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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섬유 강화 플라스틱 부품의 코팅 방법 및 상기 방식으로제조된 부품

요약

섬유 강화 플라스틱 부품은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차체에 사용되는 경우에 표면의 정제 및 착색을 위해 코팅된다. 본 

발명에 따라, 부품 표면의 품질 및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 표면의 착색과 관련하여 이미 최종적으로 필요한 특성을 지

니고 있으며 상기 부품 표면의 형태에 상응하게 미리 성형된 플라스틱 필름이 적절한 모울드 내에 삽입된다. 바람직

하게는 듀로플라스틱(duroplastic) 기지 또는 열가소성 기지를 가진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미리 성형된 필름의 표면

을 제외한 면에 반제품의 조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도포되고,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압착되어 경화 또는 냉각된 

후에 모울드로부터 완성된 제품이 배출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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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청구항 1의 전제부에 따른 섬유 강화 플라스틱 부품의 표면을 정제하는 방법 및 상기 방식으로 제조된 부

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예컨대 RTM(Resin Transfer Molding) 기법, LFT(Long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 기법, GMT(Glass Mat 

Reinforced Thermoplastic) 기법 또는 SMC(Sheet Moulding Compound) 기법으로 제조되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 

부품은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차체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표면의 정제 및 착색을 위해 코팅된다. 그러나 그러한 

코팅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부품의 표면이 미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그 근거는 표면 형태

를 불균일하게 만드는 제조 기법에 있다. 정제되지 않은 부품에서 표면 결함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예컨대 기공, 열

처리시 발생하는 기포 또는 풀려나온 섬유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예컨대 연마 또는 프라이밍(priming)과 같은 

기계적 표면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원하는 표면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다량의 

수지를 함유한 부직포 레이어와 같은 표면 레이어들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인모울드 코팅(IMC: Inmould-Coating) 처

리를 통해 역시 표면 균일화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Achim Grefenstein의 논문, '플라스틱 및 금속 코팅- 금속 표면 래커링 대신 필름 백 인젝션(back injection) 기법으

로' (10/99 권, Carl Hanser 출판사, 뮌헨)에 사출성형 기술에서 표면 정제용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필름은 미리 성형된 상태로 사출성형 다이 내로 삽입된다. 이어서 하나의 작업 공정에서 정제된 표면이 제조될 수 있

도록, 필름의 공동이 공지된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백 인젝션 처리된다. 그러나 필름 백 인젝션 기술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치수 이하의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 부품만 제조할 수 있다. 압착 기법 또는 예컨대 

RTM 기법을 이용하면 예컨대 승용차 본넷이나 트렁크 리드 또는 상용차 에어 디플렉터(air deflector)와 같이 상대

적으로 큰 치수의 부품들이 제조될 수 있으며, 그러한 부품들은 섬유 강화를 통해 요구되는 기계적 특성들을 충족시

킨다. 그러나 상기 기법들에 의해서도 역시 코팅에 필요한 표면 품질은 달성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의 표면을 정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다.

상기 목적은, 표면 품질 및 경우에 따라 표면 착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특성을 이미 지니고 있으며 상기 부품 표면의

형태에 상응하게 미리 성형된 플라스틱 필름이 부품 치수에 상응하는 모울드 내에 삽입되고, 바람직하게는 듀로플라

스틱 (duroplastic) 기지 또는 열가소성 기지를 가진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미리 성형된 필름의 표면을 제외한 면에 

반제품의 조성에 적응된 방법으로 도포되며,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압착되어 경화 또는 냉각된 후에 모울드로부

터 완성된 부품이 배출됨으로써 달성된다.

부품 표면의 정제는 필름 백 인젝션 모울딩 기법 또는 필름-RTM 기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필름 백 인젝션에서는

미리 성형된 필름이 프레스의 성형 다이들 중 하나, 즉 오목형 다이(female die) 또는 볼록형 다이(mail die)에 놓이고

, 상기 다이의 상대편 다이(counterpart)에는 매트 또는 가소화물 형태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놓임으로써, 미리 형

성된 상기 필름이 상기 반제품의 조성에 적합한 프레스 기법으로 상기 매트 또는 가소화물과 결합된다.

