.  
 
후기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335 -



 

 

Layer-by-Layer Assembled Carbon Thin Film Multilayers: Applications for 
Flexible Energy Harvesting Generators 

 
*한소영1, Habtamu Gebeyehu Menge1, 장원준1, 최덕현2, 김동섭3, 최경후4, 박용태1+ 

* J. Kim 1,  H.G. Menge 1,  W. Jang 1,  D. Choi 2,  D. Kim 3,  K. Choi 4 ,  Y.T. Park 1+ 

 
1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 2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항공시스템기술그룹, 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안전연구팀 

 + E-mail: ytpark@mju.ac.kr 
 

Keywords: Graphene, Layer-by-layer, Nano, Energy Harvesting, Triboelectric, Thermoelectric 
 

1. 서론 
 
최근, 전자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전지의 크기 및 
용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에너지 수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박막 적층법(Layer-by- 
layer(LbL) technique) 사용하여 제작한 나노탄소 기반 
의 복합다층막의 에너지 하베스팅 특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Result & Discussion 
 
2.1 Thermoelectric Generator (TEG):  
열전 발전기는 최근 폐열 에너지를 회수하는 특성에 
대해 연구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행 된 유기 TEG에 
대한 연구는 전도성 고분자를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TEG의 적용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았다. 본 연구에서 
는 graphene nanoplatelet (GNP) 또는 carbon nanotube 
(CNT)를 사용하여 전도성 고분자가 아닌 일반 수용성 
고분자와 함께 다층박막으로 제작하여 유기 TEG를 
제작하였다. 탄소기반의 다층박막의 열전 성능을 
측정한 결과, 본 연구에서 TEG의 열전 성능은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하여 제작된 기존의 유기 TEG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순히 사용된 
고분자 전해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p- 또는 n-type 
TEG를 LbL 공정을 통해 CNT나 GNP로 쉽게 제조할 
수 있었다.  

 
Fig. 1. Thermoelectric power factor of LbL thin films 

 
2.2 Triboelectric Nanogenerators (TENGs): 
마찰전기 나노발전기는 경량이고, 휴대성 및 친환경 
성으로 인해 유망한 차세대 기계 에너지 수확 소자 

이다. 그러나 비용 효율성, 고성능, 확장성 및 간단한 
프로세스와 같은 요구 사항으로 인해 TENG의 실제 
산업 응용은 아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는 저비용이면서 내구성과 확장성이 좋고 착용가능한 
TENG를 가능하게 하는 그래핀 기반 TENG LbL 
기술을 연구하였다. LbL 기반의 그래핀 다층박막은 
어떤 형태의 기판(고분자 필름 또는 섬유 등)에도 
증착이 된다. 이때, 적층된 그래핀 박막은 양의 마찰 
전기 물질이자 TENG 소자의 전극 역할을 한다. 단일 
전극 모드로 작동되는 착용가능한 섬유기반의 그래핀 
TENG는 LbL 기법으로 제작되어 확장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Fig. 2. LbL-assembled graphene TENGs 

 
 3. Conclusion  
 
 단순하고 기능성의 CNT 또는 GNP 기반의 LbL 다층 
박막은 열전 특성 및 마찰대전 특성을 이용하여, 향후 
자체 전원 무선 센서 및 웨어러블 에너지 수확 장치와 
같은 휴대용 마이크로 전자제품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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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부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다량 이용되고 있는데, 
연비개선과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등을 이유로 

경량화 재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자동차의 사이드스텝 등에 사용되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경량화를 위하여 저비중 탄소다공체를 

합성하여 경량복합재를 개발하였다. 
 

2. 저비중 탄소다공체 합성 
 
현재 열가소성 수지 사출 과정에서 중공형 glass 

bead를 사용하여 경량화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 

시도되고 있는데, silica 재질의 glass bead는 소재의 

특성 때문에 사출시 높은 압력에서 중공형 구조가 

무너지는 단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silica 재질 대신 

탄소를 소재로 한 중공형 탄소섬유 (carbon hollow 
fiber, CHF)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중공형 탄소섬유는 지름 2 um의 극세사를 template 

로 하여 폴리머를 100~500 nm 두께로 코팅한 뒤, 
열처리로 탄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만들어진 

중공형 탄소섬유는 Figure 1 과 같이 속이 비어있는 

중공형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ure 1. 코팅 두께에 따른 중공형 탄소섬유 (CHF) 
 

3. 경량복합재 제조 

합성된 중공형 탄소섬유를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첨가하였을 때 밀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실험해보았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는 Nylon 6가 

사용되었으며, 탄소다공체를 Nylon 6 powder와 섞은 

뒤 사출하여 먼저 pellet을 만든 후, 만들어진 pellet을 

사출하여 밀도와 충격강도 등을 테스트하였다. 

 
Figure 2.다공성 탄소섬유를 첨가한 경량화 복합재 
 

중공형 탄소섬유의 대조군으로서 밀도가 낮은 

소수성 및 친수성 실리카, 활성탄, 코크를 첨가하여 

복합재를 만들었을 때의 경량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었으며, 중공형 탄소섬유 외의 다른 첨가제들은 높은 

비표면적과 낮은 밀도에도 불구하고 복합재를 

제조하였을 때 경량화가 거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반면에 다공성 탄소섬유 (CHF)의 

경우 4.6 wt%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3.5%의 경량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 하였다. 

 
Table 1. 여러 가지 첨가제를 이용하여 제조한 복합재의 밀도변화 
 

4. 결론 및 향후과제 
밀도가 낮은 중공형 탄소섬유를 합성하였고, 이를 

플라스틱의 첨가제로 사용하여 경량화 복합재를 제작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중공형 탄소섬유의 밀도 조절과 좀 더 

높은 비율의 첨가제 사용으로 경량화율의 향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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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arbon fiber reinforcement plastic (CFRP) is a 

composite composed of carbon fiber and epoxy resin. It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in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 including aircrafts and vehicles because of its 
low density and high strength [1]. However, once it gets 
damaged, it needs to be repaired by hand which requires 
high cost and time [2]. In this research, we developed 3D 
carbon fiber printer for direct CFRP repair. 
 
2. Development of 3D carbon fiber printer 
 
2.1 Design of 3D carbon fiber printer 
 Developed 3D carbon fiber printer consists of epoxy 
feeding part and carbon fiber feeding part. In epoxy 
feeding part, two pressure controllers were used to control 
the volume ratio of the each epoxy resin and hardener with 
different viscosity. By controlling pressure independently 
and static mixer, we could mix the resin and hardener with 
aimed volume ratio. In carbon fiber feeding part, fiber 
feeding was achieved using 2 rollers with stepping motors. 
Moreover, servo motor between rollers enables cutting of 
fiber in desired length. The pulse width modulation (PWM) 
control was used for all step motors and a servo motor. 
 
2.2 Mechanical property test  
A tensile test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repaired CFRP using developed 3D carbon 
fiber printer. For the tensile test, we used Instron machine 
(LR-50K Plus, Lloyd Instruments Ltd, UK). The specimen 
was designed with double lap joint linkage with a size 
based on ASTM D3039 standard [3]. It was compared 
with hand layup repaired, printer repaired, and non-cut 
CFRP specimen which is used for reference.  
 
3. Results and Discussion 
We limited the experimental values with samples 

fractured on the inter layer of the repair patches for exact 
analysis. The stiffness of specimen fabricated by 
developed 3D carbon printer was equal to the specimen 
fabricated by hand lay-up process. Both repaired samples 
show the 18% in terms of Young’s modulus in comparison 
to reference sample. Moreover, the strength at fracture of 
the specimen fabricated by 3D carbon fiber printer show 
2.37 times larger than the specimen fabricated by hand 
lay-up process. It also exceed the value in terms of strain at 
fracture almost doubled than hand-layup repair. It is 
assumed that infiltration of epoxy and resin into carbon 
fiber increase the mechanical properties. 

 
Fig 1.  The photograph of CFRP repair process using 

developed 3D carbon fiber printer 
 

4.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There are technological limitations in repair process of 

CFRP in terms of cost and time. Herein, we designed and 
fabricated 3D carbon fiber printer for low-cost and simple 
CFRP repair process. We demonstrated that repaired 
CFRP using developed 3D carbon fiber printer shows 
higher mechanical properties in comparison to fabricated 
by hand lay-up process in terms of strength and stiffness. 
For the future works, we aim to increase the degree of 
freedom in design and manufacturing by additional 
rotational axis. Moreover, optimization of process 
parameter and printing path will be achieved. Finally, 
rapid curing system will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prin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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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matrix composites 
(CFRP) gained more attention due to their high 
mechanical performance which made them ideal for use in 
broad range of industrial applications [1]. However, their 
use is limited due to the difficulty in damage detection and 
repair [2]. One way to extend their use is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self-healing properties. Micro-capsules 
are used as healing carriers, the release of healing agent is 
activated by crack formation, which results in breakage of 
the embedded micro-capsules.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of self-healing CFRP composites. 
 
2. Experimental Methodology  
 
2.1 Synthesis of Microcapsules: Figure 1 shows the 
process to prepare the Urea-Formaldehyde microcapsules. 
 

 
 

Fig. 1. Schematic diagram representing the preparation 
process of Urea-Formaldehyde Microcapsules 

 
2.2 Manufacturing of Composites: The self-healing 
composites were manufactured by inserting micro- 
capsules contains healing materials (EP and their curing 
agents) through hand-layup technique. First the 
microspheres were added to vinyl ester at a ratio of 1% and 
stirred at 12 hours and then the hardener and accelerator 
are added to prepare the resin. The prepared resin is 
applied by pouring, brushing and adjusting with paint 
roller on a mold plate, the carbon fibers are laid on the 
resin and thoroughly wetting the reinforcement and 
removing entrapped air. Subsequent layers of carbon 
fibers are added to build laminate thickness, and the total 
setup is pressed under a required pressure and temperature.   
 

2.3 Mechanical testing: Mechanical tests like Flexural 
strength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flexural strength of pure, empty microcapsules and 
epoxy microcapsules composites are 506.74, 426.69 and 
449.69 respectively as predicted in Fig. 2. The flexural 
strength is reduced for microcapsules composites than 
pure composites due to the presence of microcapsules 
which increases the brittleness and thus reduces flexibility 
in the composites. 
 

 
Fig. 2.  Stress-strain graphs of pure, empty, epoxy 

microcapsules filled composites 
 
4. Conclusions 
 

Synthesis of hollow and epoxy core microcapsules and 
incorporated into VE/CF composites was performed 
successfully.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composites 
with microcapsules are less than pure composites 
confirming the presence of microcapsules. Further studies 
are to be done to test the healing efficiency of the 
composites with Vinyl ester, epoxy and Hybrid resin 
infused microcaps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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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량산업에서는 생산 및 재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프리폼의 형태가 최종 적용 형태에 가까운 
Near Net Shape 프리폼 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추세이다. 2D 프리폼은 면내방향에서 좋은 기계적인 

물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2D 프리폼은 구조상 층간 

분리 현상의 단점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두께 방향에 추가적으로 섬유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3D 복합재의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내구성, 
피로 하중 및 충경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3D 직조형태는 ORT(Orthogonal), TTT 
(Through-the-thickness), LTL(Layer-to-layer)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직조 복합재의 기본적인 
물성과 대표적인 3D 직조 패턴으로 제작한 복합재의 
기계적인 물성을 평가하고, 최종 적용 형태의 
프리폼을 직조하여 복합재를 제작하였다.  

 
2. 프리폼 제직 
 
2.1 3D 프리폼의 기계적 물성과 직조패턴 선정 
 T700 의 탄소섬유를 사용하여 프리폼을 직조하였 
으며, ORT, TTT, LTL 직조 샘플을 준비하였다. Resin 
Infusion 공정을 사용하여 직조 된 프리폼에 Cytec 사의 
EP2400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여 경화하였다. 기계적 
물성은 인장, 압축, 전단 시험을 하였으며, 시험 결과 
ORT의 물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 Strength comparison of different weaving patterns. 
ILS (Interlaminar shear strength); C (Compressive 
strength; T(Tensile Strength); 0 (warp yarn direction); 
90 (fill yarn direction) 

 
 
 

2.2 프리폼 직조 
 

같은 직조 패턴 안에서도 로빙의 크기와 warp, fill의 
비율의 차이로 복합재의 기계적인 물성과 섬유체 
적률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ORT 패턴 안에서 
4가지의 샘플을 만들어 숏빔 전단 강도 시험과 섬유체 
적률을 비교한 결과 Sample3(3k/12k-d)가 선정되었다.  

 

 
Fig. 2. Results of ILS Strength and Fiber volume fraction 
comparison of samples 
 

3. 3D 복합재 제조 
 
 3k/12k-d 섬유를 사용하여 ORT 직조 패턴으로 Near 
Net Shape 프리폼을 제조하였고, EP2400수지를 사용 
하여 섭씨 180도 2시간 동안 경화하였다. 

 

4. 결론 
 섬유가 X, Y 뿐만 아니라 Z 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는 
3D 프리폼 형태는 2D로 제작하기 힘든 형상을 가진 
복잡한 복합재가 제작 가능 할 것이므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후 제작된 복합재에 
대해 파괴, 비파괴 검사 기법을 통해 건전성을 
판단하고 구조 시험, 해석을 통해 물성을 검증하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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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SU (Continuous Ship Unloader)의 Bucket Elevator 
(BE)는 철광석, 석탄 등의 하물을 굴착하고 수직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하중용 롤러 체인은 충격,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요구되며, 운반 중 롤러 체인과 
스프로킷 사이의 충돌로 인해 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설계와 체인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1]. 본 연구에서는 핀의 외경을 고정하고, 내경에 
SUS410 및 복합 재료의 크기에 따른 중량 감소 및 응력 
분포를 확인하였다. 
  
2. 연구 방법 
 
핀의 파라미터는 Table1 조건과 같이 외경의 크기는 
고정하고, 내경의 크기를 변경하면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델링 및 유한 요소 해석은 ANSYS 
Workbench, ACP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롤러체인 
의 경계 조건은 사용환경과 유사하게 설정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전체 무게 감소 및 응력분포를 비교 
하였다. 
 
Table 1 Parameter of pin 

 
 

  
Fig. 1 Mesh and boundary conditions of roller chain 

3. 결과 
 
Case 1 조건으로 해석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von-Mises 응력으로 평가하였으며, 내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플레이트와 핀의 응력은 증가하면서 50mm 
이 후, 응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내경 34 ~ 40mm, 기존 
모델 대비 20 %의 응력 증가가 가능하여 허용 응력 
범위 내로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FE Analysis results of roller chain: (a) Stress of 
plate and (b) Stress of pin 
 
4. 결론  
 
핀의 해석 결과 SUS410부분에서 대부분의 하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직경은 34 ~ 40mm가 
무게 감소 및 허용 응력 범위로 판단되며, 내경은 
20mm로 확정을 해도 응력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CFRP에서는 하중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나 금속과 복합재료의 접촉부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식에 대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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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친환경적인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천연섬유를 이용한 복합재료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적층구조 복합재는 저속의 
충격을 받았을 때, 내부에 결함이 쉽게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복합재의 기계적 성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초(Seaweed) 나노섬유를 첨가제로 이용 
하여 천연섬유 복합재료를 제조하고 저속 충격 거동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해초섬유 추출 

복합재료에 첨가할 해초 나노섬유를 추출하기 위해 
동결 건조한 해초를 산소계 표백제(Oxygen Bleach)를 
사용하여 표백 작업 후, 수산화나트륨(NaOH) 4% 
용액에 8시간동안 100℃로 가열하면서 교반하여 
섬유를 추출했다. 그 후 증류수로 중화 작업을 통하여 
PH를 중성으로 한 뒤 진공 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출 
했다. 
 

2.2 복합재료 제조  
복합재료 제조에 사용된 천연섬유는 황마(Jute) 

섬유이며, 수지는 비닐에스터(Vinylester) 이다. 제조한 
해초섬유를 수지에 넣고 3 Roll Mill을 이용해 3~4회 
반복 작업을 통하여 분쇄 및 분산시켰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조공정인 VARTM의 경우 섬유 층 사이에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Hand-Layup 
방식을 택하여 천연섬유에 수지를 주입하고 오븐을 
이용하여 80℃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하여 복합재료를 
제조했다. 
 
3. 연구 결과 
 

첨가제로 사용한 해초 나노섬유의 효과를 

학인하기 위해 제조한 복합재료를 ASTM 규격에 

따라 시험편을 제조하고 낙하 충격 시험(Drop-Weight 
Impact Test)을 진행했다. 사용한 규격은 ASTM 
D7136이며, 장비는 RB-310 DWIT이며 추는 4.7Kg을 

이용하여 시험을 진행했다. 

   
(a) Before processing             (b) After processing 

Fig. 1.  SEM Image of Seaweed. 
 
추출한 해초 나노섬유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SEM Image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지름이 0.8 
마이크로 미터의 크기를 가지면서 비교적 일정한 크기 
의 지름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낙하 충격 거동결과, 
첨가하지 않은 복합재료의 충격하중은 급격히 하락 
하는 것을 보여준 반면에, 해초 나노섬유를 첨가한 
경우 최대 충격하중이 증가했으며 최대치 이후로도 
하중이 계단식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흡수 에너지 또한 추가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충격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 
했다.  

 

4. 결론 
 
이 본 연구에서는 해초에서 나노섬유를 추출하고, 
이를 첨가제로 활용하여 천연섬유 복합재료의 저속 
충격 거동을 확인했다. 해초 나노섬유의 경우,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나노섬유를 추출 할 수 있었으며, 
섬유모양의 얇고 긴 형상으로 인해 충격 에너지가 
비교적 분산이 잘 되어 흡수에너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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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CFRP에 대한 구조체 형성을 위해 구조용 
폼과 혼합한 샌드위치 복합재료에 대한 기초연구로, 
CFRP와 구조용 폼 (structural foam, SF) 간의 접착 
특성을 SF의성형온도에 따른 영향을 연구한 내용이다. 
SF는 상온에서도 경화가 되지만, SF의 온도에 따라 
강도 및 폼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CFRP 
샌드위치 구조체를 제조할 경우 발생되는 계면에서의 
접착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2. 본론 
 
2.1 재료 
CFRP 재료는 ㈜티비카본에서 제조한 UD prepreg를 
[0/90]로 8 플라이 적층하여 1 MPa 압력으로 가압 
성형한 시편을 활용하였다. SF는 에폭시계 폼으로 
㈜아진산업의 후원을 받아 소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샌드위치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CFRP에 폼 
액상을 주입하고 성형 온도를 다르게 하여 CFRP/SF 
시편을 제작하였다. 
 
