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LNG 운반선에 적용되는 화물창시스템(Cargo Containment 

System, CCS)으로 구형 탱크보다 적재 용량이 뛰어난 멤브레인 
타입이 선호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제성이 우수한 GTT 
(Gaztransport & Technigaz)사의 Mark-Ⅲ가 집중적으로 선택되
고 있다. Fig. 1은 Mark-Ⅲ의 내부 구성과 2차 방벽이 위치한 부
분의 상세 모식도이다. Mark-Ⅲ는 선체와 일체형인 LNG CCS로 
선박의 6자유도 운동에 의한 LNG의 슬로싱(sloshing)과 LNG 적
재와 하역에 따른 열 하중 등 복합적인 하중을 받게 되며, 이러
한 하중을 고려하여 IGC Code에서는 멤브레인 타입의 LNG 
CCS 탑재 시 1차 방벽 외에 추가적인 2차 방벽을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Mark-Ⅲ는 반복적인 열 하중에 대응하여 변형을 
최소화하는 주름진 형상의 스테인리스 강(SUS304L) 1차 방벽과 

1차 방벽의 손상 발생 시, LNG 유출을 15일 동안 방지하는 2차 
방벽으로 이중 방벽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Kim et al., 2014). 2
차 방벽은 다시 E-glass 섬유와 알루미늄 호일이 고무로 결합되
어있는 FSB(Flexible Secondary Barrier)와 레진으로 결합되어 
있는 RSB(Rigid Secondary Barrier)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GTT사의 경우 LNG 운반선의 대형화와 BOG(Boil-off 
Gas)의 최소화를 위해 Mark-Ⅲ Flex, Mark-Ⅲ Flex plus로 단열
재의 두께를 기존 270 mm에서 400 mm, 480 mm까지 증가시켰
지만, 2차 방벽은 기존의 Mark-Ⅲ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
미 2004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LNG CCS의 2차 방벽 손상 
사례가 보고되었고 (Kim & Chun 2014), Oh et al. (2017)은 
Mark-Ⅲ LNG CCS의 구조단위 피로시험을 수행하여 FSB 및 
TBP(Top Bridge Pad)와의 접착부에서 파단이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FSB의 기계적 성능 평가 및 강도 
보강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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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side of Mark-Ⅲ LNG CCS

(b) Details of secondary barrier
Fig. 1 Schematic of Mark-Ⅲ LNG CCS

본 연구에서는 금속재료보다 질량 대비 강도와 강성이 높고, 
특히 극저온 환경에서도 강도와 탄성력을 유지하는 aramid 섬유
(Rajesh et al., 2019)를 사용하여 FSB의 한 쪽 면 위사를 보강
한 Aramid-FSB의 인장시험을 통해 기존 FSB와 비교하여 기계
적 성능에 aramid 섬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원자
재로는 23℃에서 인장강도 109.76N의 유리섬유와 인장강도 
225.4N의 aramid 섬유를 사용하였다. 복합재료의 특성 상, 모체
가 되는 재료 각각의 물성 및 기계적 특성을 알고 있어도 하이브
리드 효과(hybrid effect)로 복합재료의 거동을 특정하기 어렵다 
(Phillips, 197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FSB와 함께 
Aramid-FSB의 인장시험을 LNG 운반선 운항 시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 온도를 고려하여 상온부터 극저온 환경까지 실험을 수행
하였고, 이방성 재료임을 감안하여 섬유 방향에 따라 시험편을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SB와 Aramid-FSB의 인장시험 결
과를 기반으로 기계적 거동 분석 및 파단 형상 분석을 수행하였
으며 온도별, 방향별 각 재료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여 LNG CCS 설계나 해석 시 해당 시스템의 구조 안전성을 
검증 및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실 험
2.1 시험편

기존 Mark-Ⅲ에 사용되는 FSB와 한 쪽 원단의 위사(weft)
에 aramid 섬유로 강도를 보강한 Aramid-FSB의 모식도를 
Fig. 2(a)에 나타내었다. FSB는 알루미늄 호일에 양면으로 
E-glass 섬유가 고무 접착제로 결합되어 있는 복합재료이며, 
위사 비율이 E-glass 섬유와 aramid 섬유가 2:1로 제작된 것이 

(a) Schematic of FSB and Aramid-FSB

(b) Schematic of Aramid-FSB fabric
Fig. 2 Schematic of test material
Aramid-FSB이다. Fig. 2(b)는 Aramid-FSB에 사용된 원단의 모
식도이다. 

