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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ark, Soo-Chul

                              Advisor : Prof. Park, Seul-Hyun, Ph. D.

                              Dept. of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paper, 

Formation of specimen is prepared using autoclave and impact test is 

utilized air gun apparatus. 

  The first, Fatigue bending strength and Strength bending strength of 

the CFRP laminates subjected to impact damage are estimated 

according to the orthotropic and quasi - isotropic composite laminates. 

  When CFRP laminates are impacted by a steel sphere, the generated 

delamination is observed by the ultrasonic microscope. and the residual 

fatigue 3-point bending is tested by a three-point bending test. 

  As a result, Fatigue bending strength of  quasi - isotropic CFRP 

composite laminates with impact damage appear greater than that of 



- xi -

orthotropic CFRP laminates. Also, in the case impacted side 

compression, Fracture of orthotropic CFRP composite laminates  is 

propagated from the matrix crack generated near the impact point.

 in the case impacted side tension. 

 

 The second, the effects of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change on 

the damages of CFRP laminates was experimentallay studided.

Composite laminates used for  this study are CFRP/EPOXY and 

CFRP/PEEK orthotropic laminated plate, which have two-interface 

[00
4/900

4]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act energy vs. delamination area, the 

impact energy versus residual bending strength of  CFRP/EPOXY and 

CFRP/PEEK orthotropic laminated plates subjected to FOD under high 

temperatures were experimentally observed. 

  As a result, When the impacted side is compressed, the residual 

bending strength of CFRP/PEEK laminates Op is greater than that of 

CFRP/EPOXY laminates O1. and when the impacted side is tension , 

the residual bending strength of CFRP/PEEK laminates Op is smaller 

than that of CFRP/EPOXY laminates O1.

  The third,   

Composite laminates used for  this study are CFRP/EPOXY orthotropic 

laminated plate, which have two-interface [00
4/900

4]s. and 

four-interface [00
2/900

4/0
0
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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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CFRP(Carbon Fibcr Reinforccd Plastics)는 비강성 (탄성계수/밀도) 및 

비강도가 (일장강도/밀도) 우수하고 특정방향 별로 강도를 달리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어 각종산업분야 특히 우주항공 경량화 산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탄소섬유는 항공우주 풍력발전, 자동차, 스포츠 레져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세대 강화섬유로서, 2014년 세계탄소섬유 새산능력은 약 13만톤에 이르렀

고, 주로 일본, 유럽 및 미국이 이에 기여 하였으며1). 2014년 중국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은 3,000톤으로 그 자급률은 20%이하였으나 꾸준한 사승세가 이어 

지고있어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향후, 몇 년내에 세계의 항공우주용 복합재시장은 2016~2021 년간 8.95%

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나타내고 2021년에는 323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2). 시장 성장률을 촉진하는 주요인은 민간항공기의 경량화 연

료효율 및 고성능 재료의 수요증가, 첨단항공기 및 저가항공사(LCC) 에서의 

복합재 보급률 상승, 신세대 항공기 납입수의 증가이다.

  특히,  Fig. 1.과 같이 첨단소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항공기, 

자동차등 연비에 민감한 제품을 중심으로 이들 소재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휴대폰등을 중심으로 사파이어 글래스등 고강도 소재도 사용이 확대 되는 추세

이다3). 

  탄소섬유의 경우 Fig. 2와 같이 보잉 B787 항공기 기체의 적용 비중을 

50% 까지 끌어 올렸으며4) BMW 전기 자동차(i3)에도 새시등 중요 부품에 적

용되고 있다. 

   또한, CFRP가 우주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탄소섬유는 열팽창률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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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아서 그 복합재의 열팽창률도 낮출 수 있으므로 열변화가 큰 우주환경에

서도 고정도 구조체가 실현가능하기 때문이다.5)

  그러나 CFRP재료는 외부 물체의 충격을 받으면 역학적 특성이 급격히 저하

되는 단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

고 있다. CFRP는 이상과같이 우수한 역학적 특성이 있지만 충격에 대단히 취

약 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외부의 충격에 외견상 보이지 않는 층간분리 및 모재 

크랙등에 의해 파괴 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CFRP의 특성을 결정하는 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충격 에 의한 충격손

상， 파손， 흡수에너지， 섬유 및 기지의 파단으로서 이물 충격손상

(FOD:Foreign Object Damage)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며 6,~8), FOD손상부

