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yx FR-A 및  
Carbon Fiber FR-A
항공우주용 재료

개요

Onyx FR은 난연성 짧은 탄소 섬유로 채워진 나일론으로 파트가 불에 타지 
않아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재료는 UL 
Blue Card 인증을 획득했으며 3mm 이상의 두께에서 V-0(자가 소화성)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연속 섬유로 강화할 수 있으며 산업용 복합재 3D 프린터와 
호환됩니다.

Carbon Fiber FR은 Markforged의 고유한 초고강도 연속 탄소 섬유의 
난연성 변형 제품입니다. Onyx FR과 같은 기본 복합재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면 
6061-T6 알루미늄만큼 강한 파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튼튼하고 
강력하며 다양한 형상에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곡선 피쳐를 추적하고, 구멍을 강화하고, 단방향 섬유 레이업을 모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몇 번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Onyx FR-A 및 Carbon Fiber FR-A는 항공 우주, 운송 및 자동차 산업의 
요구 사항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FR-A 재료는 로트 수준에서 재료를 
추적 가능하도록 설정하였고, 대부분의 3D 프린팅 가능 파트에 대해 14 CFR 
25.853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테스트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Markforged X7
으로 프린팅된 Onyx FR-A 및 Carbon Fiber FR-A는 NCAMP 프로세스를 
통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aerospace@markforged.com에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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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성능
Onyx 및 Carbon Fiber의 FR-A 변형은 표준 대응 제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Carbon Fiber FR-A는 Onyx FR-A 파트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의 법칙을 프린팅된 복합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근사치로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환경 조건, 형상 특성, 인쇄 방향 및 적재 조건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성 프린팅 
방향

평균 표준 편차

인장 강도* (MPa)

XY 46.6 0.16

ZX 15.7 0.9

XZ 40.6 0.6

인장 강도(MPa)

XY 46.7 0.3

ZX 16.2 0.8

XZ 40.3 1.2

탄성 계수(GPa) 

XY 3.27 0.08

ZX 1.05 0.08

XZ 2.94 0.11

파단 신율(%)

XY 14.0 0.4

ZX 3.9 0.4

XZ 25.5 7.6

Onyx FR의 방향에 따른 기계적 특성
3D 프린팅 재료의 기계적 특성은 프린팅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장 강도의 경우 대부분의 파트는 프린팅 방향과 하중 적용 방향이 평행할 때 가장 강하고, 
프린팅 방향과 하중 적용 방향이 수직일 때 가장 약합니다.  

기계적 특성

속성 단위 테스트(ASTM) Onyx FR-A 테스트(ASTM) CF FR-A

인장 강도 MPa(ksi) D638 40(5.8) D3039 760(110)

탄성계수 GPa(ksi) D638 3(440) D3039 57(8280)

파단 시 인장 변형률 % D638 18 D3039 1.6

굴곡 강도 MPa(ksi) D790 71(10.3) D790 540(78.32)

굴곡 탄성률 GPa(ksi) D790 3.6(520) D790 50(7250)

파단 시 굴곡 변형률 % — D790 1.6

아이조드 충격 - 노치 J/m(ft• lb/in) D256-10 A — D256-10 A 810(15.2)

밀도 g/cm^3 — 1.2 — 1.2

열변형온도 deg C(deg F) D648 B 145(293) D648 B 105(221)

평균 XY CTE, 25-145 °C μm/(m °C)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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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yx FR-A 단독 및 Carbon Fiber FR-A로 보강된 Onyx FR-A는 열 방출을 
제외하고 3.7mm 두께에서 CFR 25.853 사양을 통과하는 가연성 테스트에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잠재적 적용 제한 사항에 관한 정보는 PS-ANM-
25.853-01-R2를 참조하십시오. 연기 테스트 성능은 3.7mm 두께에서 
CFR 25.853 사양을 통과했지만 2mm 두께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연소 독성 시험 성능은 2mm 두께에서 Boeing BSS 7239 Flaming 사양을 
통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얇은 시편은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가장 얇은 시편의 성능(및 통과하지 못한 가장 두꺼운 
테스트 시편의 열 방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샘플은 모두 솔리드 채우기로 
프린팅했습니다.