필름 RTM은 프레스의 폐쇄형 프레스 다이들, 즉 오목형 다이와 볼록형 다이에 대응되는 폐쇄형 모울드 내에서 이루

어진다. 모울드 내로 미리 성형된 필름이 삽입되고, 상기 필름의 공동 아래에는 섬유 매트, 즉 섬유 강화재만 삽입된다

. 비어있는 모울드는 공지된 방식으로 수지와 경화제의 혼합물로 채워지며, 이 때 매트가 젖고 필름 밑의 공동이 메워

진다. 모울드는 주입된 수지가 경화될 때까지 폐쇄된 상태로 유지된다. 공개된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기 기술이 

고려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면, 필름 백 인젝션 기법뿐만 아니라 필름 RTM 기법으로도 예컨대 트렁크 리드나 도어

부재와 같이 면적이 크고 공지되어 있는 필름 백 인젝션에 필적할만한 표면 품질을 가진 대형(large-size) 부품을 적

은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는 표면 정제를 위해 전술한 높은 비용을 필 요로 했던 처리 기법 및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사용될 수 있다. 필름은 착색된 레이어 또는 특수 제조된 코팅 레이어를 포함할 수 있다. 필름으로는 

특히 필름 백 인젝션 기법에서도 사용되는 것과 같은 공압출된 2겹 필름 또는 3겹 필름이 적합하다. 2겹 또는 3겹의 

결합체 내에서 염색된 얇은 플라스틱 레이어들을 공압출함으로써 코팅 레이어에 필적할만한 레이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하면, 바람직하게 듀로플라스틱 기지 또는 열가소성 기지를 가진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의 정제가 예비 표면 처리 및 코팅 처리 없이 종래 기술에 따른 방법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작업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후속하여 이펙트 컬러링(effect coloring)을 위해 적은 코팅 비용으로 코팅 공정이 실시될 수 있다.

필름 백 인젝션에서의 프로세스 시퀀스는 도 1 내지 도 6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프로세스 단계에 따른 공정도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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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부품의 제조 프로세스 단계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공정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호 설명*

1: 필름 2: 롤

3: 성형 다이 5: 예비 성형된 필름

6: 오목형 다이(female die) 7: 모울드

8: 볼록형 다이(male die) 9: 반제품

10: 완성 부품 11: 이젝터

실시예

도 1에 따른 프로세스 단계에서는 필름 백 인젝션 기법에 적합한 필름(1)이 롤(2)에서 배출되어 필요한 크기로 절단

된다. 절단된 필름(1)은 도 2에 따른 프로세스 단계에서 제조될 부품의 표면 형태를 가진 성형 다이(3) 상에 놓여, 도

면부호 '4'로 표시된 적절한 장치에 의해, 바람직하게는 열 작용을 받으며, 예비 성형됨으로써 제조될 부품의 표면 형

태를 가진 필름(5)으로 형성된다. 상기 필름(5)은 버(burr) 및 잔류 재료의 제거 작업(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음) 이후에

도 3에 따른 프로세스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도시된 프레스(7)의 오목형 다이(6) 내에 넣어진다. 볼록형 다이(8)의 윤

곽은 제조될 부품의 벽 두께를 고려한 것이다. 도 4에 따른 프로세스 단계에서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반제품(9

)이 프레스(7) 내 필름(5)의 공동 밑으로 삽입됨에 따라, 예비 성형된 필름(5)이 외부면, 즉 상기 재료의 바깥 부분에 

놓여 겉에서 볼 수 있는 정면이 된다. 도 5에 따른 프로세스 단계에서는 상기 반제품(9)에 적절한 성형 기법이 실시되

며, 상기 성형 기법에서는 예비 성형된 필름(5)과 볼록형 다이 사이의 공동이 상기 필름의 윤곽에 맞게 섬유 강화 플

라스틱으로 채워진다. 반제품으로는 특히 충격 압출(impact extrusion) 및 열처리를 통해 성형되는 섬유 강화 플라스

틱, 특히 SMC, GMT 및 LFT가 적합하다. 성형 온도는 필름(5)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경화 내지는 냉각된 후, 도 6에 도시된 것처럼, 프레스(7)가 열리고 완성된 부품(10)이 배출될 수 있으며, 