에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층간분리，국소적인 좌굴이 발생하여 더욱 더 그 분리

가 불안정하게 전파하여 결국에는 전체적인 파괴에 이른다. CFRP 적층복합재 

구조를 실용화함에 있어서 금속재와 다른 설계변수는 이 재료가 두께방향인 횡

방향 충격 하중에 약하다는 점이다.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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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Parts of CFRP Material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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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Materials used in 787 body4)

  고안전도의 측면에서 자동차의 정보화 시장조사에 의하면 자동차 구매 시의 

중요 포인트로써 안전성능은 연비와 유지비, 환경에 대한 배려보다 높은 순위

로 선정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가 매년 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노령 인구의 증가와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의 원인으

로 2010년에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12)

  또한, 환경 보호적 측면에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동차 수요의 급격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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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고갈로 인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

스의 규제를 한층 심하게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저공해 자동

차 배기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재의 경량화는 엔진효율을 높여 자동차의 성능향상을 극대화시키고 그

로인해 연비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서 결국 소재의 경량화는 환경오염방지와 연

료절감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13~15)

  차체구조의 경량화를 위한 연구는 최적 구조설계 기술과 재료 및 소재개발 

기술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차체 

구조의 최적설계를 위한 강성해석이나 충돌해석 등을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고 있으며,16~17) 

  특히, 경량화용 차체구조부재가 CFRP 구조부재로 상용될 것을 상정한 

CFRP 구조부재의 단면의 형상 및 적층구성이 다른 구조부재의 흡수에너지특

성등 외부 충돌에 대한 내충격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18~25)

  따라서 충격하중을 받는 CFRP 부재의 충돌안전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최적 설계는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경량화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ig. 3은 자동차 기술개발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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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goal of automobile technology development12)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 설계시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차

량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경량화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용 

경량화 기술에 관한26~27) 설계 데이타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외부에서의 충격에 의해 충격손상을 피할 수 

없으며 표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충격손상이 적층판 내부에 발생하여 강도

가 저하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 된다28). 특히, CAI(충격후의 압축

강도)에 관한 연구결과는 많은 편이나 이물충격손상을 받는 CFRP 손상재의 

굽힘피로강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주로 충격손상에 약한 

직교이방성 CFRP재의 메트릭스의 차에 따른 굽힘 피강도에 관한 연구 결과29) 

뿐으로 항공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의사등방성 CFRP재의 굽힘 피강도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양30) 은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적층재의 잔류 굽힘피로강도 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충격손상을 받은 직교이방성 적층재의 잔류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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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피로강도의 변화관계와 파괴 모드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적층 플라이가 16

매이상일 때는 적층각을 600이상 변화시켜서는 않되며, 같은 각도로 5매이상을 

연속 적층하면 층간응력이 발생31)한다는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4플라이, 

[00
6/900

12/0
0
6],적층조건을 갖는 직교이방성 적층재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CFRP는 정적 하중하에서는 우수한 역학적 특성을 갖지만 충격하중을 

받는경우에는 취약한 성질을 갖고 있어 고속충격 하중을 받으면 안전에 큰 문

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CFRP 재가 실제 고속 충격하중을 받을 경우를 상정한 파괴를 고려

한 설계법이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CFRP 재의 횡방향 충격에 관한  연구 논문들은 손상거동 해석32~35)이 

대부분 이며 적층구성의 차에 의한 CFRP재의 관통 실험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최근 관통파괴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곡률변화에 따른 CFRP쉘의 관통특성에 

대한 연구결과36~37)가 있으나 대부분 얇은 CFRP쉘의 관통파괴에 대한 연구결

과가 대부분이며 직교이방성과 의사등방성의 차에 관한 연구결과 뿐이다.   

