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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FRP 폐기물은 단순하게 매립하거나 소각처리하고 있다. 매립은 난분해성으로 인하여 토양을 영구 오염시키고, 

소각은 분진과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게 된다. FRP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매립, 소각, 화학적 재활용, 재료적 재활용 및 연

소열의 에너지활용 등 몇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다. 재료적 재활용을 포함한 모든 처리방법이 경제적⋅기술적⋅환경적 관

점에서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료적 재활용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적 재활용의 가능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의 첨가량을 다양하게 변화(25, 30, 35 wt%)시키고 또 

충전재 대신 폐FRP 미분말을 대체(0, 25, 50, 75, 100 wt%) 사용하여 다양한 BMC시편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BMC시편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장강도, 굴곡강도, 충격강도, 내열수성시험 및 전자현미경 관찰을 행하였다. 시험결과 폐

FRP 미분말의 치환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계적 강도는 감소되었으며, 내열수성시험에 의하여 시편의 물성은 크게 열화되었

다. 폐FRP 미분말의 치환량 50 wt% 이상에서 BMC의 유동성이 크게 저하되어 BMC 복합재료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In general, fiber-reinforced plastics (FRP) wastes are simply buried or burned. Landfill brings about a permanent con-

tamination of soil due to the inability of FRP to decompose and incineration causes an issue of generating toxic gases and 

dusts. There have been several ways to treat the FRP wastes such as landfill, incineration, chemical recycling, material re-

cycling and the utilization of energy from combustion. Most methods excluding material recycling are known to have critical 

limitations in economic, technical and environmental manners. However it is known that material recycling is most desirable 

among the methods handling FRP wastes.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purpose of feasibility of material recycling, various 

bulk molding compound (BMC) specimens were prepared with the various contents of unsaturated polyester resin binder 

(25, 30, 35 wt%) and the various replacement ratios of FRP wastes powder (0, 25, 50, 75, 100 wt%) substituted for filler. 

To evaluate the physical properties BMC specimens, various tests such as tensile strength, flexural strength, impact strength, 

hot water resistance and SEM imaging were conducted. As a results, mechanical strengths decreased with an increase of 

replacement ratio of FRP waste powder and physical properties of BMC specimens were deteriorated in the hot water 

resistance. The fluidity of BMC with more than 50 wt% of the replacement ratio of FRP wastes powder decreased remark-

ably, causing a problem in the BMC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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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국제적으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협약 및 환경규제기준

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그린라운드 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2000년대 

폐기물 정책의 기본방향을 자원의 재활용 순환과정인 수집, 가공, 재

활용, 재생산, 판매 및 소비의 전 단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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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형 소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

는바 폐FRP (fiber-reinforced plastics) 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FRP는 강도, 내구성, 성형성, 내충격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하여 스

포츠용품, 자동차부품, 건자재, 선박 및 우주항공 등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범위가 대단히 넓어 매년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다. FRP 제품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폐FRP의 발생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마땅한 처

리⋅처분 방법이 없어 새로운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처리⋅처분하고 있으나 매립장의 

확보문제, 미분해 특성으로 인한 토양의 오염문제, 소각시에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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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Liquid Resin

Item Unit Specification

Appearance － Slight blue

Acid value KOH mL/g 25 ± 5

Viscosity (at 25℃) Poise 6∼9

Gel time (at 25℃) Min 8∼14

Non volatiles content % 64 ± 2

독성가스 및 유리섬유와 같은 분진발생 등으로 2차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1-7]. 선진국에서 연구 또는 시행되고 있는 FRP 폐기

물의 처리기술로는 연소열 활용,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및 재료

재활용 등이 있다[1,2,8-10]. 소각열을 회수하여 난방이나 발전에 활용

하는 연소열 활용 방법은 대규모 시설에 따른 경제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화학적 처리법이나 생물학적 처리법은 폐FRP를 분

해하거나 분해하여 원료를 회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나 아직은 연구

단계로 극히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용화까지는 연구개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폐FRP의 가장 바람

