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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입법에 의한 섬유강화 요소를 생산하는 방법 및 장치

요약

  매트릭스 재료를 주입하도록 하는 주입법으로 인한 건식섬유 복합 예비성형물로 만들어진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

  섬유 복합 예비성형물이 예비성형물(1)의 한 표면(11)에 정렬되는 것은 유동촉진 장치(15)가 도구(3) 위에서 예비성형물
(1) 주위에 있는 가스 침투성 및 매트릭스 재료 불침투성 막(7)에 의해 제 1 공간(10)을 생성하게 한다. 가스 재료와 매트
릭스 재료에 대해 불침투성인 호일(19)로 인해 제 1 공간과 주위 사이에 위치한 제 2 공간(27)이 형성되는 것은 공기가 흡
입되어 제 2 공간(27)으로부터 제거되는 것은 매트릭스 재료가 저장소로부터 흡입되어 제 1 공간(10)으로 배출되도록 하
며, 유동 촉진 장치(15)는 매트릭스 재료가 상기 유동촉진 장치(15)와 마주하고 있는 예비성형물의 표면(11) 위에 분포하
게 하여 매트릭스 재료가 예비성형물을 수직으로 관통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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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주입법 및 저압경화에 의한 건식섬유 합성 예비성형물로 만들어진 섬유강화 플라스틱 합성물을 생산하는 방법
및 이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와 관련된다.

배경기술

  이 같은 방법은 풀리기 쉽거나 그렇지 않거나 혹은 완전치 풀리지 않는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건
식섬유 합성 예비성형물을 사용한다. 이 건식섬유 합성 예비성형물은 직물섬유, 다중축 중간고름 스크림(scrim), 혹은 경
사 강화 통합방향 예비성형물이 될 수도 있다. 상기 설명한 예비성형물은 섬유강화 재료로 된 구성요소의 생산물에 사용되
고, 수지에 의한 침투와 경화처리가 일어나기 전의 중간 단계를 나타낸다.

  이 같은 방법은 소위 수지 필름 주입법(RFI)이라고 하는데, 건식 탄소섬유, 탄소섬유 짜임구조 혹은 탄소섬유 중간고름
스크림이 수지 필름의 특정한 비액체 양이 외부로부터 적용되기 전에 경화처리 장치에 놓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비 및 제거된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노출되어 고압솥이나 다른 압력 용기에서 경화처리된다. 그러나 압력 용기
나 그와 관련된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며, 이 같은 방법을 수행하는 것 또한 유지되어야 할 압
력과 온도에 대해서 복잡하다. 그러므로 이 같은 방법의 적용 범위는 제한된다.

  또한, 건식 예비성형물 구성요소는 DE-OL 198 13 105 A1에 섬유 복합 구성요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공지되어 있는데,
여기서 섬유 및 매트릭스(matrix) 재료는 도구에 형성되고, 몰드 공동을 형성하고, 상기 도구는 적어도 두개의 부품으로 구
성되며, 몰드 공동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배열에서 투과성 막은 몰드 공동에 위치하는데 개구부 앞쪽이
되며, 상기 투과성 막의 기공(pore)은 매트릭스 재료가 몰드 공동에서 유지될 동안 아무런 방해없이 배출될 수 있는 크기
를 갖는다.

  DE-OL 198 13 105 A1에 나타난 해결책은 압력을 적용시키는데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될 수
있는 구성요소의 크기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제한적인 방법으로 매트릭스 재료가 섬유 안으로 즉 예비성
형물 안으로 유입될 수 있고, 매트릭스가 예비성형물을 따라 즉 섬유를 따라 유동되어야 하는 이유로 중앙 매트릭스 공급
부시(bush)가 공급도기 때문이다. 재료로 인한 저항 및 적용되어야 할 거리로 인해, 이 유동의 방향은 매트릭스에 대해 매
우 큰 유동저항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재료의 유동 길이에 따라 주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선택적으로, DE-OL 198 13
105 A1은 전체 영역에 대해 적당한 위치에 놓여야 할 매트릭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 구성요소에 위치한 수지
저장소가 사용되며, 예비성형물 위에 값이 비싼 수지 공급 장치가 필요하며, 그로인해 각 위치는 누수위험(불합격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방법은 또한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생산되는 구성요소의 매우 가혹한 품질 기준을 갖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예비
성형물 표면 위까지 막과 진공호일을 통해 잠재 수지가 통과함에 따라, 매트릭스 재료는 구성요소의 여러 위치에서 막을
관통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상기 막을 밀봉한다. 이러한 경우, 경화처리 과정동안 일어나는 반응으로 인해(가둬진 공기,
화학적 분리, 휘발성 구성요소로 인해) 공기배출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으며, 박층 내에서 기공이 형성된다. 구성요소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기공은 제거될 수 없다.