  특히, CFRP재는 고속충격을 받을 경우 충격파괴가 되더라도 구조부재 전체

가 파괴 되지 않고 본래의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해야한다. 이와 같은 

관통파괴에 대한 안전설계를 위해서는  CFRP 재의 적층구성의 차에 의한 흡

수에너지특성, 임계 관통특성, 계면간 손상특성, 충격면 배면의 크랙특성등 내

충격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CFRP 적층판은 항공기 수평미익등 1차구조부재료서 사용될 경우 

-730C ~ 800C 라는 온도차 38) 및 우주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1400C ~ 

1200C 라는  온도차 39) 에 의한 수명특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정화한 

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양등40)은 고온환경하에서  CFRP적층재의 충격손상특성을 고찰하였으나 고온 

환경하에서 충격손상을 받은 CFRP적층재의 강도저하에 관해서는 연구결과를 

찾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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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항공기 재료에 적용할 온도조건설정을 위한 고온분위기 하에서의 인

장강도 특성, 층간 전단강도 특성, 잔류굽힘강도 특성, 고온고습환경하에서 굽

힘강도, 압축강도 특성과 관련한 연구결과들은 많으나 고온 분위기 하에서 

FOD손상과 그에 대한 잔류굽힘강도 평가 관련 연구결과는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우주항공분야의 구조재로 많이 사용되는 CFRP 적층재가 실제의 환

경에서 각각의 조건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를 상정하여 CFRP 손상재이 굽

힘피로강도, 고속충격에 의한 관통파괴특성 및 우주환경 분위기등 고온 분위기

에서의 굽힘강도등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적층재의 강도평가 기법의 확립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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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우주항공분야의 구조재로 많이 사용되는 CFRP 적층재는 외부에서의 충격에 

의해 충격손상을 피할 수 없으며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상이 적층판 내부

에 발생하여 강도가 저하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 된다.

  특히, 고속충격에 의한 관통파괴, 비행기 날개등이 충격하중을 받았을 때의 

충격손상재의 잔류굽힘피로강도의 평가, 우주항공분야의 고온환경 분위기에서

의 충격손상이 잔류강도에 미치는 영향등의 강도 평가기법의 확립이 대단히 중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손상재의 강도평기법에 관해 

연구할 목적으로, 

  첫째, 적층구성이 다른 직교이방성 CFRP 적층재 및 의사등방성 CFRP 적층

재가 충격손상을 받을 경우 굽힘피로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하여 

손상재 계면의 층간분리 진전의 관찰로 부터 정량적으로 고찰하고져 한다.  특

히, 항공 우주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의사등방성 CFRP 적층재의 굽힘피로강도

에 관해 중점적으로 고찰 하고져 하며,

  둘째, CFRP적층재가 항공기 우주분야의 재료에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직

교 이방성 CFRP 적층판의 수지의 차 즉 CFRP/PEEK 적층재, CFRP/EPOXY 

적층재가 고온환경하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의 충격손상특성과 CFRP적층재의 

잔류굽힘강도의 저하관계에 관하여 고찰하고져 하며,

  세째, 직교이방성 CFRP 적층판의 계면수의 차가 흡수에너지, 임계 관통에너

지, 계면간 손상특성 및 안전설계를 위한 원형 유지특성등 적층구성의 차에 따

른 관통특성을 고속충격실험을 통하여 고찰하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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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으로는 

제1장에서는

  항공기, 우주분야 및 경량화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는 CFRP 적층재의 향후 

국제적인 수요, 이에 따른 연구 동향, 연구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을 요약 정리

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첫째, CFRP 적층재가 충격손상을 받을 경우 굽힘피로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고찰하기 위한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00
4/900

4]s] 및 의사

등방성 CFRP 시험편[[00
2/450

2/900
2/-450

2]s]을 성형 제작 하였고,

  둘째, CFRP 적층재가 고속충격하중을 받았을 때의 적층구성의 차가 관통저

항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위하여 계면수가 2계면[[00
4/900

4]s], 4계면

[[00
2/900

4/0
0
2]s]으로 계면수가 서로 다른 직교이방성 CFRP 적층재를 성형 

제작 하였고,

  셋째,  CFRP적층재가 항공기 우주분야의 재료에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직

교이방성 CFRP 적층판이 고온환경하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의 충격손상특성과 

CFRP적층재의 잔류굽힘강도의 저하관계를 고찰하기위해 수지가 서로다른 

CFRP/PEEK 적층재[[00
4/900

4]s], CFRP/EPOXY 적층재[[00
4/900

4]s]를 성

형 제작하였다.

