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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dynamic tensile characteristics for the polypropylene composite used in an 
IP(Instrument Panel). This polypropylene composite is adopted in the dash board of a car, especially PAB(Passenger 
Air Bag) module. The dynamic tensile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because the PAB module undergoes high speed 
deformation during the airbag expansion. The operating temperature of a car varies from −30°C to 110°C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 The dynamic tensile tests are performed at the low temperature(−30°C), room 
temperature(21°C) and high temperature(85°C). The tensile tests are carried out at strain rates of nine intervals 
ranged from 0.001/sec to 200/sec. The flow stress increases as the strain rate becomes higher. The flow stress 
decreases at the high temperature while the strain rate sensitivity increases.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tensile test 
with the special specimen was carried out with unmodified stress-strain curve obtained from the ASTM IV specimen 
directly.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load response is almost same with the experimental result but the 
corresponding strain is rather larger than the experimental result. The stress-strain curves were modified on the basis 
of the observation of strain distribution along the gage length. The analysis result with the modified stress-strain 
curves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 The material properties obtained from this research will 
be useful to estimate the airbag expansion accurately in engineering sense. 
 
Key words : Dynamic Tensile Test(동적인장시험), Polypropylene(폴리프로필렌), Composite(복합재), True 
Stress(진응력), True Strain(진변형률), Temperature(온도)
 

1. 서 론 
. 
플라스틱은 현대의 자동차 산업에서 그 효용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내장재는 대부분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의 내장

재 중에 에어백 모듈에 적용된 플라스틱은 에어

백 전개 시 고속 변형 하에 놓이게 된다.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 모듈의 커버의 파단 패턴이 승객 
상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파단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고속 변형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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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온도는 -30℃~110℃1) 정도이며 이 온도 범위

에서 플라스틱의 기계적 물성은 일반적으로 온
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변형

률 속도 및 온도가 변형률 경화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5). Machida
와 Lee2)는 폴리프로필렌 박판의 다양한 온도에 
대한 딥드로잉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Walley 등3)

은 다양한 플라스틱에 대한 변형 패턴을 파악하

였다. Arruda 등은 플라스틱의 유동응력은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크게 감소하며 변형률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다4). 온도, 변형

률 속도, 에폭시 수지의 조성에 따른 영향에 대
해 연구하였으며5). 이상의 앞선 연구 결과에서 
플라스틱이 온도와 변형률 속도에 매우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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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거동함을 알 수 있다.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강의 변형 거동과 다르게 

넥킹이 항복 시점 직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

적인 방법으로는 실험 결과로부터 진응력-진변형

률 관계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불균일한 변형 
거동을 보이는 재질의 진응력-진변형률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균
일한 변형 거동을 보이는 시편을 설계하는 것이

고 두번째는 변형 거동의 세밀한 관찰을 통해 진
응력-진변형률 관계를 근사하는 것이다. Marquez-
Lucero 등6)은 상온에서 다양한 변형률 속도에 대
해 환봉형 시편의 넥킹 전파현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G'Sell 등7)은 정교한 비디오 시험법을 통해 
체적변형률을 구했다. 
  본 논문에서는 온도 조건을 고려한 폴리프로필

렌 복합재의 동적인장특성을 평가하고 실제 공학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진응력-진변형률 선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실험 준비 및 결과 
 

2.1 시편 형상 

폴리프로필렌 복합재의 단축인장실험에 사용한 
시편은 Figure 1에 도시한 ASTM IV 시편이며 고
속인장실험을 위해 시편의 총 길이를 200 mm로 
늘인 Figure 2의 수정 ASTM IV 시편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했다. 시편의 게이지 길이는 33 mm, 
너비는 6 mm, 두께는 2 mm이다.  
 

 
Figure 1. ASTM IV standard specimen. 

 

 

Figure 2. Modified ASTM IV specimen. 