  다른 종래의 방법 예를들어 VARI(알려지지 않은 적용, DLR) 같은 저압법은 막과 두개 부분으로 된 진공 챔버와 함께 작
동하지 않는다. 이는 매트릭스 재료의 비등범위 밖의 온도 및 진공 공정처리에 의해 기공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성요소 안에서 기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온도 및 진공처리는 다음번 부분적으로 생기는 기공을 갖는
매트릭스의 비등 범위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구성요소의 각 위치에 정확히 접착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더 큰 구
성요소의 경우에서, 이같은 정확한 공정처리는 상당한 어려움과 지출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또한 진공을 유
지하기 위한 영구적인 흡입으로 인해 매트릭스 재료가 구성요소로부터 끌어당겨져서 다시 기공을 생성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수지 트랩(trap)과 같은 것은 매트릭스 재료의 생성으로 인해 진공펌프에 손상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므로, 본발명의 목적은 주입법에 의한 건식섬유 합성 예비성형물로 만들어진 섬유강화 플라스틱 구성요소를 생산하
기 위한 방법 및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데 있다. 상기 방법은 큰 구성요소에 적합하며, 좋은 품질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공정처리를 간단할 수가 있다.

  이 목적은 독립항들의 특성과 일치한다. 다른 실시예들은 종속절에 공지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해결방법은 특히 최상의 품질을 갖는 구성요소를 생산가능하게 한다. 이는 항공기 산업에서 높은 응력구
조의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구성요소를 갖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구성요소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변수는 경화처
리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박판 내의 기공의 개수 그리고 공정 후에 매트릭스 재료의 유리전이 온도에 나타난 온도저항
같은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해결책은 특히 탄소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aramide) 섬유, 붕소섬유 혹은 풀릴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
을 갖는 혼합재료를 포함하는 합성 강화 플라스틱 구성요소의 생산에 적용된다. 이 해결책은 보강 혹은 비보강 생산물, 넓
은 영역의 판자 범위, 플라스틱 도구 혹은 손상된 섬유합성 구성요소의 테이퍼진(tapered) 중복 수리에 적합하다. 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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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통합 보강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로 된 프로파일,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및 샌드위치
(sandwich)의 조합으로 구성된 프로파일 등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통상적인 얇은 층 같은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
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해결책은 섬유 강화요소, 플라스틱 도구 그리고 과도한 압력이나 고압솥을 사용하지 않고 진공상태에서
경화처리하며 진공 주입 기술을 사용하는 테이퍼진 중첩 수리에 대한 수리패치(patch) 및 플라스틱 도구, 섬유 강화 요소
를 생산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아래에 첨부된 도면에 대한 참고로 설명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기 장치를 도시한 개략도;

  도 2는 도 1에 따르는 장치에서 샌드위치 모자-프로파일(hat-profile) 변형체로서 통합 보강된 구성요소의 통상의 설계
도;

  도 3은 도 1에 따르는 장치에서 T-프로파일 변형체로서 통합 보강된 구성요소의 통상의 설계도;

  도 4는 소위 350℉ 시스템에서 시간에 대한 온도 및 진공 변화도;

  도 5는 소위 실온 시스템에서 시간에 대한 온도 및 진공 변화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르는 장치의 선택적인 실시예를 통한 부분의 개략도;