직한 재활용 방법은 폐FRP를 분쇄하여 재료로 재활용하는 방법[11- 

15]이나 유리섬유로 보강된 열경화성 매트릭스수지를 사용하기 때문

에 파쇄가 대단히 어렵고, 미분말로 만들어 충전재 대용으로 사용하

여도 새로 사용한 매트릭스와 폐FRP 사이의 계면결합력이 약하기 때

문에 재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0,14]. 우리나라에

서 연간 생산되는 FRP관련제품은 200만톤 규모로 FRP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되지 않은 공장발생 폐FRP는 대략 

십여만 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폐FRP 전체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기는 어렵지만 공장발생 폐FRP는 오염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FRP 미분말을 BMC (bulk molding compound) 제품의 충

전재 대용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시편을 만들고 시험하였으며, 그 시

험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결합재로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산 A사의 Ortho-phthalic 

type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를 사용하였고, 경화제는 고온경화제인 

t-butyl peroxybenzoate (TBPB)를 사용하였다. 충전재로는 탄산칼슘

(평균직경 12.69 µm)을 사용하였고, 보강재로는 유리섬유(1/4인치)를 

사용하였으며, 이형제로는 Zinc stearate를 사용하였다. 폐FRP 충전재

(평균직경 8.77 µm)는 국내 S사에서 BMC욕조 제조과정에서 발생되

는 것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2.2. 시험방법

2.2.1. 강도측정

  인장강도, 굴곡강도 및 충격강도는 온도 23 ± 2 ℃, 습도 50 ± 5% 상

태에서 8 h 경과 후 ASTM D-638, ASTM D-790 및 ASTM D790 방

법에 의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2.2.2. 내열수성시험

  90 ℃의 열수에 28일 간 침수시킨 후 강도, SEM 및 외관변화 유무

를 조사하였다.

Table 2. Design of Mix Proportions of BMC Specimen

UP-binder

(wt%)

Filler (wt%)
Glass 

fiber

(wt%)

Zinc 

stearate

(wt%)

TBPB RemarksCaCO3

(wt%)

Al(OH)3
(wt%)

FRP 

powder

(wt%)

25

25.5 25.5 0

20 4  1.5%

Temp :

140 ℃

Pressure :

70 kgf/cm
2

Time : 

120 s

19.125 19.125 12.75

12.75 12.75 25.5

6.375 6.375 38.25

0 0 51

30

23 23 0

20 4  1.5%

17.25 17.25 11.5

11.5 11.5 23

5.75 5.75 34.5

0 0 46

35

20.5 20.5 0

20 4
 1.5%

15.375 15.375 10.25

10.25 10.25 20.5

50.125 5.125 30.75

0 0 41

Figure 1. Flexural strengths of BMC specimens vs. replacement ratios

of FRP waste powder.

2.2.3. 시편의 성형

  성형온도 140 ℃, 성형압력 70 kg/cm
2
 하에서 120 s 동안 성형하여 

시편을 제조하였다.

2.3. 배합설계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합재로서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를 25, 30, 35 wt% 3수준으로 설계하였고, 폐FRP 미분말은 탄산칼슘

과 수산화알루미늄 충전재량의 0, 25, 50, 75, 100%의 5단계 수준으로 

치환하여 사용하였으며, 보강재로서 유리섬유는 모든 배합에 대하여 

20 wt% 첨가하였다. 또한 성형 후의 이형성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내부이형제인 Zinc stearate는 4 wt%를 사용하였고, 고온경화제 TBPB

는 수지량의 1.5%를 사용하여 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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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nsile strengths of BMC specimens vs. replacement ratios

of FRP waste powder.

