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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제품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합재료의 인장강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ASTM D3039 규격을 기반으로 섬유강화 복합재료가 평

가되는데, 인장시편에 대한 변수 및 평가 조건에 따른 변수가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인장강도에 변화

를 유발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인장강도를 평가하는 ASTM D3039 기준을 따라 

실험을 하되 탭, 시편의 두께, 탭을 붙이기 위한 접착제의 종류, 지그의 압력에 따른 섬유강화 복합재

료의 인장강도 결과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시편의 두께에 따라 인장강도 및 인장탄성률의 변화가 있

었다. 시편의 두께는 1∼1.5 mm이 최적이며, 지그의 압력은 0.28 MPa, 탭을 붙이는 접착제는 접착력

이 가장 우수한 구조용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다양한 실험적 변수로 인해 오류를 일

으킬 수 있었다. 접착제 및 탭, 지그 등에 대한 정확한 설정을 통해 효과적인 복합재료 평가가 이루어

지길 희망한다.

Abstract: Generally, the tensile strength of carbon fiber reinforced composite (CFRP) should be determined to 
produce this material. The tensile strength was performed based on ASTM D3039, and this test could cause 
the error by specimens and human. In this research, the CFRP tensile test was performed with different 
thickness of specimens and tap, adhesive for attaching tap, and pressure of jig to hold the specimens, while 
the test was performed based on ASTM D3039. The tensile stress and modulus exhibited differently with 
different specimen thicknesses, and the 1∼1.5 mm thickness of the specimen was optimized. In the case of 
0.28 MPa jig pressure, the slip or fracture at the clamping area of the specimen has not occurred, and 
specimens were fractured to the center section of the specimen. The adhesive to attach jig on specimen should 
be used to exhibit high adhesive stress. Experimental parameters could cause errors. It is expected to achieve 
an accurate tensile property evaluation of composite materials via improvements in adhesives, tabs, and jigs.

Keywords: Tensile test, Measuring parameters, Fiber-reinforced composite, Tap, Ad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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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강화 복합재료는 섬유와 기지재료가 혼합되어 

가벼우면서 구조적으로 높은 기계적 물성을 가지는 소

재이다[1].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비강도 특성이 철보다 

우수하여 구조용 소재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2]. 물

론 섬유와 고분자 기지재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의 인장특성과 고분자기지가 섬유를 고정시키는 

형태로 높은 수준의 인장특성을 가지게 된다[3,4]. 

근본적으로 복합재료의 섬유강도 및 고분자의 내구

성은 복합재료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복

합재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강화재와 기지재료의 물

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구성 재료의 물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 재료에 따라 복합재료의 대부분 

물성이 조절되게 된다[5]. 대부분의 복합재료 전문가들

은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6]. 항공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최적화된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표준물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섬유와 고분자 재료 조합을 

통해 새로운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검증하는 과정

이 중요하다[7,8].

다채로운 소재를 조합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통해 새

로운 섬유강화 복합재료가 개발되고, 이러한 재료에 

대한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 ASTM, ISO, KS 등

의 표준시험규격을 많이 사용한다[9-11]. 하지만 이러

한 규격들은 단위, 시편 사이즈도 차이가 있어 완벽한 

물성비교가 어렵다. 

사용자가 어떠한 표준시험규격 선정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재료라고 하여도 다양한 편차가 발생된다. 예

를 들어, 고분자 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장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ASTM D638 기준을 많이 활용한다[12]. 

주로 사출 타입의 고분자 재료의 인장강도를 많이 평

가한다. 하지만 ASTM D638규격만 하더라도 아령과 

같은 형태를 가진 시편이 5종류가 된다[13]. 시편의 중

앙부분에 고분자의 배열이 형성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시편의 종류가 5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

자의 선택에 따라 재료의 객관적인 평가, 상대적인 비

교가 어렵게 된다.

섬유강화 복합재료 내 존재하는 섬유의 길이, 함량, 

배열 조건에 따라 ASTM D638또는 D3039규격으로 사

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출타입의 장섬유 강화 

고분자복합재료의 경우 ASTM D638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속섬유강화 복합재료나 프리프레

그를 활용한 복합재료와 같이 섬유의 길이가 길고 방

향성을 가질 경우, ASTM D638로 평가하기에 규격의 

적합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직사각형 형태의 ASTM 

D3039규격을 기반으로 복합재료의 인장강도 평가를 

진행한다[14]. 아령 형태의 시편을 활용하여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섬유배열특성이 정확하게 검증되지 못하

기 때문에 직사각형 타입의 ASTM D3039규격을 반드

시 활용해야 한다. 시편의 두께를 얇게 하여 사용 시편 

내에서 응력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화된 시편을 활

용하여 인장특성을 평가한다. 규정집에 존재하는 평가

기준들은 연구자에 의해 재설정되고 일반적인 실험기

준 내에서 평가규격을 따라 실험 결과를 도출한다.