2.2 CFRP/SF간 계면 접착 및 파괴 특성 분석 

CFRP/SF 의 계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압축, 굴곡, 
더블랩 전단시험을 ASTM 규격에 맞춰 실시하였다. 
폼의 성형 온도는 상온 25 도에서 20도씩 증가시켜 
200도 까지 성형온도를 다르게 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CFRP/SF 간의 물성을 평가하였다. 압축, 굴곡, 
접착실험에 따른 파괴거동 및 균열 확장을 관찰하여 
CFRP/SF 제조를 위한 최적의 성형온도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그림 1은 CFRP/SF를 제조한 뒤 굴곡시험에 따른 

결과를 정리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물성이 CFRP에 

영향을 받지만, CFRP의 방향성에 따른 2배의 물성 

차이가 확인되었다. CFRP 측면이 하중을 받을 경우 

폼의 영향보다는 CFRP의 영향이 큰 영향을 나타내 

었다. 하지만 CFRP의 면 부분으로 굴곡하중을 받을 

경우 CFRP/SF에 전달되는 굴곡응력이 CFRP/SF에 

휨을 발생시켰으나 CFRP와 SF 간의 접착력의 차이로 

굴곡강도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CFRP와 foam 간의 

접착력이 높았던 80도 100도 조건의 경우 가장 높은 

굴곡강도를 보였으나, 100도 이상의 폼 성형온도 

에서는 접착특성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굴곡강도를 보였다. 

 

 
Fig. 1. 폼의 경화 온도에 따른 CFRP/SF의 접착력 차이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CFRP/SF 구조를 제조할 경우 SF 
성형온도에 따른 접착력의 변화를 정리한 결과이다. 
SF의 접착력은 80도 조건에서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접착력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CFRP/SF 소재의 조건에 
따라 굴곡 및 압축강도가 비례관계에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폼의 성형온도 조절에 따라 샌드위치 
복합재료의 물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성형변수를 고려해야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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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인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는 
고경도의 탄소섬유와 고강도의 수지를 적층 시켜 제조 
한다. 이러한 CFRP의 적층구조로 인해 섬유 간의 층이 
분리되는 층간 박리가 발생한다[1]. 
 층의 두께방향으로도 직조된 3차원 구조의 프리폼 
(3D Preform)을 사용하여 제조한 3차원 입체구조 복합 
재의 경우 박리의 예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2D 
탄소섬유를 빔 구조물에 적용하여 실험적 평가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빔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이를 3D 프리폼에 적용하여 고강도의 빔 구조물의 
설계방안을 찾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π-빔 파라미터 설정 

설정한 π-빔의 파라미터를 Table 1 에 나타내었고 

파라미터에 따른 π-빔을 모델링 및 제조하였다. 
 
Table 1 π-Beam Parameter setting 

 
 

 
(a) Pull-off Joint Test          (b) Beam bending Test 

Fig. 1.  Schematic of π-beam evaluation 

2.2 π-빔 유한요소해석 

ANSYS Workbench ACP를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π-빔의 경계조건은 직접인장시험(Pull 
-off Joint Test)와 빔 굽힘 시험(Beam bending Test)를 
참고하여 설정하였고 Fig. 1에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각 파라미터 조건에 따른 전체 강도와 응력 분포를 
비교하였다.[2].  
 
2.3 π-빔 제조 및 평가 

π-빔의 제조에는 일 방향 탄소섬유와 비닐에스터를 
사용하였고 진공 인퓨전 성형공정으로 시편을 제조 
하였다. 시편은 Table 1의 Case2, 4, 6을 각각 제조하여 
직접인장시험과 굽힘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시편의 
강도와 파손거동을 확인하였다.  
 
3. 결과 
π-빔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Pi Support가 가장 두꺼운 
Case 6에서 두 경계조건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응력분포는 조인트 모서리 
부분에 나타났다. 제조한 시편의 직접인장시험과 빔 
굽힘시험 결과 또한 Case 6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각 시편의 균열부분과 유한소소해석의 
응력분포 위치를 비교하였을 때 두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Pi Support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조인트 모서리부분에 
대부분의 하중이 분포할 경우 높은 강도를 나타내 
었으며, 다음의 결과와 파라미터를 3D 프리폼 구조물 
에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를 나타낼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3D 프리폼은 두께방향의 물성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2D 복합재료의 
비교 및 설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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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Pi Support 
(T1, Ply) 

Pi Base 
(T2, Ply) 

Support Length 
(L, mm) 

Case 1 1 12 30/40/50 

Case 2 2 10 30/40/50 

Case 3 3 8 30/40/50 

Case 4 4 6 30/40/50 

Case 5 5 4 30/40/50 

Case 6 6 2 3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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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Properties Unit 
CFRP Mild 

steel 
Adhesive 

film Uni-, L Transverse, T 

Tensile 
Strength, σ  

MPa 2403.81 55.28 
330 

28(yield) 
-

Young’s 
Modulus, E 

GPa 126.86 7.00 206 3.6

Poisson’s 
Ratio, ν  

0.31 - 0.30 0.3

Shear 
Modulus, G 

GPa 4.73 - 76.92 0.03

Compressive 
Strength, σc 

MPa 892.31 170.63 407.70 -

Compressive 
Modulus, Ec 

GPa 7.20 1.51 - -

Fig. 1. Tensile behavior of FM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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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손상역학 접근법중 하나인 응집 영역 모델링 
(Cohesive Zone modeling, CZM)은 전통적인 파괴역학 
에 비해서 몇가지 장점이 있다[1]. CZM은 점전적인 
손상 및 파괴의 모델링을 위하여 균열경로를 미리 
지정하게 되며. 이는 접합부의 모델링을 크게 단순화 
하고 해석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ZM을 
기반으로 하는 섬유금속적층판(Fiber-metal laminates, 
FML) 접합 모델의 파단거동을 실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사용재료의 두께, 
적층패턴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2. FML 접합 모델의 개발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탄소섬유 복합재료 
(CFRP)와 강판(steel sheet)의 기계적 물성을 평가 
하였다. CFRP는 직교이방성 재료이므로 섬유방향과 
수직방향의 물성을 각각 구하였다. Table 1은 CFRP와 
강판의 기계적 물성을 나타낸 것이다. 
 

FML 접합 시편의 제조 및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인장시험을 통하여 관찰한 균열진전 거동을 이용하여 
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접합부는 CFRP와 강판이 
번갈아가며 적층된 FML 구조를 가지며, CFRP와 

강판은 접착제로 접합이 되었다. 또한  파괴거동을 
적용하기 위하여 CZM과 Separation-Distance based 
Debonding을 해석모델에 적용하였다.  
 
3. 해석결과 
Fig. 1은 개발된 해석모델의 예비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위치에 최대응력이 발생 
하며 (붉은색), 균열이 완전히 발생한 지점은 응력이 
해소되어(파란색) 실제 거동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파라메트릭 해석을 통하여 강판의 두께, 
접합부의 길이 및 적층패턴의 유형에 따른 응력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접합부의 
강도가 향상된 설계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FML 접합 구조의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거동을 보였으며, 
접합부의 강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할 경우, FML 
구조로 접합된 CFRP 어셈블리 구조물의 설계가 
해석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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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FDS(Fire Dynamics Simulator)란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국립표준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으로 화재 발생시의 화재 성장 상황, 열적 환경 등을 
구현하는 업무에 이용된다.  
 
1.2 연구목적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대형 구조물 등을 연소나 난연 
시험을 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과 시간, 공간 등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FDS로 
연소 시험을 모델링 하여 실제 시험 값과 비교하여 
대체 방안으로 이용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3. 해석 방법 
3.1 FDS 모델링 

Cone Calorimeter 시험 (FFT, England)과 ISO5660 
규격을 따르며, DSC와 TGA를 이용하여 사용되는 
재료의 물성을 구하여 코드를 작성한다. 이용되는 
시편의 종류는 Table 1에 나타나있으며, 적용 가능한 
환경 및 조건은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2 Cone Calorimeter 시험 

주요 시험 규격으로는 ISO 5660, BS 476-15, ASTM 
E1354, KS F ISO 5660 등이 있으며 50kW/m2의 시험 
조건 내에서 100(mm) *100(mm)의 최대 두께 50(mm) 
내의 시료를 측정할 수 있다[1].  Cone Calorimeter 시험 
방법은 일반적으로 순 연소 열량은 연소에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에 비례한다는 점을 기본 원리로 두고 
있다[2].  
 

Table 1 Specimen Specification 

 Epoxy Carbon fiber Jute fiber

Density(kg/m3) 1250 1530 1300 

Specific heat(kJ/kgK) 1.20 1.98 1.36 

Conductivity(W/mK) 0.25 0.32 0.43 
 

 

Figure 1. Preparing of Specimen. 
 

4. 해석 결과 
4.1 FDS 및 Cone Calorimeter 시험 결과 

FDS 모델링과 실제 Cone Calorimeter 시험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둘의 연소 거동 양상 자체는 유사한 
형태로 나왔다. 하지만, FDS의 경우 프로그램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한계점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여 실제 값과 다소 오차가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FDS와 실제 Cone Calorimeter 시험을 비교 정리해 본 
결과 연소 거동 양상 자체는 유사하지만 FDS의 경우, 
화학종 분해로 인해 변화되는 현상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이론적인 방정식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는 점들로 인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재료의 연소시 변화되는 물성치들을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적용하기 때문에 연소 
거동이 비슷하지만 둘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FDS Coding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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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내열 특성 및 내산화 특성 증진을 위하여 CVD 및 CVR 공정을 통해 SiC를 단일 코팅 

또는 다중 코팅하고 코팅층에 대한 정밀 분석을 수행하여 코팅 공정에 따른 코팅층의 특성 차이를 규명 하였다. 

탄소섬유복합재료는 가볍고 우수한 내열 특성에 기인하여 고온에서 사용되는 우주산업 등의 부품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온 산소 분위기에서 탄소섬유의 산화에 의한 삭마가 진행되므로 내산화 특성의 보강이 

필요하다. 우수한 내산화 특성을 가지면서도 카본재료와의 열팽창률이 비슷한 SiC 코팅이 내산화 특성의 보강에 

주로 사용된다. SiC 코팅의 제조에 주로 이용되는 CVD(화학기상증착)법은 고가의 복잡한 제조 장비가 

요구되어진다. 반면 CVR (화학기상반응)법은 모재의 표면이 반응에 직접 참여하며 비교적 공정이 간단하다. 

‘CVD와 CVR을 이용한 SiC 코팅특성분석 ’ Ⅰ 에서는 CVD와 CVR 공정을 통해 각각 제조된 SiC 코팅층을 

분석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VR 공정으로 1차 코팅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CVD 

공정으로 2차 코팅층을 형성한 다중 코팅층의 정밀 분석을 수행하였다. CVR은 1800℃ 에서 1시간 유지시켜 SiC 

층을 형성하였고 CVD는 CH3SiCl3(MTS)-H2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1300℃ 에서 2시간 유지시켜 

코팅층을  제조하였다. 다중코팅 된 코팅층과 각각의 계면을 FE-SEM, EDS, XRD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공정으로 코팅된 단일 코팅층과 다중코팅층을 비교하여 다중코팅층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에서 각 코팅층의 차이점을 실험적으로 관찰하고 다중 코팅을 이용하여 각각의 

코팅층의 특성을 취합한 코팅층의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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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thermosetting polymers are widely used for its 
outstanding stiffness, thermal st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However, the presence of high-density 
crosslinks exhibits lower toughness and strain to failure as 
well as brittle fracture restricts many of its application, 
especially when it works at low temperature or high strain 
rate loading condition [1]. Nanofibers are able to allow the 
distribution of stress in many polymer chains and multiple 
bonds to prevent fast breakage of the weak bonds in 
polymer chains [2]. Aramid nanofibers (ANFs) are well 
known as a high-strength polymer due to good strength, 
toughness, and possibly other properties. In this study, 
ANFs were used as a reinforced material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pure epoxy as enhancing the robust 
mechanical properties due to its effective performance. 
 
2. Experiments 
 
2.1 Preparation of ANFs and Solvent-exchange 
Method: To produce ANF solution, the mixture of Kevlar 
fibers, dimethyl sulfoxide (DMSO), and KOH were stirred 
for 2 weeks at room temperature. And the DMSO solvent 
was removed by the solvent-exchange method with acetone.  
 
2.2 Preparation of ANF-reinforced Epoxy 
Nanocomposites: The ANFs in acetone were dispersed in 
epoxy resin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After that, 
acetone was fully removed by applying heat at 60 ℃. Then, 
the hardening agent was added into the mixture of epoxy 
resin and ANFs, and all components were stirred. After, 
degassing under vacuum for 2 hours, the mixture was 
poured into a mold in accordance with the ASTM D638-4 
standard (Fig. 1a) and was cured using a hot press machine 
at 120℃ for 2 hours.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a shows that the ANF-embedded epoxy 
nanocomposites having higher concentrations of ANFs 
exhibited darker colors. Like typical characteristic of the 
epoxy, the pure epoxy illustrated the brittle fracture 
surface with showing the align crack pattern parallel to the 
crack generation direction (Fig. 1b). After addition of 0.5% 
weight concentration of ANF (Fig. 1c), the morphology of 
fracture surface is not smooth unlike pure epoxy. For the 1 
wt.% ANF (Fig. 1d), the rough surface exhibited much 
larger than 0.5 wt.%.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ANFs were successfully dispersed in epoxy resin. 

 
 
Fig. 1.  (a) Tensile test specimens and SEM images of (b) 
pure epoxy, (c) epoxy+0.5 wt.% ANF, (d) epoxy+1 wt.% 

ANF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assessed by using tensile 
tests with 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8872 
under a load cell of 1 kN and the crosshead speed was set 
to 2 mm/min. Young’s modulus of the pure epoxy was 
2.52 GPa. By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ANFs, 
Young’s modulus increased to 2.84 GPa for 0.5 wt.% 
ANFs, and 3.12 GPa for 1wt.% ANFs. The tensile strength 
also increased from 70 MPa (pure epoxy) to 85 MPa for 
1wt.% ANFs. These results exhibited the high-level 
dispersion of ANFs into epoxy as well as the influence of 
ANFs on epoxy is clearly efficient. 
 
4. Conclusions 
 
ANF/epoxy composite can efficiently change the fracture 
behavior of epoxy and getting the high fracture strength as 
well. The efficient reinforcing function of ANFs clearly 
improved Young’s modulus and tensile strength of epoxy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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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수질 오염 원 
중에서도 중금속은 환경뿐 만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특히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금속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물학적 
처리, 전기화학적, 멤브레인 필터 및 흡착제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방법들 중 흡착제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효과적인 흡착을 위해 아크릴 산을 간단한 방법인 
전자선 조사를 이용하여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에 
그라프트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특성분석 및 흡착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실험  
 
2.1 시료 및 시약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는 ㈜앱스필로 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아크릴 산은 알드리치, 에탄올(95%)은 
삼전화학 제품을 이용하였다. 
 

2.2 방사선 조사에 의한 그라프트 

A4 크기로 준비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를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백에 넣어 준비한다. 아크릴 산은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10-90% 용액으로 제조 후 
준비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에 넣어 질소로 퍼징 후 
그라프트를 진행하였다. 이 때 조사량은 10, 25, 50, 100, 
150, 200 그리고 250 kGy의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그라프트 반응 후 LDPE백에서 부직포 시료를 꺼낸 
다음 soxhlet으로 생성된 단일중합체를 제거하였다. 
단일중합체가 제거된 시료를 건조 후 시료 무게를 
측정하여 그라프트율을 측정하였다. 그라프트율을 
구하는데 사용한 식을 아래와 같다 [2]:   

                             (1) 
 
 

3. 본론 
 
전자선 조사를 통해 제조된 아크릴 산이 그라프트 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의 그라프트율 측정 결과 

조사량과 단량체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150 kGy이상의 조사량 

과 단량체 농도 70% 이상에서 그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시료들의 경우 

겔 형태의 단일중합체의 과량 생성으로 건조 후 잘 

부스러지는 상태가 되었으며,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이미지에서도 부직포의 기공이 

막히면서 필름의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그라프트율은 높지만 흡착제로 

사용이 불가한 조건들을 제외하고 최적의 그라프트 

조건을 확립하였다.  
 

 
Fig. 1.  Grafting yield according to condition: (a) 
irradiation dose and (b) monomer concentration. 

 

4. 결론 및 향후 과제  
 
다양한 조건(조사량 및 단량체 농도)에서 전자선 조사 
를 실시하여 100 kGy, 60%에서 50.21% 그라프트율 
갖는 아크릴 산 그라프트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를 
제조하였으며, 아크릴 산이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에 
그라프트 된 것을 ATR-IR과 TGA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렇게 제조 된 아크릴 산이 
그라프트 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를 이용하여 중금속 
흡착에 대한 실험을 수행 중이며, 추후 아크릴 산 외에 
다른 단량체들의 추가적인 그라프트로 더욱 효과적인 
흡착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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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높은 열전도 특성을 갖는 피치계 탄소섬유 복합재료의 인장강도 증진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복합재료의 흑연화 열처리 조건을 변화시켜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고온 내열구조 재료로 사용되는 탄소섬유 복합재는 우주 왕복선이나 극초음속 순항 비행체의 

공력 가열부분의 부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중에 공력가열이 심하지만 삭마가 억제 되어야하는 

부품의 경우 열전도 특성이 우수한 피치계 탄소섬유의 사용이 유리하다. 그러나 피치계 탄소섬유

는 강도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 개발이 미진했었다. 본 연구에서는 

피치계 탄소 섬유의 저강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도 증진 연구를 수행하였다. 피치계 비대칭 

직물 제직과 라미네이트 제작 후 밀도화와 흑연화 공정을 거쳐 복합재료를 제조하였으며 최종 흑

연화 열처리 조건이 인장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피치계 탄소복합재료의 강도가 증진되

는 흑연화 열처리 조건을 제시하였다. 흑연화 온도 1700 ℃, 1800 ℃, 2000 ℃ 그리고 2200 ℃에

서 열처리한 복합재료의 결정구조 분석을 통해 흑연화 거동을 조사하였으며 각 흑연화 열처리 조

건별 인장 강도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상호 연관성을 해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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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Basalt fibers (BFs) are highly economical and have an 
advantage in mass production over other fibers and have 
an excellent modulus, strength, corrosion resistance, heat 
resistance and chemical resistance in comparison with 
E-glass fiber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ozone 
treatment to improve the dispersion of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CNTs) in the polymer matrix and to 
promote their interaction with polymer resins [1]. Ozone 
treatment 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is a simple 
process compared with other surface modification 
processes.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ozone treatment of 
SWCNTs on the interfacial adhesion between fiber and 
epoxy a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composite materials 
were investigated. 
 