3. 연구결과

3.1. BMC 복합체의 강도특성

  Figure 1에 BMC 복합재료의 굴곡강도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폴

리머 결합재의 첨가량 25%의 경우 폐FRP 미분말의 치환율 75% 이상

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져 혼합이 불가능하여 시편을 제조하지 못하였

다. 폐FRP 미분말의 치환율이 증가됨에 따라 동일한 작업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폴리머 결합재의 첨가량을 증가시켜야 됨을 알 수 있었

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곡강도는 폐FRP 미분말의 치환율

이 증가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폐FRP 미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폐FRP 미분말 50% 치환하여 제조한 시

편의 굴곡강도는 폴리머 결합재 첨가량 25%의 경우 68%, 30%의 경

우 81%, 35%의 경우 80%로 각각 저하되었으며, 폐FRP 미분말 100% 

치환하여 제조한 시편의 경우 더욱 심하게 저하되어 폴리머 결합재 

첨가량 30%의 경우 60%, 35%의 경우 61%로 저하되었다. 이러한 강

도저하 현상으로부터 폐FRP 미분말의 충전효과가 원재료(탄산칼슘 

및 수산화알루미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될 뿐만 아니라 폴리머 결

합재의 첨가량이 증가됨으로써 생산원가가 상승되는 원인이 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폴리머 결합재의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굴곡강도

는 향상되나 폴리머 결합재 첨가량 25%의 경우 충전재, 유리섬유, 이

형제 및 각종 첨가제 등을 충분히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량이 부

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폴리머 결합재 첨가량 30% 이상에서는 BMC

를 제조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에 BMC 복합재료의 인장강도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인

장강도 발현 특성도 굴곡강도 발현특성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폐FRP 미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폐

FRP 미분말 50% 치환하여 제조한 시편의 인장강도는 폴리머 결합재 

첨가량 25%의 경우 69%, 30%의 경우 85%, 35%의 경우 85%로 각각 

저하되었으며, 폐FRP 미분말 100% 치환하여 제조한 시편의 경우 더

욱 심하게 저하되어 폴리머 결합재 첨가량 30%의 경우 72%, 35%의 

경우 70%로 저하되었다. 폐FRP 미분말을 재활용한 시편의 굴곡강도 

및 인장강도 시험결과로부터 고강도를 요하지 않는 제품에 폐FRP 미

분말을 50%까지 탄산칼슘 충전재대신 대체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Figure 3. Impact strengths of BMC specimens vs. replacement ratios

of FRP waste powder.

Figure 4. Flexural strengths of BMC specimens vs. replacement ratios 

of FRP waste powder (  : before hot water resistance test,  : 

after hot water resistance test).

  Figure 3에 BMC 복합재료의 충격강도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폐

FRP 미분말의 치환율 증가에 따른 충격강도의 감소현상도 굴곡강도 

및 인장강도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폴리머 결

합재 첨가량에 따른 강도의 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폐FRP 미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폐FRP 미분말 

50% 치환하여 제조한 시편의 충격강도는 폴리머 결합재 첨가량 25%

의 경우 47%, 30%의 경우 50%, 35%의 경우 50%로 각각 저하되었으

며, 폐FRP 미분말 100% 치환하여 제조한 시편의 경우 더욱 심하게 

저하되어 폴리머 결합재 첨가량 30%, 35%의 경우 모두 30%로 저하

되었다. 충격강도의 감소현상이 굴곡강도나 인장강도에 비하여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내열수성 시험 후의 강도특성

  Figure 4에 내열수성 시험(90 ℃에서 28일 간) 전과 후에 각각 측정

한 굴곡강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내열수성 시험 후에 측정한 굴

곡강도가 시험 전에 측정한 굴곡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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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ensile strengths of BMC specimens vs. replacement ratios 

of FRP waste powder (  : before hot water resistance test,  : 

after hot water resistance test).

Figure 6. Impact strengths of BMC specimens vs. replacement ratios 

of FRP waste powder (  : before hot water resistance test,  : 

after hot water resistance test).

