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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1

탄소섬유, 유리섬유, 아라미드 섬유과 같은 강화재와 강화

재를 고정시켜주고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지의 기

지재가 결합된 복합소재는 해양레저선박과 경량화 및 내구

성을 요구하는 조선해양 파이프와 같은 구조물에 많이 적용

되고 있다. 이들 소재들은 높은 기계적 물성의 특성을 보여

주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 내화성 및 친환경

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소재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

제 및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

로 환경 친화성이 높으면서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기계적 물

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복합소재 섬유 및 수지의 개발

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이고 기계적 

물성치를 만족할 수 있는 현무암 섬유(Basalt fiber)를 이용하

여 시편을 제작하고 그 시편에 대한 기계적 물성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무암 섬유를 이용하여 ASTM D3039에 

따라 기본 물성치 시험인 인장시험을 위한 인장시편을 제작

하였고 실험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총 5개의 현무암 시편을 

가지고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현무암 복합재 시편 제작을 

위해 현무암 평직 직물을 총 10 Layers를 적층하여 인퓨전 

성형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현무암 복합재 시편의 평

균 두께는 1.81mm, 평균 폭은 25mm로써 측정 되었다. 시편

에 인장 값과 최대 응력 값을 측정하기 위해 Strain gage를 붙

여 인장 값을 측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최대 응력 값을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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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salt fiber composite : Tensile strength result (left), Tested 
basalt fiber specimen (right).

3. 결 론

제작된 현무암 복합재 시편에 대해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

과 최대 평균 인장 값은 330MPa을 보여 주었고, Fig.1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시편의 절단 방향은 평직 직물의 방향성인 0
도와 90도 방향으로 절단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 수행되어진 인장 값은 일반적인 E-glass 복합재의 인장 

값인 250MPa와 비교했을 때 약 24%의 높은 인장 값을 보여주

어, 친환경적이면서도 내화성 성능을 요구하는 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ipe에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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