테스트 카테고리 테스트 세부 사항 사양 두께 연속 섬유 배치 테스트 합격 기준 테스트 결과 결과

가연성 수직 
(60초)

FAR 25.853 
Appendix F, 
Part• I (a) (1) (i)

2mm -없음- 연소 시간 
연소 길이 
가장 긴 연소

≤ 15초 
≤ 6인치 
≤ 3초

9초 
4.1인치 
없음

합격

2mm 전체 연소 시간 
연소 길이 
가장 긴 연소

≤ 15초 
≤ 6인치 
≤ 3초

9초 
4.3인치 
없음

합격

수직 
(12초)

FAR 25.853 
Appendix F,  
Part• I (a) (1) (ii)

2mm -없음- 연소 시간 
연소 길이 
가장 긴 연소

≤ 15초 
≤ 8인치 
≤ 5초

2초 
1.0인치 
없음

합격

2mm 전체 연소 시간 
연소 길이 
가장 긴 연소

≤ 15초 
≤ 8인치 
≤ 5초

0초 
1.3인치 
없음

합격

수평 
(15초)

FAR 25.853 
Appendix F,  
Part• I (a) (1) (iv)

2mm -없음- 평균 연소율 ≤ 2.5인치/분 ≤ 0인치/분 합격

2mm 전체 평균 연소율 ≤ 2.5인치/분 ≤ 0인치/분 합격

열 방출* FAR 25.853 
Appendix F, 
Part• IV

3.7mm -없음- 평균 최대 
평균 총 2분

≤ 65kW/m2 
≤ 65kW-min/m2

196 kW/m2 
158 kW-min/m2

불합격

3.7mm 전체 평균 최대 
평균 총 2분

≤ 65kW/m2 
≤ 65kW-min/m2

97 kW/m2 
114 kW-min/m2

불합격

연기 연기 밀도 - 화염 
모드

FAR 25.853 
Appendix F, 
Part• V

3.7mm -없음- DS ≤ 200 191 합격

3.7mm 부분** DS ≤ 200 139 합격

3.7mm 전체 DS ≤ 200 115 합격

독성 연소독성 BSS 7239 2mm -없음- HCN 
CO 
NO / NO2  
SO2 
HF 
HCL

≤ 150PPM 
≤ 3500PPM 
≤ 100PPM 
≤ 100PPM 
≤ 200PPM 
≤ 500PPM

— / — 
351 / 368 
20 / 34 
7 / 9 
<1 / <1 
15 / 25

합격

2mm 전체 HCN 
CO 
NO / NO2  
SO2 
HF 
HCL

≤ 150PPM 
≤ 3500PPM 
≤ 100PPM 
≤ 100PPM 
≤ 200PPM 
≤ 500PPM

35 / 40 
81 / 49 
5 / 3 
0 / 0 
<1 / <1 
25 / 30

합격

* PS-ANM-25.853-01-R2에 따라, X7에서 프린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인테리어 파트에는 객실 컴포넌트에 대한 노출 표면적이 지정된 임계값보다 낮기 때문에 열 방출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층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된 부분 샘플

화염, 연기 및 독성(FST)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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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테스트 조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나 내부 테스트에 사용할 테스트 파트를 요청하려면 Markforged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고객의 파트는 전부 고객의 사양에 따라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 대표 데이터는 표준 방법으로 테스트, 측정 또는 계산했으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arkforged는 상품성,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 또는 특허 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으며 이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데이터는 설계, 품질 관리 또는 사양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자체 테스트를 대체할 용도가 아닙니다.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지적 재산권에 따른 라이선스 행사 또는 침해에 대한 권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린터 및 재료 호환성

프린터 기본 복합재 연속 섬유 

X7 Onyx FR-A Carbon Fiber FR-A 
Carbon Fiber 
HSHT Fiberglass 
Kevlar 
Fiberglass 
강화 없음

X5 Onyx FR-A 유리 섬유 
강화 없음

X3 Onyx FR-A 강화 없음

Onyx FR-A

모든 Markforged 산업용 시리즈 3D 프린터(X7, X5, X3)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연속 섬유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Carbon Fiber FR-A

X7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Onyx FR-A용 보강재로만 호환됩니다. 

Onyx FR-A 및 Carbon Fiber FR-A는 현재 NCAMP 인증을 받고 있으며  
완료 후 다음을 포함한 추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확장된 방향성 기계적 데이터

환경적 기계적 데이터 

유리전이온도

열팽창 계수(CTE)

자외선 노출

연료, 윤활제 및 세척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항공우주 유체에 대한 유체 감도

미래 데이터

Onyx FR-A

Carbon Fiber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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