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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is well known that the loss factor and Young's 

modulus are fundamental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In this study,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plastics are evaluated by using two different standard 

test methods which are ASTM E 756 and ISO 6721. 

Polycarbonate and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were 

used as test specimens. In order to evaluate vibration 

of damping properties with temperature, we measured 

loss factor and Young's modulus of the specimens the 

temperature range between -10 and 60 X?. The 

Young's modulus for polycarbonate decreased signi

ficantly as increasing temperature, while the loss 

factor increased. Howe디er, the Young's nxxiulus and 

loss factor of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are varied 

somewhat with temperature.

L 서론

각종 금속재, 플라스틱, 고무류, 복합 신소재 둥과 같 

은 재료의 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댐핑에 관련된 

진동감쇠특성의 측정이 중요하다. 진동감쇠 특성으로는 

가해준 진동에너지에 대한 물질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뚯하는 손실계수(loss factor)와 웅력과 변형의 비로 정의 

되는 Young 률(Young's modulus)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감쇠에 관한 문헌［1］과 표준시험법

[2,3] 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손실계수와 

Young 률을 온도변화에 따라 측정하였다.

2. 온도변화에 따른 진동감쇠특성 시험

플라스틱 시편으로는 polycarbonate(P・C.)와 acrylonitrile 

hatadiene styrene(ABS.)올 사용하였다. 이들 시편의 

크기는 각각 200x10x2.8 mm3 (길이x너비x두께)와 200x 

10x2.4 mn?이며 밀도는 1>195 kg/m’와 1,044 kg/m3 이다.

실험 구성은 외팔보 형태의 시편을 전자석을 사용하 

여 가진하고 비접촉 변위계(B&K MM0004)로 진동을 

측정하여 신호분석기(B&K 3550)로 분석하였다. 전자석 

을 이용한 플라스틱의 가진방법은 플라스틱의 가진 부 

분에 0.07 g의 작고 얇은 금속 디스크를 부착하였다.

온도조절은 온도 안정도가 ±0.2 T인 항온조(Fisher 

Scientific, 146E)를 사용하였다. 시험온도는 시편의 가용 

온도 범위[4]를 고려하여 -10, 0, 20, 40, 60 P의 순서로 

측정하였다. 실험주파수는 ASTM E 756과 ISO 6721에 

서 제시하는 공통된 범위인 50-1,000 Hz로 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Polycarbonate
온도변화에 따른 P.C.의 공진주파수 변화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둣이 P.C.는 온도와 주파 

수가 높아질수록 공진주파수의 변화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P.C.는 온도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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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손실계수는 높아지며, Young 롤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그림 4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A.B.S.의 공진주파수를 

나타냈는데 P.C.에 비해 공진주파수의 변화폭이 크지 않 

았다. 또한 온도변화는 손실계수와 Young 률에도 큰 변 

화를 주지 못하였다.

그림 1 온도변화에 따른 polycarbonate의

공진주파수 변화

그림 2 온도변화에 따른 polycartaiate의 손실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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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은도변화에 따론 p새ycarbonate의

Young 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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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온도변화에 따른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의 공진주파수 변화

4.결론

온도변화에 따른 플라스틱의 손실계수와 Young 률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polycarbonate의 경우, 

은도가 높아질수록 손실계수는 중가하고 Young 률은 감 

소하였다. 또한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은 온도에 

따른 손실계수와 Young 률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본 연구를 롱해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감쇠특성은 온 

도와 주과수에 대해 서로 다른 물리량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료의 동특성 평가 시 온도의 영 

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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