기존의 섬유 재료 극저온 인장시험 평가의 경우 시험편의 지
그 물림부에 에폭시 접착제 혹은 폴리우레탄 계열의 접착제를 사
용하여 플라이우드를 접착하고 플라이우드를 지그에 물리는 방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 방법의 경우 –
170 ℃의 극저온 온도에서 접착 계면 파단 문제가 발생하며, 이 
외에도 에폭시와 폴리우레탄 계열 접착제 모두 최소 7일간의 긴 
경화 시간 및 시험편 당 10 kg의 무게 추를 각각 사용해야 하는 
등의 시험편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 소모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실험의 진행과정에서 플라이우드의 치수 문제 
및 접착과정에서 플라이우드가 지그와 동일 선상에 있지 않아 하
중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실험 결과에 심각한 오차를 가져올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실험 방법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L_COAT 방식의 스트립 시험 방식으로써, 극
저온에서도 접착 성능이 우수한 LOCTITE 401 접착제로 FSB를 
홀더 부재로 사용하여 시험편의 지그 물림부 양면에 덧붙였다. 
물림부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작용되는 응력이 감소하여 시험
편 중앙부에 파단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Kim et al., 
2018). 또한, 원단 형태의 특성상 섬유 방향에 따라 기계적 성질
이 달라지는 이방성 재료임을 감안하여 경사(warp) 방향의 하중
을 X방향, 위사(weft) 방향의 하중을 Y방향으로 설정하였고, 하
중 방향에 따른 시험편을 각각 제작하였다. 특히, Y방향 인장시
험에 사용되는 Aramid-FSB 시험편의 경우에는 위사 방향의 
aramid 섬유가 전체 위사 섬유의 32~34%를 만족하도록 제작
하여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료오차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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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of test specimen (Dimensions in mm)

(b) Photography of Aramid-FSB and test direction
Fig. 3 Test specimens and test direction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험편은 Fig. 3(a)과 같이 300 mm 
× 50 mm (길이 × 폭)의 일정한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각 재료
의 두께는 0.73 mm로 동일하고, 각 방향별 시험편을 Fig. 3(b)
에 나타내었다.

2.2 인장시험
Fig. 4는 섬유 재료에서 볼 수 있는 응력-변형률 선도이다. 인

장 초기부분에서 권축 되어 있는 섬유가 신장하여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비선형 구간인 toe region이 존재하며, 이 구간을 거친 
후 재료 본래의 기계적 성질이 나타나는 선형구간인 탄성영역을 
가진다 (Vazquez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유리섬유
는 탄성영역이 지속되다가 재료의 항복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
고 급작스런 파단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취성 재료의 특성을 가진
다. Wang et al. (2008)은 이와 같은 급격한 하중의 감소를 
sharp break라고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지점을 재료의 
극한 강도로 기록하였다. 또한, 원점부터 어느 지점까지의 기울
기로 계산되는 할선계수(secant modulus)는 권축된 섬유가 신장
하는 비선형 구간인 toe region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합재료의 
고유 물성을 나타내는 탄성계수라고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oe region 이후, 재료가 하중에 의해 선형적으로 변
형이 되는 선형 구간에서의 기울기인 탄젠트 탄성계수(tangent 
modulus of elasticity)를 재료의 탄성계수(Young’s modulus)로 
측정하였다.

Fig. 4 Schematic of a typical stress-strain curve on fabrics

2.3 실험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ISO 1421 스트립 시험 규격에 따라 LNG CCS 2

차 방벽의 재료, 방향, 온도를 달리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재료로는 FSB와 Aramid-FSB를 사용하였으며, 섬유 방향
에 따라 X방향, Y방향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온도의 경우에는 
적재와 하역, LNG 누출 등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 온도를 고려
하여 상온부터 극저온까지의 온도 환경을 조성하였다. 