  * 부호설명 *

  1, 34: 예비성형물 3: 도구

  5: 장착요소 7: 막

  8: 주위영역 9: 씰

  10, 25: 제 1 공간 13: 필 플라이(peel ply)
23: 도구표면

실시예

  도 1에 도시된 장치는 생산되어질 섬유 복합 예비성형물(1) 혹은 구성요소를 나타내는데, 장착요소(5)에 의해 도구(3)에
정렬되어 있다. 구성요소 혹은 박층은 탄소 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섬유, 붕소섬유, 혹은 풀리기 쉽거나 풀리지 않거나
혹은 완전히 풀리지 않는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복합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강화 플라스틱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구성요
소 혹은 박층은 특히 보강 혹은 비보강 생산물, 넓은 영역의 판자 범위, 플라스틱 도구 혹은 손상된 섬유 복합 구성요소의
테이퍼진 중첩 수리에 알맞다. 보강은 소위 통합 보강(탄소섬유 상화 플라스틱으로 된 프로파일,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과 샌드위치의 조합으로 구성된 프로파일 등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통상적인 박판형상의 샌드위치 구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도구(3)의 형상은 예비성형물(1) 혹은 필요하다면 장착요소(5)의 설치에 알맞다. 상기 도구(3)는 나무,
금속, 박판금속, 유리 혹은 그와 같은 다양한 알맞은 재료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예비성형물(1)는 가스침투성이지만 매트릭스 재료의 관통을 방지하는 반침투성 막(7)에 의해 덮혀진다. 주위영역(8)의
밖에서, 막(7)은 막(7)과 장착요소(5) 혹은 도구표면(23)에 의해 형성되는 제 1 공간(10)을 밀봉하는 씰(seal)(9)로 인하여
가능한 한 예비성형물(1)에 가까이에 있다. 선택적으로, 막(7)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구성요소를 둘러쌀 수가 있
다. 이것은 씰(9)(도 6)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거나 이같은 씰이 없어도 되는데, 하나의 부품으로 막(7)을 설계함으로써 가
능하게 된다. 예비성형물(1)와 막(7) 사이에서 막(7)을 마주하고 있는 예비성형물(1)의 전체 표면(11) 위에 유동촉진 장치
(15)로서 이격기와 필 플라이(peel ply)(13)(선택사항)가 배열될 수 있다. 필 플라이(13)와 이격기는 예비성형물(1)의 표
면(11)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막(7)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동촉진 장치(15)는 진공상태가 되었을 때 그다지
심하게 압축하지 않는 편조섬유 혹은 편직섬유 혹은 보강 직물 섬유 혹은 스크린(screen) 혹은 불받이(grate)의 형식이 될
수 있다. 상기 섬유는 금속, 플라스틱 혹은 반 마무리된 직물 재료 같은 것들로 구성된다.

  배열(17)은 장착요소(5), 예비성형물(1), 씰(9) 뿐만 아니라 필 플라이(19) 와 유동촉진 장치(15)를 갖는 막(7)으로 구성
되는데, 이 막은 가스에 대해 불침투성인 호일(19)로 덮혀있다. 막(7) 주위로 상기 호일(19)은 씰(9)로 인해 도구(3)에 밀
봉되었는데, 이는 도구(3)의 표면(23)과 호일(19)의 내부벽으로 인해 형성되는 내부 공간(27) 혹은 제 2 공간이 주변으로
부터 밀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편직유리 섬유 혹은 섬유 웨브(web) 같은 통풍섬유(32)는 호일(19)과 막(7) 사이에 위치
한다. 이 통풍섬유(32)는 막을 통해 흡입으로 제거된 공기와 가스를 진공펌프(29)를 통해 흡입상태로 제거하기 위해 내부
공간(27)으로부터 막의 표면을 따라 유도한다. 이 내부 공간(27)은 진공펌프(29)(도시되지 않음)로 인해 배출되고, 제 1 공
간(10, 25)으로 유도되는 각각의 가스 파이프(31)로 인해 배출된다. 또한, 제 2 파이프(33)는 제 1 공간(10, 25)으로 유도
되며, 파이프(33)를 통해 매트릭스 재료와 수지는 제 1공간(10, 25)으로 유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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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재료를 예비성형물(1)에 공급하기 위해 수지 저장소(도시 안됨)에 연결된 호스나 파이프(33)는 제 1 공간(10)
에 위치한 공간(25)으로 유도된다. 만약 선택된 수지 시스템이 주입을 할 동안 열처리를 필요로 한다면, 매트릭스 재료에
대한 도구와 저장소는 가열 가능한 액체(오일 베스(bath)같은) 혹은 제어가능한 오븐 안에서와 가열된 챔버 내의 뜨거운
플레이트에 위치한다.

