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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합재료는 경량화가 요구되는 부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경량화

뿐 아니라 강도 건전성이 동시에 필요한 기계부품의 구성재료로 

선택되기 위하여, 기계적 거동이 충분히 조사되어야 한다[1-3]. 적외

선 열화상(IRT; infrared thermography) 기술은 물체에서 방출되

는 적외선 또는 열을 검출하여 물체의 온도변화 또는 온도분포를 

통하여 물체의 이상 유무에 대해 재료의 파단이나 파괴가 없이 열

화상을 이용하여 판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비접촉, 원거리 검사가 가능한 장점으로 국내외에서 

전력설비 열화진단, 건축구조물 단열평가 등 상태감시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적외선 열화상검사는 특정 소재에 있어서 소

재로부터 방사되는 열복사에너지에 대한 적외선 열화상의 정보만

을 이용하여 동일소재의 참조시편과의 비교 분석으로 정량화 하거

나, 실험적 연구로서 현장에 적용하거나 정량적인 평가는 아직 미

흡한 단계이며, 손상 현상 등을 가시화 하는데 국한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성적인 평가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적외선 

열화상검사기법은 경제적 및 시･공간적으로 타 검사기법보다 유리

하기 때문에 정량화는 반드시 필요하다[4].
기존 연구에서는, 열화상카메라와 할로겐램프를 이용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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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차단유리 적용 후 측정 온도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

로 용접부의 온도 측정을 연구하였고[5], 시편에 가하는 하중 모드

를 달리하는 응력비를 이용하여 피로 시험을 진행하고 각 응력비

에 따른 온도 변화 거동의 차이를 계측하고, 응력비에 따른 온도 

보정을 실시하는 연구를 하였다[6].
위상잠금 열화상기법을 적용하여 각각 다른 결함의 크기와 깊이

의 인공결함을 갖는 SM45C 시험편을 가지고 제안된 기법을 검증

하고, 불확도를 평가하여 위상잠금 열화상 기법을 이용한 결함의 

크기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하였으며[7],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로 각 변수에 대한 시험편을 측정한 후 상용 소프트웨어 FLIR 
R&D S/W를 활용하여 열화상 이미지의 온도 데이터를 취득하

였다[8].
철도 차량의 대차 프레임에 응용되고 있는 고분자 복합소재의 

인장 파괴특성을 초음파 탐상 및 적외선 열화상 비파괴평가 기술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9], 섬유배향상태의 척도인 섬유배향함수

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섬유배향 시 변화를 주고, 섬유함유량을 

변화시켜 복합재료를 제작한 후, 이 제작된 복합재료의 섬유배향

과 섬유함유량이 인장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

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섬유배향함수

에 따른 복합재료의 인장강도 시험에서 열화상 모니터링을 통하여, 
인장강도시험 시 시험편의 하중에 따른 온도변화와 파괴 시 크랙

이 진전 될 때의 온도 분포를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미세한 온도변화를 측정 할 수 있는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의 기법 중에 하나인 록인 방식을 적용시켜 인장시험 시 발생하는 

시편의 분산에너지의 온도 변화와 인장시편에 균열이 진전될 때 

온도 분포를 모니터링 하였다.

2. 이 론
2.1 섬유배향함수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두께(3.8 mm)는 폭과 길이에 비교하여 매우 얇기 때문에 섬유를 

2차원 집합체로서 취급하여, 이차원(x-y)평면상에 섬유가 분포하

고 있는 경우 섬유배향각 θ는 0 ≤θ ≤π의 범위에 있다. 따라서 

섬유배향각분포상태의 척도를 표시하는 섬유배향함수(J)와 섬유

배향각 분포 q(θ) 사이의 관계는 식(1)과 같다. Fig. 1은 식(1)의 

섬유배향함수(J) 값 변화에 따른 섬유배향각(θ)와 상대 섬유길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10].

 θ  π
 




 cosθ 
 sinθ






 (1)

여기서 J는 2차원 섬유배향각 분포에 대한 섬유배향함수이며, 
섬유배향이 무작위로 되어 있는 등방성인 경우 J = 0, 섬유배향이 

일방향으로만 배열되어 있는 이방성인 경우는 J = 1, J = 1의 방향

에 대해 90° 회전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는 J = -1이다. 이와 

같이 섬유배향함수(J) 값은 0에서 1사이에 있으나 0에 가까워지면 

섬유의 배향상태가 무작위에 가깝게 됨을 나타낸다. 