제 3장에서는 

   CFRP손상재의 실온에서의 충격실험방법과 고온에서의 충격실험방법을 기

술하였고, CFRP손상재의 층간 분리면적의 측정방법, 초음파현미경의 원리, 굽

힘피로실험시 손상진전의 관찰법, 탐상실험 방법, 정적 굽힘실험방법, 굽힘피로 

실험방법 및 평판의 관통실헙 방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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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에서는 

CFRP손상재의 피로굽힘강도 평가기법에 관해 고찰하였고, 정적 및 3점 굽힘

피로실험결과와 CFRP손상재의 적층구성의 차가 굽힘피로강도와  손상진전결

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제 5장에서는

 CFRP적층재가 항공기 우주분야의 재료에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직교이방

성 CFRP 적층판의 수지의 차 즉 CFRP/PEEK 적층재, CFRP/EPOXY 적층재

가 고온환경하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의 CFRP 적층재의 온도가 CFRP 손상재

의 층간 분리면적에 미치는 영향 및 굽힘강도변화 관계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제 6장에서는

직교이방성 CFRP 적층판의 계면수의 차가 관통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초

음파현미경으로 관찰한 계면간 분리면적의 크기, 형상  및 CFRP 적층재 배면

의 크랙의 관찰로부터  흡수에너지, 임계 관통에너지, 계면간 손상특성 등으로 

부터 CFRP 적층재의 관통특성에 관해 고찰하였다.

 

제 7장에서는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적층판의 강도평가 기법에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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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충격실험 방법 및 실험장치

 제 1 절. CFRP 평판 시험편

 

  본 연구에서는 충격손상을 받은 CFRP 평판재의 정적 굽힘강도 및 굽힘피로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굽힘강도 평가기법 및 관통파괴 특성에 관해 고찰하고

져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이하 CFRP라 한다) 적층판을 이용하였다. 

  CFRP 평판 시험편은 일방향 프리프레그시트(prepreg sheet) 16매를 본 실

험에서 얻고져 하는 직교이방성 적층판과 의사등방성 적층판으로 적층하여 오

토크레이브를 이용하여 두께 1.6mm, 한변의 길이가200mm×200mm 정방형 

평판으로 성형 제작하여 시험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시험편의 크기는 충격손

상후의 층간 분리면적의 크기가 굽힘강도 및 굽힘피로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을 정도의 크기인 폭이 40mm이고 시험편의 길이는 굽힘실험규격에 적합하게 

지점간의 거리 150mm 보다 충분히 긴 180mm 가 되도록 다이아몬드 커터기

를 이용하여 절단 후 굽힘실험을 행 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RP 평판 시험편의 적층구성은 2계면인 직교이방성 

[00
4/900

4]s 시험편, 4계면인 직교이방성인 [00
2/900

4/0
0
2]s 시험편과 6 계면

인 의사등방 [00
2/450

2/900
2/-450

2]s 시험편으로 적층하였고 두 시험편 모두 

적층수가 16매 이며, 4계면 직교이방성시험편은 관통파괴 특성 평가시 2계면 

직교이방성 시험편과 비교 고찰하였다. CFRP 프리프레그 시트를 표면 섬유의 

0°방향이 시험편의 길이방향과 일치 시켰다

Fig. 4에 CFRP 평판 시험편의 적층방법을 나타냈고, 시험편에 대한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냈고, Table. 2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RP 평판 시험편을 

정의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험편의 적층 조건, autoclave 원리 및 성형 cycle 등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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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충격공학 실험실의 장치 및 Data를 이용하였다. 

       

Fig. 4  Schematic of a stacking sequence

Table 1  The material properties and laminate strength

          

Fiber (Carbon) Resin (Epoxy #2500)

Density  × ×

Tensile strength 3.53 0.078

Elastic modules  230 3.96

Breaking elongation[%] 1.5 2.0

Curing temp.[℃]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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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finition of CFRP Flate Specimen 

Specimen Name Stacking sequence Matrix Ply No. Interface No.

O1 [Orthotropic]        [00
4/900

4]s EPOXY 16 2

O2 [Orthotropic]      [00
2/900

4/0
0
2]s EPOXY 16 4

Q1[Quasi-isotropic]  [00
2/450

2/900
2/-450

2]s EPOXY 16 6

Op [Orthotropic]        [00
4/900

4]s PEEK 16 2

 CFRP 평판 시험편의 성형은 Photo. 1 과 같은 Autoclave를 이용하여 성형 

했으며, Fig. 5 에  오토클레이브의 개략도를, Fig. 6 에 프리프레그 시트의 적층 

레이 업(lay-up)을 나타냈다. 성형방법은 CFRP/PEEK, CFRP/EPOXY 수지의 

종류에 따라 Fig. 7, 8과 같이 챔버(chamber) 내부둘레에 위치한 히터에 의해 

시험편을 제작하였으며, 성형시에 진공펌프에 의해서 진공백 속을 10-1 Pa 정도 

가압시켜 제작하였다. 경화된 시험편은 다이아몬드 휠을 부착한 자동정밀 절단기

를 이용하여 180×180mm 크기를 갖도록 절단․제작하였다.37)

