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험 제 목 ]
만능재료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을 이용한 고분자고체의 인장시험

[ 실 험 목 적 ]
고분자고체의 인장시험을 통해 재료의 역학적 성질(mechanical properties)및 변형 거동을
이해한다.

[ 실험기구 및 시약 ]
만능재료시험기, 다양한 재료 및 형태의 인장시편

[ 실 험 방 법 ]
참고규격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 1부 : 통칙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시험-제 3부 :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1. 인장시험 시편들을 표준규격에 맞게 준비한다.
2. 시험하고자 하는 시편을 UTM 그립에 물린다.
3. 정해진 시험 속도로 인장시험을 진행한다.
4. 결과 값을 분석한다.

[ 실 험 이 론 ]
1. 역학적 성질(mechanical properties)?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다양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나무
는 물에 뜨고 철은 플라스틱보다 강하지만 플라스틱보다 무겁다. 도자기와 같은 세라믹재료들은 매우 높은 온도
에서도 견딜 수 있지만 쉽게 깨진다. 이러한 재료의 성질들 가운데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 보이는 성질들을 역
학적 성질 혹은 기계적 성질이라 부른다. 강하고 약함, 빳빳하고 유연함, 딱딱하고 무름 등이 역학적 성질이다.
재료의 역학적 성질은 가장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성질이다. 지구상에 모든 물체는 항상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리와 같은 어떤 구조물을 건설할 때 구조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재료의 강도도 매우 중요한 요
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국가의 흥망성쇠가 재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무기의 재
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국가가 전쟁에서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철은 플라스틱보다 얼마나 강한가? 옷이 얼마나 강해야 총알까지 막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역학적 성질들은 알맞은 시험방법에 의해 수치화되어야 하며 시험에 의해 확보된 값을 통해 비
로소 우리는 서로 다른 물체의 성질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시험하는 방법
은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의 거동을 살펴보는 것이며 그 때의 힘을 가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역학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물체에 힘을 가하는 형태는 많은 분류 방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Ÿ

압축시험 – 재료를 향하여 단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시험방법

Ÿ

인장시험 – 압력의 반대. 재료의 단면에 수직으로 당겨 힘을 가하는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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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단시험 – 재료의 단면에 평행으로 서로 반대방향인 한 쌍의 힘을 작용시키는 시험방법

Ÿ

굽힘(굴곡)시험 – 재료의 양 끝을 고정시킨 후 고정된 위치 사이에 힘을 가하는 시험방법

Ÿ

비틀림 시험– 재료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시켜 힘을 가하는 시험방법

Ÿ

피로시험 – 서로 반대방향의 힘을 반복적으로 주는 시험방법

그림 1. 재료에 힘을 가하는 다양한 시험 형태

2. 만능 재료 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그림 2. UTM의 구조
만능 재료 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고체 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시험
할 수 있는 대표적 시험기이며 그림 2는 UTM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UTM은 제조사 또는 모델마
다 조금씩 형태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동일하다. 시험할 시편을 UTM에 고정하고 힘을 측정할 수 있
는 로드셀(load)이 장착된 크로스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그때의 힘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크로스헤드가 아
래로 이동하면서

시편에 압력을 가한다면

압축시험이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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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을 크로스헤드와 밑단(그림에서

stationary base)에 고정시킨 후 크로스헤드가 위로 이동한다면 인장시험이 된다. UTM에 시편을 고정하는 방식
및 시편의 형태에 따라 전단, 굴곡, 비틀림 시험 등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필름, 시트, 직물 등의 2차원 면
상 재료의 꿰뚫림 강도를 측정하는 꿰뚫림 시험 및 찢어짐의 강도를 측정하는 인열 시험등도 UTM을 이용해 시
험할 수 있다.

