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CC의 정신으로 뭉치다

우선 이 회사의 태동을 살펴보자면 1988년 8월, 처음 우종합

기계 항공사업 본부의 첨단 복합소재센터가 발족하여 항공기 및

첨단 무기체계의 탄소 복합소재와 부품에 한 연구개발을 추진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당시 우리나라는 기본훈련기

인 KT-1을 개발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항공기 제조 사업이 구성

되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복합소재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었

고항공사업본부내의첨단복합소재센터의중요도도따라서커지

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부의 항공우주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

1999년 10월, 우, 삼성, 현 등 3개사가 통합된 한국항공우주

산업(주)(이하 KAI)이 새롭게 발족함에 따라 첨단복합소재센터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소속으로 변경되어 연구개발을 하게 되었

다. 하지만센터의구성원들은급변하는항공분야발전추세에발

맞추고 시장의 변화 속도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해서 독립회사

설립이필요하다고느꼈다. 이에따라, 2001년11월KAI로부터회

사를분리하 고“창조적인꿈과지칠줄모르는도전정신이살아

숨 쉬는 회사”라는 의미의 DACC (Dreaming and Challenging

Company)라는이름으로회사를설립하게된다. 

항공기용 복합소재 사업

(주)DACC의 주력 사업 분야는 강철보다 강하며 종이처럼 가벼

운초경량구조용복합소재를근간으로하고있다. 현재사업은크

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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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항공기 제조에 있어서 날로 복합소재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

데 특수소재 분야는 항공기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내에서 복합소재 부품 소재를 개발하여 국산

화율을 높이고, 꿈은 복합소재와 함께 실현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량 기업, (주)DACC를 찾아가 보았다.
(주)DACC

첨단 복합소재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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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방산 특수 사업과 최고 3,000℃에서도 사용

가능한 초고온 복합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

복합소재 사업 및 날개부품 수출을 포함하는 항공기

기체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이들3개사업분야는각각창원및전주에전용생산공장

을구축하여고유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지역간협력도면

히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최근Boeing 787 및Airbus 350 등의신기종들이세계

민간항공기시장을선점하기위해경쟁하고있는상황인데, 이들

신형항공기에는기체의80% 이상을복합재로만들고있다. 특히

Boeing 787은 복합소재를 많이 사용한 기종으로 현재 전 세계적

으로최고의인기기종으로떠오르고있으며향후1,000 이상의

판매를예상하고있다. 따라서보잉은전세계항공기제조업체와

의 협력을 통해 국제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주)DACC도2005년12월KAI와더불어Boeing 787 FTE(Fixed

Trailing Edge) Panel에 한생산계약을체결했다. 이를위해항

공기복합소재전용공장을완주과학산

업단지 내에 4,300 평을 확보, 1 단계로 1,200 평 생산 공장을 완

공하여부품생산을준비하고있다. 

(주)DACC를 표하는 제품들

데크의주력사업분야는항공기용복합소재를중심으로크게2

개 분야로 하나는 초고온 탄소-탄소 복합재이며, 또 하나는 초경

량구조용복합재로나뉘어생산되고있다.

그중초고온탄소-탄소복합소재는항공기및발사체의엔진부

품 및초고온용각종단열재및Jig류를만드는초고온내열복합

소재와 항공기용 탄소브레이크 및 고속전철, 자동차용 고성능 브

레이크 및 클러치용 마찰재료를 만드는 초고온 마찰 복합재로 나

뉜다. 그리고 초경량 구조용 복합소재는 항공기 및 각종무기체계

의방탄. 경량구조, 자동차용경량차체및구조부품, 산업용경량

구조물 등을 만드는 초경량 고성능/방탄 복합소재와 항공기용 연

료탱크, 자동차용 연료탱크, 각종유도무기의 발사관 및 형Pipe

류, 고압용기를만드는경량와인딩복합소재로나눌수있다.