2. Experimental  
 
2.1 Ozone treatment of SWCNTs  
The ozone-treated SWCNTs were prepared using the 
following procedure. The ozone treatment was performed 
using an ozone generator (Ozonizer, Ozone Tech Co, Lab 
II, Korea) as a dry oxidation method. The SWCNTs ozone 
treatment was carried out at room temperature for 2 h. The 
ozone-treated SWCNTs were denoted as OSWCNTs. 
 
2.2 Fabrication of OSWCNTs/BFs/epoxy multi-scale 
composites  
The composites were prepared with different ratios of 
OSWCNTs (0.10, 0.3, 0.5, and 0.7 wt%), and were 
fabricated by the following processes. 60 g of DGEBA 
was mixed with 15 g of DDM at 70 ℃ thoroughly. Next, 
the epoxy and OSWCNTs were mixed in a planetary mixer 
for 3 min, and the bubbles were removed in a vacuum oven 
for 40 min. followed by hot pressing. The laminated plate 
was hot-pressed (30 MPa, 170 ℃, 210 min) employing the 
vacuum-bagging method.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a), (d) shows a relatively smooth cracked surface of 
typical brittle fracture mode patterns with regular crack 
growth in neat composites. These exhibit typical 
thermosetting polymer properties that are easily broken, 
and low crack resistance. Fig. 1 (b), (e) shows the SBE 
composites very rough crack voids due to non- 
homogeneous dispersion of SWCNTs, and aggregated 
fractures were observed due to low interfacial adhesion 

between the matrix and BFs. These fractures were 
exhibited at low stress due to the poor interfacial 
interactions between the SWCNTs and the matrix, which 
failed to efficiently support the load of the BFs. Fig. 1(f) 
shows magnified images of the enclosed region in Fig. 1(c), 
and it was observed that SWCNTs were homogeneously 
dispersed between the epoxy matrix and BFs 

 
Fig. 1. Mechanical properties of SBE and OSBE multi- 
scale composites: (a) fracture surface of neat composites, 
(b) fracture surface of SBE composites, (c) fracture 
surface of OSBE composites. (d), (e), (f) are magnified 
fracture surface of closed regions in (a), (b), (c) respectively. 

 
Fig. 2. correlation between KIC and surface energy 
 
4. Conclusions  
We focused on the dispersion and interfacial interactions 
and synergistic effects of ozone-treated SWCNTs in epoxy 
matrix and BFs and provided a simple approach to 
increase thermal conductiv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After ozone functionalization, the introduced of hydroxyl 
and carboxyl functionalities on the SWCNTs surface 
significantly improved SWCNTs dispersibility and 
interfacial adhesion due to improved chemical interactions 
within the epox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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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섬유/ 페놀 복합재료는 페놀 수지의 높은 탄화율 

과 뛰어난 내열성, 내 삭마성 등의 여러 우수한 장점 

때문에, 현재 항공 우주 소재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고속 비행체 날개(Leading Edge)의 경우, 

초고온 에서 비대칭적 응력 및 공력 가열에 의한 높은 

열하중 등 환경에 노출된다. 이에 탄소섬유/ 페놀 

복합재의 최적의 구조 강도를 구현 할 수 있는 비대칭 

탄소 섬유를 이용하여 기계적 특성을 조사 하였다. 
 
2. 본론  
 
2.1 탄소 직물 및 프리프레그 제작 : 
탄소 섬유를  비대칭 구조로 제직 설계 하여 비대칭 

탄소 직물을 제작 하였다. 사용 되어진 원사는 PAN계 

탄소섬유와, Pitch계 탄소 섬유 이다. 제직 설계 시 

Plain, Twill, Dobby 조직에 따른 직물 설계를 실시 

하였고, 경.위사 밀도/두께/무게 들을 고려 하여 

비대칭 구조의 탄소 직물을 확보 할 수 있었다. 페놀 

수지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페놀 프리프레그 

(prepreg)를 제작 하였다. 

 

2.2 시험편 제작:  
제작된 프리프레그(Prepreg)를 이용하여, 적층 작업 
(Lay-Up)을 통해 프리폼으로 제작 한 후, 하이드로 
클레이브(Hydro-clave) 성형법을 사용 하여 평판(Panel) 
형태의 라미네이트(Laminate)를 제작하였다. ASTM D 
3039 의거하여 평판(Panel) 형태로 성형된 라미네이트 
(Laminate)를 폭, 길이, 두께(25mm x 250mm x 2mm)로 
가공, 절단하여 인장 시험용 시험편을  제작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각 시험편은 만능 시험기 UTM(INSTRON 4510)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cross head speed는 2mm/min 

으로 하였고, 타입당 5개의 시험편을 시험 하였다. 

 

Fig. 1.  Tensile Test (ASTM D 3039). 
 

Table 1 Specimen of Carbon fiber 

 

4. 결론 
 
비대칭 탄소섬유/ 페놀 복합재 라미네이트 인장 강도 

비교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PAN계 탄소섬유/ 페놀 복합재가 Pitch계 탄소섬유/ 

페놀 복합재 보다 인장강도가 높았다. 

이는 원사 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본 시험을 통해 확보된 비대칭 탄소 섬유 / 페놀 

복합재 라미네이트의 비대칭 비율과 기계적 인장 

강도 특성은 고밀도화,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복합재 

구조물을 제작한 이후 최종 비대칭 비율과 인장 강도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탄소섬유강화 페놀수지 복합재료의 파괴거동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학회 학회지, pp 32, 1983  

[2]  “등방성 피치계 탄소섬유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응용,” 
pp 16, 2017 

Number Types 

1 PAN계 탄소 섬유 

2 Pitch계 탄소 섬유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352 -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 공중합체와 산화 그래핀 복합체의 안정화 거동 및 난연 

특성 
Stabilization behavior and flame retardancy of polyacrylonitrile (PAN) copolymers and 

graphene oxide composites 
 

김종호1, 김의중1, 이동주1,2, 류성우2, 구본철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 

2수원대 신소재 공학과  

 + E-mail: cnt@kist.re.kr 
 

Keywords:  Polyacrylonitrile (PAN), Flame retardant, Graphene oxide, composites 
 

1. 서론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 공중합체 고분자로 제조

된 섬유는 주로 탄소섬유의 전구체로 사용되거나, 우
수한 보온성과 내광성 때문에 의류용이나 텐트 등을 
만들기 위한 섬유의 제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1]. 
그래서 PAN 고분자 섬유의 난연성을 높이기 위해, 
PAN 고분자의 안정화 과정을 포함해서 실리카 입자와 
같은 필러의 도입, 또는 인(Phosphorus)화합물의 화학 
결합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산화 그래핀(Gaphene oxide, GO)은 우수한 기계적 물
성으로 인해 전자재료, 바이오, 고강도 복합재 등에 관
한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3]. 또한 고온에서 높은 
char yield를 갖고 비중이 낮아 난연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본 연구진은 카테콜(catechol) 기를 포함하는 공 
단량체를 사용해서 중합된 PAN 공중합 고분자를 
제조하고 카테콜 기의 도입에 따른 PAN 고분자의 
안정화 온도 감소와 이로 인한 char 수율 향상으로 
난연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카테콜 기를 포함하는 PAN 공중합체와 그래핀을 
복합화하여 PAN  고분자 기반 복합소재의 난연성 
향상 극대화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및 분석 
 
2.1 카테콜기를 포함하는 PAN 공중합체의 제조 

카테콜 기가 포함된 단량체와 아크릴로니트릴(AN), 
그리고 중합 개시제인 AIBN을 중합 반응기에 넣고 
DMSO에 녹인 후 질소 기체로 2시간 가량 버블링하여 
산소와 수분을 충분히 제거 한다. 그리고 반응 용액의 
온도를 65 oC로 승온시켜 중합을 개시한다. 반응 
24시간 후 반응 종료를 위해 상온으로 온도를 낮춘 후, 
물과 메탄올 (1:1) 혼합 용매에 반응 용액을 부어 
고분자를 침전 시킨다. 잔여 단량체와 DMSO 제거를 
위해서 물과 아세톤으로 수 차례 수세하고 진공 
오븐에서 감압된 상태로 70 o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카테콜 기를 포함하는 PAN 공중합 고분자를 
얻는다. 

 
2.2 PAN 공중합체와 GO의 복합 필름 제조 

PAN 공중합체와 GO를 DMSO에 10% 농도 (고분자 
기준)로 첨가하여 용액상태로 만들었다. 제조된 코팅 
용액을 유리기판 위에 스핀코팅 방법을 통해 혼합 
필름을 형성 후 진공 건조하여 PAN 공중합체/GO 복합 
필름을 제조하였다.  
 
2.3 분석 

PAN 공중합 고분자/GO 복합 필름의 열 안정화 반응에

서의 열적 거동과 난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차주

사열량계(DSC)와 열중량분석기(TGA)를 이용해 분석

하였다. 이때 질소 분위기에서 10 /min℃ 의 승온 속도

로 측정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카테콜 기를 포함하는 PAN 공중합체를 
제조하고, GO와 혼합하여 PAN/GO 복합체를 제조하

였다. 그리고 제조된 복합체의 안정화 온도 변화를 분
석 결과, 안정화를 위한 활성화 에너지의 감소를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온도에서 안정화를 진행 
후, TGA 분석 등을 통해 PAN/GO 복합체의 난연성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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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RTM은 기존의 복합재료 성형공법에 비해 생산성이 
높고, 복합재료 대형구조물이나 복작한 3차원 구조물 
성형에 유리하므로 항공기 구조물 복합재료 성형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이다. RTM 성형공정에 따른 
부품의 품질은 성형온도, 수지의 점도, 금형의 형상에 
따른 자유표면의 변화 및 수지주입 압력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기존에 쓰이는 Al소재를 
복합재료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실험 
 
2.1 재료 및 시편 제조 

성형조건에 따른 기계적 특성평가를 위한 탄소섬유는 
12K의 TANSOME® (H2550, Hyosung, Korea)를 사용 
하였으며, RTM 성형 온도를 각각 180℃, 190℃, 200℃ 
및 210℃로 설정하여 온도에 따른 시편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계적 특성 분석을 위한 시편 
제작을 위해 S45C강판 300×300mm 사이즈의 금형을 
이용하였고, 가운데 spacer로 시편 두께를 결정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또한, 금형 옆에 RTM수지 주입부 및 
금형 중간에 over flow 부위 설치하였다. 시편 금형에 
Braiding preform 3ply를 적층 후, 압력을 가하여 수지를 
금형에 이송시키고, 80℃의 온도에서 preheating 후, 
성형 온도에 따라 120분간 성형 후 탈형하고 습식 표면 
가공절단기(Hydro-Abrasive Water-jet cutting system, 
CMS)을 이용하였다. 
 

2.2 기계적 특성 및 구조해석 

인장강도는 만능재료시험기 (AG-250kNX, SHIMADZU, 
Japan)를 활용하고, ASTM D3039에 따라 하중속도 2 
mm/min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굽힘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능재료시험기를 통하여 ASTM D790에 
따라 32:1(support span : depth)의 비율로 시편을 제작 
하여, 각 5회씩 반복시험을  진행하였다. Preform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좌굴해석 
(buckling analysis) 및 stringer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좌굴해석의 경우, 항공기용 stringer의 부품으로 사용 
되는 preform에 수직방향으로 하중을 가하여 선형화된 

좌굴해석을 진행하였다. Braided preform의 형상은 
내·외부에 1.8mm의 두께를 가지는 braided preform을 
각각 3ply씩 적용하여 총 두께는 10.8mm가 되도록 
모델링하였으며, 요소의 개수는 87,600개가 사용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기계적 특성을 비교해보았을 때, 인장강도와 굽힘 

강도의 경우, 200℃ 및 210℃의 성형 온도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결과값을 나타내었음. 압축강도와 전단 

강도의 경우, 성형온도가 200℃일 때 가장 높은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압축하중에 따른 좌굴해석의 좌굴 

임계 하중(critical force)의 결과값은 약 611,000N 

로 나타났다. 또한, 압축하중에 따른 구조 해석의 

경우에 변형량은 8.209mm이며, 약 372MPa의 내부 

응력을 나타내었다. Stringer 구조해석에 적용된 

압축 하중의 경우, 실제 항공기용 stringer에 쓰이는 

Al 소재의 압축하중을 반영하였으며, 응력 결과값을 

토대로 항공기용 stringer에 braided preform소재가 

쓰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RTM성형 온도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비교해보았을 때, 

180℃, 190℃에 비해 200℃의 온도에서 성형을 하였 

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Braided preform의 좌굴해석 및 구조해석을 

진행한 결과, 기존 Al소재를 대체하여 braided 

preform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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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래핀은 탄소원자들이 벌집 모양의 육각형 
그물처럼 배열되어 단층으로 이루어진 2차원 결정 
평면으로,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아 

다양한 전자 장치에 응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그래핀 기반의 3차원 에어로겔이나 2차원 멤브레인, 

1차원 섬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차원 선형구조인 그래핀 섬유는 유연하고 직물로 

만들 수 있어 다기능 전자 섬유 제작에 적합하다. 최근 
Chao Gao 팀은 크기가 큰 산화 그래핀을 이용해 
원심분리법[1]이나 자석 막대를 이용한 스터링 
방법[2]으로 산화 그래핀의 액적을 만들어 그래핀 
섬유를 제작하고,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터링 방법으로 산화 그래핀 방사 
원액을 만들고 습식 방사로 산화 그래핀 섬유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산화 그래핀 방사 원액 제작 
조건에 따른 산화 그래핀 섬유의 기계적 물성 결과를 
비교하였다. 
 
2. 산화 그래핀 섬유 제작 
 
2.1 산화 그래핀 섬유용 방사 원액 제작 

산화 그래핀 섬유를 만들기 위해 자석 막대를 
이용한 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였고, 스터링 회전수와 
시간을 변경하여 산화 그래핀 방사 원액을 제작 
하였다. 
 

2.2 산화 그래핀 섬유 방사 

산화 그래핀 섬유 제작을 위해 회전하는 응고 
용기를 이용한 습식 방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빠른 건조를 위해 IR 램프로 산화 그래핀 섬유를 
건조하였다. 

 
3. 산화 그래핀 섬유의 표면 및 단면 확인 
 

방사 원액 제작 조건에 따른 산화 그래핀 섬유의 
표면과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확인하였다.  
 

   
Fig. 1. SEM images of graphene oxide fiber (a) surface 

and (b) cross-section 
 

4. 결론 및 향후과제 
 

산화 그래핀을 이용해 섬유를 제작하고, 제작 조건 
에 따른 표면형태와 인장실험 결과를 확인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 산화 그래핀 섬유의 
표면과 단면을 확인하였으며, 단면 크기를 계산해 
인장실험 결과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산화 그래핀 
방사 원액 제작 조건에 따른 인장실험 결과를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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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리 와이어는 높은 전기 전도도와 낮은 비용으로 

현대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금속 중 하나로, 

전선이나 전자소자의 회로 등에 사용되고 있다 [1]. 

그러나 구리 와이어는 낮은 온도에서 산화되기 

때문에 높은 전기 전도도를 필요로 하는 회로나 전선 

등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 구리 와이어 

위에 그래핀을 성장시키게 되면 구리 와이어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핀의 높은 

전도도와 기계적 특성 또한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VD를 이용하여 구리 와이어 위에 

그래핀을 기르고, 다른 전기소자의 전극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전기영동 증착을 

통하여 그래핀 파우더를 그래핀이 길러진 구리 

와이어 위에 코팅하였다. 

 

2. CVD를 이용한 구리 와이어에 그래핀 성장 
 
2.1 구리 와이어에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조건 

  본 연구에서는 CVD를 이용하여 구리 와이어에 

그래핀을 성장시켰다. 먼저 구리 와이어 표면을 

세척한 후, CVD 장비에 넣고 아르곤과 수소와 메탄을 

흘려주며 그래핀을 성장시킨다. 

 

2.2 그래핀이 길러진 구리 와이어 

CVD 공정으로 구리 와이어 위에 기른 그래핀의 

특성을 라만 분광기와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 다층의 그래핀이 성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전기영동 증착을 이용한 그래핀 파우더 코팅 
 
3.1 전기영동 증착 

본 연구에서 그래핀 파우더를 그래핀이 길러진 

구리 와이어에 코팅하기 위하여 그래핀 파우더 

용액에 구리 와이어를 전극으로 사용하여 전기영동 

코팅을 진행하였다. Fig. 1.과 같이 구리 와이어 

전극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기적으로 음의 전하를 

띄는 그래핀 파우더가 전기적 인력에 의하여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양극의 구리 와이어에 

전기영동 증착이 진행된다[2]. 

 
 

Fig. 1. Schematic of electrophoretic deposition 
 
3.2 그래핀 파우더가 코팅된 구리 와이어 

 그래핀이 길러진 구리 와이어에 전기영동 증착을 

이용하여 그래핀 파우더를 코팅하였다. 이 때, 

전기영동 증착 진행 시간에 따라 구리 와이어에 

그래핀 파우더가 증착되는 정도가 변하게 되는데, 

이를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통하여 CVD 공정을 이용하여 구리 

와이어에 그래핀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전기영동 증착을 이용하여 그래핀 파우더 또한 

코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그래핀 파우더 

가 코팅된 그래핀이 길러진 구리 와이어는 섬유형태 

의 고전도성 전극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소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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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고도화된 산업으로 인해 자원과 에너지 고갈, 환경오염 등의 해결을 위한 대체 재료로 복합재료가 

각광받고 있다. 2가지 이상의 재료의 장점을 갖춘 복합재료 중에서도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다른 재료에 

비해 높은 비강도와 비강성, 우수한 피로성능, 환경적인 안정성 등의 장점으로 금속을 대체하며 항공, 

자동차, 선박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프리폼 형상 중 3가닥 이상의 섬유를 서로 교차시켜 대각선 구조의 납작하거나 튜브형태를 제조할 

수 있는 브레이딩은 다축섬유구조 프리폼을 제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정으로써 고인성, 내피로성, 

내충격성, 구조보지성 등이 월등하며 우수한 차세대 구조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일체형(Net-shape)의 

복합재료 프리폼 제조기술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하지만 공정 중 원사의 원복/풀림의 반복과, 사 간의 

마찰현상이 많아 원사의 손상이 많다. 특히나 가격이 비싼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브레이딩 프리폼을 제조를 

한다면 탄소섬유의 취성으로 인하여 사의 손상, 사절, Jamming현상과  브레이딩 공정을 연속을 위한 

탄소섬유의 교체로 인한 재료의 폐기량이 많다. 이에 브레이딩 연속공정에 의한 사절이나 손상된 

탄소섬유를 이음으로써 재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그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 매듭, 

접착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섬유를 이을 수 있다. 다양한 방법들 중 일반적인 섬유산업에 쓰이는 Splice가 

있다. Splice란 끊어진 두 가닥의 실을 강한 압축 공기압을 분사하여 헝클였다 다시 교락시켜 실을 잇는 

장치이다[3,4]. 

