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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화 온도 변화에 따른 E-glass fiber의 물리적 특성

이지선
1,2
·이미재

1
·임태영

1
·이영진

1
·전대우

1
·현승균

2
·김진호

1†

1한국세라믹기술원 광·디스플레이소재센터, 

2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hysical Properties of E-glass Fiber According to

Fiberizing Temperature

Ji-Sun Lee1,2, MiJai Lee1, Tae-Young Lim1, Youngjin Lee1, Dae-Woo Jeon1, 

Soong-Keun Hyun2 and Jin-Ho Kim1†

1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and Technology, Optic & Display Material Center, Jinju-si 

52851,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Inha University, Incheon 22212, Republic of Korea

(Received September 27, 2016 : Revised November 24, 2016 : Accepted December 1, 2016)

Abstract E (Electric) -glass fibers are the most widely used glass fibers, taking up 90 % of the long glass fiber market.

However, very few papers have appeared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E-glass fibers and how they depend on the fiberizing

temperature of fiber spinning. Glass fiber was fabricated via continuous spinning process using bulk E-glass. In order to fabricate

the E-glass specimen, raw materials were put into a Pt crucible and melted at 1550 oC for 2hrs; mixture was then annealed

at 621 ± 10 oC for 2hrs. The transmittance and adaptable temperature for spinning of the bulk marble glass were characterized

using a UV-visible spectrometer and a viscometer. Continuous spinning was carried out using direct melting spinning equipment

as a function of the fiberizing temperature in the range of 1175~1250 oC, while the winder speed was fixed at 500 rpm.

Subsequently we investigated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E-glass fiber. The average diameter of the synthesized glass fiber

was measured by optical microscop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iber were confirmed using a UTM (universal materials

testing machine); the maximum tensile strength was measured and found to be 1843 ± 449MPa at 1225 oC.

Key words glass composition, E-glass, filament fiber, continuous spinning, physical properties.

1. 서  론

유리장섬유(Glass long fiber)는 용융한 유리를 가늘게

잡아당겨 급냉시켜서 섬유형태로 만들어 놓은 유리이다.

유리섬유는 조성에 따라서 E-glass(무알칼리 유리로 전기

절연성이 좋아 전기제품에 사용되어 Electric glass라고 부

름), D-glass(붕규산유리로 유전상수 dielectric constant

가 낮아서 Dielectric glass 라고 부름) 그리고 AR-glass

(ZrO2가 다량 함유된 유리로 alkali resistant glass 라고

부름) 등으로 분류 할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는 장섬

유(continuous glass fiber)와 단섬유(discontinuous glass

fiber)로 나누어 진다.1) 이중에서 E-glass는 기계적 강도,

전기적 특성, 화학적 특성 등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장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의 복합재

료로서 항공기, 자동차, 전자회로기판(PCB) 및 다양한 레

저용품 등에 중요한 소재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2) 이

유는 기계적 강도, 전기적 특성, 화학적 특성 등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3) 유리나라

의 경우 E-glass 조성의 유리장섬유는 KCC 와 한국오

웬스코닝 과 같은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유리 용

해로에서 원료를 용융 한 후 직접 섬유화 공정을 거쳐

유리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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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유리섬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유리원료를 1 차

용융한 후 급냉시켜 파유리(cullet)를 제조한 후 다시 파

유리를 재용융하여 유리섬유를 제조하였다. 연속방사 조

건에 따른 섬유의 물리적 특성에 관해서는 공개된 바가

적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E-glass

조성을 선택하였다. 일정한 와인딩 속도 500 rpm일 때 방

사 온도를 1175~1250 oC까지 변화시켰다. 섬유화 온도에

따른 직경의 변화를 관찰 하였고, 그에 따른 섬유의 인

장강도 특성을 측정 하였다.

2. 실험 방법

Table 1은 E-glass의 화학조성을 나타낸 표이다. E-

glass 조성은 silica (SiO2), alumina (Al2O3), calcium oxide

(CaO), boric oxide (B2O3), magnesium oxide (MgO)와

1 % 미만의 알칼리(Na2O/K2O)로 구성되어 있다.3) Fig. 1

은 시험용 유리시편 제조 공정이다. 시험용 유리시편은

백금도가니에 원료를 투입한 후 박스로에서 1550 oC, 2

시간 동안 용융하였다. 용융된 유리를 흑연몰드 위에 부

어 유리시편을 제작하고, 응력제거를 위해 621 oC ± 10 oC

에서 2시간 동안 서냉 하였다.4) 유리의 가시광 투과율

(380~780 nm)을 확인하기 위하여 UV-vis spectrophoto-

meter (V-570, JASCO)를 사용하였다. 인장강도 측정을

하기 위하여 Fig. 2에서 나타낸 것처럼 10 nozzle 연속

섬유 방사장비를 사용해서 Filament를 제조 하였다. 유

리점도 측정은 점도측정기 BROOKFIELD DV-II+Pro

(USA)를 사용하였으며, 1400 oC에서 1200 oC까지 50 oC

간격으로 하강시키며 측정하였다. 측정된 실험결과는 VFT

식을 이용하여 Log η = 3 (η in Poise)에 해당하는 섬유

화 온도(Log 3 forming temperature (TF))를 계산하였다.5)