이와관련하여몇가지예를들자면탄소-탄소복합소재의경우

주로 항공기용 브레이크 디스크, 가스터빈 블레이드, 로켓 노즐,

우주왕복선 선익부 등과 같은 항공우주용에 사용되고 있는데

1970년도부터미공군과NASA가공동으로우주개발용내열재료

로 개발에 착수,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및 프랑스 등의 일부

업체들만이 독점생산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주)DACC에서1999년 F-16 전투기의탄소-탄소브레이크디스

크 국산화를 성공하여 한국 공군에 양산/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초음속국산화기종인T/A-50 항공기의탄소브레이크도개발완

료후비행시험단계에있다. 그리고또다른사업으로는한국항공

우주연구원 및 KAI와 공동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직 이착륙

이 가능한 스마트 무인기 개발 과제가 있다. 현재 기본설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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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체
사업

초경량/초고온
복합재

방산 특수
사업

탄소 복합재
사업

B787 FTE 완주 공장 준공 모습

(주)DACC의 주력 사업 분야

스마트 무인기



설계를거쳐단품제작, 시스템조립등총조립

까지완주공장에서완료하여2008년5월에

비행시제 초도기가 납품될 예정으로, 이

사업을 통해 복합소재 기체 전체 설계 및

총조립까지를수행함으로써항공기제작

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

으로기 하고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실적이 있는데 그 중

가장특수한분야는초고온탄소복합재가있다. 초

고온 탄소복합소재는 말 그 로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

는 탄소복합소재를 의미하는데 탄소-탄소 복합소재는 3,000℃

이상에서사용가능한상용화된유일한물질이라할수있으며, 고

온 열처리용 단열 부품에서부터 핵융합로 내벽 타일까지 매우 광

범위한 적용분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재료는 고온 물성이 우

수하여각종열처리치구및고온장비의부품에적용되는제품으

로 데크의 핵융합로 Carbon PFC(Plasma Facing  Material)이

미국 Sandia National

Lab 으로부터 세계 최고

의내삭마재로검증받은

바있다. 

방산기술에서 민수사업으로의 전환

첨단복합소재센터로있던90년 초부터데크의기술진들은국

방과학연구소의각종무기체계개발사업에참여하여핵심부품소

재를개발하는계열화업체로지정받았다그리고’99년에는과학

기술부로부터“초고온탄소복합소재”분야의 국가지정 연구실

(National Research Rab)로선정되었고최근에는F-16전투기의

탄소 브레이크를 양산하는 방산 업체로 지정을 받음으로서 탄소

복합소재분야에서의탁월한능력을인정받고있기도하다. 

또한그간국방과학연구소의개발사업및정부연구기관과의기

술협력 및 국책사업을 수행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방위산업

에 필요한 탄소 복합소재 부품의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던것을최근에자동차및반도체산업의핵심부품개발에집중함

으로써민수시장진출을점차확 시키는계기를마련하고있다. 

한 예로 현재 에너지 고갈 및 유가 상승 등 에

너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천연

가스(CNG)용 및 수소저장용 고압용기 국책

사업(산자부 중점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으로 양산시 가격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Al 라이너의 자체 생산을 포함하여 천연가

스용 용기를 2007년 하반기부터 양산 준비

중에 있으며, 수소저장용 탱크는 2009년 양산

을목표로추진중이다. 그리고현재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및차세 프런티어사업과같은 형국책사업

에도 참여하여 민수시장을 위한 신제품 개발활동을 병행하고 있

다. 또한, 항공 및 방산 기술의 spin-off를 통하여 규모 잠재시

장인 자동차 및 전자산업

분야로도 적극 진출할 계

획을가지고있다.