 

2. 실험 

2.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Toray사의 T700 24K 탄소섬유 이며, 기지재는 국도화학의 Bisphenol 

A계 액상 에폭시 수지 YD128과 경화제인 H-4065를 사용하였고, SRT사의 Splicer(HAS-02 Hand-

held Air Splicer)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48추 브레이딩 장비((주)T4L TFB 48)를 이용해 브레이드 프리폼이 제직될 때 임의로 탄소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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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컷팅하여 스플라이싱 하여 프리폼을 제작하고, 수지를 프리폼에 함침 시켜 Hot-press를 이용해 

압축성형으로 복합재료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복합재료의 물성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4K Tow 인장 실험을 통해 Splicer의 공기압이 5kg/ 일때 가장 높은 인장 강도 값을 확인하였고, 

인장 강도 측정 결과 Splice가 없는 복합재료 대비 Splice가 들어간 복합재료의 강도가 6%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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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loating Catalyst Chemical Vapor Deposition (FC-CVD) 
is an optimum method for bulk production of carbon 
nanotube fibers. These continuous and scalable one-step 
production became possible by adding sulfur (S).[1] In this 
process, the organometallic precursor as a catalyst, and 
carbon precursor simultaneously pyrolyzed with carrier 
gases and the residence time in reactor during process is 
very short which approximately a few seconds. Thus each 
component, such as catalyst, carbon source, temperature, 
and carrier gases, strongly affected to final CNT fiber 
propert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arrier gas 
effect on the quality of CNT fibers. Ferrocene and 
thiophene used to make CNT fibers as a catalyst and 
promoter, respectively. 
 
2. Experimental 
Hexane, methanol, ferrocene and thiophene used as a 
feedstock. The feedstock are injected together into the tube 
via a syringe. The process temperature is 1200 ℃. In the 
experiments, the Fe/S atomic ratio is kept constant. The 
composition of argon (Ar) and hydrogen (H2) gas was 
variated with ratio R (=H2/Ar).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synthesized CNT shows various morphology of 
multi-(MW) and double-walled(DW) CNTs with R. CNTs 
changed to DWCNT with increasing R. The hydrogen 
react as a reducing agent on catalyst and as an inhibitor on 
carbon conversion activity. Therefore, the CNT 
morphology changed to DWCNT with increasing 
hydrogen. Figure 1 shows the Raman spectra of CNTs 
with R. IG/ID ratio altered from 3.73 to 22.8 with increasing 
R, which means the crystallinity increased with hydrogen. 
But IG/ID ratio decreased to 5.68 above R=9.3 because of 
carbon conversion ratio. 
 The radial breathing modes (RBMs) are inversely 
proportional to nanotube diameter. RBM peaks in our 
samples are visible with a main intensity at 158.0 cm-1, 
163 cm-1, 214 cm-1, and 266 cm-1.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larger diameter outerwall as producing the RBM mode 
at approximately 158 cm-1 and 163 cm-1 in our sample. The 
inner-tube RBM occurs at a higher frequency due to its 
smaller diameter, in this case at approximately 214 cm-1 
and 266 cm-1. Moreover, until R=9.3, RBM peak is 
slightly blue shifted, so that means the CNT diameter 
increased. But RBM peak is slightly red shifted above 
R=9.3, so that means the CNT diameter decreased. It 
means that the CNT properties changed by carrier gas 

compositions. But there are several types of CNTs mixed 
existed in our sample, so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4. Conclusions  
We synthesized the high quality CNT fibers by controlling 
carrier gas compositions. The use of two carrier gas, which 
is Ar and H2, influenced the morphology and crystallinity 
of grown CNTs. Increasing hydrogen amount, The IG/ID 
increased from 3.73 to 22.8 until R=9.3. And the RBM 
peak slightly shifted with hydrogen amount. 
 
 

 
Fig. 1.  Raman spectroscopy of synthesized CNT fibers 

with va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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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arbon nanotubes (CNTs) have a remarkable electrical, 
thermal, mechanical, opt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CNTs are promising reinforcement materials for 
composite materials because of their high mechanical 
properties. However, the short length of CNTs has 
impeded their commercial use in structural materials. 
Owing to these reasons,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spinnable CNT arrays since these arrays were first 
reported by researchers at Tsinghua University.[1] The use 
of direct-spun CNTs represents a viable approach for 
improving the properties of composite materials. However, 
most spun CNTs exhibit poor crystallinity and short length 
because of their wavines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CNT growth process to improve the crystallinity and to 
reduce wavineses of CNT arrays using additional 
hydrocarbon source. 
 
2. Experimental  
The spinnable CNT arrays were synthesized according to 
our previously reported method.[2] The arrays were 
synthesized via a CVD process at 825 °C using acetylene 
(C2H2) and ethylene (C2H4) as the carbon sources with R 
([C2H4]/[C2H2]). The catalyst used two halide system 
using x=0.3 [xFeCl3:(1-x)FeCl2] ratio. The morphologies 
of the CNTs were observed via FE-SEM and FE-TEM. 
The spinnability of each CNT arrays was tested by spindle 
rotating system. The crystalline characteristics of the 
CNTs were analyzed via Raman spectroscopy. CNT purity 
was determined via thermogravimetric analysis.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diameters and lengths of the synthesized CNTs range from 
25 to 60 nm and from 680 μm to 1.03 mm, depending on R. The 
high concentrations of atomic hydrogen generated by 
hydrocarbon decomposition reduced the C–C diffusion rate on 
the catalyst surface. Therefore, the growth rate decreased with 
increasing R. The synthesized CNT arrays also show a linear 
morphology with increasing R. The entanglement and waviness 
are most extensive in the sample prepared with R = 0. The 
waviness of CNTs is caused by defects on their graphene sheets; 
such defects are caused by various effects during the CVD 
process. Among these effects, catalyst deactivation is prominent. 
When the imbibed catalyst is halted inside a CNT, some 
graphene layers close at this point, while other graphene layers 
grow continuously. These halted catalyst points inner tube 
induce curling of the CNTs.  Therefore, increasing catalyst 
reactivity is important to achieve high-structural quality CNTs. 
In the present work, increasing the R values resulted in a linear 

CNT morphology, which means that the atomic hydrogen 
affected the activity of the catalyst. Moreover, the poisoning of 
the catalyst by unsaturated carbon decreased. Consequently, the 
CNT morphology was linear; thus, the composition of the 
hydrocarbon source affected the morphological properties of the 
CNTs, including their alignment, diameter, and length. However, 
the growth rate decreased with increasing C2H4. 
 

Table 1 Spinnability of CNT arrays 

 
4. Conclusion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n additional hydrocarbon 
source on spinnable CNTs. The use of two hydrocarbon 
sources influenced the morphology and crystallinity of the 
grown CNTs. The waviness decreased with increasing R, 
which resulted in increased crystallinity and spinnability. 
The atomic hydrogen from the hydrocarbon promoted the 
growth of nanotubes with hexagonal networks without any 
defects. Thus, the crystallinity increased with increasing R. 
The obtained CNT arrays exhibited good spin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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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ample G/D ratio Length Spinability

1 R=0 2.56 1.03 mm △ 

2 R=4 2.67 1.01 mm ○ 

3 R=20 2.95 947  ㎛ ○ 

1 R=40 4.01 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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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적으로 연비 및 탄소배출량 규제 강화로 인해 
자동차 산업에서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복합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복합소재는 사용환경에 따라 민감한 성능 
변화로 자동차 부품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baqus를 활용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복합소재 자동차 부품의 영향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2. Analysis(FEA) 
 
2.1 Material 

본 연구는 자동차 부품에서  높은 강성을 필요로 하는 
서스펜션 부품(탑마운트)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서스펜션에 적용하는 소재는 높은 강성과 성형성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유리섬유가 보강된 
복합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강화복합소재를 선정하였다.  
 

2.2 환경조건 
 탑마운트는 서스펜션의 스프링 하중과 노면에서 
타이어로 전달되는 충격 하중을 동시에 받게 되며, 
자동차 외부에 장착되어 주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강화복합재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도인 80 ℃, 습도 100% 
조건에서 스프링 하중과 존스 충격 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때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 한다. 
 

 
Fig. 1. Abaqus mashed model 

 
3. 분석 결과 
 

분석결과는 Fig. 2,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  Analysis result of GFRP automotive parts 
 
 

 
Fig. 3. Analysis result of improved design model 

 
 

Modulus(K), Engineering stress( ), 
Engineering strain( ) K 	 	/	                              (1) 
True strain( ), True stress( ) ln	 1                                                                            (2) 	 	 	 1                                    (3) e 1                                                                              (4) 
 
 

FEA 분석 결과에서 Static Max. Value 값을 True 
strain ( )값으로 적용 수식(4)을 이용하여 6.1%의 
Engineering strain ( )을 도출 할 수 있었다. 
Engineering Strain이 5.5%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초기 
모델에 영구 변형 발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초기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모델의 보강 설계를 

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을 시행하여 Engineering 
strain ( )  3.4%, 영구 변형 없음의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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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의 결과 초기 설계는 True strain이 5.5% 

이상으로 고온다습 환경조건에서 제품의 영구 변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 도출된 결과 들은 제품 제작 
전 완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취약한 
부위에 보강 설계를 실시,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유리섬유강화복합재의 보강재 배열을 고려 
하여 실제 제품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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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Graphene is comprised of a monolayer of hexagonally 
arranged sp2-hybridized C atoms. It has received much 
interest, because of its high electron mobility, thermal 
conductivity, elasticity, and stiffness. These properties 
make graphene attractive for application in nano electronic 
devices, sensors, functional composites, and energy 
storage. 
 
2. Experimental Procedure 
 
3D architecture of graphene foams were developed via the 
in situ self-assembly of graphene and CNTs hybrid 
prepared by mild chemical reduction. 2D architecture of 
graphene films were fabricated via the various methods 
such as electro-spray deposition, spin / spray coating and 
etc. 1D architecture of graphene fibers were prepared via 
continuously spun from graphene oxide suspensions 
followed by chemical reduction at room temperature. BN 
coated CFs were fabricated by self-assemble of graphene 
on the surface of CFs and then using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from hexagonal carbon to hexagonal BN 
by the atomic substitution method.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3D architectures of graphene foam had low densities, 
high thermal stability,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and 
high specific capacitance.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ransmittance of 2D composite films were controlled. By 
varying wet-spinning conditions and complex with CNTs, 
a series of 1D graphene fibers were prepared. The 
structural features of BN coated CFs were investigated. 

 
 
Fig. 1.  (a)optical image of 3D graphene foam, (b)surface 
morphology of 2D graphene film, (c) SEM image of 1D 

graphene fiber, (d)SEM image of BN coated CFs 
 
4. Conclusions 
 
In this research, graphene was prepared by unzipping of 
carbon nanotubes(CNTs), chemical exfoliation of graphite 
and electrochemical exfoliation of graphite rod. 3D foam 
like, 2D film like and 1D fiber like architectures of 
graphene composite were fabricated using various 
graphene-based nano materials. And, to increase the 
thermal resistivity boron-nitride(BN) coated carbon 
fibers(CFs) were fabricated by structural substitution 
method from graphene to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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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NTs were studied in various fields because of their 

excellent electrical,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mong them, the composite materials using CNT have 
attracted attention due to high mechanical strength and 
light weight characteristics. Carbon nanotubes are much 
lighter than the carbon fibers currently used in composite 
materials, and their strength is several times higher than 
that of carbon fibers. Therefore, many researchers are 
developing as the only material that can replace them in 
the future. But the biggest problem in previous studies is 
that the length is too short which has micron scale at a 
maximum, and the surface is inactive to make bonding 
with matrix. On the other hand, the forest spinning method, 
published in 2005 [1], provides an answer to the 
vulnerability of these carbon nanotubes. The forest-drawn 
CNT sheets were particularly promising materials for use 
as a reinforcement of polymer because they are highly 
oriented, high volume fraction, and free-standing. The 
composite material produced using these sheets are greatly 
improved the mechanical properties. However, the 
synthesis of spinnable CNT forest is very limited and can 
only be achieved by satisfying various condi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 spinning forest and 
its synthesis mechanism. 
 
2. Experimental 
Highly aligned CNT sheets were prepared using a simple 
and efficient synthesis method. Briefly, the CNT arrays 
were synthesized at 825°C by a chemical vapor deposition 
process in which acetylene (C2H2) and iron (II) chloride 
(FeCl2) were used as a carbon source and a catalyst, 
respectively. The super-aligned sheets were fabricated 
using a spindle machine. Epoxy composites prepared by 
the prepreg method. The prepared CNT sheet was placed 
on a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sheet and was 
covered with epoxy resin film with are lease paper. The 
epoxy resin was impregnated into the CNT sheet at 90°C 
for 3min. After impregnation, the prepreg sheet was cured 
at 130°C for 1.5h under 3MPa in a hot press. The tensile 
test specimen was 3 mm wide, with 50 mm overall length.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synthesized CNTs are MWCNTs with diameters 
ranging from 30 to 50nm and lengths of approximately 
1.3mm. The well-aligned CNT sheets were easily pulled 

from the CNT forest. Most of the CNTs are aligned, but 
waviness are also visible.  
The prepared CNT/Epoxy prepreg had good drapability 
and tackiness. CNT loading was well controlled by 
changing the CNT areal weight. After tensile test, we 
investigated the fracture surface. The epoxy resin was well 
penetrated between CNTs. And the composite materials 
did not observed visible void or resin-rich region.  The 
SEM observations demonstrate that the prepreg process 
contributes to the high quality of the CNT composites. The 
composite with dry-spun CNTs exhibited drastically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240 Mpa) compared 
with those of previous composites prepared using 
powder-like CNTs because of their high volume contents. 

 

 

 
Fig. 1. Well-aligned CNT sheets pulled from the CNT 
arrays: (a) synthesized CNT arrays and the spinning 
process (inset), (b) CNT sheets prepared from CNT arrays 
and (c) Fracture surfaces of CNT–epoxy composites. 
 
4. Conclusions 
CNT nanocomposites with high volume fraction were 
fabricated using a prepreg method. This method can 
control of resin contents as well as do not break the 
alignment of CNT on composite materials. The composite 
materials prepared with having a thickness about 30 ㎛ 
and containing various vol% of CNT. The highest is over 
30 vol%. The synthesized composite materials shows the 
high strength and high modulus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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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의 생체 재료는 오랜 시간 동안 진화 발전되어 

온 최적화 및 고효율화된 시스템이다. 갑각류 생물 

체들의 독특한 신체조직 중의 하나가 섬유가 나선 

형으로 정렬된 구조(Helicoidal structure or 

Bouligand structure)이다 [1-3]. 본 연구에서는 

섬유강화 복합재에서 섬유의 나선형 구조 배열이 

복합재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해 생체모방 섬유강화 복합재를 

구성하였고, 다양한 크기의 압력하중을 복합재면에 

적용시켜 굽힘과 파괴거동을 평가 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모델 구성 

유한요소해석은 ANSYS Workbench 19.1의 Static 

Structural 과 ACP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4,5]. 

생체모방 섬유강화 복합재를 구성하기 위해 단방향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가 사용되었다. 생체모방 

섬유강화복합재의 샘플은 총 5종류로 설정하였는데, 

각도 변화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각 샘플은 

Table 1에 보이는 것처럼 총 12층으로 구성되며, 

1층은 최하위층(the bottom layer) 그리고 12층은 

최상위층(the top layer)을 나타낸다. Fig. 1은 
복합재의 형상, 경계조건 하중조건을 보여준다.  
 

Table 1 Fiber orientation in the composite samples 
 

layer 

Samples 

S0 S90 S45 S30 S15 

12 0° 90° 135° 150° 165°

11 0° 90° 135° 150° 150°

10 0° 90° 135° 120° 135°

9 0° 90° 90° 120° 120°

8 0° 90° 90° 90° 105°

7 0° 90° 90° 90° 90°

6 0° 0° 45° 60° 75°

5 0° 0° 45° 60° 60°

4 0° 0° 45° 30° 45°

3 0° 0° 0° 30° 30°

2 0° 0° 0° 0° 15°

1 0° 0° 0° 0° 0° 

 

 
Fig. 1.  Shape of the composites, boundary condition, and 

pressure load 

3. 결과 및 토론 

Table 4는 복합재료에서 섬유의 방향과 최대하중과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S0에서 S90, S45, S30, S15 

샘플로 갈수록 최대 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섬유의 방향이 나선형으로 여러 방향 

으로 정렬 될 수록 수용할 수 있는 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섬유가 다양한 방향으로 정렬 

될 경우 압력하중으로부터의 에너지 가 여러방향으로 

분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2 Maximum pressure loads to withstand and 

deformations of the composites 
Sample Maximum 

load (MPa)

Total Deformation 

Maximum(mm) Average(mm)

S0 1.7 12.952 6.390 

S90 3.0 16.276 8.053 

S45 13.5 45.850 21.131 

S30 14.1 43.593 21.598 

S15 14.7 44.295 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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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유연 전자소자의 발전으로 인하여 점착 특성과 
기계적 특성 모두가 우수한 구조용 박막 테이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점착제의 인장 강도를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점착 특성 모두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 탄소 나노소재 등 강화제를 
첨가할 경우에도 기계적 물성은 증가하지만 점착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물성과 점착 특성 모두를 동시에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층으로 이루어진 박막 점착필름 
구조를 제안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실험 
 
2.1 시약 및 실험 장비 

올리고머 상태의 아크릴 수지 두 종류를 ㈜YONWOO 
에서 제공받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강화제는 Graphene 
Oxide (GO)를 사용하였으며 도파민으로 개질한 효과 
도 같이 평가하였다. 초음파 분산기를 이용하여 수지 
시스템에 강화제를 분산시키고 UV 경화기로 필름 
경화를 시켰다. UTM을 이용하여, ASTM 규격(ASTM 
D3330)에 맞추어 인장 강도 및 점착 강도를 측정 
하였다. 
 