3. 응력(stress)와 변형률(strain)
재료에 힘(load)을 가하게 되면 뉴턴의 제 3법칙에 따라 그 힘의 반작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재료에 힘을 가
하면 변형이 발생하므로 변형에 대한 저항력이라 부르기도 한다. 재료가 변형에 저항하는 힘을 응력(stress)라고
하며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응력이 나타난다. 응력의 단위는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로 나타내며 N/mm2, Pa과
같이 압력의 단위가 사용된다. 힘의 단위인 N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로 나타내는 이유는 서로 다른 재
료 및 물체의 역학적 성질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팔뚝 굵기 만한 나무를 부러뜨리는 힘이 가느다란 철사
를 부러뜨리는 힘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무라는 재료가 철보다 강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
반적으로 철사가 팔뚝 굵기만큼 굵어지면 나무를 부러뜨리는 힘보다 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물체 또는 재료의 변형에 대한 저항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의 크기인 압력의
단위로 비교해야 한다.
서로 다른 물체 혹은 재료의 비교를 위해 압력단위의 응력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변형의 의
미도 새롭게 접근해야한다.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서 변형은 초기 모양 혹은 치수에서 변화된 모양 혹은 치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변형률(strain)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1cm 고무줄을 1cm만큼 당기는 것과 10cm의 고무줄을
1cm만큼 당긴다고 생각해보면 똑같이 변형은 1cm가 발생했지만 1cm 고무줄을 당길 때 더 큰 응력이 발생한다
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변형률은 초기길이에서 변화된 길이를 나눠 준 값으로 무차원의 단위
mm/mm로 표기하거나 %로 나타낸다. 따라서 1cm 고무줄을 1cm만큼 당겼을 때의 변형률은 1 mm/mm 혹은
100%이고 10cm 고무줄은 0.1 mm/mm 또는 10%다. 따라서 간단하게 가정하면 1cm 고무줄을 1cm만큼 당겼
을 때의 응력은 10cm의 고무줄을 10cm 당겼을 때의 응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3. Hooke의 법칙
앞선 예에서 고무줄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용수철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더 친숙
할지도 모르겠다. 그림 3은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훅의 법칙을 용수철로 얘기할 때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그
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Hooke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F는 가해준 힘, k는 탄성계수 또는 용수철상수, 그리고 x는 변형된 길이를 의미한다. 우리는 용수철의
탄성계수만 알면 Hooke의 법칙을 통해 용수철을 어느 길이로 늘렸을 때의 힘을 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해준
힘의 크기를 통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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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용수철상수와 Hooke의 법칙

용수철대신 플라스틱 조각이나 금속으로 된 봉으로 대체시킨다면 Hooke의 법칙을 일반 재료로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었던 대로 재료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힘 대신 응력을, 늘어난 길이를 변형률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응력과 변형률로 Hooke의 법칙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응력, 은 변형률을 의미하며 E는 그 물체의 탄성계수를 의미하며 모듈러스로 불린다. 변형률이 무

차원의 단위이므로 모듈러스는 응력의 단위와 같이 압력 단위로 나타낸다. Hooke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어떤
재료의 모듈러스만 알게 되면 응력과 변형률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값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게 된다. 모
듈러스는 각 재료만의 특성이며 그림 4에 일반적인 탄성계수 그래프를 통해 비교하였다. 그림 4의 가로축은 변
형률을 세로축은 응력을 나타내며 그 때의 기울기가 모듈러스임을 기억해두자.

그림 4. Hooke의 법칙 및 각 재료의 탄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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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력-변형률 곡선(Stress-Strain curve, S-S curve)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서 측정되는 값들을 그림 4처럼 가로축을 변형률로, 세로축을 응력의 그래프로 나타내
어 물체의 거동을 분석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때의 그래프를 응력-변형률 곡선(S-S 곡선)이라 부
른다. S-S곡선의 형태는 재료마다 다양하지만 전형적인 S-S 곡선의 그래프를 그림 5에 나타내었으며 우리는 그
림 5를 통해 고분자의 인장 변형 거동을 살펴볼 것이다.
그림 5의 S-S곡선은 항복점(yield point)이라는 곳을 기준으로 2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원점에서 항복점까지의
구간을 탄성영역(elastic region)이라 부르며 항복점 이후 파단까지의 영역을 소성영역(plastic region)이라 부른
다. 탄성영역은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재료의 탄성이 보이는 구간이다. 즉, 이 구간에서는 외력을 가했다가 제거
하면 원래의 형태로 회복된다. 하지만 실제로 고분자재료는 점성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점탄성 물질이므로 탄성
구간에서 100%의 복원을 보이지는 않는다. Hooke의 법칙은 이 구간에서 적용되며 이 구간에서의 기울기가 모
듈러스를 의미한다. 탄성구간은 완벽한 직선이 아니기에 모듈러스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그
중에서 그 물체의 초기 기울기를 뜻하는 영률(Young's modulus)이 많이 쓰인다.

그림 5. 전형적인 S-S 곡선

소성영역은 탄성영역과는 반대로 외력을 제거해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풍선을 터지
기 직전까지 불었다가 공기를 빼면 원래의 크기보다 조금 늘어난 것을 경험해봤을 것이다. 항복점부터 응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시편에 네킹(necking)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네킹이란 인장 시편에 병목처럼 가늘어
지는 구간이 생성되는 것을 말하며 그림 6처럼 항복점에서 네킹이 발생하며 파단 될 때까지 네킹이 시편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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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S 곡선과 네킹

[ 참 고 문 헌 ]
1. W. D. Callister and D. G. Rethwisch,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8th Ed., John Wiley &
Sons, 2011.
2. L. H. Sperling, ‘Introduction to Physical Polymer science’, 4th Ed., John Wiley & Sons, 2006.
3. I. M. Ward and J. Sweeney, ‘An Introduction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olid Polymers’, 2nd
Ed., 2004.
4. 마석일, 설창, 이한섭, ‘고분자과학’, 형설출판사, 1998, 11장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