Table 1 Tensile test scenario
Material Direction Temperature Test speed

FSB
Aramid-FSB

X
Y

25 ℃
-20 ℃
-70 ℃

-120 ℃
-170 ℃

5 mm/min

Fig. 5 Diagram of temperature-time of thermal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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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온도와 재료가 열평형 상태를 만족하는 조건을 고려하
기 위하여 극저온 단열 챔버에서 액체질소(LN₂)를 분사하여 시험
편 내부에 접촉한 열전대의 온도를 기록하였고, Fig. 5에 챔버와 
각 시험편의 열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온도-시간 그래프를 나
타내었다. 온도를 –170 ℃로 설정하였을 때, 약 1시간 이 후, 챔
버는 –169 ℃, FSB는 –171 ℃, Aramid-FSB는 –169.5 ℃로 열
평형 상태를 만족하였으며, 목표 온도에 도달한 뒤 30분간 온도
를 유지시켜 열적 평형상태를 고려하였다. 예비 냉각은 상온을 
제외한 모든 온도 조건에서 동일하게 진행하여 시험편의 열적 평
형상태를 고려하였으며, 설정 온도를 유지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
행하였다. 각 실험은 5 mm/min의 속도로 변위제어를 하여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시나리오를 Table 1에 나타
내었으며, 각 시나리오 당 5번의 반복실험을 수행하여 실험의 재
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4 실험 장비
본 연구에서는 –200 ℃ ~ 50 ℃까지 단열이 가능한 극저온용 

챔버를 장착한 만능재료시험기(KSU-5M, KYONG SONG)를 사용
하여 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설정 온도를 구현하기 위해 액체
질소(LN₂)를 분사하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였다. 만능재료시험기의 크로스헤드가 일정한 방향과 속
도로 시험편에 변위를 가하였을 때 로드셀에 측정되는 하중을 

(a) Schematic of test set up 

(b) Photo of test set up
Fig. 6 Tensile test set up

기록하였고, 극저온용 신율계(3542-050-100-LT, Epsilon)를 
시험편 중앙부에 위치시켜 정확한 변위를 측정하였다. Fig. 6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장비와 시험편 설치의 모식도와 사진을 
나타낸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기계적 거동 분석

본 연구에서는 FSB와 위사에 강화 섬유인 aramid 섬유를 적
용한 Aramid-FSB의 섬유 방향별, 온도별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인장 거동 및 파단 분석을 통하여 재료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인
장시험 결과 데이터인 하중에 시험편의 단면적인 36.5 mm2으로 
나누어 응력을 나타내었고, 극저온용 신율계로 측정된 변위에 표
점거리 50 mm를 나누어 변형률을 나타내었으며, 선형구간의 기
울기를 측정하여 탄성계수를 구하였다. 모든 값들은 최대, 최솟값 
을 제외한 3개의 데이터 평균값으로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Fig. 7은 각 재료의 방향별, 온도별 응력-변형률 선도이다.

재료와 방향에 상관없이 상온 대비 극저온에서 강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복합재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유리섬유
의 강도가 저온으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Reed & Golda, 1994). FSB의 경우 두 방향 모두에서 상온대비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
Material Dir. Temp.

(℃)
Ultimate 
strength
(MPa)

Strain
(mm/mm)

Young’s 
modulus
(GPa)

FSB

X

25 197.763 0.0275 8.825
-20 263.817 0.0339 8.824
-70 319.178 0.0340 9.028
-120 388.973 0.0386 9.164
-170 414.384 0.0412 9.025

Y

25 129.543 0.0616 6.778
-20 145.388 0.0610 6.270
-70 218.356 0.0579 4.185
-120 279.817 0.0572 5.106
-170 283.333 0.0477 6.167

Aramid-
FSB

X

25 199.635 0.0352 8.665
-20 249.041 0.0390 9.778
-70 333.699 0.0447 9.131
-120 385.924 0.0474 9.677
-170 385.799 0.0460 9.801

Y

25 238.174 0.0353 11.538
-20 282.785 0.0354 11.462
-70 298.858 0.0364 10.808
-120 293.196 0.0334 10.683
-170 286.301 0.0307 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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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이상의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Aramid-FSB의 경우 X방향으
로는 FSB와 마찬가지로 약 1.9배 증가하였고, Y방향으로는 약 
1.2배 증가하였다. 탄성계수는 대체로 상온 대비 극저온에서 증
가하였으며, 탄성구간까지의 변형률은 X방향으로는 증가하고, Y
방향으로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SB X방향과 Aramid-FSB Y방향 상온의 응력-변형률 선도에
서는 약간의 소성변형을 보인 후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복
합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 중 연성의 성질을 가지는 알루미늄 
호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외의 모든 온도 
구간 및 방향에서는 재료가 소성 구간에 접어들기 전에 급작스런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복합재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취성 재료인 유리섬유의 영향을 받았다고 사료된다. 취성 재료에 

인장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재료 내의 불완전한 부분이나 미세
균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재료 단면 전체에 균열이 진전되어 
항복 현상 없이 즉시 파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Hearle et al., 
1998).  