2.2 필름 제작 방법 

GO를 동결 건조 후 도파민과 함께 레진 시스템에 
분산시켰다 [3], [4]. 제조된 시약을 진공 오븐에 
건조시킨 후 캐스팅으로 필름을 제조하였다. 경화 후 
필름을 제작하였으며, 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neat 
resin을 위/아래면에 접착한 다층 필름을 제작하여 
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GO의 함량을 0, 0.01, 0.05, 0.1, 0.5 wt.%로 각 
시스템에 대해 도파민을 개질시켜, 개질된 GO의 분산 
(안정)성과 인장 강도 및 점착 특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몸체와 외피 각각에 대해 인장 강도와 

점착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각 평가 이후 파단 

표면을 광학현미경과 FE-SEM으로 관찰함으로써 다층 

필름의 계면 특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단일층의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개질된 GO에서 순수 

GO에서보다 인장 강도와 점착력이 증가하였다. 다층 
구조에서의 실험 결과를 통해, 기계적 물성과 점착 특성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지 시스템 
자체의 한계와 강화제를 첨가한 시스템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각 점착층의 두께를 줄인 다층 박막 점착필름을 
평가할 것이며 이는 모바일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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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브레이딩(Braiding)공법은 원형의 맨드렐에 다수 

의 섬유다발을 교차하여 복잡한 형상이나,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섬유 직조기술이다. 단일방향 복합 

재료에 비하여 층간분리 현상의 발생이 적고, 일체형 

구조 성형이 가능하여 응력분산 측면에서 기계적 

성능이 우수하다. 그리고 설계목적에 따라 브레이딩 

각도, 섬유의 형상, 맨드렐(Mandrel)의 직경변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프리폼 제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맨드렐 직경변화를 통한 형상 변화는 섬유 다발사이 

의 간극에 영향을 주어 섬유체적률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제품의 기계적 물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레이딩 공법에서 

다양한 직경의 맨드렐을 통해 직조한 섬유의 복합재 

섬유체적률 변화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1]. 
 
2. 시험  
 
2.1 재료 

강화재료로는 항공용 섬유로 쓰이는 Hexcel 社의 

HS-CP-5000-IM7(12K)를 사용하여 브레이딩 공법으 

로 섬유를 직조 하였다. 직조 시 맨드렐의 직경 140mm 

일때 섬유체적률이 약 50%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맨드렐 직경과 체적률이 반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예상 복합재 섬유체적률 52%, 55%, 58%에 해당하는 

맨드렐의 직경 133mm, 125mm, 119mm로 섬유를 직조 

하였다. 기지재료는 Hexcel 社의 RTM 6-2를 사용하여 

복합재를 성형하였다. 
 
2.2. 섬유압착 거동 시험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여 적층된 섬유를 만능재료 

시험기(UTM)에서 진공압인 1atm에 해당하는 하중을 

10회 반복 시험하여 측정된 두께로 복합재 섬유 

체적률을 예측하였다[2]. 
 
2.3. 복합재 밀도 측정  

직조된 섬유를 Resin Infusion공정으로 복합재를 

제작 한 후, ASTM D792 규격을 통해 측정된 복합재 

밀도와 수지, 섬유밀도를 통해 섬유체적률을 계산 

하였다. 
 
 
 

Table 1 Measured results of Fiber volume fraction 
 

 

2.4. 단면사진 관찰 

  섬유체적률 분석결과 목표체적률 55% 까지는 예상 

과 유사하였으나, 체적률 58%에 해당하는 직경 119mm 

로 직조한 섬유는 오히려 체적률이 낮게 측정 됐다.  

복합재 단면사진 관찰을 통해 섬유체적률 저하의 원인 

을 분석해보았고, 119mm일 때 섬유다발의 겹침과 

두꺼워지는 현상으로 수지의 공간이 넓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1 A cross section photograph 

3.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브레이딩 공법에서 맨드렐 두께에 

따른 섬유체적률 변화거동을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맨드렐 직경이 감소할수록 섬유체적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정 수준 이하의 맨드렐 직경 

에서는 섬유 다발 사이의 중복과 변형으로 섬유 

체적률이 감소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브레이딩 섬유 직조 시 섬유종류에 

따른 최적 맨드렐 직경 선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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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Method 
Mandrel Diameter(mm) 

140 133 125 119 
Fiber Compaction 

Behavior (%) 
51.1 55.8 57.1 55.2 

Density (%) 49.5 52.7 54.7 51.7 

133mm 125mm 119mm

Binder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367 -



 

탄소 섬유 프리프레그의 면내 압축 물성 측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In-Plane Compressive Properties of Carbon 

Fibers/Epoxy Prepreg 
 

*배대령1,2, 윤성현2, 엄문광2+ 
* D.R. Bae 1, S. H. Yoon 2, M.K. Um 2+ 

 
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 신소재공학과, 2 재료연구소 탄소복합재료연구실,  

 + E-mail: umk1693@kims.re.kr 
 

Keywords:  Carbon Fiber, Thermoforming, In-Plane Compression properties 
 

1. 서론  
적층된 섬유가 복합재의 형상에 맞게 적절히 변형 

될 수 있는지를 복합재 성형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사전에 검증이 요구된다. 기존에 구축해 놓았던 
소재에 대한 주 요 물성 데이터(인장, 전단 및 마찰) 
에서 압축 성형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프리프레그의 면내 압축 성형 물성을 측정하였다. 
압축 성형 시 프리프레그의 좌굴 거동에 의해 수평 방향 
으로 발생되는 주름을 파악하기 위해 프리프레그의 
면내 압축 응력 및 변형율을 측정하였다. 추후에는 
면내 압축 물성을 성형 해석에 반영하여 실제 
성형품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 실험 

2.1 시편 준비 

소재는 2가지 종류(평직, UD)의 프리프레그에 

대해서 면내 압축 실험을 진행 했으며 UD의 경우 

0, 90° 방향으로 측정하였다. 시편 크기는 20 mm 

(L) X 10 mm (W) (그립 상하 5 mm포함)로 재단하여 

시편의 gauge 길이는 10 mm로 설정하였다. 

 
그림 1. PW (평직) 프리프레그에 대한 면내 압축 시편 준비 

2.2 면내 압축 물성 평가 

시험 장비로는 인장 치구가 장착 된 동적기계 
분석기 (DMA)를 사용하였다. 인장 치구를 사용 
했기 때문에 음수의 strain 값을 입력하여 하부에 
장착된 치구를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조건으로는Gauge 길이는 10 mm 그리고 
Ramp strain은 0.1 %까지 분당 -0.5 %로 설정하였다. 
DMA의 챔버 온도는 프리프레그 성형 조건인 

100 ℃ 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PW carbon 프리프레그에서는 좌굴의 시작 지점을 
판단할 수 있는 특정한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다. 
압축 단계 초기에는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하중 
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특정 지점 이후부터는 

하중이 작은 범위 내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UD 0° 프리프레그 경우 압축 단계, 좌굴 초기 

단계, 좌굴 연속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이 관찰 
되었고 좌굴 단계 이전에 하중이 급격하게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2). 이는 하중 

방향으로 배열된 UD 0° 프리프레그의 섬유가 좌굴 

전 압축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최대 
하중이 기록된 지점에서 좌굴이 시작되고 섬유의 
좌굴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중이 감소한다. 

 

 
그림 2 면내 압축 실험 결과 

앞서 측정한 프리프레그의 인장 물성과 비교한 
결과 PW carbon와 UD의 압축 강성은 약 10-3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압축 하중이 작용하는 영역 
에서 전단 응력을 함께 받을 경우 주름 발생 
정도가 좀더 심하게 예측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향후 과제  

프리프레그 의 면내 압축 물성 실험 결과 UD 0° 
에서 좌굴로 판단되는 피크가 PW (평직)에 비해 
뚜렷이 나타났으며 UD 및 PW의 압축 물성은 
인장 물성과는 약 10-3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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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품질 대비 낮은 생산성과 높은 제조단가 등의 

단점을 가지고있는 오토클레이브(Autoclave) 공정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OoA(Out of Autoclave) 공정 

기술이 개발되고있다. 오토클레이브 공정은 장비 

내부의 높은 압력으로 섬유체적률을 높이고 복합재 

기공 형성을 억제할 수 있지만 OoA 공정은 한계를 

가지고있다. OoA 공정에서 첨가제 개발이나 수지의 

탈포, 진공압 사용 등을 통해 기공 형성의 문제를 

개선해왔으나 경화 시 수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기공과 복잡한 형상이나 대형 제품의 수지 미함침 

구간 발생으로 기공의 형성 가능성이 높다. 기공은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복합재 내부의 기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파괴적 

방법에 의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 내부 수지량 조절이 가능한 

RFI(Resin Film Infusion) 공정을 사용하여 표준 기공률 

패널을 제작하였고 이미지 분석과 초음파 비파괴 

검사를 통해 기공률에 대한 신호 값을 복합재 섬유 

장수 별로 분석하였다. 
 
2. 복합재 성형 
 
2.1 섬유 프리폼 : 형상 고정과 기공률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두께로 성형하기 위해 바인더가 
함유되어있는 섬유를 사용하였고 섬유에 도포되어 
있는  바인더 수지에 적합한 온도로 프리폼하였다. 
 

2.2 수지 필름 제작 : OoA 공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지는 대부분 상온에서 점도가 낮아 필름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상온에서 필름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B-Stage를 통해서 점도를 높였고 
프리폼 된 섬유매트의 섬유체적률을 고려하여 수지 
필름을 여러 종류의 두께로 제작하였다. 
 
2.3 RFI 공정을 통한 복합재 성형 : 적층작업성과 

수지 필름 제조 공차를 고려해 섬유 매트 4장당 수지 

필름 1장을 적층했다. 8Ply부터 32Ply까지 

8Ply단위로, 목표기공률 0%부터 4%까지 1%단위로 

총 20개의 복합재 패널을 제작하였다. 

3. 복합재 기공률 및 신호 분석  
 
 표준기공률 복합재 패널을 ASTM E2015에 따라 

시편으로 제작하였고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단면을 

관찰하여 기공률을 측정하였다. 또한 TTU방식의 

C-Scan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통해 표준기공률 패널의 

신호 감쇠를 측정하였다. 복합재 섬유 장수 별로 

이미지분석 기공률에 대한 비파괴검사 신호 감쇠를 

Fig. 1.에 나타내었다. 16Ply의 경우 목표기공률에서 

많이 벗어난 구간이 있는데 수지 필름 제조 과정에서 

두께 편차로 인한 오차로 판단되며 Fig. 2.의 

비파괴검사 결과를 보면 신호 감쇠 또한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Graph of attenuation to void contents by thickness 

 

 
Fig. 2. Non-destructive test results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RFI 공정에서 수지 필름 두께를 
조절하여 일정한 기공을 가지는 복합재를 성형하였고 
이미지 분석과 비파괴검사를 통해 기공이 많을수록 
신호 감쇠가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수지 필름의 
두께 편차를 줄여 더 균일한 기공률 패널을 
제작하기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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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수송기기 시장에서 탄소 

배출과 연비 규제에 의한 제품 경량화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경량화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주된 

방법으로 기업들은 운송수단의 몸체를 경량 복합 

재료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 

에서는 양산에 적용하고 있다.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가벼우면서도 우수한 물성을 지니고 있으나, 소재 및 

공정 비용이 높아서 생산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중 드랍을 통한 신규 공정을 개발하였고 

다양한 조건으로 제작한 섬유 강화 복합재료 시편의 

물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공률을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공정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2. 실험 
2.1 Material  

실험에서는 평직의 탄소섬유 직물을 이용하였고, 

범용 에폭시 수지와 속(速)경화 에폭시 수지 두 

종류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15mm, 두께 1mm인 시편을 

제작하였다. 

 

2.2 시편 제작  
실험 방법은 vacuum infusion 공정을 기반으로 

Acryl plate를 이용하여 mold 형상을 만들고 inlet 

hole을 통해 resin을 주입하는 Acryl plate 방법과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resin을 주사하고 상부에 

2차 bagging film을 덮어 밀봉을 진행하는 Bagging 

film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각 방법에서 탈포 및 

함침 조건과 경화 온도를 변경하여 평가하였다.  

 

    

(a)         (b)       (c) 

그림 1. Acryl plate를 이용한 실험방법(a)와 2차 bagging 
film을 이용한 실험방법(b, c) 

 

3. 결과 

실험을 통하여 만든 샘플들을 mounting과 

polishing을 거쳐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편으로 만들었고 이후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제작한 복합재료의 표면을 관측하였다.[2] 그 결과, 
수지의 종류를 포함하여 여러 실험 조건을 조정함에 
따라서 관측한 시편 표면에 대하여 존재하는 기공율이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측한 시편의 

단면사진: 50배(좌), 200배(우) 
 

4. 결론  

신규 공정 개발을 진행하며 더 나은 품질의 

sample을 만들기 위하여 공정에 필요한 조건들을 

변경하여 보며 최적화 및 간소화를 진행하였고 void 

contents 측정을 통해 최적화가 적절히 진행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범용과 속경화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복합재료를 제작하였고 공정 

단계별 주요 변수들을 변경하여 진행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복합재료를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규 복합재 고속성형 

공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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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복합재료에 대한 수요증대로 대량생산과 자동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적용을 
위해서는 섬유 프리폼(Preform)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프리폼 기술은 직조된 섬유를 적층 후 금형에 
압착하여 원하는 형태로 고정하는 방식에서 최근 
로봇을 이용한 Tow 형태의 탄소섬유를 금형에 적층과 
동시에 고정하여 형태를 구현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1]. 프리폼 기술에 사용되는 바인더(Binder)는 
파우더, 섬유, 필름 상태로 섬유 사이에 도포되며, 
열처리를 통해 섬유를 제품의 형태로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바인더는 복합재 성형시 섬유 사이의 
수지유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바인더형태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인더 
형태가 섬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성형물성인 
투과성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2. 소재 
 
2.1 재료: hexcel 社의 5H satin 소재에 파우더 형태의 
바인더가 도포된 섬유와 Toray 社의 twill 소재에 필름 
형태의 바인더가 도포된 섬유를 사용하였다.  
 

2.2 바인더 열처리: 필름형과 파우더형 두 가지 
형태의 바인더의 열처리 유무에 대한 투과성계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열처리 전 섬유와 바인더 
제품사의 열처리 조건에 맞게 열처리 한 섬유 2종류의 
시편을 준비하여 총 4종류의 시편을 준비하였다. 
 
3. 투과성계수 측정 
 
3.1 Darcy’s law: 복합재 성형시 수지 유동 속도 
( 는 다공질 매질에서의 수지유동에 관한 운동량 
방정식인 Darcy 식(1)으로 정의 할 수 있다[2]. 
 

                                                                               (1) 

 
위 식에서 는 투과성 계수, 는 수지점도, 는 
압력구배를 나타낸다. 
 

3.2 두께방향 투과성계수: 두께방향 투과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Fig. 1 과 같이 일방향유동이 발생 

하도록 유도하였고, 수지가 섬유를 투과할 때의 유량 

과 압력변화를 측정하여 투과성 계수를 계산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for continuous measurement of 

out-of-plane permeability of fiber preform 
 

Table 1 Result of permeability measurement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바인더의 형태가 섬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섬유의 투과성계수를 측정해 보았다. 
바인더는 필름형과 파우더형 두 가지를 사용하였고 
측정결과 열처리 전에도 필름형이 파우더형에 비해 
투과성 계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열처리 후 
투과성계수 감소율 또한 필름 형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필름형 바인더를 가진 섬유가 액상의 
수지를 섬유에 함침시키는 액상성형공정(Liquid 
composite molding; LCM)에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낮은 
투과성 계수를 가지고 있어 사용이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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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탄소섬유복합재는 경량소재로서 각광받고 
있는데, 특히 열가소성 탄소섬유복합재는 경화 
과정이 따로 없고, 재활용성 또한 뛰어나다. 한편, 
열가소성 수지는 점도가 높아 기존 공정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점도 상태의 단량체(Monomer) 
를 주입하고, 주입 후에 고분자화하는 방식의 
반응중합법이 연구되고 있다.[1,2] 이에 본 연구진은 
반응중합을 활용하여 자동차용 루프 크로스 멤버 
개발을 진행하였다. 
 
2. 실험 
 
2.1 소재: 탄소섬유(Carbon fiber, HPT UD 0o/±45, 
SGL GmbH) 및 폼 코어(Rohacell Foam core, Evonik 
GmbH)가 활용되었으며, 기지재(Matrix)로서 PA-6 
(Polyamide-6) 사용되었으며, 카프로락탐의 고리열림 
음이온중합으로 합성되었다.  
 

2.2 수지유동해석: 본 연구소 보유 유동 해석 기술 및 
소프트웨어을 바탕으로 성형 시 수지 흐름을 예측하여 
최적 공정 조건을 확보하고 이를 복합재 제조에 
필요한 금형 설계/제작에 반영하였다. 
 

2.3 제조: 카프로락탐(Caprolactam)의 녹는점(69oC) 
이상의 온도에서 촉매(Catalyst)와 개시제(Initiator)를 
적당한 비율 및 농도로 혼합하여 녹인다. 혼합된 
용액을 미리 가열된 금속 금형(Metal Mold)에 진공압 
을 활용하여 주입하고 가압하여 복합재를 제조한다. 
 
3. 분석 및 측정실험 
 
위 실험 과정을 통해 제작된 열가소성 PA-6 

탄소섬유복합재 루프 크로스 멤버를 강철(Steel) 및 

열경화성 탄소섬유복합재 소재와 비교/분석 하였다. 

추가로 열가소성 탄소섬유복합재의 재활용성 평가를 

위해 용매 용해도 분석 및 온도 별 점도 측정과 추가 

가압/가열을 통한 함침도 개선 및 수리 가능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비용 검토서, 양산성 

검토서, 공정사양서 등을 작성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Fig. 1. Produced CFRTP Roof Cross Member.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1/2크기의 열가소성 PA-6 탄소섬유 

복합재 루프 크로스 멤버를 국내 최초로 제작하여, 
기존 강철(Steel) 소재 대비 55% 가량 경량화하였다. 
또한, 총 비용 (소재비, 공정비, 간접비)은 17,092원 
으로 산정되어, 기존 강철(Steel)의 제품 단가(약 
10,000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인하였다. 양산성 
검토 결과, 12분당 1개 제작 가능하며, 공정사양서 
작성을 통해 금형 세팅부터 탈형/세척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관련 추가 연구를 통해서 실황 및 다른 부품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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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performance of fiber-reinforced composites is 

governed not only by the nature of each individual 
component comprising the composite, but also by the 
interfacial properties between the fiber and the matrix. We 
present a novel layer-by-layer (LbL) assembly for the 
surface modification of glass fiber to enhance the 
interfacial properties between the glass fiber and epoxy 
matrix. Solution-processable graphene oxide (GO) and an 
aramid nanofiber (ANF) were employed as active 
components for the LbL assembly onto the glass fiber 
owing to their abundant functional groups and mechanical 
properties. 

