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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최근 각종 환경 규제 및 석유 화학 제품 가격

의 인상으로 인해 소재의 사용 양을 줄이고 강도

를 높이기 위한 방법 및 물성 확보를 통한 활용

성의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술은 중요한 분

야 중 하나로, 이를 위해 강화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유리섬유나 탄소섬유를 이용한 복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 졌는데, 이러한 복합

재료는 금속재료에 비해 비강도(중량대비 강도) 

및 비강성(중량대비 강성) 등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성분의 조절을 통해 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제품의 치수 안정성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강성을 유지하면서 치수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에 

초 미세 발포 사출 기술과 화학 발포제를 이용한 

발포 공정의 적용을 통하여 Foam 의 형성이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치수 안정성에 주는 영향

을 확인하고, 초미세 발포 사출기술과 화학 발포

제를 이용한 발포기술의 치수 안정성 확보 효과

를 비교 하였다. 

 

1.1. Chemical blowing agent 
 

화학 발포제는 고분자 매트릭스에 가스를 포함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첨가제이다. 재료에 화

학 발포제가 추가되면 열 분해에 의해 재료 내부

에 공극을 만든다. 고분자 내부에 거품과 같은 

기포를 만드는 것은 고분자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원료 소비와 생산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1.2. Microcellular foaming process (MCPs) 

 
초미세 발포 기술은 1980 년대 초반 미국 MIT

대학에서 개발되었으며 고분자 내부의 기포 직경

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초 미세라고 명명되었

다. 초미세 발포 기술로 만들어진 고분자는 내부

에 매우 작은 크기의 기포가 생성되기 때문에 비

용의 절감과 함께 단열성, 절연성, 방음성에서 

뛰어난 효과를 가져왔다. 초미세 발포 기술은 고

분자 재료 내에 불활성가스를 용해시킨 뒤 가스

의 용해도를 급격하게 낮추면서 생기는 열역학적 

불안정 상태를 이용해서 기포의 핵을 만들고, 기

포 핵을 성장시켜서 고분자 재료 내부에 Cell 을 

형성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초 미세 발포 사출

은 용융된 플라스틱과 가스가 혼합된 하나의 상

으로 존재하다가 사출 되면서 가스가 팽창하고, 

Cell을 형성한다.  

 

2. Experiment 
 

본 실험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강성이 뛰어나 범용 수지로 널리 쓰이는 폴리 

프로필렌 (Polypropylene)을 베이스 수지로 사용 

하였다. 본 실험에서 선정한 실험 재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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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Fiber, 무기화학 발포제, 불활성 가스로는 

질소를 이용 하였다.  

 

Table 1 Conditions of injection molding process 

Material Gas Pressure Temperature Additive 

PP 

+ GF20% 
N2 3000psi 200℃ 

Chemical 

blowing agent

이번 연구에서는 세 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첫째로 Glass Fiber 를 포함하는 PP 만

을 이용한 조건과 두 번째로는 무기화학 발포제

를 1% 넣은 세 번째로는 MCPs 공법을 적용시켜 

N2 Gas 를 계량량의 10% 넣은 조건이다. 위 세가

지 조건 별로 제작된 각시편의 무게를 측정하여 

Weight Reduction 정도를 측정하고 시편의 길이 

변화 측정을 하여 각 조건에 따른 Warpage 및 

Shrinkage를 구하여 비교해 보았다.  

 

3. Result and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수축률을 비교하기 위해 D790 

굴곡시편의 두께방향 길이를 측정하여 Shrinkage

를 구하였다. Shrinkage 는 식 (1)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여기서 Lmold 는 Mold Cavity Length 

이며, Lsample은 사출 성형 후 제작된 시편의 두께

이다. 본 연구에서는 Micrometer 를 이용하여 두

께를 측정한 후 그 평균 값을 이용하여 

Shrinkage를 계산 하였다.  

 

(1) 
 

실제로 측정한 Lmold = 6.60mm 값이 나왔으며 측

정된 Lsample 값과 계산된 Linear Shrinkage 값은 

Table 2에 표시 하였다. 

 

Table 2 Sample Length and Shrinkage 

Conditions Length (mm) Shrinkage (%) 

Solid 5.97 9.54% 

Chemical Foam 6.26 5.15% 

MCPs 6.45 2.27% 
 
계산된 Shrinkage 값의 경우, Glass Fiber 가 

포함된 PP 수지만을 성형한 경우에 비하여 화학 

발포제를 사용했을 때와 초미세 발포를 수행했을 

때 모두 수축률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초미세 발포 공정을 적용시킨 시편

의 경우 수축률이 가장 줄어들어 제품의 치수 안

정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Warpage 측정을 위한 판형 시편을 제작했고 

발포 시편의 경우 뒤틀림의 정도가 줄어들었음을 

육안으로 확인했으나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편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하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경량화와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발포 방법인 화학 발포와 

초미세 발포를 적용하고, 실험 조건의 비교를 통

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Glass Fiber 의 배향을 알아보거나 

Volumetric Shrinkage 와 Warpage 측정을 위한 

장비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 및 발포 배율에 따른 

경향성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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