  호일(19), 필 플라이(13), 막(7), 통풍섬유(32) 그리고 유동촉진 장치(15) 모두는 공정이 일어나는 동안 사용되는 매트릭
스 시스템에 대해 내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에 대한 내성이 있어야 한다. 생산되어야 할 특
정한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인장 및 포개는 형식 같은 방법으로 그 같은 형상위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호일(19)은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가스 불침투성 최신 진공막이다. 이러한 수행은 주위로부터 제 2 공
간(27)을 밀봉하고자 함이다. 이에 대한 통상적인 재료는 호일이나 고무막이다. 180℃(350℉) 적용에 대한 예는 PTFE,
PEF 등에 기초한 호일의 예를 포함한다. 다른 재료는 선택된 매트릭스 시스템과 특정한 경화처리 온도에 따라 고려되는
데, 상기 언급된 필수사항을 참고한다.

  필 플라이(13)는 공정이 완결된 후에 예비성형물(1)부터 매트릭스 재료로 채워진 유동촉진 장치(15)의 분리(껍질을 벗겨
냄으로써)를 쉽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언급된 모든 공정의 재료들이 예비성형물(1)의 생산물에만 보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필 플라이(13)는 구성요소의 표면 및 매트릭스 재료에 대한 영구적인 연결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이
것은 필 플라이의 특별한 표면 구조와(혹은) 추가적인 눌러붙지 않는 코팅(PTFE, 실리콘 혹은 그와 같은)으로 인해 이루
어진다. 통상적인 재료는 편직유리 섬유, 편직 나일론 섬유 혹은 그와 같은 것이다. 필 플라이는 가스 침투성이어야 하고
또한 양방향에서 매트릭스 재료에 대한 침투성이어야 한다.

  막(7)은 반침투성 막인데, 온도저항 및 미디어(media) 저항이 고려되는 한까지 공정조건에 맞는 기술적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다. 또한, 이 막은 가스 침투성이지만 물에 비교할 만한 점성을 갖는 액체에 대해 불침투성이다. 이는 막에 위치한
가스 침투성 기공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상기 기공은 막의 표면에 대해 넓거나 좁은 영역에 대해 분포된다. 기공의 크기는
매트릭스 시스템이 그것을 관통하지 못할 만큼이다. 막의 두께는 1/10 mm범위에 있다. 늘어지거나 성형되기에 충분한 유
연성은 통상적인 플라스틱 재료의 사용으로 인해 제공된다.

  유동촉진 장치(15) 위에 있는 통풍섬유(32)는 진공펌프(29)에 흡입하여 제거할 목적으로 공기와 막을 통해 흡수되는 다
른 휘발성 구성요소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재료는 종축방향으로 공기의 이동이 가능하고, 공정이 일어나는 동안
필요한 재료에 대한 미디어 저항 및 충분한 온도저항을 제공하는 한 아무 재료로 구성 될 수 있다. 솜털 매트(mat), 직물섬
유, 편직섬유, 편조섬유와 같은 것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상기 조항들은 금속, 플라스틱 혹은 다른 재료로 만
들어질 수 있다.

  유동촉진 장치(15)는 매트릭스 공급 파이프를 통해 공간(25)에 도달하는 매트릭스 재료를 예비성형물(1)의 표면에 분포
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유동촉진 장치(15)는 유동 채널의 기능을 한다. 유동촉진 장치(15)는 재료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 호
일(19)의 진공이 조성되기 쉬운 최소한의 두께를 유지해야 한다. 유동촉진 장치는 편조섬유, 직물섬유, 편직섬유 같은 것
으로 될 수 있고, 가능하다면 적은 유동저항을 만들기 위해서 넓은 망사 구조가 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최소한의 요구사
항(온도와 미디어저항)이 부합되는 한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어떠한 재료도 사용가능하다. 매트릭스의 이송을 돕기 위
해, 매트릭스 공급 파이프(33)는 요구되는 한 제 1 공간(10) 안으로 도달할 수가 있다. 이 매트릭스 공급 파이프는 제 1 공
간(10) 내에서, 구멍, 횡단 슬롯(slot), 종축 슬롯과 같은 구멍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것은 유동촉진 장치에서 수지이송을
돕는다.

  도 2,3은 각각 다른 예비성형물(1)를 도시하는 것 말고는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장치를 도시한다. 같은 기능을 하
는 구성요소에 대한 참조번호는 이 도면들에서 같다. 본 발명에 의한 장치는 거의 아무 형상의 구성요소에 대해 적합하다.
도 2 모자 프로파일로 인해 한쪽 방향이 보강되는 판자범위(예비성형물(1))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이 모자 프로파일은
발포핵(35) 혹은 어떠한 재료에 의해 형성된 핵으로 구성되는데, 밀폐표면을 갖고 건식섬유 합성 예비성형물(24)이 그곳
에 위치해 있으며, 상기 섬유 합성 예비성형물은 모자형상으로 되어 있다. 섬유 합성 예비성형물(34)은 예비성형물(1)의
구성물에 대해 비슷하거나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 진다. 발포핵(35)과 예비성형물(34)은 구성요소의 부분을 형성한다.