유리섬유를 성형하기 위해서 1175~1250 oC까지 부싱의

섬유화 온도를 제어하고 부싱 노즐을 통하여 유리 물을

방출 시켰다. 표면에 바인더 처리된 섬유의 끝을 직경

이 300 mm 인 와인더 드럼에 부착시키고 500 rpm의 속

도로 감는다. 섬유 직경 사이즈는 광학현미경(OLYMPUS,

JAPAN)을 사용해서 각각 40개씩 측정하였다. 그리고 평

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방사된 섬유는 표면관찰

을 위해서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SM 6700, JEOL)를 사용하였다. 방사온도에

따른 섬유의 기계적 특성평가는 ASTM D 3379-75법을

적용하였다. 20 mm의 홈이 파인 마분지에 한 개의 유

리섬유시편을 중앙에 놓고 강력접착제로 고정시켜 시편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elted E-glass specimen.

Oxide
E-glass chemical composition (wt %)

E-glass fiber

SiO2 52-56

Al2O3 12-16

CaO 16-25

MgO 0-6

B2O3 8-13

R2O 0-3

Fe2O3 0.2-0.4

TiO2 0.2-0.5

Total 100 Fig. 2. 10 nozzle direct melting spinning equipment.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for preparing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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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작하였다. 인장강도 측정은 만능시험기(INSTRON

5544, 2712-013, USA)을 사용하여 10N의 load cell과

0.5 mm/min 인상속도로 측정하였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0개 이상 시편을 측정한 후 평균값과 표

준편차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E-glass 시편 유리의 물성 평가

전기로에서 용융하여 제조한 E-glass 파유리를 재용융

하여 섬유를 방사할 때 파유리 내에 기포가 존재할 경

우 연속섬유 방사가 어렵기 때문에 파유리의 광학적 특

성 확인이 중요하다. Fig. 3은 연마 전 과 후의 파유리

사진이다. 연마전 사진에서 소수의 작은 기포만이 존재

하는 것을 확인 하였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하기 위

하여 파유리 시편을 연마하였으며 평균 가시광선 투과

율은 86.2 %로 측정되었다. Fig. 4는 E-glass 조성의 용

융유리 상태에서의 점도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B2O3를 약

6 % 함유하는 E-glass 조성의 섬유화 온도는 점도값이

Log 3 = 3 (η in Poise) 해당하는 약 1140~1185 oC 알려

져 있으며,4) 본 실험에서도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섬

유화 온도는 1170 oC 나타났다. 

3.2 연속섬유 방사

유리섬유 방사 시스템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nozzle 부싱부, 바인더 롤러, 와인딩 부분 그리고 온도

컨트롤러로 구성된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10nozzle

연속섬유 방사장비는 용융 및 방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용융물의 비균질성이 연속섬유 제조에 문제가 될

수 있다.6)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유리섬유를 방사하기 위

하여 전기로에서 별도로 투명하게 제조된 파유리를 사

용하였다. 고온점도 결과로부터 방사온도 117 oC 이상에

서는 연속섬유 방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속

섬유는 부싱온도 1175~1250 oC, 드럼 사이즈가 300 mm

인 와인더 회전속도는 500 rpm의 조건에서 제조하였다.

3.3 방사 온도 변화에 따른 섬유 직경 관찰

와인딩 속도가 500 rpm으로 일정할 때, 방사온도가 섬

유의 직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Fig. 5는 방사

온도 변화에 따른 섬유 직경 측정 결과이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사온도가 1175~1190 oC 범위에서는 평균

직경이 13~15 um, 1225 oC에서는 16 um 그리고 1250 oC

에서는 18 um 정도로 측정되었다. 

방사온도가 1175~1190 oC 범위에서 섬유의 평균직경이

가장 작게 관찰되었다. 방사온도가 낮으면 유리 용융물

의 점도가 높아지며, 따라서 방출되는 유리양에 비해서

와인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섬유가 상대적으로 가늘

게 제조되며, 점도가 높기 때문에 인출되는 유리섬유가

쉽게 끊어져 작업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보

Fig. 4. Viscosity curve of E-glass. 