 
2. Experiment 
Graphite oxide was synthesized by the modified 

Hummer’s method. ANF suspension was prepared from 
bulk Kevlar thread (Dupont) in dimethyl sulfoxide 
(DMSO) using potassium hydroxide (KOH), as previously 
reported by Kotov and co-workers. Briefly, 0.04 g of 
Kevlar thread and 0.3 g of KOH were added to 100 mL of 
DMSO. The suspension was magnetically stirred for 1 
week at room temperature, yielding a dark red ANF 
suspension in DMSO. 

 
Figure. 1.  SEM images of multilayer-coated glass fibers of (a) 

GO10, (b) ANF10, (c) (GO/ANF)10, and (d) ANF5/GO5.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multilayers deposited on 

the glass fiber was examined with SEM as shown in Figure 
1. It is observed that the multilayers are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glass fibers with no severe agglomeration, 

owing to LbL assembly, which could offer fine control in 
the multilayer stacking. The figure shows the uniformly 
coated morphology of ANF and GO multilayers. The glass 
fibers were well covered by the multilayer with GO in a 
characteristic wrinkled surface structure, demonstrating 
highly flexible two-dimensional GO sheets. Likewise, 
ANF multilayer was successfully deposited onto the 
surface of the glass fibers by LbL assembly. The enlarged 
image in the figure shows the one-dimensional fibril 
microstructure of the ANF in the multilayer. 

 

 
Table. 1.  Measured surface free energy (SFE) and interfacial 

shear strength (IFSS) 
 
The introduction of GO including abundant oxygen and 
amine functional groups could provide a reactive 

anchoring site for the epoxy matrix as well as 
compatibility with the epoxy matrix on the glass fiber. The 
introduction of the ANF significantly enhances the 
dispersive part of the SFE by improving the overall IFSS  

 
4.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interfacial properties of the glass 

fibers uniformly coated with GO and ANF multilayers, 
such as surface free energy and interfacial shear strength, 
were improved by 23.6% and 39.2%,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ose of the bare glass fiber. In addition, 
the interfacial adhesion interactions between the glass 
fiber and epoxy matrix were highly tunable simply by 
changing the composition and the architecture of layers, 
taking the advantages of versatility of the Lb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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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hermoplastic-Resin Transfer Molding(T-RTM)은 짧은 
생산시간, 낮은 점도, 재활용 가능, 높은 내충격성 등의 
이유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RTM 공정에서 
(ε-Caprolactam + 촉매제)와 (ε-Caprolactam + 
개시제)를 각각 녹이고 주입 직전 혼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 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이 수분, 열 
등의 환경에 취약하다[1]. 따라서 공정의 단순화를 
통해 변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2. 본론 
 
2.1 탄소섬유 전처리 
T-RTM 공정 개선/단순화를 위해 금형 내에 들어갈 
탄소섬유에 다음과 같이 4 단계의 전처리 과정을 
하였다.  
1) Polyamide sizing 용액을 이용하여 1차 Sizing 
2) 대기압 Plasma 처리를 통해 탄소섬유 표면에  
작용기를 증가 

3) 개시제 용액을 이용하여 2차 Sizing 
4) 대기압 Plasma 처리 
 

2.2 공정개선 
위에서 언급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탄소섬유 표면에 
이미 개시제가 Sizing되어 있으므로 기존 공정에서 
각각 녹이고 주입 직전 혼합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하나의 채널에서 (ε-Caprolactam + 촉매제) 
혼합물을 녹인 후 금형 내부로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주입시킨다. 섬유에 Sizing된 개시제와 주입된 
(ε-Caprolactam + 촉매제)가 서로 반응하여 Carbon 
fiber/Anionic Polyamide 6 복합재를 제작되었다.  
 
2.3 Sizing content 조절  
금형 내부의 Cavity 크기에 의거하여 의도하는 섬유 
충진율로 기지(Matrix)의 질량이 구해진다. 기지는 
3가지 재료의 특정 질량 비율을 따라 혼합되므로 
필요한 개시제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필요한 
개시제의 질량은 개시제 용액의 농도와 탄소섬유의 
수를 조절하여 미리 탄소섬유에 Sizing하였다.  
 

2.4 실험 결과  
앞선 실험 조건들을 이용하여 Fig. 1과 같이 복합재를 
제작하였다. 주입 직전 혼합 과정 제거로 공정 단계가 
간단해졌고, 실험실 환경 및 실험자의 영향이 크게 
감소하였다. 육안으로 검사했을 때 기존 T-RTM 
공정으로 제작한 시편 대비 불충분한 중합이 미미하게 
관찰되었으나, Fig. 2와 같이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Fig. 1. Single-stream T-RTM process. 
  

 
  

Fig. 2. Carbon fiber/Anionic Polyamide 6 composites. 
  

3. 결론 및 향후과제 
 
탄소섬유에 전처리를 하여 수지 주입 직전의 혼합 
과정을 제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T-RTM 공정을 
개선/단순화시켰다. 향후 Sizing 물질 사이의 화학적 
결합 분석, 전처리 과정 단순화 및 복합재 물성 비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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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xGnP and CNTs have high modulus of elasticity (~1 TPa) 
and therefore, are expected to be useful reinforcements for 
high-performance polymer composite [1,2]. Alignment of 
xGnP and CNTs in composite is one of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mechanical properties of composite 
because of their anisotropy. To predict mechanical 
properties of xGnP/CNTs/PA6 nanocomposite, 
Mori-Tanaka micromechanics model was used in which 
volume fraction, shape, aspect ratio of reinforcements as 
well as orientation of them are considered  
 
2. Modeling procedure 
 
2.1 Modeling variables 
Orientation distribution, shape, and aspect ratio of xGnP 
and CNTs were set as modeling variables because of 
anisotropy, including volume fraction of them. Variables 
were controlled by using orientation tensor aij, volume 
average { }, and Eshelby tensor Eijkl, all of which are in 
Mori-Tanaka micromechanics model.     
 
2.2 Mori-Tanaka micromechanics model  
Mechanical properties of xGnP/CNTs/PA6 composite was 
calculated by using Mori-Tanaka micromechanics model 
(1-3). g, c, and m stand for xGnP, CNTs, and PA6, 
respectively. v, C, I, and E stand for volum fraction, 
stiffness tensor, identity tensor, and Eshelby tensor, 
respectively. Influence of aspect ratio, orientation and 
volume fraction of xGnP and CNTs on mechanical 
properties of composite was investigated 
 
3. Results and Discussion 
 
Young’s modulus of xGnP/CNTs/PA6 composite was 
calculated in plane and thickness direction (Fig. 1). 
Modulus increases as volume fraction of filler increases 
because filler has higher modulus than polymer. Modulus 
of composite was determined between upper 
limit(CNTs/PA6) and lower limit(xGnP/PA6) in both 
plane and thickness direction. In fact, which filler sets 
upper or lower limit depends on intrinsic mechanical 
property of filler – upper limit by filler with better 
mechanical properties. Modulus is higher in plane 
direction than in thickness direction because fillers are 
partially oriented where axes of better mechanical 
properties of fillers are more oriented in plane direction.  

 
Fig. 1.  Young’s modulus of xGnP/CNTs/PA6 composite  
 

 v vv v . v . (1)

. 	 (2)

.  (3)

 
4. Conclusions, Significance and/or Future Works 
 
Mori-Tanaka micromechanics model was used to 
calculate effective mechanical property of xGnP/CNTs/ 
PA6 nanocomposite. Not only volume fraction but also 
shape, aspect ratio, orientation distribution of xGnP and 
CNTs were considered because of anisotropy of xGnP and 
C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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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반도체 나노 소자 합성기술의 발전으로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두 물질을 혼합한 유기-무기 

복합재료가 각광받고 있다[1]. 하지만, 두 재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상분리 (phase separation)이 

일어나 유기-무기 나노 복합재료의 큰 장점이 넓은 

표면적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어왔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티클의 표면처리를 한 후 in-situ 
photopolymerization을 통하여 유기물과 무기물의 

aggregation을 방지하여 유기-무기 나노 복합재료를 

간단하게 합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는 센서, 레이저, 태양 

전지 등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UV경화성 수지 개발 
2.1 이형성이 우수한 수지 탐색  

Epoxy acrylate계열의 모노머를 광개시제와 

혼합하여 UV 경화를 시킨 후 정밀 몰드와의 이형성과 

PET 필름과의 부착성을 조사하였다. 우레탄 복제 

몰드에서 광경화된 수지의 모양을 광학현미경으로 

조사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모든 

경우 정밀한 패턴의 형상이 관측되었다. (Fig. 1) 

 

2.2 이형성이 우수한 수지배합 비율을 확립  

Urethane 계열의 복제 정밀 몰드에 이형성이 우수한 

수지배합 비율을 확립하였다. epoxy acryla te 

올리고머와 모노머의 배향비율을 조절하면서 복제된 

최종 패턴의 모양을 분석하였다. 광개시제는 

2,4,6-trimetlybenzoyl 4wt%가 사용되었다.  
 
3. 입자의 표면처리를 통한 polymerization 
다양한 세라믹 입자에서 분산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자 표면 처리를 하였다. 추후 발생 가능한 

입자와 고분자간의 agglomerat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티클 표면특성을 surfactant로 제어하거나 

polar solvent속에서 유기 ligands 없이 파티클을 

분산시켰다. Two-phase ligands exchange기술로 

입자표면에 기능기 (e.g., azide, thiol)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경화 수지와의 결합을 

꾀하였다. 

 
Fig. 1.  Optical microscope image of 3D pattern after 

photocuring of resin composed of oligomer and monomer 
 

4. 결론 및 향후과제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epoxy acrylate 

올리고머와 모노머에 광개시제를 첨가하여 

photopolymerization 반응을 통해 Two-phase 

ligands exchange 기술을 이용하여 particle 의 3D 

pattern 을 조작하여 재료의 특성을 용도에 맞게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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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차원 반도체 나노소자는 이방성(anisotropic)에서 
오는 우수한 광학적 성질 (e.g., polarization)로 인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차원 반도체 
nanoplatelets (NPLs)는 안정성 (i.e., photostability)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1].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successive 
ionic layer adsorption and reaction (SILAR) 등의 
여러가지 표면처리법이 개발되었지만, 그 방법이 
까다롭고 여러 번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2]. 이번 연구에서는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CdSe 
core NPLs에 CdS/Cd1-xZnxS shell을 씌우는 합성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 준위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photostability 증가, precise emission position 
제어, quantum yield 증가를 달성한다. 
 
2. 표면처리 
 
2.1 CdSe nanoplatelets 합성 

전구체(precursors)로는 cadmium nitrate와 sodium 
stearate를 반응시킨 후, methanol로 정제한 cadmium 
stearate와 Se powder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구체들을 octadecene (ODE)에 분산시키고 가열 후, 

240°C에서 cadmium acetate를 주입하여 plain CdSe 

nanoplatelets를 합성하였다. 
 

2.2 Graded nanoplatelets 합성  
Graded CdS/Cd1-xZnxS shell을 plain NPLs에 one-pot 
방법으로 간단히 passivation하여 Cd1-xZnxS/CdS/CdSe/ 
CdS/Cd1-xZnxS NPLs를 합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구체 (i.e., CdO and ZnO)를 oleic acid (OA)/ODE 
solution에서 dissolved시킨 후 S precursors (e.g., 
1-dodecanethiol or S/trioctylphosphine)를 주입하여 
Cd1-xZnxS shell을 씌워 최종적으로 Cd1-xZnxS/CdS/ 
CdSe/CdS/Cd1-xZnxS NPLs를 합성하였다. 
 
 
 
 

3. NPLs의 모양과 조성에 따른 광 특성 분석 
 
Cd1-xZnxS/CdS/CdSe/CdS/Cd1-xZnxS NPLs의 조성과 
크기에 따른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EM, 
UV-vis, photoluminescent (PL) spectroscopies를 사용 
하였다 (Figure 1). PL을 이용하여 Cd1-xZnxS/CdS/CdSe/ 
CdS/Cd1-xZnxS NPLs의 photostability를 분석한 결과, 
이차원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plain CdSe NPLs와 
비교할 때, 높은 광학적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Fig. 1. Photoluminescent spectra of nanoplatelets  

by solubility of precursor 
 
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표면처리를 통해 조성을 제어하여, 
광학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안정성을 증대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특징적으로 one-pot 방법을 활용하여 
NPLs 표면의 조성이 점진적으로 passivation 되는 
간단한 합성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lasers, 
light emitting diodes, solar concentrators 등을 망라하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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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성질을 갖는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고강도, 고전도성의 섬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탄소나노 
튜브 섬유는 탄소나노튜브들 간의 약한 van der Waals 
결합력 때문에 탄소나노튜브가 갖는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물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고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소나노튜브 섬유에 고분자 
와 같은 바인더 물질을 첨가하여 결합력을 증가시킴으 
로써 탄소나노튜브/고분자 복합섬유의 강도와 전기전 
도도를 증가시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분자에 의한 탄소나노 튜브 섬유의 
물성 증가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여전히 탄소 
나노튜브/고분자 복합섬유는 한 가닥의 탄소나노튜브 
대비 낮은 강도와 전기전도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 섬유에 탄소나노튜브와 
각각 다른 친화성을 갖는 고분자를 함침하여 탄소나노 
튜브/고분자 복합섬유를 제조함으로써 탄소나노튜브 
와 고분자간의 친화성이 섬유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 결과 및 분석 
 
2.1 탄소나노튜브/고분자 복합섬유 제조 
탄소나노튜브 섬유에 표1과 같이 Hansen affinity 
parameter에 따른 CNT와 각각 친화성이 다른 3종류의 
고분자를 선정하여 탄소나노튜브/고분자 복합섬유를 
제조하였다. 
 
Table 1. Hansen solubility and affinity parameters of the 
CNTs and polymers. 

 Hansen solubility 

parameter (MPa1/2) 
Hansen affinity 

parameter 

(MPa1/2) with CNT δd δp δh 

CNT 19.7 6.2 4.2 - 

Solvent 18.4 16.4 10.2 11.9 

PS 18.5 4.5 2.9 2.5 

PAN 21.7 14.1 9.1 9.5 

PVA 15 17.2 17.8 18.1 

2.2 탄소나노튜브/고분자 복합섬유 물성 
탄소나노튜브 섬유에 각각의 고분자를 함침시킨 후 
복합섬유의 강도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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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ecific strength and strain curves of CNT/ 
polymer composite fibers. 
 

 

3. 결론 및 향후과제 
 
그 동안 고분자는 탄소나노튜브 섬유 내에서 바인더 

로 작용하여 탄소나노튜브간의 결합력을 증가시켜 

강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탄소나노튜브와 친화도가 가장 좋지않은 PVA가 

함침된 경우에 복합섬유의 강도가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부터 탄소나노튜브와 고분자간의 

친화도에 의한 탄소나노튜브 섬유내부 구조 변화에 

의해서 탄소나노튜브/고분자 복합섬유의 강도와 

전기전도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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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열가소성 수지 기반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반응액상성형 (Thermoplastic reactive 

resin transfer molding, TRTM) 공정이 각광받고 

있다. 기존의 열경화성수지 기반 RTM 공정과 비교 

했을 때 수지 점도가 100~1000배 정도 낮아서 

공정효율이 좋고 열경화성 수지에 비해 내충격성과 

재사용성이 우수하다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열가소성 복합재료의 확대 적용을 위한 유력한 

기술이 될 수 있다 [1, 2]. 그 중에서 ε-카프로락탐의 

음이온 중합반응을 활용한 TRTM 공정이 가장 활발 

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최적 공정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성공적인 양산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대습도가 높은 경우에 중합이 진행되지 않는 등 

수분을 제어하는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설비 및 공정 조건으로 제어하는 

것에도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분 흡수 입자를 반응 혼합물 준비 단계에 첨가하여 

단량체 전환율과 분자량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수분 흡수 입자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TRTM 

공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수분 제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 
 
2.1 재료 

반응 혼합물로 단량체(ε-카프로락탐), 촉매, 

활성제를 사용하였으며 추가로 수분 흡수 입자를 

첨가하였다. 

 

2.2 실험 방법 

수분 측정기(A Mitsubishi Chemical Analytech, CA-31 
Moisture Meter)로 먼저 ε-카프로락탐 3.24mL에 용해된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수분 
흡수 입자를 첨가하였다.  
단량체 전환율은 속슬렛 추출기를 사용하여 물로 

1시간 동안 환류시켰으며 환류 전, 후 질량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단량체 전환율을 계산하였다. 

 점도 분자량은 우베로드 점도계로 측정하였으며 
용매는 m-cresol을 사용하였다. 
 

    
Fig. 1. Moisture meter, Soxhlet extracter, ubbelohde 

viscometer 
3. 결과 및 분석 

반응 혼합물 내 수분 함량이 높을 때 단량체 전환율, 
중합속도, 고분자의 분자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수분 함량을 조절한 반응 혼합물에 수분 흡수 입자를 
첨가하였고 단량체 전환율, 중합속도, 고분자의 점도 
분자량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수분 흡수 입자를 기존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여 

그에 대한 효과를 단량체 전환율, 점도 분자량, 
중합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분 흡수 입자의 영향을 바탕으로 
수분 제어가 문제가 되는 복잡한 구조의 TRTM 장비의 
공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질소 퍼징 과정을 줄여 
공정 시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Y. B. Park et al. Composites part B. 143:36-4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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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섬유를 강화체로 사용하는 복합체는 높은 비강도와 
비강성, 내구성을 갖는다. 섬유를 강화체로 갖는 
복합체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탄소 
섬유나 유리 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세대 
재료로 각광받는 탄소 나노 튜브(CNT) 섬유를 강화체 
로 사용하는 복합체는 비강도와 전도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CNT 섬유 자체의 강도와 섬유와 수지 
사이의 인터렉션은 복합체의 기계적 성능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섬유의 강도 향상과 수지와의 인터렉션을 
상승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azotization을 통해서 CNT 
섬유의 기계적 강도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Diazotization agent에 따라 수지와의 인터렉션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섬유의 강도 증가 실험은 
diazotization 반응 시간과 diazotization agent의 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발견했고, CNT 섬유와 
수지와의 인터렉션은 diazotization agent의 종류와 
반응 시간에 따라 CNT 섬유 안에 수지가 침투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2. 결과 및 분석 
 
2.1 Diazotization를 통한 기능기 도입 

 Diazotization 방법을 통해 CNT 섬유 표면에 기능기를 
도입하였으며, 해당 원소들을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를 통해 분석하였다. 