2.2 실험 장비 및 실험 조건 

준정적 인장실험은 0.001~0.1/sec의 낮은 변형

률 속도로 수행되었으며 Instron사의 5583모델을 
이용하였다. 저온 및 고온의 조건을 부과하기 
위해 환경시험실(Environmental Chamber)을 장착

하였다. 변형률 속도 1~200/sec에 해당하는 동적

인장실험을 위해 고속재료시험기8)를 이용하였으

며 환경시험실을 장착하였다. 온도 조건은 상온

(21℃), 저온(-30℃), 고온(85℃)으로 부과하였으

며 각 온도에서 ±2℃ 범위 내에서 온도를 일정

하게 유지했다. 시편의 온도가 해당 온도에 도
달해야 하므로 환경시험실 내의 온도가 해당 온
도에 도달한 뒤 20분 후에 인장실험을 수행했으

며 각 실험 조건당 2~3회 반복 실험을 수행했다. 
 

 
(a) 

 

 
(b) 

Figure 3. High Speed Material Testing Machine: (a) 
before installing environmental chamber; (b) after 
installing environmental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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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formed shapes of the ASTM IV specimen 
at the strain rate of 10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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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at the room 
temperature(21°C) for a polypropylene composite. 
 

2.4 실험 결과 

폴리프로필렌 복합재의 동적인장실험 시 변형

형상을 Figure 4에 도시하였다. 변형 형상 촬영은 
고속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초당 6000프레임의 
속도로 촬영하였다. 변형 양상을 보면 총 인장거

리가 3 mm 정도로 짧으며 게이지 부분이 균일하

게 변형함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파단면이 인장

방향과 수직임을 알 수 있다. 게이지 부분이 균일

하게 변형하므로 일반적인 진응력-진변형률 도출

법으로 응력-변형률 관계를 구했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piecewise linear 선도

를 Figure 5부터 Figure 7에 도시하였다. 상온 조건

인 21℃에서의 인장실험결과는 Figure 5, 저온 조
건인 -30℃의 결과는 Figure 6, 고온 조건인 85℃
의 결과는 Figure 7에 도시했다. 상온과 고온에서

의 응력-변형률 선도는 변형률속도가 증가함에따

라 응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저온에서의 응

력-변형률 선도는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응력이 오르락내리락하여 1/sec의 유동 응력

이 0.1/sec의 유동 응력보다 낮은 결과를 보인다. 
또한 폴리프로필렌 복합재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응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다. 각 온도 조건에서 변형률속도 0.001/sec의 유
동응력을 비교하면 상온에서 최대응력이 약 64 
MPa이며 저온에서 116 MPa, 고온에서 24 MPa으
로 폴리프로필렌 복합재가 주위 온도에 따라 유
동응력의 변화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온
도 조건에서 0.001/sec과 200/sec의 응력을 비교

해 볼 때 상온에서는 약 100%의 증가를 보이며 
저온에서는 약 50%, 고온에서는 약 170%의 증
가를 보인다. 따라서 변형률속도민감도(Strain 
rate sensitivity)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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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at the low 
temperature(-30°C) for a polypropylene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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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at the high 
temperature(85°C) for a polypropylene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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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Load-displacement curves at different strain 
rates in the experiment and analysis before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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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istribution of plastic strain along the X-
axis of ASTM IV standard specimen. 

3. 유한요소해석 
 
본 장에서는 인장실험을 통해 구한 폴리프로필

렌 복합재의 기계적 물성치를 적용한 ASTM IV 
시편의 인장해석을 통해 실험을 통해 구한 폴리

프로필렌 복합재의 진응력-진변형률 선도가 실제 
공학문제에의 적용에 적합한가에 대해 고찰한다. 
ASTM IV 시편의 인장해석을 통해 실제 공학문제

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응력-진변형률 선
도를 도출한다. 