2.2 열화상 측정 방법
Fig. 2에서는 열화상 측정 실험의 방사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열 

측정 공식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피사

체의 방사, 두 번째 항은 주위에서 반사된 방사, 세 번째 항은 대기

에서의 방사를 나타내고 있다[12].
식(2)에서 I(T)는 온도 T일 때 흑체로부터 방사량에 비례하는 

신호 값으로서 물체, 대기, 주변에 관한 함수이다. 본 실험에 사용

된 Lockin 적외선 테크닉은 모듈레이터 램프의 레이저 공학에서 

기초되었다. 측정 대상체에 저주파의 thermal wave를 동시에 주

사하여 IR 장비로 측정을 하는 원리이다.

Fig. 1 Distribution of relative fiber length  according to the fiber 
orientation angle

Fig. 2 Radiation contributions to the general measurem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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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Thermal value of measured whole radiation
   : Thermal value
 : Ambient air temperature
 : Atmosphere air temperature
 : Temperature of measurement target
 : Emissivity
 : Transmissivity

적외선열화상카메라 Thermovision 900 system은 AGEMA 적
외선 SYSTEM AB에서 생산한 적외선 SCANING SYSTEM을 

사용하였다. 이중 채널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초로 하는 제어기 

부분에서는 2개의 68020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32비트 VME버스, 
2개의 16비트 IR버스가 사용된다. 스캐너의 냉각방식은 열 전기적

이며 검출형태는 2개의 스프리트, 직렬 스캐닝, 2 ~ 5.4 마이크론 

스펙트럼 응답을 보이며 온도 범위는 -10℃ ~ 500℃(고온 필터 사

용 시 2,000℃까지 검출 가능), 민감도는 30℃에서 0.1℃, 공간 

해상도는 140원소/Line (50% 변조), IR라인 주파수 3.5 kHz, 심
플/라인 204를 갖추고 있다.

Fig. 3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Thermovision 900 system과 

UTM의 전체적인 모습과 이동성을 위해 노트북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Research package 900을 나타냈다. 인장시험 시 열화상 

정보로 인해 온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 Fig. 4(a)에 보이는 바

와 같이 UTM에 인장시편을 걸어 놓는다. 시편의 0.1 m 전방에 

적외선(IR; infra red)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장시험기의 로

딩신호와 카메라로부터 읽어 들이는 온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동기

화시키기위해 Fig. 3과 같이 설치한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Thermovision 900 system과 UTM의 전체적인 모습과 이동성을 

위해 노트북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Research package 900을 

사용했다. 인장시험 시 열화상 정보로 인해 온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 Fig.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UTM에 인장시편을 걸어 놓는

다. 시편의 0.1 m 전방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장

시험기의 로딩신호와 카메라로부터 읽어 들이는 온도 정보를 실시

간으로 동기화시킨다. 
IR camera의 프레임 셋팅은 1초에 한 프레임씩 읽도록 하고, 

주위온도는 20도로 하였다. 암실과 같은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UTM과 IR camera라에 검은천을 둘러싸고, 온도 보정의 시간을 

30분 정도 갖고 나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인장 시편 제작
실험에 사용한 유리섬유는 시판되고 있는 한국화이바의 E-글라

스 얀(필라멘트 가닥수: 약 400개, 필라멘트 직경: 13 µm, Tex: 
135 g/1,000 m)이다. 복합재료 제작 시 프레스 성형용으로 개발된 

모재 폴리프로필렌에 강화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여 강화할 때 섬

유배향상태의 척도인 섬유배향함수와 섬유함유량을 변화시킨다.
열압축프레스(Carver Model 2518, U.S.A.)로 압축성형하여 복

합판재를 제작하였고, 이때 성형온도는 210°이다. 섬유배향상태는 

Fig. 3 Experiment system

(a) Long distance

(b) Short distance
Fig. 4 Image of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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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계산된 섬유배향함수(J)를 0에서 1사

이에 0.1간격으로 변화시키고, 섬유함유율도변화를 주었다. 각각

의 섬유배향과 섬유함유량 변화에 따라 함침성형된 섬유강화 복합

재료의 인장강도 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ASTM D638 규격을 참조

하여 인장시험을 행하였다. 재료시험기는 만능재료시험기(5 ton, 
U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크로스 헤드 속도는 1 mm/min로 

하였다[10].