    

                        Photo. 1 Autoc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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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Schematic diagram of autoclave 45)

       

   Fig. 6 Autoclave laminate stack lay-up CFRP Flate specime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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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Curing cycle of CFRP stacking specimen(PEEK) 41)

   Fig. 8  Curing cycle of CFRP stacking specimen (EPOXY)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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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충격손상 실험

    2-1 실온 충격실험 37)

CFRP 평판 시험편의 충격손상 및 관통실험장치는 Fig. 9에 나타낸 것과 같

다. 강구속도를 측정하는 ballistic screen sensor 및 오실로 스코프와 시험편을 고

정하는 지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0 에 본 연구에서 상용한 충격시험장

치의 개략도를 나타내며 시험편의 Jig를 나타낸다. 충격손상 실험은  충격체 지름

5mm 인 강구로, 대략 1.7 J 및 2.5 J 의 충격손상을 주었다.

Fig. 9. Apparatus of impact testing

시험편의 고정은 Fig. 10 의 View A 와 같이 직경이 100mm인 원형홀이 있

는 150mm×150mm있는 정사각형 강판사이에 고무판을 끼운 후 폭이 40mm인 

시험편을 고정한 후 CFRP 판과 수직으로 충격을 가하여 충격실험을 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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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diagram of impact testing apparatus

   

  

 2-2 고온 충격실험

    고온분위기 하에서 CFRP 적층판에 충격손상을 부여하기 위하여 Photo. 2 

와 같은 고온분위기하에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평식 고속충격시험장치를 이

용하여 직경5mm 의 강구를 CFRP적층시험편에 발사시켰다. 충격속도의 측정

은 강구가 가속튜브로(총신)부터 나온 직후 충격시험장치의 선단에 붙어 있는 

포토셀로 측정하였다. 고온 분위기에서 CFRP 시험편의 충격실험을 하기 위해

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RP/PEEK 시험편 Op 와  CFRP/EPOXY 

시험편 O1의 Glass 전이 온도를 측정하여 고온 충격실험 범위를 결정 하여야 

한다. 따라서 충격실험을 하기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RP/PEEK 시험편 

Op 과 CFRP/EPOXY 시험편 O1의  Glass 전이 온도 Tg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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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2 Impact apparatus under high temperatures 41)

 CFRP/PEEK 시험편과 CFRP/EPOXY 시험편을 고온 충격시험에 사용한 이

유는 적층구성은 동일 하더라도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의 차에 따른 

고온 충격특성, 특히, 손상재의 굽힘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CFRP/PEEK 시험편 과 CFRP/EPOXY 시험편의 Glass 전이온도 측정은41) 

Du pont 사의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이하 DSC 라한다.)를 이용

하여 측정하여 보정하였다. 전이점 측정은 CFRP/Epoxy 및 CFRP/PEE/C 분

말을 넣고 실온에서부터 350 OC 까지 질소기류 상태에서 10 OC/mm 의 속도

로 온도를 증가시켜 가면서 측정하였다. 전이점 Tg 는 Fig. 11,12에서와 같이 

Chain Brownian  운동에 필요한 열유동이 형성되는 지점의 전후에서 직선

(m-n, p-q의 직선)을 그어 전이지점(곡선부분)으로부터 온도축의 수직선상에 

2등분되는 점을 Tg 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RP/PEEK 시험

편의 Glass 전이 온도 Tg는 약 137OC 였으며, CFRP/EPOXY 시험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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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전이 온도 Tg는 약 95OC 였다41. 