구조용 소재로 섬유강화 복합재료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구조물의 구조해석에 적용 

가능한 편차가 적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규격화된 시험

을 통해 확보한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15]. 즉 다양한 

섬유강화 복합재료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정확한 소

재물성 데이터 구축이 빅데이터 및 디지털 트윈과 같

은 사회적 트렌드에 맞춘 기초데이터로 활용되기에 중

요하다.

복합재료의 기초 물성인 인장평가에서 발생되는 변

수에 대한 최소화를 이루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변수

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탄소섬유 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에 대한 인장

물성을 평가할 때 주어지는 탭의 종류, 지그 그립압력, 

탭과 시편을 붙이는 접착제, 시편의 두께와 같은 실험

적 변수가 복합재료의 인장특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STM D3039규격에 따른 섬유강화 복합

재료 시편의 두께는 1 mm로 설정되었으나 두께가 더 

얇거나, 더 두꺼워진다면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는지 

하였다.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인장강도를 평가하기 위

해서 사용되는 탭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탭을 시편에 

붙일 때 사용되는 접착제 및 시편을 잡는 지그 그립압

력이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인장특성 평가결과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실험 변수에 따른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물성 변화 최소화 조건을 도출하

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본 논문에서는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를 사용하였

다. 탄소섬유 강화 복합재료(CFRP)를 제작하는 방법은 

프리프레그 가압공법을 사용하였다. 티비카본의 속경

화 타입 프리프레그를 이용했다. 프리프레그 적층 조

건은 0oC, 90oC 조건으로 쌓아 올렸다. 프리프레그 두

께는 평균 0.2 mm이었다. 프리프레그의 수지 분율은 

32%이었다. 프리프레그를 크로스몰드에 삽입한 뒤 핫 

프레스 온도가 180oC 조건에서 30분간 1 MPa 가압 조

건으로 성형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인장용 시편으로 제작한 CFRP평판은 300 mm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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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이며 프리프레그 플라이 수를 달리하여 0.6 mm 부

터 2.8 mm까지 제작하였다. 다이텍연구원이 보유한 가

열/냉각이 가능한 프레스를 활용하여 120oC 15분 가열, 

40oC 30분 냉각과정을 가졌고 시편에 가해진 압력은 

0.89 MPa의 압력이었다. 냉각과정 동안 평판의 열 변

형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확보된 평판의 수지 퍼짐 및 

섬유의 배열이 미세하게 변형된 모서리 부분을 워터 

젯으로 절단하였다. 결함이나 외부 형상의 휨 등이 발

생되지 않은 CFRP 평판에서 인장 평가용 시편을 확보

하여 실험하였다. CFRP는 ASTM D3039 규격에 따라 폭 

15 mm, 길이 250 mm, 두께 1 mm로 표현이 되었다. 하지

만 본 실험에서는 시편의 두께가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시편의 두께는 변화시키도록 하였고, 폭 

15 mm, 길이 250 mm 규격은 유지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탭은 일반적으로 섬유강화 복합재료 

인장평가에 많이 활용되는 유리섬유강화 복합재료

(FRP, 란스카본, 한국)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탭 

종류에 따른 CFRP 인장 특성평가의 결과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 알루미늄 5052 플레이트, 사포(Sandpaper, 

CW400)를 활용하였다. 규격에 따른 탭의 두께 및 길이

는 1.5 mm, 56 mm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FRP와 알루

미늄 탭은 규격대로 준비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상

용화된 사포의 두께는 1 mm이라 그대로 사용하였다.

탭과 복합재료 시편을 붙이는 접착제의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엑시아 사에서 아크릴계 접착제 031, ㈜오공 

사에서 제작한 클로로프렌 고무계 오공본드601, 헌츠

만사의 아랄다이트 속건성 이액형 에폭시, 헌츠만사의 

구조용 접착제(AW106CI: HV953UCI=7:3)를 사용하였

다. ASTM D3039 규격에 맞춰 절단한 CFRP과 탭 간에 

접착제 접착은 0.5 MPa 조건으로 압착하여 하루 동안 

상온에서 접착제를 경화하고 CFRP의 인장실험을 실시

하였다.