한편 IT 분야의 민수시

장 개척을 위해 2004년

LCD 액정배향장비에사

용되는 탄소 복합소재 롤

러개발에착수하여2006

년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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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공장 주요사업

분야 주요 제품 핵심 기술

∙유도무기 체계 복합재 발사관

필라멘트 와인딩 ∙초경량/초고압 공기 호흡기(Type Ⅲ)

(Filament Winding) ∙CNG 및 수소 차량용 연료탱크

∙LCD 장비용 초정 롤러

초고온 내열/내삭마재
∙발사 내삭마재 및 화염처리장치

∙발사 후풍 보호재

고성능 경량 구조물
∙차보장갑차 경량 방탄 구조물

∙차기전차 120㎜ 철갑탄 이탈피

▶설계/해석 분야

-설계 : Catia V.5

-해석 : NASTRAN

▶소재공정 분야

-필라멘트 와인딩

-RTM, VARTM

▶인증시험 분야

-정,동하중 시험

-고온/저온 시험

■전주공장 주요 제품

분야 주요 제품 핵심 기술

∙F-16 전투기용 브레이크 디스크

항공기용 탄소브레이크
∙T/A-50 초음속 훈련기 브레이크

∙KHP 로터 브레이크

∙F-15 브레이크 디스크(예정)

∙고급 승용차용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

자동차용 세라믹 디스크 ∙자동차 경주용 탄소 브레이크(F1 레이싱)

∙고성능 카본 클러치

고온 탄 내열 부품
∙고온 가스터빈 및 추진기관

∙초고온 열처리로의 단열재, 성형치구 등

▶소재/공정 분야

-고속 도화 기술

-고압 도화 기술

-세라믹함침 기술

▶시험/인증 분야

-비파괴 시험

-고온 모사 시험

-제동특성 평가

F-16 브레이크 디스크

XKO 50 Gal EFT 

핵융합로 PFC 타일

KHP 300 Gal EFT T-50 150 Gal EFT



성공, 마이크로 단위의 정 도와 액정 디스플레이 제작에 요구되

는최상급의표면청정도를구현하여세계최고수준의일본제품

보다품질면에서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특히이민수분야는시장규모가워낙큰부분이기

때문에 방산기술을 통해 만들

어진 상품을 제 로 접목 할

수 만 있다면 상당한 고품질의

제품이 생산되어 세계시장에서

외국과당당히경쟁할만한제품을만들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

있으며, 그렇게된다면이부분은국방과학기술개발을통한민수

용사업지원의또하나의성공적인사례가될것으로보인다. 

복합소재를 통한 미래 비전

데크는 지난 10여 년간 형 국책사업을 수행한 기술력을 바탕

으로 항공/방산 무기 체계 분야의 탄소복합소재 부품사업에서 세

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시장

으로의제품및기술수출을추진하고있다. 

한예로보잉의멀랠리사장은지난 국판보로에어쇼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복합소재

(composite)는 삭거나 녹슬지 않아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복합소재만으로항공기외부를만들것”이라고말한적이

있다. 그래서 보잉은 동체나 날개를 부분적으로 조립해 제작하는

신얇은탄소강화테이프를겹겹이계속쌓아원하는형태를만

든 뒤통째로 구워내는 방식으로 기체를 만들고 있으며, 이 중 작

업의일부를데크가맡아서진행하고있다. 

이렇듯 데크의 복합소재를 통한 미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

고 향후 5년 내에 초고온 및 초경량 탄소복합소재 분야의 세계 5

전문기업으로성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

개발, 생산, 마케팅 전 분야에 걸쳐 세계시장을 목표로 전략적 파

트너확보, 적극적인Out-sourcing 등을통한가격및기술, 스피

드경쟁력을확보하고자노력중이다. 

우선2005년까지는박사급인력10여명을포함하여100여명의

국내외전문인력을확보하고, 개발, 생산, 마케팅전분야에걸쳐

일관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경쟁력을 확보, 5년 이내에 명실상

부한 첨단 탄소복합소재 분야 세계 5 업체로 성장한다는 계획

이다.

“꿈은복합소재와 함께반드시 이루어진다!”이말은데크직원

들에게는단지말로만외치는단순한구호로들리지않는다. 이는

데크를 이끄는 근본정신이며 미래를 말하는 그들의 신념이기 때

문이다.Boeing 787 Wing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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