그런 다음에는 예컨대 이젝터(11)에 의해 볼록형 다이(8)로부터 분리된다. 경우에 따라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버(burr) 에지의 제 거 후에 부품이 사용될 수 있다. 부품(10)은 필름(5)에 의해 더 이상 후처리나 코팅이 필요없는, 

사용 준비가 완료된 표면을 갖게 된다. 이펙트 컬러링을 위해 적은 코팅 비용으로 코팅 프로세스가 추가로 실시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충격 압출 또는 열간 성형을 통해 성형될 수 있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부품의 표면을 정제하기 위한 방

법으로서,

우선 상기 부품의 표면 형태를 가진 성형 다이(die)에, 부품 표면의 품질 및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 표면의 착색과 관련

하여 최종적으로 요구된 특성을 미리 가질 수 있는 플라스틱 필름이 놓이고, 상기 필름은 상기 부품의 표면 형태에 상

응하게 성형되며, 미리 성형된 상기 필름이 적절한 모울드 내에 삽입되고, 바람직하게는 듀로플라스틱(duroplastic) 

기지 또는 열가소성 기지를 가진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미리 성형된 상기 필름의 표면을 제외한 면에 반제품의 조성

에 적합한 방법으로 도포되고, 상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경화 또는 냉각된 후에 상기 모울드로부터 완성된 제품이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품 표면 정제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미리 성형된 상기 필름이 프레스의 성형 다이 중 하나, 즉 오목형 다이(female die) 또는 볼록형 다이(male die) 내에 

놓이고, 상기 다이의 상대편 다이(counterpart)에는 매트 또는 가소화물 형태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놓이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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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된 상기 필름이 상기 반제품의 조성에 적합한 프레스 기법으로 상기 매트 또는 가소화물과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부품 표면 정제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부품 재료 및 반제품으로서 LFT(Long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 기법, GMT(Glass Mat Reinforced 

Thermoplastic) 기법 또는 SMC(Sheet Moulding Compound) 기법으로 제조된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품 표면 정제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미리 성형된 상기 필름이 모울드 내에 삽입되고, 상기 필름의 공동 밑에 섬유 매트가 놓이며, 상기 모울드가 닫히고 

수지와 경화제의 혼합물로 채워지며, 상기 모울드는 주입된 상기 수지가 경화될 때까지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품 표면 정제 방법.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품 표면의 정제를 위해 코팅 레이어를 가진 플라스틱 필름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품 표면 정제 방

법.

청구항 6.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품 표면의 정제를 위해 염색된 레이어를 가진 2겹 또는 3겹의 공압출 필름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

품 표면 정제 방법.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품의 필름 정제 표면이 이펙트 컬러링(effect coloring) 기법으로 코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품 표면 정

제 방법.

청구항 8.
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조된 섬유 강화 플라스틱 부품으로서,

바람직하게는 듀로플라스틱(duroplastic) 기지 또는 열가소성 기지를 가진 섬유 강화 플라스틱 상부에, 부품 표면의 

품질 및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 표면의 착색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요구된 특성을 미리 가질 수 있으면서 상기 부품

의 표면 형태에 상응하게 미리 성형된 플라스틱 필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 부품.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플라스틱 필름은 상기 부품 표면의 정제를 위해 코팅 레이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섬유 강화 플라스

틱 부품.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필름은 상기 부품 표면의 정제를 위해 염색된 레이어를 가진 2겹 또는 3겹의 공압출 필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 부품.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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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품의 필름 정제 표면이 이펙트 컬러링(effect coloring) 기법으로 코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섬유 강화 플

라스틱 부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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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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