2.2. 기계적 물성 평가

CFRP의 인장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마즈사의AGS-X 

모델의 UTM을 활용하였다. 시편의 두께, 탭 종류, 탭 

접착제, 지그 압력의 변수에 따른 CFRP 인장강도 평가

를 위해 각 조건별 5개의 인장실험을 실시하고 최대, 

최소값을 제거한 뒤 3개의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인장

평가는 10 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프리 로드를 

10 N으로 설정하고 실험하였다. 시편의 상태, 변화 등

을 확인하기 위해 니콘사의 현미경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CFRP 두께에 따른 인장 특성 변화

Fig. 1은 ASTM D3039 기준에 맞춰 실험하되 시편의 

두께에 따른 인장강도, 인장탄성률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 Fig. 1(a), (b)와 같이 시편의 두께가 1 mm 근

처일 경우 CFRP의 인장특성이 일정한 구간이 확인되

었다. CFRP의 두께가 얇을 경우 측정에 대한 편차가 

큰 편이었다. 이는 인장응력에 의해 섬유와 섬유사이

의 파단이 빨리 발생되었다. 즉 시편의 두께가 얇을수

록 계면 접착 및 층간접착의 영향이 적어 섬유와 섬유

간의 파단이 인장하중에 의해 쉽게 발생되기 때문이라 

예측된다. 시편을 만드는 가압 조건에서 섬유의 배열 

Figure 1. Tensile modulus and strength of CFRP based on 

the ASTM D3039 with different thickness of C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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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쉽게 발생되기 때문에 적정한 두께를 가진 시

편을 활용하여 CFRP의 인장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였

다. Fig. 1(a)의 결과와 같이 CFRP의 인장탄성률이 일

정하게 확인되는 구간이 1∼2 mm 두께의 시편에서 도

출되었다. 하지만 2 mm 이상 두께가 증가됨에 따라 인

장탄성률은 저하되었다. 반대로 Fig. 1(b)에서 CFRP의 

인장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CFRP의 두께가 증가됨에 따라 시편 내부에 존재

하는 계면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CFRP에 전달되는 인

장하중을 견디는 특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

다. 시편의 크기는 동일한데 시편의 두께가 증가되면

서 CFRP를 이루는 계면이 증가되고, 계면 접착력이 향

상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 예상된다.

3.2. 인장평가용 그립 부 변수에 의한 CFRP 인장특성의 변화

Fig. 2는 CFRP 인장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탭 고정용 

접착제의 종류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CFRP의 두께는 1.1 mm, 지그의 압력은 0.12 MPa로 설

정하여 인장실험을 한 결과이다. Non으로 표현한 결과

는 탭을 붙이지 않은 CFRP를 인장한 결과이다. 탭을 

사용하여야 시편이 슬립이 나지 않았다. CR계 접착제

를 이용할 경우 탭을 일시적으로 고정할 뿐 명확한 접

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장하중에 의해 접

착부분에 그립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아크릴

계 접착제인 PAL 조건은 큰 하중을 받을 경우 시편과 

탭이 분리되는 현상이 간혹 발생되었다. 이는 아크릴

계 접착제의 강인성이 낮은 특성 때문에 인장하중에 

의해 계면파괴가 쉽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높은 인장

하중을 가지는 CFRP 인장평가용 탭용 접착제로는 적

합하지 않았다. 일반 에폭시, N-epoxy를 사용할 때, 안

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용 접착제인 

S-epoxy를 사용할 경우 탭 고정이 최적이었다. 즉 접착

제의 접착력이 높아질수록 최적의 CFRP 인장 평가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접착제의 접착강도와 강인성

은 CFRP 인장특성 평가에 중요 변수였다.

Fig. 3은 인장평가용 지그 그립압력에 따른 CFRP의 

인장강도 변화를 정리한 결과이다. Fig. 2의 결과를 통

해 탭이 시편을 강하게 잡아야 정확한 인장평가가 가

능하였다. 만약, 탭 없이 그립압력이 증가된다면 CFRP

에 대한 인장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였

다. 탭을 붙이지 않은 결과를 보면 0.17 MPa 조건까지

는 그립압력을 올리면 시편에 대한 고정이 잘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시험평가가 대략적으로 가능하였다. 하지