  따라서 CFRP/PEEK 및 CFRP/EPOXY 시험편의  Glass 전이 온도 Tg를 

기준으로 시험분위기 온도를 설정하였다. CFRP/PEEK 시험편의 시험편 표면

온도는 20OC,70OC,120OC 및150OC로 결정하였고, CFRP/EPOXY 시험편의 시

험편 표면온도는 20OC,60OC,90OC 및 120OC 로 결정하였다.41)

 

             Fig. 11  Measurement apparatus of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CFRP/PEEK) 41)

 고온분위기에서 충격실험은 먼저 CFRP 표면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여야한

다. 본 연구에서는 CFRP 시험편을 원형 지그로 고정한 상태에서 시험편의 중

앙으로부터 40mm 떨어진 곳에 시험편 표면과 배면에 고온용 스트레인 게이지

를 붙여 고온 실험장치의 고온로의 설정온도까지 상승하는 시간과 시험편의 표

면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 할 때까지 고온상태를 유지 하였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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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  Measurement apparatus of glass transition 

                  temperature(CFRP/EPOXY) 41)

 시험편의 표면온도 측정은 고온용 온도센서를 시험편 표면과 이면에 접착한후 

고온게이지 아답타에 연결하여 2 게이지법에 의하여 앰프에 연결하였다. 게이

지가 접착된  CFRP 시험편을 고온로에 넣은후 전기로 가열하여 고온로의 실

온 상태에서의 온도TO(OC)를 고온센서에 내장된 써머커플에 의해 측정하고 이

때 변형율을 

 온도증가에 따른 CFRP 시험편 표면의 변형율 εi 을 DC앰프로 측정하였으며 

피측정개소의 온도 T1(
OC)의 측정은 고온용 온도센서의 제작회사의 취급설명

서에 따라 다음식(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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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OC) = [(εi - εo)/100]+TO(OC)      (1)

 여기서 100은 변형률로부터 온도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단위는 1/ OC 이고, 

TO, T1 는 OC, εi, εo는 10-6μ 이다. CFRP 시험편 온도 측정시 각온도 접

착위치에서 온도차가 1.5 OC 이내에서 설정온도가 시험편 표면 온도와 근사할 

때의 온도를 충격시험 온도로 하였다. 



- 23 -

  제 3 절  충격손상부 탐상실험

 

  충격손상을 받는 CFRP 시험편의 내부손상을 관찰하기 위하여는 주사형 초

음파현미경을 이용했다.

초음파현미경의 원리는 음향렌즈상의 압전 트렌스듀셔에 짧은 고주파 펄스를 

가하면 압전효과에 의해서 같은 주파수의 초음파가 발생한다. 그 초음파는 

용융석영제 음향렌즈의 구면에서 수렴된다. 음향렌즈와 시료사이의 매체로서는 

물을 이용하며, 시료에 도달한 초음파는 시료내부의 음향적 성질에 따라서 

반사하고 다시 음향렌즈에 모아져 압전 트렌듀셔로 되돌아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이 신호에 게이트를 걸면 시료 표면으로부터 어느 깊이 에서의 

반사파 만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시점에서의 신호가 시료내부의 1 점의 정보가 

된다. 거기서 초음파의 빔을 시료의 2차원방향에 주사하여 2차원의  정보를 

모아서 반사 에코의 레베에 대응해서 색조를 백색에서 흑색까지 단계적으로 

변화해서 CTR 상에 화상으로 나타내어 이것으로 부터 초음파의 화상이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30MHZ 의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로 시험편 내부의 

층간분리형상을 관찰하였으며 Fig. 13 에 초음파 현미경의 원리를 나타냈다.  

 Fig. 14에 본 연구에 사용한 CFRP 평판 시험편의 계면의 형상을 나타낸다. 

 Fig. 14(a)에 직교이방성 적층시험편 O1의 계면형상을, Fig. 14(b)에 

의사등방성 적층시험편 Q1의 계면형상을  나타냈다.

Photo. 3에 HITACHI 제 초음파 현미경을 실물을 나타냈다.         

Photo. 4(a) 충격 손상을 받은 직교이방성 적층시험편 O1의 층간분리 형상을 

초음파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진중 A 는 충격점에서 가까운 계면의 층간분리 형상을, 사진중 B는 

충격점에서 먼쪽 계면의 층간분리 형상을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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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Principle of scanning acoustic microscope 45)

           

  

          Photo. 3 Ultrasonic microscope ( HITACHI 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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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pecimen O1

          

                       (b) Specimen Q1

   Fig. 14 Interface configuration for CFRP specinens 45)

 

  Photo. 4(b)는 충격 손상을 받은 의사등방성 적층시험편 Q1의 층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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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초음파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진중 A, B ,C, D, 

E 및 F 는 계면의 층간분리 형상을 관찰한 층간분리 형상을 나타냈다. 계면은 

충격점에서 가까운 계면이 A 이고 가 장 먼쪽의 계면이 F 이다.