3. 실험결과 및 고찰
복합재료의 파괴도 재료내의 결함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결함은 

깨진 섬유, 모재내의 흠 및 박리된(debonded) 계면 등이 될 수가 

있다. 파괴가 시작되면, 균열의 전파과정은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

여 기술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균열선단의 모델을 Fig. 5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다. 이 모델은 섬유강화 복합재료의 파괴동안에 발

생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국부적인 파괴형태를 보여준다. 균열의 

앞부분의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섬유가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균열근처의 높은 응력구역에서는 섬유가 파단되어 있

다. 균열의 바로 뒤에서는 섬유가 기지로부터 인출(pull-out)되어 

있다.
복합재료의 인장시험 시작 후 파단이 끝날 때까지 온도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파단 최고온도 발생부분의 온도분포를 측정하기 위

해 점(SP01)으로 나타내고, 파단 후 그 주변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

기 위해 최고온도 발생부분 근처에 점(SP02)으로 나타내고, 마지

막으로 최고온도 발생부분의 외각지역에 점(SP03)로 나타내었다. 
또한, 시편 전반적인 온도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열화상 외각을 제

외한 전지역의 면적(AR01)을 잡아서 온도분포를 측정하였다. 면
적의 온도분포 측정되는 그래프에 최대응력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

할 수 있게 표시를 하여 최대응력 지점과의 온도분포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Fig. 6(a), Fig. 7(a), Fig. 8(a)의 그림은 Fig. 4(b)의 열화상 측

정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Fig. 6-Fig. 8(b)의 그림은 

(a)그림의 사각형 부분 면적(AR01)에 모든 온도를 표시하였으며, 
이때 인장응력 시험시 최대인장응력을 나태낸 부분(max stress 
point)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Fig. 6-Fig. 8(c)의 그림은 (a)그림

에서 세 군데의 점 부분의 온도분포를 표시하여, 높은 온도분포

(SP01)의 점과 낮은 온도 분포의 다른 점들(SP02, SP03)의 온도

(a) Temperatu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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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file of tread in area (Max stress point : 18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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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rofile of tread in 3 spots
Fig. 6 Temperature change measurement on time (J=0.1 , 1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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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Fig. 6은 10 wt%, J=0.1인 복합재료의 인장시험 시 온도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인장시험 시 파단의 마지막 부분인 섬유 인출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한다. Fig. 7는 10 wt%, 
J=0.3을 복합재료를 측정한 그림이다. 최대응력지점을 지나자마자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였다. 최대응력지점과 섬유 인출이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일어났다.
Fig. 8은 20 wt%, J=0.1일 때의 복합재료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그림에서는 최대응력 값을 지나고 섬유 인출이 중간정도 진행 되

었을 때 최고온도가 측정되었다.
섬유함유율이 20 wt%인 경우가 총 파단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파단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파단속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파단속도가 낮아지는데도 평균온도와 면적(AR01)
의 최고온도가 비슷하게 측정되는 것은 섬유함유율이 높을수록 인

장응력 값이 크기 때문이다. 
Fig. 9은 섬유배향함수와 파단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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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erature change measurement on time (J=0.3 , 1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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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배향함수가 높아질수록(이방성이) 될수록 파단속도가 늦어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섬유배향이 이방성으로 갈수록 파단

이 늦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배향함수가 증가할수록 파

단속도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섬유배향함수 J=0, 0.1, 0.2, 0.3에서는 파단속도가 똑같이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은 섬유배향함수와 최고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9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Fig. 9에서 파단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최고온도가 점점 낮아질 것이라 판단되었으

며, 실제로 섬유배향함수가 높아지면서 최고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에서의 파단속도는 J=0-0.3까지 같았지만, 최

고온도는 J=0.2가 가장 높았으며, J=0.2 이후부터는 최고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0에서 나타난 파단속도의 분포와 Fig. 9에 나타는 최고 

온도와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 최고온도 분포가 파단속도와 밀

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복합재료의 인장 시험 시 온도분포와 크랙이 

진전 될 때의 온도분포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계측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 시편 외각을 제외한 전지역의 면적(AR01)의 온도분포를 측

정한 결과 최대응력 지점(max stress point)부터 온도가 뚜렷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파단시간이 짧은 시편은 최대응력지

점에서 급격한 온도상승을 보이고, 파단시간이 긴 시험편들은 최

대응력 지점부터 온도상승이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파단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최고온도가 점점 낮아질것

이라 판단되었으며, 실제로 섬유배향함수가 높아지면서 최고온도

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복합재료의 인장시험 시 특성을 적외선 열화상 분석을 통하여 

파단 시간과 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인장 시험 특성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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