만 그 이상의 그립압력으로 평가할 경우 CFRP 시편은 

파괴되거나, 표면 미세균열을 형성시켜 낮은 인장강도

가 측정되었다. CFRP 쪽으로 사포의 거친 면을 배치시

켜 실험한 CFRP/BSP와 거친 사포면을 반대로 배치한 

CFRP/SP의 결과에서는 지그 그립압력 0.28 MPa 초과 

조건에서, CFRP의 그립부 파손으로 인해 인장강도 평

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사포가 종이로 

되어 있어 그립압력을 그대로 시편에게 전달하였기 때

문이다. 지그 그립압력으로 CFRP표면에 미세균열 및 

파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탭이 그립압력을 견딜 수 있

는 강직한 소재를 탭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FRP 탭을 사용할 경우, 0.28 MPa 지그 그립압력 조건

에서 가장 높은 인장강도가 측정되었다. 알루미늄 탭

Figure 2. Tensile strength of CFRP with different adhesive on tap. Figure 3. Tensile strength of CFRP with different grip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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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했을 때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0.28 MPa 그립

압력으로 시편을 고정하여 평가할 때 적절한 조건이었

다. 그 이상의 지그 그립압력은 CFRP 그립부를 파괴시

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였다.

Fig. 4는 탭을 붙이지 않은 시편에 가해지는 지그 그

립압력이 높을 경우 발생되는 시편의 형상변화를 나타

낸 결과이다. 지그 그립압력이 낮을 경우 CFRP 표면에 

미세균열이 형성되었다. 지그 그립압력이 증가될 경우 

시편의 표면균열이 더 깊게 형성되었다. 즉 미세균열이 

너무 커질 경우 Fig. 4(c), (d)와 같이 시편 표면의 내구

성이 감소하여 충분한 인장평가를 위한 시편의 고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탭 없이 CFRP를 인장 평가할 수 있

지만 탭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지그 그립압력이 너무 

높아도 CFRP 표면층을 모두 파손시켜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Fig. 3의 탭 사용 결과들과 Fig. 4의 결과

를 바탕으로, CFRP인장 특성 평가를 위한 지그 그립압

력은 0.28 MPa이 적합한 수준이라 판단하였다.

Fig. 5는 탭의 종류에 따른 CFRP 인장특성 평가 후, 

탭의 표면변화를 관찰했다. CFRP 인장실험을 할 경우 

지그 그립압력이 전달되는 시편의 표면이 고분자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 강직한 탭이 

필요하였다. 사포와 같이 표면은 실리콘카바이드 소재

로 강직하다. 거칠기에 의한 시편 고정능력은 우수했

지만 사포자체가 찢어지기 때문에 Fig. 5(a), (b)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c)와 같이 알루미늄 

탭은 그립을 명확하게 고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지그 그립압력으로 그립 표면의 요철이 그대로 알

루미늄 탭 표면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FRP 탭을 

활용할 경우 지그 그립압력에 의해 탭이 지그 그립의 

표면요철을 강하게 잡을 수 있었지만, 요철에 의한 파

인 표면이 인장하중에 의해 쉽게 변형됨이 Fig. 5(d)를 

통해 확인하였다. FRP 탭의 구성 자체가 고분자와 섬

유이기 때문에 그립 지그압력에 의해 표면에 쉽게 그

립의 요철이 고정될 수 있지만, 인장하중에 의한 요철 

부분의 미세한 변형이 쉽게 발생되는 재질이었다. 이

는 실험결과에 오류를 미칠 수 있는 변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섬유강화 복합재료에 대한 정확한 인

장평가를 위해 탭의 종류와 탭용 접착제, 지그 그립압력, 

시편의 두께와 같은 변수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였다.

1. 탭의 종류는 강직한 소재를 사용해야 지그 그립요

철과 그립압력에 대한 시편보호가 가능했으며, 탭 표면

에 그립요철에 의한 미세 균열 발생이 적은 알루미늄이 

효과적이었다.

2. 탭용 접착제는 S-epoxy와 같이 접착력이 높으며 

강인성을 보유한 접착제가 적합하였다.

3. 지그 그립압력 변수는 0.28 MPa 조건이 가장 인장

강도가 높고, 결과에 대한 편차가 낮은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4. 시편의 두께는 CFRP 인장평가에 가장 크게 변화

Figure 4. Surface of CFRP specimens with different grip press 

level after tensile test: (a) 0.12; (b) 0.17; (c) 0.28; and (d) 

0.57 MPa.

Figure 5. Surface of tap with 0.28 MPa grip press after tensile

test: (a) CFRP/SP; (b) CFRP/BSP; (c) CFRP/Al; and (d) 

CFRP/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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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하는 변수였다. ASTM 규격대로 1 mm 두께가 

적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재료 인장평가를 처음 

진행하는 연구자 또는 새로운 평가법을 개발하는 개발

자에게 도움이 되어 복합재료 평가분야의 발전에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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