  도 3에 나온 예비성형물(1)은 또한 종축이 한개 혹은 여러개의 T 프로파일(36)에 의해 보강된 판자 범위이다. 그러므로
도 3에 따라 생산되는 예비성형물(1)는 개별의 예비성형물(1)과 T 프로파일(36)을 포함한다. T 프로파일(36)은 예비성형
물(1)의 구성물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또한, 이 구성요소 변형물은 비주입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는 T
프로파일(36)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물(37)을 필요로한다. 이 지지물(37)은 통상적으로 강체 혹은 금속, 나무, 고무, 플라스
틱 같은 반유동성 도구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매트릭스 재료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기 때문에, 지지물(37)의 재료는 공
정이 진행되는 동안 매트릭스 재료에 대해 형상을 유지한다.

  도 4,5는 온도 변화도(92)와 진공변화도(91)로서 다양한 수지 시스템의 통상적인 변화도를 도시하는데, 도 4에 도시된
변화도는 350℉ 시스템에 관련되고, 도 5에 도시된 변화도는 RT 시스템에 관련된다.

  온도 및 진공 변화도는 적어도 두개의 단계로 나뉠수가 있는데, 주입단계(101)와 경화처리 단계(103)로 나뉜다. 템퍼링
(tampering) 단계(102)는 이들 단계 후에 따라온다. 주입단계(101)에서의 온도는 경화처리 단계(103)에서 보다 낮다.

  온도 변화도와 진공제어는 경화처리된 구성요소가 기공이 없이 최적의 품질이고 적합한 섬유 체적 부분이 얻어지는 것과
같다. 온도 특성은 매트릭스 재료의 재료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 선택된 매트릭스에 관계없이, 전체공정이 경화처리를 통
해 진행될 동안 매트릭스 재료의 응집상태가 액체에서 불개변성 고체로 변하며, 진공은 일정한 레벨(level)로 유지될 수 있
다. 관찰되어져야 할 표준값 및 범위는 예를들어 1에서 10mbar(절대압력, 이상진공에 가까움)가 된다. 경화처리(103) 후
에, 더 이상 진공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온도 변화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하는데; 완전진공에서 주입단계(101)가
진행되는 동안, 온도는 매트릭스 재료의 점성 곡선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이 온도는 매트릭스 재료가 진공흡입에 의해 공
급 파이프(33)를 통해 제 1 공간(10)앞의 내부 공간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액체가 되도록 하는 온도이어야 한다. 이것은 본

등록특허 10-0492067

- 4 -



공정에 대해 최소한의 온도이다. 동시에 이 온도는 경화처리(매트릭스의 고체 상태와 점성이 상실됨)를 일으키도록 충분히
고온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선택된 매트릭스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공정 온도는 주입이 가능(약한 점성)하도
록 정해지며, 주입에 대해 경화처리를 하는 남은 시간은, 다시말해 매트릭스 재료로 내부 공간(25)을 거의 꽉 채우는 시간
은 충분하다(기술적인 용어로 겔 시간이라고 함). 통상적으로, 주입 단계에서 필요점성은 1에서 100mPa·s의 범위에 있다.
350℉(180℃) 시스템에 대한 통상적인 온도는 주입단계(101)에서는 약 70에서 120℃, 경화처리 단계(103)에서는 약
100℃에서 180℃, 템퍼링 단계(102)에서는 약 160에서 210℃의 값을 갖는다.

  RT 매트릭스 재료 같은 선택된 매트릭스 재료에 대해, 다음 변형체에서 주입 온도(101)와 경화처리 온도(103)와 템퍼링
온도(102)는 모두 같은 이점이 있다.