알 수 있다. 폴리머 결합재 30%를 첨가한 시험체에 대하여 폐FRP 미

분말 치환율 0, 25, 50, 75, 100%에서 내열수성 시험 후에 측정한 강

도는 시험전의 강도에 비하여 각각 63, 59, 58, 66, 67%의 강도를 나

타내었다. 이렇게 강도가 상당히 감소되는 이유는 시험체를 열수 속

에 장기간 시험함으로서 폴리머 결합재가 열화되거나 분해되었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Figures 5 및 6에 내열수성 시험 전과 후에 측정한 인장강도와 충격

강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인장강도의 경우 폴리머 결합재 30%를 첨가

한 시험체에 대하여 폐FRP 미분말 치환율 0, 25, 50, 75, 100%에서 

내열수성 시험 후에 측정한 강도는 시험전의 강도에 비하여 각각 65, 

64, 69, 65, 66%의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충격강도의 경우는 84, 93, 

74, 69, 80% 강도를 나타내었다. 내열수성 시험에 의한 영향은 굴곡강

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충격강도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폐FRP  

미분말의 치환율에 따른 강도발현 특성은 대체적으로 내열수성 시험 

전과 후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ure 7. Thermal analysis data of FRP waste powder.  

Figure 8. Variation of weight loss vs. replacement ratios of FRP waste 

powder.

3.3. 열중량 분석

  Figures 7 및 8에 폐FRP 미분말의 열중량 분석결과와 내열수성시험 

전후의 시험편에 대하여 질소가스 분위기 속에서 10 ℃/min의 승온 

속도로 700 ℃까지 열중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폴

리머 결합재로 사용한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는 200∼430℃에서 수

지의 1차분해(89%)가 크게 일어나며, 430∼570℃에서 2차분해(10%)

가 일어나 600 ℃ 이상에서는 분해가 완전히 끝나게 된다. 한편, 충전

재로 사용한 탄산칼슘은 가열이 진행됨에 따라 700∼880℃에서 분해

가 일어나 CO2가스가 방출됨으로써 CaO만 잔량(56%)으로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폐FRP 미분말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탄산칼슘, 유

리섬유와 소량의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폐FRP의 열중량 분석 

곡선은 수지와 탄산칼슘 열중량 분해곡선의 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Figure 7에서 500 ℃까지 수지의 1, 2차분해가 일어나 30%정도 중량

감소가 일어나고, 다시 800 ℃ 전후에서 탄산칼슘의 2차 분해가 일어

나 17% 정도 중량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용원료의 열중량 분석을 근거로 Figure 8에 나타낸 내열수성시험 

전후 시험편의 열중량 분석의 결과를 조사해 보면 폐FRP의 치환량이 

커질수록 중량감소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폐FRP

의 치환량 증가에 따라 열중량 분석에 의한 중량 감소율이 크게 나타



221폐FRP 미분말을 재활용한 BMC 복합재료의 제조 및 기계적 물성

Appl. Chem. Eng., Vol. 21, No. 2, 2010

(a) Before hot water resistance test

(b) After hot water resistance test

Figure 9. SEM micrographs of BMC specimen surface (Replacement 

ratio of FRP Powder: 0 wt%).

나는 것은 700 ℃까지 열중량 분석을 행할 경우 탄산칼슘은 분해되지 

않으나 폐FRP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지가 분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내열수성시험 후에 측정한 열중량 분석 중량

감소율이 시험 전에 측정한 열중량 분석 중량감소율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내열수성시험에 의하여 

폴리머 결합재가 일부 분해되거나 열화되어 열중량 분석에 의하여 중

량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수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4.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미세조직관찰

  Figure 9(a), (b), Figure 10(a), (b) 및 Figure 11(a), (b)는 폴리머 결

합재를 30% 첨가하고, 폐FRP 미분말을 각각 0, 50, 100% 치환하여 

제조한 시편의 내열수성 시험 전과 후의 시편표면 조직을 전자현미경

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Figure 9(a)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FRP 미분말을 전혀 사용하

지 않은 시편은 표면이 매끄럽고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폐FRP 미

분말을 50, 100% 치환하여 제조한 시편의 조직사진 Figure 10(a)와 

Figure 11(a)에서는 폐FRP 미분말의 치환율이 증가됨에 따라 BMC의 

유동성이 저하되어 시편의 표면이 층을 이루거나 수많은 핀홀이 생성

되어 불량제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열수성 시험 후에 조사한 

시편의 조직사진 Figure 9(b), Figure 10(b) 및 Figure 11(b)을 살펴보면 

(a) Before hot water resistance test

(b) After hot water resistance test

Figure 10. SEM micrographs of BMC specimen surface (Replacement 

ratio of FRP Powder: 50 wt%). 

