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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evalu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carbonate(PC) 

and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ABS) plastic materials, which are frequently used as 

parts of home appliances and machinery, when repeated impacts were applied. A 

repeating impact tester for this research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apply 

repetitive impacts. Two types of plastic were repeatedly impacted under a constant 

load, and a tensile test was performed on the plastic material that was impacted. The 

tensile strength of PC plastic materials that received impact more than 2000 times was 

reduced by about 45 % and elongation was reduced by about 10 % when compared 

to impact free specimens. On the other hand, in ABS plastic, a reduction of tensile 

strength of about 20 % was observed at about 2,000 impacted specimen, but at about 

20,000 repetitive impacted specimen, a tensile strength decrease of about 65 % was 

observed. And the elongation was reduced by 10 % due to the cyclic harding behavior 

of th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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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및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들의 부품과 외관은 대부분은 플라스틱으

로 되어있다. 플라스틱에도 폴리에틸렌(PE), 폴리

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PVC)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PC)재료는 투명하고 단단한 특징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노트북, CD, DVD 

등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가공

이 쉽고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식품과 젖병용기 

등에 사용되었지만 비스페놀A가 나오는 것이 알

려지면서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ABS 플라스틱은 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뷰타다이엔(butadiene), 스타이렌(styrene)의 세가

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이며 기계적 성질

이 우수하고 내열성, 내구성이 우수하여 기계부품 

및 가전제품의 수지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다.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샘플 재

료를 많이 제조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샘플소재

로써 ABS 재료가 많이 이용되고 CNC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소재를 가공할 때에도 ABS 플라스틱 재

료가 많이 이용된다. 이와같이 광범위하게 PC 플

라스틱 및 ABS 플라스틱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부품 및 가전제품의 소재로 사용될 때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료

는 고분자 재료로써 기존의 금속, 비금속, 세라믹 

재료에 비하여 특이한 성질중의 하나인 점탄성 거

동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재료적 특성 및 파손

의 판단기준을 정하기 어렵다[1,2]. 한편, 플라스

틱에 대한 재활용, 화학적 특성 및 재료의 표면에 

대한 마모, 코팅 등의 재료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3-7]. 또한 PC와 ABS 플라스틱

에 대한 변형속도에 따른 압축거동에 대한 연구 

및 각각 다른 온도에서 제조된 PC 플라스틱의 충

격파괴에 대한 거동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8,9]. 그러나 플라스틱 재료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는 부분에 사용되어질 때 이들에 대한 충격에 

대한 특성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반복적인 충격에 대한 재료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에 대한 반복적

인 충격을 받을 때 재료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연신율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반복적인 충격을 가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시험방법

Fig. 1은 본 연구에서 플라스틱 재료에 반복적

인 충격을 가하기 위해 고안한 도면과 장치를 나

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정한 

하중을 가하기 위해 해머 상단부분에 다양한 무게

로 제작한 추를 체결함으로서 충격 에너지의 변화

를 줄 수 있게 설계하였다[10]. 한편, 충격 높이도 

레버를 돌려 캠이 부착되어있는 모터의 위치를 제

어함으로서 역시 충격 에너지에 변화를 줄 수 있

도록 제작되었다. 모터에 의한 캠의 반복적인 회

전으로 해머가 낙하하면서 시편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이다. 해머의 지지대부분을 사각채널로 설계

한 것은 캠과 지지대사이에 점접촉이 아닌 면접촉

을 유도하여 마모를 줄이기 위함이며 시편은 한 

번에 최대 3개까지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또한 자동화를 위한 컨트롤 패널으로써 캠과 

연결된 모터의 rpm을 조절하는 장치와 충격 횟수

를 설정하여 카운팅하는 장치로 설계하였으며 해

머가 낙하할 때 센서로 카운팅하여 원하는 횟수에 

도달하였을 시, 시험기는 자동으로 멈추게 되며 

멈춤을 부저를 통해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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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rawing and equipment of impact tester 

for repetitive impact

3. 결과 및 토의

3.1 PC와 ABS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충

격전후의 인장응력-변형률 선도[11]

Fig. 2는 PC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응력-변형

률 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충격을 가하기 전의 곡

선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금

속재료와는 많이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즉 하중

초기에는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거의 선형적

으로 증가하다가 항복점에서 다시 급격히 하중이 

감소하고 다시 일정한 하중에 변형이 급격히 일어

나는 영역이 발생한다. 이것이 탄소성 재료의 대

표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점

차적으로 하중이 증가하고 시험편의 단면이 급격

히 감소하며 변형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 파단에 도달하였다. 충격을 

받기 전에 인장강도는 약 64 MPa 정도를 나타내

었으며 최대인장강도 역시 약 65 MPa로 거의 비

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연신율은 1, 즉 

100 % 정도의 값을 나타내어 매우 많은 변형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에서는 약 10,000