  진공은 주입단계(101)(도4) 동안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서, 통상적으로 1에서 10mbar인 진공은 주입을 하기
위해 발생되며, 상기 진공은 경화처리 단계를 마칠 때까지 존재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식 재료(탄소 섬유 강화 중첩 스트림, 직물섬유 등등)는 상술된 설계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박층구조는 예비성형
물의 개별층으로부터 형성된다. 도구는 해제 대체수단 혹은 분리 호일, 필 플라이(모두다 예비성형물(1)의 아래쪽에 있는
디자인(design)(5)을 구성한다)에 의해 분리를 하기 위해 미리 처리된다. 이것은 매트릭스 재료가 도구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며, 도구의 표면으로부터 구성요소가 제거되도록 한다. 선호적으로 예비성형물(1)의 건식재료는 필 플라이(13)로
구성된다. 또한, 소위 유동촉진 장치(15)는 이러한 구조 위에 위치하게 된다. 복잡한 구성요소의 경우, 온도저항 접착 테입
으로 부분측면 부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기 침투성이지만 액체침투성이 아닌 막(7)은 유동촉진 장치(15) 위에 위치
하며, 씰(9)로 인해 밀봉된다. 그런다음, 통풍섬유(32)는 막(7) 위에 위치하며 호일(19)과 씰(9)에 의해 주변으로부터 밀봉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트릭스 공급 파이프(33)와 진공 파이프(29)는 도 1에 도시된 상업적으로 획득 가능한 부싱
(bushing)과 씰로 적당한 위치에 놓인다.

  상기 언급된 재료와 호일 혹은 진공 필름(19)이 놓인 후에, 제 1 공간(10, 25)은 진공펌프를 사용해 배출된다. 동시에 매
트릭스 재료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는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고, 매트릭스 재료를 제 1 공간(10, 25)으로 들여보낸다.
진공은 저장소로부터 흡입된 재료가 제 1 공간(10, 25)으로 배출되도록 압력이낮아진다. 그 후에, 매트릭스 재료는 유동촉
진 장치(15)와 공급 파이프(33)를 통해 흐르고, 얼마간 간섭을 받지 않고 점성을 갖고 있는 특성에 거의 상관없이 구성요소
의 표면에 분포된다.

  존재하는 공기는 내부 공간(27)의 계속적인 배출, 즉 흡입으로 인해 막(7)을 통해 처리된다. 상당한 유동 저항으로 특징
되는 박층 구조 내에서는 매트릭스 재료의 유동이 없다. 대신에, 매트릭스 재료의 침투가 구성요소의 표면에서부터 박층으
로 수직인 아랫방향을 향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의 각 위치에서 최대 유동 경로는 그 점에서 구성요소의 두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유동 저항은 극미하다. 결과적으로 점성 때문에 침투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수시 시스템
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크기가 큰 구성요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막(7)은 국부 공기쿠션(cushion)의 발생을 막는 역할을 한다. 만약 유동이 공기의 진공유출에 관계없이 제 1 광간(10)앞
의 내부 공간의 예비성형물(1)에서 폐공기 쿠션을 만들며 밀폐시켜 앞으로 향한다면, 어떠한 수지도 이 공기쿠션 안으로
흐를 수가 없다. 그 결과 결함(침투가 안됨)이 발생하게 된다. 공기침투 막(7)은 구성요소의 각 위치에서 공기는 항상 표면
을 향해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진공형성(27) 막을 통하여 통풍이 되는 수지가 없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러한 효과를 방지한다. 거기서부터 막(7) 위에서 공기는 통풍섬유(32)로 인해 진공 연결(29)을 통해 흡입되어 제거된다.
막은 수지 불침투성이다. 그러므로 주입 과정이 자기조절이기 때문에 유동이 전방을 향하는 것을 감시할 필요가 없다. 주
입의 단계는 수지의 공급되는 양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또한 공급되는 섬유의 양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공정에
이용할 수 있다.