Aramid-FSB의 Y방향 응력-변형률 선도를 제외하고, 모든 그
래프에서 –70℃를 기점으로 인장의 초기부분에서 나타나는 비선
형 구간인 toe region이 감소하는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알루미늄 호일과 원단의 결합에 접착제로 사용된 고무가 저온으
로 갈수록 취성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Ciesielski, 
1999), 고무의 취성이 권축 되어있는 유리섬유의 신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Jeong et al., 2020). 특히, 이러한 이유
로 인하여 FSB의 Y방향 인장 거동이 확연하게 달라짐으로써, 탄

(a) Stress-strain curve of FSB in X direction (b) Stress-strain curve of FSB in Y direction

(c) Stress-strain curve of Aramid-FSB in X direction (d) Stress-strain curve of Aramid-FSB in Y direction
Fig. 7 Stress-strain curve of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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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수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ramid-FSB의 Y방향
에서 이러한 거동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Y방
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분산된 하중을 받는 각 재료 중에
서 강도가 높은 aramid 섬유의 특성이 복합재료의 거동을 대표하
며 (Zweben, 1977), 이러한 역할을 하는 aramid 섬유는 극저온 
환경에서도 상온과 유사한 강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Schutz, 1998).

또한, Aramid-FSB의 Y방향 응력-변형률 선도에서는 파단 전 
소성 변형이 거의 없이 급작스런 파단이 발생하는 취성재료의 특
징을 가지면서, 급격한 하중의 감소 이후 몇 번의 하중 증가와 
감소를 거치고 최종적인 재료의 파단이 발생하는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거동은 하이브리드 복합재의 전형적인 응력-변형률 선도
로 복합재료의 모체가 되는 각 재료의 파단까지의 연신율이 다
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Swolfs et al., 2014). Fig. 8에 본 연구
에서 사용한 –170 ℃에서의 Aramid-FSB Y방향 실험 후의 시험
편을 나타내었다. Fig. 8(a)은 채도를 조정하여 유리섬유는 푸
른색으로, aramid 섬유는 기존 노란색보다 더욱 원색에 가깝게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앙 파단부 이외의 부분에서 aramid 
섬유의 파단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파단된 
aramid 섬유가 중앙 파단부로 길게 빠져나온 것을 Fig. 8(b)에 
나타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신율이 낮은 aramid 섬유에서 먼
저 파단이 발생한 이후, 하중의 분산이 감소하여 유리섬유의 극
한 강도를 넘는 하중이 가해졌을 때, 재료 전체의 파단이 발생한
다고 사료된다.

Fig. 9에 Aramid-FSB Y방향 응력-변형률 선도와 파단 형상을 
바탕으로 파단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위사의 유리섬유와 aramid 
섬유가 하중을 분산하여 견디다가(Fig. 9a), aramid 섬유의 연신
율을 넘는 하중이 가해졌을 때, aramid 섬유의 한 부분에서 파단
이 발생하게 된다. 파단이 발생한 위사는 재료가 받는 하중을 분
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중의 분산이 감소하여 남아있는 위사의 
섬유가 받는 하중이 증가하게 된다(Fig. 9b). 다시, 다른 aramid 

Fig. 8 Photo of Aramid-FSB Y direction fracture

Fig. 9 Schematic of fracture process of Aramid-FSB Y 
direction

섬유의 한 부분에서 파단이 발생하고(Fig. 9c), 상기 과정을 거쳐 
분산되는 하중이 위사의 유리섬유와 남은 aramid 섬유의 극한강
도를 넘게 되었을 때, 최종적인 재료의 파단이 발생된 것으로 사
료된다(Fig. 9d). 