회 정도의 반복적인 충격을 받은 PC 재료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나타낸 것으로 앞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시험편과 모양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즉 인장강도와 최대인장강도의 값은 비슷하

기 나타나고 항복이후 응력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장강도는 약 35 MPa 정도를 

나타내어 충격을 받지 않은 재료의 약 55 % 정도

의 낮은 값을 나타낸 반면 연신율은 약 0.95 정

도로 크게 나타나 충격을 받지 않은 재료와 비슷

한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PC 플라스틱 재료는 

반복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강도는 현저히 감소하

지만 연신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Fig. 4에서는 충격을 받지 않은 ABS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응력-변형률 선도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앞의 PC 플라스틱

과는 약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하중 초기 거의 

선형적으로 선도는 증가하지만 PC 재료에 비해 

조금 완만하게 증가하고 항복응력에서 응력은 다

시 감소하지만 PC 재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하중이 증가하지만 응력은 조금씩 

감소하고 변형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현상은 PC 재료와는 두드러지게 다른 

경향을 나타나는 것이다. 인장강도는 약 43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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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나타내었으며 파단될 때까지 응력은 점차

적으로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파단되었다. 그리고 

반복적인 충격을 받은 재료의 응력-변형률 선도 

역시 Fig.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충격을 받지 

않은 재료와 거의 비슷한 모형을 하고 있지만 인

장강도 값이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연신율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PC 플라스틱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준다. 

3.2 반복충격에 대한 PC와 ABS 플라스틱의 

인장강도 및 변형률 변화

Fig. 6에서는 PC 플라스틱 재료에 대해 반복적

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인장강도 및 연신율의 변

화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000회∼2,000회 정도의 반복적인 충격을 받은 

재료의 인장강도는 충격을 받지 않은 시험편에 비

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후의 

반복적인 충격에서는 인장강도의 변화는 거의 발

Fig. 2 Stress-strain curve of PC material before 

impact test

Fig. 3 Stress-strain curve of PC material after 

impact test

Fig. 4 Stress-strain curve of ABS material before 

impact test

Fig. 5 Stress-strain curve of ABS material after 

imp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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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았다. 특히 20,000회 정도의 충격을 가

하더라도 인장강도의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격을 받지 않은 재료에 비하여 2,000회 이상의 

충격을 받은 재료의 인장강도는 약 55 % 정도를 

나타내어 45 % 정도 감소하였다. 그리고 연신율

의 변화에서도 충격을 받지 않은 시험편의 연신율

은 100 % 정도였지만 반복적인 충격을 받은 재료

의 연신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재료가 충격에 의해 조금씩 경화됨에 따라 

연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반복적인 충

격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약 10 % 정도의 연신율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7에서는 ABS 플라스틱 

재료의 반복적인 충격에 따른 인장강도와 연신율

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장강도는 충격을 받지 않은 재료는 약 43 

MPa 정도의 값을 나타내지만 반복적인 충격을 받

은 경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약 1,000회 정도의 충격에서 약 35 MPa 정도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어 약 20 % 정도 인장강도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0회 이상의 반복

적인 충격에서는 거의 강도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약 10,000회 이상의 반복적인 충격에서 다시 급

격히 인장강도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PC 플라스틱과는 약간 상이한 특징

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연신율의 변화에서도 충격

을 받지 않은 시험편에서는 약 10 % 정도의 연신

율을 나타내었지만 1,000회 이상의 반복적인 충격

을 받은 시험편에서는 연신율이 조금씩 감소하여 

20,000회 정도의 충격을 받은 시험편은 약 9 % 

정도의 연신율을 나타내어 충격을 받지 않은 시험

편에 비하여 10 % 정도 연신율 감소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ABS 플라스틱인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재료가 경화됨으로써 연신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 Change of tensile strengths of PC materials

due to repetitive impact cycles

Fig. 7 Change of tensile strengths of ABC materials

due to repetitive impact cycle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C와 ABS 플라스틱 재료에 대

한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충격을 받지 않은 PC 플라스틱 재료의 인

장강도는 약 65 MPa 이었으며 2,000회 이상의 

반복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인장강도는 약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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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를 나타내어 36 MPa의 값을 나타내었다. 

(2) PC 플라스틱 재료의 연신율은 100 %의 값

을 나타내었지만 반복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10 %

정도의 연신율 감소를 나타내었다.

(3) ABS 플라스틱 재료는 충격을 받지 않은 경

우 인장강도는 43 MPa 정도의 값을 나타낸 반면 

1,000회 이상의 반복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약 

20% 정도의 인장강도 감소를 나타낸 반면 2,000

회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00회까지 65 

% 정도 인장강도 감소를 나타내었다. 

(4) ABS 재료의 연신율은 충격을 받지 않은 경

우 약 10 % 정도를 보였지만 20,000회 정도까지 

반복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10 % 정도의 연신율 

감소를 보여 최종적으로 약 9 % 정도의 연신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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