 
 

 

2.2 CNT 섬유의 강도 향상 
 As-spun CNT 섬유 자체의 강도 향상을 위해 
diazotization 방법을 통해 후처리를 진행하였으며, 
반응 시간에 따른 강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Fig. 2. Specific strength of CNTYs after post-treatment. 
 

2.3 CNT 섬유의 표면 개질  
Diazotization agent의 종류와 반응 시간에 따른 CNT 

섬유와 수지간의 인터렉션을 수지의 침투 경향을 통해 
분석하였고,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를 
통해 관찰하였다. 

  
3.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통해 CNT 섬유 표면에 기능기를 
도입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강도 향상과 기능기에 
의한 수지 침투 경향을 비교할 수 있었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CNT섬유와 수지와의 계면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맞춤형 작용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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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PS spectra analysis after diazotization  

Fig. 3. SEM image of resin penetration tendency

반응 시간 증가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380 -



 

 

Fabrication of the Soft Matrix and ZnO Nanocomposite for wearable UV 
Sensor 

 

Teahoon Park+, Kangeun Lee, Youngseok Oh, Jung-Keun Yoo, and Moon-Kwang Um 
Composites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797 Changwon-daero, Changwon, Gyungnam 51508, South Korea 

+E-mail: thpark@kims.re.kr 
 

Keywords :  nanocomposite, soft matrix, ZnO, nanorod, sensor 
 

1. Introduction 
 
We describe a synthesis method of ZnO nanorods (NRs) to 
control their aspect ratio for enhanced optoelectronic 
properties and realization of a wireless UV sensor 
application in real time. Due to their interesting 
optoelectronic and piezoelectric properties, ZnO 
nanostructures have been employed to provide various 
applications. However, none of these showed a real 
wireless smartphone connected UV sensing platform from 
ZnO NRs. The uniform and reproducible ZnO NRs UV 
sensors were fabricated and combined with a developed 
wireless sensing platform.[1] 
 
2. Materials and Synthesis of the ZnO NRs  
 
The overall process consisted of a seeding step and a 
growth step. Before starting the seeding step, 5.38 g of 
zinc acetate dihydrate and 2.39 g of potassium hydroxide 
were each dissolved in 60 mL of methanol at 60 °C. After 
mixing the two precursors, the mixed solution was 
vigorously stirred for 1.5 h under reflux during the seeding 
step. During this time, ZnO nanoparticles were formed, 
and the solution turned white because of nanoparticle 
agglomeration. The increased seeding solution 
concentration initiated the growth of the ZnO nanorods. 
During the growth step, the solution was maintained under 
reflux conditions for 4 days. After the growth step, the 
solution was transferred to a centrifuge tube and 
centrifuged at 4,500 rpm for 10 min. After the upper 
fraction of the solution was removed, 40 ml of methanol 
was added to the solution, and the solution was centrifuged 
under the same conditions. This process was repeated one 
more time. The washed ZnO product was dried at 60 °C 
for 3 h, and the resultant lump was crushed into a fine 
powder. After further drying off the residual solvent, the 
product was stored in a glove box.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ZnO NR UV sensors exhibited a rapid response time 
to UV source irradiation. The photocurrent of all samples 
was saturated within 6 s under continuous UV irradiation. 
The response time was calculated as the time required by 
the sensor to achieve 90% of the total signal change. The 
ZnO nanoparticles had an approximately 5 s response time, 
which was slower than all other ZnO NR sensors. 

These ZnO NRs were dispersed in soft rubber solution to 
fabricate the nano-composite. The ZnO NRs contents were 
controlled from 10 to 50 wt%. In the case of 10 wt% 
nano-composite, it show no optoelectronic properties.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electrical channels between ZnO 
NRs are not formed appropriately due to the low contents. 
For 50 wt% of ZnO NRs included nano-composite shows 
sensing signals under UV light irradiation. The electrical 
connection was prepared by wiring electrical wire with 
silver paste. The important thing is the electrode gap 
distance. When the gap distance is more than 1 cm, it 
shows very weak signals due to charge carrier blocking 
through the region of unexcited ZnO NRs. 
 
4. Conclusions 
 
ZnO NRs with different aspect ratios were synthesized by 
controlling the precursor solution concentration during the 
growth reaction. By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the 
growth reaction, high aspect ratio ZnO NRs were obtained. 
The ZnO NR morphology and crystal structure were 
analyzed. The original wurtzite structure of ZnO was 
observed. The maximum aspect ratio of the ZnO NRs was 
determined as 27.3, and these NRs were used to prepare a 
UV sensor. The high aspect ratio ZnO NRs showed a fast 
response (3.1 s) and recovery (1.25 s) time. It also has the 
high current on/off ratio determined as 1.09 × 104. Based 
on this enhanced performance and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UV intensity and photocurrent, the ZnO NR 
UV sensor was incorporated with soft rubber matrix to 
achieve a flexible sensor. The 50 wt% ZnO NRs 
nanocomposite shows high on current values with 
flexibility. The gap distance between electrodes is another 
important thing. An optimized 4 mm gap distance is 
applied to the final senso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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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ver the centuries, various armors such as wooden and 
metallic shield have been used a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It is constantly necessity to make armor 
more effective to counter lethal threats [1-2]. The 
stab-resistance test is an essential analysis to predict the 
knife defend performance of armor [3]. In this study, the 
stab-resistance of para-aramid and carbon fabric 
reinforced epoxy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respectively. 
 
2. Materials  
 
2.1 Para-aramid fiber reinforced epoxy composite  

Two different types of para-aramid fabric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real density on the stab-resistance 
of aramid fiber reinforced composite (AFRP). The areal 
density of aramid plain weave fabric is 130 and 220 g/m2, 
respectively. To fabricate the AFRP, the diglycidyl-ether 
of bisphenol-A (DGEBA) type epoxy resin impregnated 
into fabrics and half cured to fabricate the prepreg. The 
AFRP were manufactured by the autoclave vacuum bag 
degassing process.  
 
2.2 Carbon fiber reinforced epoxy composite 

Carbon fiber reinforced epoxy composite (CFRP) was 
fabricated using an epoxy resin impregnated 3k plain 
weave carbon fabric prepreg. The carbon fabric composed 
of T300 grade carbon fibers. The CFRP were also 
manufactured by the autoclave vacuum bag degassing 
process. 

 
2.3 Characterization 

The stab-resistance of composites were obtained 
according to the NIJ Standard-0115.00. Protection level 
and strike energies of stab-resistance test was level E1 and 
24 J, respectively. The Fig. 1 shows the photographs of the 
knife blade (P1-type) used in this work and the strike 
energy for three different protection levels of stab- 
resistance test. 

 

 
 

Fig.1. Photographs of P1-type knife blade, support and the 
protection level for stab resistant body armor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2 shows the stab-resistance test results of the 
AFRP and CFRP as a function of the velocity and 
displacement. As the plies of laminated fabric increases, 
the displacement at which the blade tub velocity becomes 
zero decreased. It means that the energy required to 
penetrate the composite increases with increasing the plies 
of laminated fabrics. In the case of AFRP, the protective 
ability of composite increased as the areal density of 
aramid fabric increases. As a results, the displacement at 
which the blade tub velocity becomes zero was decreased 
proportional to the fabric areal density.  In addition, the 
AFRP fabricated with 220 g/m2 showed better 
performance to protect the blade threats compared to 
CFRP. 

 

 
 

Fig. 2. Velocity changes during the stab-resistance test for 
AFRP and CFRP.  
 

4. Conclusions 
 

Through the stab-resistance test, the blade protection 
performance against penetr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the 
areal density of the reinforcing fabric. Regardless of the 
types of reinforcing fabric, the test results indicate that the 
FRP requires an optimum design of the laminated fabric to 
prevent the blade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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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PDMS(Polydimethylsiloxane)은 나날이 그 활용도 
가 높아지고 있다. 이 PDMS는 제조가 쉽고 유연성이 
높은데 반해 비전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비전도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PDMS내에 MwCNTs (Multi 
wall Carborn Nano Tubes)를 분산, 전기전도 특성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이용하여 유연 전극, 
스트레인 센서 등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PDMS내부에 MwCNTs가 분산되어 보이 
는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본론1 재료선정 및 실험방법 
 
2.1 재료선정 
본 연구에서는 PDMS(Sylgard 184, DOW CORNING)와 
COOH-MwCNTs (Korea nanomaterials) 를 사용하였다.  
 

2.2 시편제작  
실험은  PDMS에 COOH-MwCNTs를 7wt%의 무게 
비와 10wt%의 무게 비로 3 Roll Mill(EXAKT 50)을 
이용하여 80㎛ Gap에서 6회, 10㎛ Gap에서 6회 
진행되었다. 박막의 제조는 각각의 혼합물에 PDMS 
Base Rasin을 기준, 경화제를 10wt%로 넣은 뒤 섞어 
주었다. 이 혼합물을 Bar Coater에 올린 뒤 상온에서 
펴내고 70℃에서 30분간 경화를 진행하였다. 식각은 
NMP용액과 TBAF용액을 각각 6:1 비율로 혼합하여 
진행했다.[1] 
 
3. 실험결과 
 
먼저 전극실험에 앞서 시편의 식각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사이즈의 패턴 시편을 제작하여 
PDMS+CNT로 제작된 시편의 식각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Fig.1과 Table 1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1. Variation of Diameter after Etching of PDMS + 

CNT Mixture Specimen. 
 

Table 1 Change in diameter of PDMS + CNT mixture with 
time. 

 

 

4. 결론 및 향후과제 
 
 패턴 시편을 이용하여 기둥의 직경을 확인한 결과 
CNT가 함유된 시편의 경우 순수 PDMS시편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식각이 진행된다. 이는 식각용액이 식각 
할 수 있는 면적이 순수 PDMS시편보다 훨씬 작아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과제로 PDMS+CNT시편에서의 
저항측정 진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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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 
Time (min)

Diameter variation according to mixing 
amount of CNT. (㎛) 

0wt% 7wt% 10wt% 

0 29.4 28.5 28.6 

1 25.5 27.5 28.9 

3 18.9 27.0 27.5 

5 11.4 23.6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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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최근 대기중의 탄산가스 농도 증가, 펌프 보급에 
대한 물/시멘트비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열화현상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열화된 
부분의 제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기존의 절단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멘트 
복합체의 절단 방법으로 레이저 가공을 수행하였다. 
레이저 절단 후의 콘크리트의 절단 측면에서 미세 
구조를 관찰하였다. 추가적으로, EDX 분석을 통해 
레이저 영향으로 인한 화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2. Materials and Mix design 
 
 시멘트 복합체는 두께가 50mm인 세가지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콘크리트 제작 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와 직경 0.53mm와 0.15mm의 silica sand을 
사용하였다. 또한, 초고성능 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silica powder와 silica fume을 사용하였다. 물의 비율과 
silica sand의 비율은 각 시편마다 다르게 수행하였다. 
 

3. Experimental setup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본 실험에 사용된 Multi-mode fiber laser의 모식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레이저 빔 직경 100 um, 레이저 

파워 9kW를 사용하였고 N2 보조 가스를 7 bar로 

설정하였다. 레이저 절단 속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레이저 Line energy를 
통해 재료 제거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레이저 절단 
효율을 평가하였다. 

4. Result & Discussion 
 
 레이저가 시멘트 복합체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SEM을 통해 관찰하였다. 레이저 절단을 
진행하기 앞서, 시멘트 복합체의 미세구조를 통해 
silica sand, silica powder, silica fume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수화작용으로 인해 발생된 수화물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EDX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레이저 절단 후, 시멘트 복합체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재료가 제거된 영역(MRZ)와 열 영향을 
받은 영역(HAZ)으로 분류되며, MRZ에서 Re-solidified 
Zone과 Glass Layer로 나누어 진다. 레이저 절단으로 
인해 발생된 절단 측면에서 CaCO3가 분해되면서 
발생된 Gas bubble이 관찰되었다. 추가적으로, 세가지 
유형의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HAZ와 Re-solidified 
Zone이 관찰되었다. Cement paste에서는 Glass Layer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silica sand가 혼합된 cement 
mortar과 silica powder와 silica fume이 혼합된 
UHPC에서는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silicate based 
material이 증가할수록 Glass Layer가 두껍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Conclusion 
 

 본 연구는 Multi-mode fiber laser를 이용한 레이저 절단 
기술을 적용하여 시멘트 복합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시멘트 복합체의 미세구조를 통해 
레이저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silicate-based materials을 혼합하여 제작한 콘크리트의 절단 
품질과 특성에 대해 명확한 차이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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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cobalt (Co) and/or nickel (Ni) based catalytic 

materials, which have relatively low cost and high 
catalytic activity when composing TMP or TMB 
(transition metal phosphide / boride), have been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s the substitute of platinum (Pt) for 
hydrogen evolution reaction catalyst [1,2]. The Co and Ni 
based composites can be fabricated with a facile 
electroplating method, which allows a pre- and 
post-treatment without the polymer ionomer and has high 
adhesion between the current collector and catalyst [2]. 
Hence, we used the electroplated Co-Ni-P-B composites 
as a hydrogen evolution reaction (HER) catalyst in both 
acid and alkaline soluti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posit enough amount of P and B, which can improve 
catalytic properties by increasing electron exchange rates, 
simultaneously because both materials have low adhesion 
with substrate such as a copper foil. Moreover, it is 
important to make the catalyst porous since the hydrogen 
bubbles formed inside the catalyst with a flat morphology 
cause cracks during electroplating process due to its 
volume expansion [3]. Therefore, we used a 
pre-deposition method to deposit Co-Ni layer before 
electroplating Co-Ni-P-B composite catalyst, in order to 
form leaf-like porous structure to remove the hydrogen 
bubble well in electroplating process as well as to contain 
enough amount of B and P in the deposit catalyst. 
 
2. Experimental methods 
The whole electroplating process was practiced with a 

galvanostatic process using two electrode system, of 
which counter/reference electrode is Pt rod. The 
composition of the electrolyte used for the pre-deposition 
of Co-Ni layer is as follows: 0.01 M CoCl2, 0.01 M NiCl2, 
0.1 M Glycine and NaOH to titrate as pH 9. The following 
composition of solution was used for the electroplating of 
Co-Ni-P-B catalyst: 1 mM CoCl2, 1 mM NiCl2 were used 
as precursor of cobalt and nickel respectively with 0.1 M 
NaCl as supporting electrolyte. NaH2PO2�H2O and H3BO3 
were mixed in 0.5 M for each precursor of P and B. 
Although the Co-Ni-P-B/Cu catalyst was electroplated at 
-10 mA cm-2 for 10 minutes, the electroplating time of 
Co-Ni layer and Co-Ni-P-B catalyst were 5 minutes at 
same current density in case of an electroplating of 
Co-Ni-P-B/Co-Ni catalyst.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SEM surface morphologies of Co-Ni-P-B catalysts 

are shown in Fig. 1. The catalyst formed as a flat 
arrangement of sphere structures without a pre-deposition 
of Co-Ni layer (Co-Ni-P-B/Cu, Fig. 1a), but a leaf-like 
structure composed of small spherical particles was shown 
in the Co-Ni-P-B catalyst with pre-deposited Co-Ni layer 
(Co-Ni-P-B/Co-Ni) owing to the porous structure of 
Co-Ni layer (Fig. 1c). In Fig. 1b, Co-Ni-P-B/Cu had cracks 
at the interface between substrate and catalyst. 
Contrastively, the rough morphology of Co-Ni-P-B/Co-Ni 
(Fig. 1d) prevented the catalyst from a physical crack 
caused by hydrogen bubbles during electroplating process. 
Fig. 2 shows the polarization curve of the catalysts in 

acid and alkali solutions. In 0.5 M H2SO4 solution, the 
Co-Ni-P-B/Co-Ni catalyst exhibited a current density of 
256 mA cm-2 with 500 mV of overpotential, which was 
36.1% higher value than Co-Ni-P-B/Cu (188 mA cm-2). 
The tendency was similar in 1 M KOH solution, the 
Co-Ni-P-B/Co-Ni catalyst (96.2 mA cm-2) had 120% a 
higher activity (current density) than the Co-Ni-P-B/Cu 
catalyst (43.7 mA cm-2) at 500 mV of overpotential. 

Fig. 1. SEM images of (a, b) Co-Ni-P-B/Cu and
(c, d) Co-Ni-P-B/Co-Ni 

Fig. 2. Polarization curve of catalysts in (a) 0.5 M H2SO4

and (b) 1 M KO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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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s 
 In this work, the quaternary Co-Ni-P-B composite was 
electroplated on a pre-deposited Co-Ni layer. The 
pre-deposited Co-Ni layer had a porous leaf-like structure, 
so Co-Ni-P-B/Co-Ni had a larger surface area and less 
physical cracks, and was favorable for a release of 
hydrogen gas from the catalyst surface. Furthermore, the 
Co-Ni-P-B/Co-Ni catalyst showed a higher HER catalytic 
activity as well as higher long-term stability than the 
Co-Ni-P-B/Cu catalyst (without pre-deposition) in both 
acid and alkali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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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차 차체에서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CFRP와 같은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차체를 
제작하고 이는 현재 쓰이는 재질 대비 높은 비강성과 
경량화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CFRP와 알루미늄을 부착한 이종 접합 재료를 
이용하여 이중외팔보의 접착 계면 파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 
 
2. 연구 모델 및 해석 조건 

 
Fig. 1.  Analysis model and conditions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편의 형상으로 시험 
편에 사용된 재질은 CFRP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접합하였다. 또한 이중외팔보(Double Cantilever 
Beam)형상을 이용하여 접착제가 박리될 때의 반력과 
응력을 보았다. 이 때 접착제가 떨어질 때의 반력을 
알아보기 위한 해석 조건으로는 상단 홀에는 
3mm/min의 강제 변위를 주었고 하단 홀에는 
고정 조건을 주어 해석을 진행하였다. 
 
3. 해석 결과 
  Fig. 2는 시험편에 강제 변위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력과 이 때 시험편에 생기는 응력을 나타낸 그림 

으로 시험편을 인장하였을 때 변위가 1.3mm때에 가장 
높은 반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장 높은 
반력이 나타났을 때의 시험편 내부 응력을 보았을 때 
CFRP가 알루미늄보다 더 높은 응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실험상으로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Reaction force due to displacement and contour of 
equivalent stress at the maximum reaction forc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종 접합 재료로 접합한 접착 계면의 
파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때 변위량에 
따른 반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높은 반력일 때의 
등가 응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CFRP와 알루미늄이 접합된 구조에서의 파괴 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JU Cho. A Study of Fracture Behavior due to the Propagation 

of Center Crack at Unidirectional CFRP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8:421-426, 2007.  