 

3.1 유한요소해석 조건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ASTM IV 시편을 Figure 8
와 같이 절반을 모델링했으며 사용된 요소는 3차
원 Brick 요소이며 총 요소수는 7488개이고 두께

방향으로 6층을 모델링했다. 유한요소해석용 프로

그램으로 LS-DYNA 3D ver. 970을 사용했다. 해석

에 적용한 물성모델은 piecewise linear plasticity로 
실험을 통해 구한 진응력-진변형률 선도를 적용

했다. 물성모델에 사용한 실험 결과는 앞서 실험

을 통해 구한 상온에서의 폴리프로필렌 복합재의 
진응력-진변형률 선도이다. 인장실험 조건에 부합

하도록 시편의 왼쪽 끝을 고정하였으며 오른쪽 
끝에서 10, 100, 200/sec에 해당하는 속도로 인장해

석을 수행했다. 
 

 

Figure 8. Half model of ASTM IV standar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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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iecewise linear curves at the room 
temperature(21°C) for a polypropylene composite. 

3.2 유한요소해석 결과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Figure 10에 도시한 하

중-변위 선도 와 같다. 해석을 통해 얻은 하중

값과 실험을 통해 얻은 하중값은 같은 변위에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Figure 11과 같이 시편의 
길이 방향으로 시편의 중심의 소성변형률을 측
정했으며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Figure 
11과 Figure 12를 보면 시편의 게이지 부분의 소
성변형률은 일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성변형률

이 시편의 길이방향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able 1과 같이 일반적인 진
변형률 계산법으로 구한 변형률에 비해 유한요

소해석을 통해 구한 소성변형률이 50~70% 가량 
낮은 결과를 보인다. 위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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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Modification of true stress-true strain 
curves obtained from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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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Load-displacement curves at different 
strain rates in the experiment and analysis after 
modification. 

Table 1. Plastic strain at a gage region in FE analysis. 

Stroke(mm) 
Corresponding 

True strain 

Plastic strain 

in FE analysis 

1.65 0.0488 0.0246 

3.30 0.0953 0.0525 

4.95 0.140 0.0870 

6.60 0.182 0.126 

 

 

Figure 12. Distribution of plastic strain along the X-
axis of ASTM IV standard specimen. 

로 작은 변형률을 갖는 폴리프로필렌 복합재의 
물성실험 시 ASTM IV 시편을 사용할 경우 소성

변형률이 게이지 부분에 집중되지 않아 부정확한 
응력-변형률 선도를 얻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변위계를 사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나 고속인장실험과 같이 변위게 장
착이 힘든 실험의 경우 정확한 변형률 측정이 힘
들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바
탕으로 공학 문제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응
력-변형률 선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3.3 진응력-진변형률 선도 도출 

앞선 유한요소해석 결과 실험 시 단순히 변위

만을 측정해 얻은 변형률은 실제 시편의 게이지 
부분의 변형률과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얻은 진응력-진변형률 선도에서 변
형률을 기존 진응력-진변형률 선도의 50%로 가

정하고 Figure 13와 같이 새로운 진응력-진변형

률 선도를 얻었다. 변형률을 조정하여 얻은 새
로운 진응력-진변형률 선도를 유한요소 해석에 
적용한 결과는 Figure 14과 같다. 변형률 속도 10, 
100, 200/sec에 해당하는 하중-변위 선도에서 모
두 실험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ASTM IV 시편

으로 폴리프로필렌 복합재와 같은 파단연신율이 
짧은 재료의 고속인장실험 결과는 유한요소해석

에 바로 적용하기 부적절하며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적절한 변형률 분포를 결정하고 진응력-진
변형률 선도를 수정하면 실험결과와 부합하는 
해석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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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온도조건을 고려한 폴리프로필

렌 복합재의 고속인장실험을 통한 동적인장특성

을 평가하고 실제 공학문제에 적용 가능한 진응

력-진변형률 선도를 도출했다. 온도조건을 부과하

여 폴리프로필렌 복합재의 준정적 및 동적인장시

험을 수행했다. 폴리프로필렌복합재는 온도에 따
른 유동응력의 변화가 크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변형률속도민감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
한 저온에서 변형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응

력이 오르내리는 결과를 보였다. 실험을 통해 구

한 동적물성치를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한 결과 실

험결과와 부합하지 않았다. 해석결과에 기초하여 

진응력-진변형률 선도를 수정하여 재해석한 결과 

실험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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