3.2 재료 비교
본 연구에서 Mark-Ⅲ의 2차 방벽으로 사용되고 있는 FSB와 

금속재료보다 강도와 강성이 뛰어난 aramid 섬유를 기존 FSB의 
위사에 보강한 Aramid-FSB를 비교하여 기계적 성능 향상에 대
한 aramid 섬유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Fig. 10에 실험을 통해 얻
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타낸 각 재료의 온도별 극한 강도와 탄
성계수의 비교 그래프를 나타내었으며 Table 3에 방향별, 온도별 
FSB 대비 Aramid-FSB의 기계적 특성의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X방향으로는 각 온도환경 하에서 극한 강도와 탄성계수의 기
계적 특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Y방향으로는 상온과 저온 
구간에서 큰 강도의 차이를 볼 수 있고, 특히 탄성계수는 모든 
온도구간에서 70% 이상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LNG 적재 시, 

Table 3 Increase rate of mechanical properties
Dir. Temp.

(℃)
Increase rate of 
ultimate strength 

(%)
Increase rate of 
Young’s modulus 

(%)

X

25 0.9466 -1.813
-20 -5.5986 10.8114
-70 4.5495 1.1409

-120 -0.7839 5.5980
-170 -6.8982 8.5983

Y

25 83.8571 70.2272
-20 94.5037 82.8070
-70 36.8673 158.2557

-120 4.7813 109.2244
-170 1.0475 9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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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벽이 –120℃의 온도 환경에 위치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Choi et al., 2012), Aramid-FSB가 기존 FSB 대비 -120℃ 온
도 구간에서 극한 강도는 약 5% 증가하였고, 탄성계수는 10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높은 강성을 가지는 aramid 섬유의 위사 
방향 합성이 재료 전체의 Y방향 탄성계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재료의 응력-변형률 선도의 비교를 통하
여 Y방향에서의 기계적 거동의 변화로 인한 확연한 탄성계수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Park et al. (2018)은 실제 Mark-Ⅲ LNG CCS의 구조단위 피
로특성을 평가하였고, 상기 실험에서의 시험편 파단 방향을 고려
해보면 본 실험에서의 Y방향 인장 하중이 작용하여 파단이 발생
하는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 FSB의 위사에 aramid 섬유를 보강하는 것이 재료의 강도와 
탄성계수 향상에 유효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과 실제 구조물에서 

(a)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in X direction

(b)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in Y direction
Fig. 10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받는 주요한 하중 방향에 대한 보강이 적용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실제 구조물에 본 재료를 적용함에 앞서, 기존 재료 대비 더 높
은 기계적 성능을 가지는 재료가 전체 구조 시스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 CCS의 2차 방벽으로 사용되고 있는 FSB

와 aramid 섬유를 적용한 Aramid-FSB의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aramid 섬유가 기계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1) 각 재료는 방향에 상관없이 상온보다 극저온에서 더 높은 
강도를 보이며, 이는 유리섬유의 강도가 저온으로 갈수록 증가하
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 각 재료는 항복 강도 근처에서 급작스러운 파단이 발생하는 
취성재료의 특성을 보이며, 이는 복합재료의 구성 요소 중, 대부분
을 차지하는 유리섬유의 취성 특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3) Aramid-FSB Y방향 이외의 모든 인장 거동에서 비선형구
간인 toe region이 –70℃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복합재료의 결합에 사용된 고무 접착제의 
취성이 인장 초기의 권축 되어있는 유리섬유의 신장을 억제한 것
으로 사료된다.

(4) Aramid-FSB Y방향 인장의 경우 몇 번의 하중 감소와 증
가를 거친 후 재료의 파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Y방향 
하중에 주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위사 섬유 중, 연신율이 낮은 
aramid 섬유에서 먼저 파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동이 나
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Y방향 실험 결과로 Aramid-FSB가 기존 FSB 대비 강도와 
탄성계수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탄성계수는 모든 온
도 구간에서 약 2배 정도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위사에 aramid 
섬유를 적용하는 것이 기계적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하
였다.

(6) 실제 구조 단위 실험에서의 파단 방향이 본 실험에서 Y방
향 인장 시험 결과의 파단 방향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위사 방향에 aramid 섬유를 보강하는 것이 적절한 방
향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재료별 방향, 온도에 따른 인장 거동 및 파단 분석을 통해 
기존 FSB의 위사에 aramid 섬유를 보강하는 것이 기계적 성능 
향상에 유효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추후 본 재료
를 적용한 구조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기계적 성능의 향상
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본 재료 사용 시
의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의 경제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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