 
후기 

본 논문은 2011, 2015,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2011-0006548, 
2015R1D1A1A01057607, 2018R1D1A1B07041627) 및 2016 
년도 국제협력사업(2016K2A9A2A06004689)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2019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201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 387 -



 

 

Photocuring Behavior of Silica Nanocomposites for 3D Printing 

Hyunseung Yang, Gwajeong Jeong, Sung-Dae Park*, and Woo-Sung Lee 
1 Electronic Convergence Materials & Device Research Center,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E-mail: sdpark@keti.re.kr 
 

Keywords :  3D Printing, Photo-curable, SiO2, Composite, Urethane 
 

1. Introduction 
 
3D printing technique, based on the sequential deposition 
of layers to obtain three dimensional objects from a virtual 
model, has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in recent years 
due to their ability of creating complex 3D structures 
which are complicate or even impossible to manufacture 
with conventional techniques. Among various 3D printing 
technologies, photopolymer-based techniques (e.g. 
stereolithography (SLA), digital light processing (DLP)) 
are considered as a low cost, high throughput 3D printing 
technique because of their ability of producing 3D 
structures with high resolutions. With the increasingly 
widespread use of 3D printing in biomedical applications 
and soft robotics, increased demands are placed on 
developing elastomeric photo-curable polymers which 
have highly durable mechanical property and electrical 
property. 
 
2. Results and Discussions 
 
2.1 Preparation of photo-curable composite system 
 
Photo-curable composite system for 3D printing is 
prepared by urethane reaction between elastic oligomer 
and acrylate monomer. Especially, elongation and strength 
of photo-curable polymer can be modulated through 
controlling the ratio of oligomer and acrylate monomer. 
 
2.2 Surface modification of silica nanoparticles 
 
To enhance the dispersion stability of silica nanoparticles 
within photo-curable matrix, the surface property of silica 
nanoparticles was modified by various silane compounds. 
The dispersion behavior of silica nanoparticles depends on 
the types of silane compounds on the surface of silica 
nanoparticles. 
 
2.3 Photocuring behavior of silica-incorporated 
photo-curable composite 
 
Surface-modified silica nanoparticles were incorporated 
photo-curable composite with various amount of silica 
nanoparticles. Fig. 1 shows the isothermal UV-curing heat 
enthalpy and conversion profiles of photocurable 
composite. Especially, as the amount of silica 
nanoparticles increased, the curing rate and conversion 
slightly decreased, because photocurable acrylate 
monomer was affected by the steric hindrance caused by 
silica nanoparticles 

 

 
Fig. 1.Photo DSC spectra of silica-incorporated 

photocurable composite in terms of the amount of silica 
 
After characterizing the behavior and curing conditions of 
formulations, 3D structures were printed as a 
demonstration of feasibility of 3D printing of silica 
nanoparticles filed acrylic formulations. (Fig 2) 
 

 

Fig. 2.3D-printed silica nano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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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자동차 산업 

에서는 차량 경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차량 무게 감소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서도 차량의 무게를 
감소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에도 
차량 무게 감소는 필수 요소이다. 섬유강화복합재료 
(FRP)는 비강도/비강성이 우수하므로 차량에 적용 
하기 위하여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에너지흡수 능력, 
승객안전성 등 주요 요구성능에 한계가 있어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복합재료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연성이 우수한 금속재료와 비강성이 
우수한 복합재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복합재료가  
연구되고 있다 [1,2].  

 
 
2. 혼성부재 (Hybrid composite)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금속재료와, 탄소섬유 

강화합재료 (Carbon Fiber Reinforced Composite)로 
이루어진 중공 사각 단면 혼성부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음 그림 1은 해석에 사용된 혼성부재 
이다. 부재의 파괴 특성 연구를 위하여 3점굽힘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하중변위선도, 파괴모드, 에너지 
흡수율 등을 측정하였다. 
 

 
Fig. 1. Aluminum / CFRP hybrid composite 

 

3. 수치해석  
 
하이브리드 적층 복합재 및 알루미늄 부재와의 

접착에 따른 파손 거동을 손상역학 (Damage Mechanics) 

를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은 Abaqus/Explicit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복합재로 
손상 해석을 위하여 Hashin’s의 Damage Initiation 
Criteria를 적용하여 손상개시시점을 결정하였으며, 
복합재료의 강성을 손상함수에 따라 감소시킴으로써 
점진적인 손상이 모사되도록 하였다[3]. 다층 적층 
복합재의 각 층들은 Cohesive Zone Model을 이용하여 
층간 박리를 모사하였다. 이 방법은 복합재료 단층 및 
다층 적층 모델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복합재료가 
금속재료와 접합된 혼성 부재에 대하여 확장 
적용하였다. 다음 Fig. 2는 굽힘 시험 시 0.47 mm의 
굽힘량에 대하여 복합재료 내의 첫번째 층간(a)  및 
두번째 층간(b) 에서의 누적 손상을 나타낸다.  
 

 

 
(a)                                           (b) 

Fig. 2.  Accumulated damage at interlayer under 0.47 mm 
of nose distance 

 

4. 결론 및 향후과제 
해석의 결과, 혼성부재의 응력상태와 손상진전은 

CFRP 복합재료의 적층 순서에 크게 의존하였다. 
적용된 Hashin의 손상 모델은 복합재료의 두께방향 
손상을 모사하기는 어려웠다. 혼성부재의 해석 
모델은 실측 결과를 비교적 잘 모사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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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Mastic은 LNG CCS(LNG Cargo Containment System)

의 구성들을 Innel Hull에 적층 시키기 위한 접착

제로 사용 및 하중지지 역할로 사용되는 복합재료

이다. LNG(Liquefied natural gas)의 적재로 인한 하

중이 균일한 압력으로서 단열재 및 방벽에 작용하

며, 이러한 압력은 Mastic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1]. 
따라서 Mastic 압축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

해 재료 물성을 평가 하였다.  
 
2. 시험 준비 
 
2.1 시험편 및 장비  

Plastic 재료의 기계적 특성 분석 방법(ASTM D695-15)

에 따라 Mastic 압축 시편을 제작 하였으며, 치수

는 12.7mm × 12.7mm × 25.4mm(length × width × 

thickness) 이다. 만능시험기(KYOUNGSUNG, KSU-5M)

를 주장비로 사용하였고, 부대장비인 극저온 챔버

(+100 ~ -200℃ 온도범위의 디지털 제어방식)를 활

용하여 상온 및 저온 조건의 압축 시험 환경을 구

성하였다.  

 

2.2 시험 조건 

압축 시험 속도는 ASTM D695-15에 언급된 표준 시

험 속도 범위를 준수하여 1.524mm/min로 설정하였

다. 직교이방성 재료와는 상반되게 Mastic은 모든 방

향에 따라 성질이 동일한 등방성 재료이기 때문에 한

방향 만을 고려하여 시험을 진행 하였다. 상온 및 극

지운항시의 평균 온도를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

험 온도를 상온, 0℃, -30℃로 설정 하였다. 10번

의 반복시험을 통해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를 줄이고자 하였다.      
Table 1 Scenario for compression test 

Test method 
Temperature 

( )℃  
Head-Speed 
(mm/min) 

Compression 
25 

1.524 0 
-30 

 

3. 실험 결과 및 고찰 
 
10번의 반복 시험 중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3개를 선

정한 후 평균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대푯값으로 

Fig. 1에 나타내었다. 저온으로 갈수록 연신률이 감

소하지만 상온과 0℃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선형 탄성 구간 이후 응력이 가파르게 증가

하는 고밀도화 구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온도 조

건이 -30℃인 경우 앞선 결과와 상반되게 선형 탄

성 구간 이후 극히 짧은 고밀도화 구간 이후 파단 형

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Fig. 1.  Result of compression test 
 
4. 결론 및 향후 과제 
저온에서 Mastic을 구성하는 경화제의 취성화로 인한 
취성파괴가 발생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열 성능의 저
하 현상 분석을 위한 열팽창계수 측정을 진행 할 예정

이며, SEM(Scanning Electron Micrscope) 분석을 통해 
저온에서의 셀 변화를 확인해 볼 예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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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MO에서의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온실 가스의 

저감을 위해 LNG(Liquefied Natural Gas)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1]. 이에 따라 보다 

소비량이 많은 LNG CCS(Cargo Containment System)의 

멤브레인 타입(Membrane type)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 

지게 되었다. 멤브레인 타입의 종류로는 MARKⅢ와 

NO96이 있으며 두 화물창 모두 공통적으로 1차방벽, 

단열재 패널, 2차 방벽으로 구성된다. 이때, NO96과 

MARKⅢ에는 공통적으로 무게 가볍고 높은 강성을 

가지는 플라이우드가 사용된다[2]. 하지만 운항 중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하중으로 인해 MARK 의 경우, 

두께 방향으로 압축하중이 작용하게 되고, NO96의 

경우에는 수직방향과 두께방향으로 압축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열 구조를 설계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된다. 또한 LNG라는 극저온 유체를 

적하역하기 때문에 화물창에 적용되는 극한 환경을 

모사하여 플라이우드에 작용하는 압축하중에 따른 

영향성을 예측 및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압축 실험  
 

2.1 시편 및 장비 설명  

시편은 실제 LNG CCS 환경에서 사용되는 크기를 

고려하고 ISO604[3]에 맞게 Fig. 1과 같이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되는 시편은 직교 이방성 

재료로 적층형 목재이고 경질 재료이다. 본 시험편에 

사용된 접착제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공정 

시간이 짧아 경제적인 MUF(Melaine-urea-formaldehyde) 

가 사용되었다.  

해당 시험편은 LNG CCS 실제환경을 고려하여 

상온부터 극저온까지의 온도 범위와 X, Y, Z 섬유 

방향에 따른 압축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장비로는 극저온 챔버와 만능재료시험기(UH1000KNI, 

Shimadzu)가 사용되었으며, 자동 온도 조절장치를 

활용하여 실험 환경을 모사하였다. 

 
Fig. 1. Dimension of specimen 

 

2.2 실험 방법 

압축 실험은 ISO 604규격에 따라 X, Y축 방향에서 

2.5mm/min, Z축방향에서 1.2mm/min, 0.9mm/min의 

하중 속도로 실험이 수행되며 시험편의 열적 평형 

상태를 고려하여 1시간의 예비 냉각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준 편차가 다소 큰 플라이우드의 특성 

상 실험은 5번씩 수행하여 편중 현상을 최소화하였다. 

압축 실험이 수행될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Table 1 Compression test scenario for plywood 

Material 
Temperature 

(℃) 

Direction for test 

X Y Z 

Plywood  

(9t, 12t) 

25 5 5 5 

-20 5 5 5 

-65 5 5 5 

-110 5 5 5 

-165 5 5 5 

 

3. 결과 분석 
 

3.1 기계적 특성 분석 

압축 실험 결과, 기계적 거동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재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는 9t의 X, 

Y, Z축과 12t의 X, Y, Z축에 대해 실험결과로 기계적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9t와 12t 모두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므로 크게 X, Y축과 Z축과 같이 섬유에 

따른 기계적 거동을 중점적으로 확인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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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d)의 X, Y축의 경우, 상온과 저온 영역에서 

선형 탄성 거동을 보이다가 극한 응력을 지나 시편이 

파단 되었다. 극저온 영역으로 갈수록 소성 거동 없이 

취성 파괴가 되는 취성 재료적 특성을 보였다.  

반면에 Fig. 2 (e), (f)의 Z축에서는 상온과 저온 

영역에서항복을 지나 소성 구간인 경화와 압축 강화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며 극저온 영역에 도달 해서야 항복 

이전에 파단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교 이방성이라는 시편 자체 특성으로 인해 섬유 

방향으로 다른 재료적 거동을 나타내었다. 또한 

온도가 저하됨에 따라 수분 흡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플라이우드의 특성 상 수분을 흡수한 목재 셀들 

사이에 얼음 결정이 생기게 되고, 플라이우드 내부 

접착제 역할을 하는 레진의 접착강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재료의 강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 

내었다[4]. 이렇듯 시편 자체의 특성과 온도에 따른 

영향으로 발생하게 된 기계적 거동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전형적으로 취성 거동을 보이는 X, Y축의 

기계적 거동과 소성 구간에서 경화와 압축강화를 

동시에 보이는 Z축의 기계적 거동을 기반으로 온도가 

감소됨에 따른 재료적 특성 또한 규명 가능하였다. 

 

 
(a)                                        (b) 

 
(c)                                         (d) 

 
(e)                                         (f) 

Fig. 1. Mechanical behavior by temperature effect 

3.2 열 수축에 따른 균열 분석 

 

재료적 특성과 파단 형상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형적인 취성 재료의 특성을 갖는 X, Y축이 

온도가 감소됨에 따라 균열의 정도가 매우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열의 정도는 온도가 

저하됨에 따라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에 열 수축의 

차이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5].  

앞서 설명했듯이 열 수축은 균열 발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온도에 따른 열 수축의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파괴변형률의 개념을 도입하여 Fig. 3을 

통해 균열의 정도 및 균열 진전 거동을 확인하였다. 

파괴변형률을 분석해본 결과, X축과 Y축 모두 

파괴변형률이 저온으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110도를 

기점으로 유사한 파괴변형률을 가지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9t와 12t 모두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적층형 재료 자체의 

특성으로 사료되며, -110도를 기점으로 플라이우드의 

극저온 영역 거동인 Fig. 4와 같이 -110도와 -165도의 

균열 거동 진전에 크게 변화가 없음을 파단면 형상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서 현상학적으로 확인 

가능하였다. 

 

Fig. 3. Fracture strain 

 

 

Fig. 4. Crack growth depend on cryogenic temperature 
 

4. 결론 및 향후과제  
 

 LNG CCS 멤브레인 타입의 공통 단열재인 

플라이우드를 대상으로 실제 화물창 내 작용하는 섬유 

방향에 따른 압축하중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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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극저온 유체를 적하역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온, 저온, 극저온까지의 광범위한 온도 범위를 

고려하였다.  

 

(1) 압축 실험결과, 기계적 거동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통하여 섬유방향에 따른 재료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X축과 Y축의 경우 

온도가 저감됨에 따라 목재 셀 사이의 얼음 

결정이 생기고 레진의 접착강도 증가로 인해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온으로 

갈수록 항복 이전에 파단 되는 전형적인 

취성재료의 특성을 보유하는 재료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Z축의 경우에는 X축과 

Y축의 기계적 거동과 달리 선형 탄성 거동 후 

소성구간인 경화와 압축강화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이는 극저온 영역에서 항복 

거동없이 파단 되는 거동을 확인 하였다. 

(2) 기계적 거동 분석을 통해 전형적인 취성 재료의 

특성을 가지는 X축과 Y축의 파손형상에 대해 

거시적,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수행 결과 

온도가 저감함에 따른 열 수축의 증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파괴변형률로 나타내어 그 

균열의 정도를 파손형상의 정도와 비교하여 

확인하였고, 그 결과 온도가 저감됨에 따라 파괴 

변형률은 계속 적으로 증가하다가 -110도를 

기점으로 열 수축의 정도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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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닫힌 셀 구조의 폴리우레탄 폼 복합 재료는 우수한 
열적 및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 
단열시스템과 같은 극저온 단열시스템 및 경량 다기능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재이다. 셀 구조로 인해 우수한 
감쇠 성능 및 에너지 흡수를 나타내며, 밀도와 온도에 
크게 의존한다[1]. 따라서 닫힌 셀 구조의 폴리우레탄 
폼에 대하여 다양한 밀도와 온도에서의 동적 압축 
실험을 통해 밀도 및 온도 의존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2.1 시험편 제작 

닫힌 셀 구조의 폴리우레탄 폼은 폴리올(Polyol), 이

소시아네이트(Isocyanate), 그리고 발포제(HFC- 

245fa)를 사용하여 제작된다. 폴리올과 이소시아네

이트를 1000:1160의 중량비로 고정하고, 발포제를 

각각 달리 첨가하여 1분간 균일하게 혼합한 후, 24

시간의 자연 발포를 시켰다. 완전히 발포된 폴리우

레탄 폼을 각기 다른 밀도로 제작하였다. 폴리우레

탄 폼의 동적 압괴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50(W) × 

50(B) × 25(H)mm3의 크기로 가공하였다.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밀도 및 온도의 영향으로 정해지는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의 Gibson- 

ashby model를 이용하였으며[1], 연구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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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ynamic compression test results  

 

4. 결론 및 향후과제  
 
실험 결과, 탄성계수는 저밀도일수록 우수하였으며, 
소성응력은 고밀도일수록 우수하였다. 온도의 영향은 
저온으로 갈수록 모든 밀도에서 기계적 거동이 우수 
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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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송은 통상 1.1bar의 압력과 

-163℃의 극저온 환경에서 운송하기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화물창 단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간효율이 좋고, 가벼우며 제작이 용이한 
멤브레인 타입의 화물창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멤브레인 타입 단열시스템은 극저온 유체의 의한 
하중과 외부 열침입을 막기위해 다양한 복합재를 
접합하여 구성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적재∙ 

하역의 의해 팽창과 수축 및 인장하중을 받는 접착제 
의 극저온 성능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온도에 의존한 접착제(Epoxy, 
PU 15, PU 45)의 인장 성능 및 열팽창계수를 
평가하였다. 
 
2. 시험 준비 
 
본 연구에서는 단열시스템의 폴리우레탄 폼과 2차 
방벽, 플라이우드 사이에 사용되는 Epoxy glue, 2차 
방벽 사이에 사용되는 PU 15, PU 45에 대하여 극저온 
성능을 평가하였다[1].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수행 
하는 실험의 조건을 나타냈다. 
 

Table 1 Conditions for test 

Material 
Tensile test 

Temperature 

[℃] 

Thermal contraction 
Temperature 

[℃] 

Epoxy,  
PU 15, 
PU 45 

20,-20,-70,-120,-170 20~-150 

 

재료 단위 성능평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능 
재료시험기를 사용하였으며. 열팽창계수 측정은 ISO 
11359-2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TMA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운용환경을 고려한 온도(25~-150℃)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복합재들 사이의 열팽창계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접착제의 인장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변형률 속도 
5mm/min 의 정적 인장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LNG 
적재시의 수축률을 알기 위해 극저온에서의 열팽창 
계수를 시험하였다[2]. 본 연구 결과 중  epoxy의 
열팽창계수 측정 결과를 Fig.1 에 나타냈다. 
 

 
 

Fig. 1.  Test result of thermal contraction of epoxy glue  
 

4. 결론 및 향후 과제 
 
LNG CCS 적용 접착제의 경우 공통적으로 극저온 
환경에서 취성이 강해지고, 열수축도 급격히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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