폐FRP 미분말의 치환율이 증가됨에 따라 시편의 표면이 더욱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폐FRP 미분말의 치환

율이 증가됨에 따라 BMC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또 탄산칼슘이나 수

산화알루미늄과 같은 원재료에 비하여 폐FRP 미분말의 충전성 및 결

합력 등이 저하되며, 열수 속에 장시간 시험함으로써 폴리머 결합재

가 열화되거나 분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ure 12(a), (b), Figure 13(a), (b) 및 Figure 14(a), (b)에 폴리머 결

합재를 30% 첨가하고, 폐FRP 미분말을 각각 0, 50, 100% 치환하여 

제조한 시편의 내열수성 시험 전과 후에 인장강도 시험한 시편의 파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조직사진을 각각 나타내었다. 폐FRP 

미분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Figure 12(a)의 파단면 사진을 보면 폴

리머 결합재의 결합력이 높기 때문에 유리섬유가 매트릭스로부터 인

발되지 않고 절단되는데 반하여 Figure 13(a)의 폐FRP 미분말 치환율 

50% 시편에서는 부분적으로 인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Figure 14 (a)

의 폐FRP 미분말 치환율 100% 시편에서는 더욱 심하게 인발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폐FRP 미분말의 치환율이 증가됨

에 따라 폴리머 매트릭스의 결합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으로 생각된다. Figure 12(b), Figure 13(b) 및 Figure 14(b)에 내열수성 

시험을 행한 후 인장강도 시편의 파단면을 관찰한 조직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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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hot water resistance test (b) After hot water resistance test

Figure 11. SEM micrographs of BMC specimen surface (Replacement ratio of FRP Powder: 100 wt%).

(a) Before hot water resistance test (b) After hot water resistance test

Figure 12. SEM micrographs of fracture surface of BMC specimen (Replacement ratio of FRP Powder: 0 wt%).

(a) Before hot water resistance test (b) After hot water resistance test

Figure 13. SEM micrographs of fracture surface of BMC specimen (Replacement ratio of FRP Powder: 5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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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hot water resistance test

(b) After hot water resistance test

Figure 14. SEM micrographs of fracture surface of BMC specimen 

(Replacement ratio of FRP Powder: 100 wt%).

Figure 12(b)에서 매트릭스가 열수 속에서 열화되어 결합력이 저하됨

으로써 유리섬유가 절단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인발되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었고, 폐FRP 미분말의 치환율 50, 100% 시편의 조직사진 

Figure 13(b) 및 Figure 14(b)에서는 매트릭스의 열화정도가 심하여 매

트릭스가 부스러져 유리섬유가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이상의 전자현미경 사진으로부터 폐FRP 미분말의 치환율이 증

가될수록 폴리머 매트릭스의 결합력이 저하되고, 내열수성 시험에 의

하여 수지가 열화되거나 분해됨으로써 결합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폐FRP 미분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폴리머 결합재로 불포화폴리에

스테르수지를 사용하고, 충전재를 폐FRP 미분말로 치환하여 제조한 

각종 시편에 대하여 물성실험을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폐FRP 미분말의 치환율이 증가될수록 시편의 기계적강도(굴곡

강도, 인장강도, 충격강도)는 폐FRP 미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저하되었다.

  2) 내열수성 시험 후에 측정한 시편의 기계적 강도는 시험 전에 측

정한 기계적 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었다.

  3) 전자현미경의 미세조직 관찰에서 폐FRP 미분말의 치환율이 증

가될수록 유동성이 저하되어 시편의 표면에 기포, 주름 및 핀홀 현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내열수성 시험 후에 조사한 파단면의 조

직사진에서 수지가 열화 또는 분해되어 매트릭스가 부스러지는 현상

이 관찰되었다.

  4) 폐FRP 미분말을 첨가한 BMC 시편의 최적 성형조건은 성형온도 

140 ℃, 성형압력 70 kg/cm
2
, 성형시간 120 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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