  주입이 완전히 일어나자마자, 진공이 같은 레벨에서 유지될 동안 적당한 온도에서 경화처리가 실행된다. 종래의 처리과
정에서, 화학처리(매트릭스 비등, 휘발성 구성요소 등등)로 인해 생긴 거품은 완성된 구성요소에서 기공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막(7)에 의해 방지되는데, 구성요소의 표면에 수직하여 계속적인 통풍이 막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경화처리가 완료된 후, 구성요소는 해체되어질 수가 있다. 이것은 모든 공정의 재료가 예비성형물(1)로부터 수동으로 해
체됨으로써 제거될 수 있고, 구성요소는 도구(3)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요구조건에 따라, 매트릭스로 주입
된 예비성형물을 갖는 벗겨진 단단한 구성요소는 순수 열 후처리(단계(102)에서 템퍼링됨)를 거치게 된다. 템퍼링은 해체
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꼭 필수적인 것인 아니다. 해체후 템퍼링은 도구가 구속되는 시간을 줄일수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르는 방법으로 생산될 수 있는 구성요소의 최대 크기는 거의 무제한적이다. 자유상단 제한은 방법에 의해서
라기보다 구성요소를 취급하는 것(이송 등)과 관계가 더 크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최소 크기도 없다. 최대 얻어질 수 있는
두께는 사용된 수지의 형식 및 가능한 주입시간에 달려있다. 이 주입 시간은 기술적인 제한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인해
결정된다. 경화처리가 되는 동안 발열반응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방법보다는 수지시스템 자체에 의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약하자면, 본 발명은 매트릭스 재료를 주입하기 하려는 주입법에 의한 건식섬유 복합 예비성형물로 만들어진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물에 대한 방법과 관련된다. 이러한 방법에서, 흡입으로 인해 공기가 제 2 공간(27)으로부터 제거되면, 제 1
공간(10)에서 제 2 공간(27)으로 압력 저하가 일어나며, 매트릭스 재료는 저장소에서 흡입되어 제 1 공간(10)으로 배출된
다. 유동촉진 장치(15)로 인해, 상기 매트릭스는 수행된 방법으로 막(7)을 마주하고 있는 예비성형물(1)의 표면 위로 수직
하게 예비성형물(1)로 들어간다. 유동 촉진 장치를 통해 구성요소표면 위의 매트릭스 재료를 분배시키는 기능과 유동촉진
장치 같이 막 호일을 통해 구성요소 위의 구역 같이 된 통풍의 가능성을 조합하여서, 요구되는 품질이 과도한 압력없이 진
공 안에서 경화처리 되어 얻어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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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매트릭스 재료를 주입하도록 하는 주입법으로 인한 건식섬유 복합 예비성형물로 만들어진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물을
생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하는데;

  1. 섬유 복합 예비성형물(1)을 도구(3)에 정렬시키고, 유동촉진 장치(15)는 예비성형물의 한 표면(11)에 정렬되며,

  2. 예비성형물 주변 중 적어도 하나의 측면에 정렬된 매트릭스 재료 불침투성 막(7)과 가스침투성 수단으로 인해 제 1 공
간(10)이 생성되며, 여기서 매트릭스 재료는 제 1 공간(10)으로 공급되고,

  3. 제 1 공간(25)에 인접하여 제 2 공간(27)을 생성하고, 제 2 공간(27)은 가스재료 및 매트릭스 재료에 대해 불침투성인
호일(19)로 인해 둘러쌓여 범위가 정해지며, 상기 호일(18)은 도구(3)로부터 밀봉되며,

  4. 제 2 공간(27)으로부터 공기가 흡입되어 제거되면, 매트릭스 재료는 저장소로부터 흡입되어 제 1 공간(10)으로 배출
되고, 유동 촉진 장치(15)는 매트릭스 재료가 상기 유동 촉진 장치(15)와 마주하고 있는 예비성형물(1)의 표면(11) 위로 분
포되게 하여, 매트릭스 재료가 예비성형물(1)을 수직으로 관통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매트릭스 재료를 주입하도록 하는 주입법으로 인한 건식섬유 복합 예비성형물로 만들어진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는 섬유 복합 예비성형물(1)을 배열시키기 위한 도구(3), 매트릭스 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 제 1 공간
(10)을 생성하는 예비성형물(1) 주변에서 하나이상의 면에 정렬되는 가스 침투성 및 매트릭스 재료 불침투성 막(7), 예비
성형물(1)의 표면(11) 위에 정렬된 유동촉진 장치(15), 도구(3)로부터 밀봉되고 제 1 공간(25)에 인접하며 가스재료와 매
트릭스 재료에 대해 불침투성인 호일(19)로 둘러쌓여 범위가 제한되는 제 2 공간(27)으로 구성되며, 공기가 흡입으로 인해
제 2 공간(27)으로부터 제거되어 매트릭스 재료가 저장소에서 흡입되어 제 1 공간(10)으로 배출되고, 유동촉진 장치(15)
는 매트릭스 재료가 상기 유동촉진 장치(15)와 마주하는 예비성형물(1)의 표면(11) 위에 분포되도록 하여, 매트릭스 재료
가 예비성형물(1)을 수직으로 관통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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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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