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가가능하고내수성이향성된

소수성으로 개질된 목재

기술완성도
(TRL)

TRL5 : 제품성능평가
1단계

2단계

기초연구단계

기술도입 시
필요사항

3단계

실험 단계

4단계

5단계

시작품 단계

6단계

7단계

실용화 단계

8단계

9단계

사업화 단계

건축자재 수급처 또는 유통 계약
목재이 소수성 개질방법에 대한 이해도(전공자, 관련 학위 취득자)

목분을 사용하여 소수성이 개질된 목재 생산을 위한 공정 라인 보유

 기술개요
소수성 단량체가 혼합된 용매에 목재를 침지 및 방사선 조사

소수성으로 개질된 목분은 물 흡수량이 감소되어 생산 제품의 내수성 향상
고분자 수지와의 계면 접착력이 향상되어 계면이 안전하게 결합을 유지함으로
인장강도 등의 물성이 향상

친수성 목분

소수성 목분

목분 파우더

목재의 소수성 개질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소수성으로 개질된 목재
 기술 우위성
기존 문제

본 기술의 특장점
☞ 소수성 재료와의 계면접착력 향상
☞ 개질된 목재를 생분해성 고분자와 혼합하여 기계적 물성 향상
☞ 친환경 복합재료로
PLA 필름

PLA/목분필름

PLA/T-g-목분필름

[PLA 필름의 인장 강도 비교]
 기술 도입 기대 효과
생분해가 가능한 고분자 복합재료로 친환경적 소재
소수성 재료와의 계면접착력을 향상시킨 목재를 생문해성 고분자와 혼합하여 기계적 물성이 향상
된 친환경 복합재료 제조

대량 생산 용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기반의 생분해성 목재 및 플라스틱 복합 재료를 제조함으로 낮
은 계면 접착력에 따른 물성 및 대량 생산에 대한 문제를 극복

목재의 소수성 개질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소수성으로 개질된 목재
 시장 동향 및 참여자

■ 예상 시장 분야 1 : (건축자재 )
- 친환경 건축자재 기술은 오염 배출이 적고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건축 마감재 등의 건축자재
- 시장 참여자 : LG하우시스, KCC, 한샘 등
세계 에코건축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녹색건축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십만 달러)

(단위 : 십만 달러)

■ 예상 시장 분야 2 : (경량복합소재)
- 탄소 강화 금속과 같이 두 가지의 재료를 장점만 살려 고도의 특성을 갖도록 재조한 재료
- 시장 참여자 : 한화첨단소재, 휴비스, 한국오웬스코닝, ㈜도일에코텍 등
세계 복합재료 시장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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