Fig. 3. Photographs of bulk sample: (a) before polishing, and (b)

after polishing.

Fig. 5. Change of fiber diameter as a function of fiberizing tem-

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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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온도인 1225 oC에서 용융물의 점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섬유 직경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1250 oC에서 섬유의 평균 직경이 가장 굵음을 확

인 하였다. 1250 oC에서는 방출되는 유리양에 비해 와인

딩 속도가 낮기 때문에 섬유가 가장 굵게 제조되었으며

섬유 직경의 표준편차 역시도 가장 큰 것을 확인 하였

다. Fig. 6은 방사온도에 따른 섬유의 직경을 측정하기

위한 OM 사진이다. 온도는 1175 oC, 1190 oC, 1225 oC

그리고 1250 oC 일 때 섬유 사진이다. Fig.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 할수록 섬유 직경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은 1225 oC에서 연속 방사

된 유리섬유의 FE-SEM 사진이다. Fig. 7에서 볼 수 있

듯이 비슷한 사이즈의 직경을 갖는 섬유를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섬유의 표면에 바인더가 균일하게 코팅되어

있으며 찌그러짐 없이 섬유 형상이 제조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3.4 방사 온도 변화에 따른 기계적 물성 측정

Fig. 8은 상온에서 방사온도에 따른 섬유의 인장강도

를 측정한 결과이다. 1175~1190 oC 범위의 방사온도에서

제조된 섬유의 평균 강도 값은 1300~1400 MPa이다.

1225 oC에서 제조된 섬유의 강도는 1843 MPa, 표준편차

는 449 MPa이다. 반면에 1250 oC에서 제조된 섬유의 평

균 강도 값은 1578 MPa을 보여준다. 유리섬유 인장강도

는 2035.9 MPa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섬유의 직경 및 측

정길이 등에 따라 유리섬유의 인장강도는 달라질 수 있

다.7) 본 실험 조건에서 얻어진 유리섬유의 인장강도는

1843 ± 449 MPa이며, 문헌에서 나타내고 있는 값과 거

의 일치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실험 조건에

서는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직경이 15 um일 때 강도

값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15 um이하 또는 이상일 때는

강도값이 감소하는 것 역시 확인 하였다. 본 실험에서

Fig. 6. OM photographs of glass fiber as a function of fiberizing temperature: (a) 1175 oC, (b) 1190 oC, (c) 1225 oC, and (d) 1250 oC.

Fig. 7. FE-SEM photographs of continuous spinning fibers at 1225
oC and winding speed 5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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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직경이 가늘 때, 인장강도 장비 그립에 샘플링을

장착 하면서 가해지는 힘이 섬유에 전달이 되고 영향으

로 인해 강도값이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 되었다. 또한

섬유 직경이 굵을 때는 섬유가 가질 수 있는 결함이 많

아지기 때문에 강도 값이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 되었다. 

이를 통해서 기계적 물성 역시도 섬유 직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glass 조성의 섬유화 온도 조건에 따

른 물리적 특성을 확인 하였다. 최적의 연속섬유방사조

건에서 유리섬유를 방사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E-

glass 조성의 배치를 1550 oC에서 2시간 용융하여 맑고

투명한 유리를 제조 한 후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한 결

과 가시광투과율은 86.2 % 확인 되었다. 유리섬유를 방

사하기 위한 Log η = 3 (η in Poise)에 해당하는 섬유화

온도는 1170 oC ~ 1247 oC로 확인 되었다. 500 rpm 와인

딩 속도일 때, 1175 oC ~ 1250 oC까지 섬유화 온도에 따

른 방사섬유 직경의 변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방사

온도가 11175~1190 oC 범위에서는 평균직경이 13~15 um,

1225 oC에서는 16 um 그리고 1250 oC에서는 18 um 정도

로 측정되었다. 섬유의 인장강도는 1200 oC 이하 방사온

도에서 제조된 섬유의 평균 강도 값은 1300~1400MPa

이었다. 1225 oC에서 제조된 섬유의 강도는 1843MPa,

표준편차는 449 MPa이다. 반면에 1250 oC에서 제조된 섬

유의 평균 강도 값은 1578 Mpa을 보여주었다. 1225 oC

일 때 가장 우수한 강도값이 확인 되었다. 이를 통해서

500 rpm의 와인딩 속도와 1225 oC의 방사온도가 최적의

연속 방사 조건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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