                       (a) Specimen O1

                     

                         (b) Specimen Q1

Photo. 4 Delamination damage shape of CFRP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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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정적 굽힘실험

 본 절에서는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적층판의 굽힘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3

점 굽힘실험을 실시했다. 특히, 적층구성이 다른 직교이방성 CFRP 적층재와 

의사 등방성 CFRP 적층재의 적층구성의 차가 굽힘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고찰하였다.

  3점 굽힘시험편을 지그에 고정할 때 Fig. 15(a)와 같이 시험편 지지 누름자

와 하중작용 누름자의 사이에 태프론을 끼워 누름자와 CFRP 시험편의 접촉부

가 파괴되지 않도록 했으며, Fig. 12 (b)과 같이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와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를 분리하여 3점 굽힘실험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3점 굽힘 고정구는 ASTM D790M Method 42) 의 규격을 참고하여 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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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5  Specimen supporting fixture for 3-point bending test 41)

 정적 3점 굽힘시험편에서는 GP-IB를 이용하여  Photo. 5의 재료시험기

(INSTRON 8501)를 PC로 제어하여 굽힘 시험후에 데이터를 PC에 전송한다. 

정적 3점 굽힘시험에서는 최대하중을 구하여 굽힘응력 계산시 이용하였다. 정

적 3점 굽힘시험시 시험편이 파단될 때 까지의 하중-변위(P-W) 데이터로 부

터 얻은 최대하중을 이용하여 식(2)를 적용하여 파괴굽힘응력을 계산했다. 파

괴굽힘응력을 계산할 때는 시험편을 균질 등방성 보로 가정하였으며 굽힘응력

의 계산식43)은 다음과 같다. 

  
 ,      




                          (2)

 여기서 : 굽힘응력(Pa), P: 최대하중(N), : span 길이(mm), b: 시험편 폭(mm), h: 
시험편 높이(mm), I: 관성 moment(mm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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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5 Universal test machine(INSTRON 8501)

  Fig. 16에 무충격 및 충격손상을 받은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O1의 3점 

굽힘시험결과 얻은 하중-변위(P-W) 선도를 나타냈다. Fig. 16 중 O1N 은 무

충격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의  3점 굽힘시험결과이며, O11, O12 및 O13 은 

각각 1.1[J], 1,7[J] ,2.5[J]로 충격손상을 받은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의 3점 

굽힘시험결과를 나타냈으며 충격면이 압축을 받은 경우의 굽힘 시험결과이다.

  Fig. 17에 무충격 및 충격손상을 받은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의 3점 

굽힘시험결과 얻은  하중-변위(P-W) 선도를 나타냈다. Fig. 17 중 Q1N 는 

과를 나타냈으며 충격면이 인장을 받은 경우의 굽힘 시험결과이다.

무충격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의  3점 굽힘시험결과이며, Q12 ,Q13 는 각

각 1.1[J], 2.5[J]로 충격손상을 받은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의 3점 굽힘시

험 결과를 나타냈으며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경우의 굽힘실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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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6.  Relarion Between Fracture Load and Displacement

               of Specimen O1(Impacted side is compression)

            

  

        Fig. 17. Relarion Between Fracture Load and Displacement 

                 of Specimen Q1(Impacted side is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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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굽힘피로실험

  본 연구에서는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적층 시험편의 굽힘피로강도의 저하

현상이 직교이방성 및 의사등방성 적층재등 적층구성의 차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 가를 고찰하였으며,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와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로 구분하여 피로실험을 행 했다.

  CFRP 시험편의 굽힘강도해석은  일반적으로는 4점 굽힘 실험결과로부터 얻

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연구에서는 충격손상을 받은 CFRP재

가 반복되는 굽힘하중을 받는 경우의 반복 횟수에 따른 손상 진전상태, 메트릭

스크랙 및 전단크랙 상태 등 파괴모드를 관찰하여 손상후의 파괴 메카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3점 굽힘실험을 행했다. 3점 굽힘실험은 Photo. 5와 같은 

UTM을 사용했다. 

  피로실험은 축하중제어로 하였으며 하중을 사인파(sine wave) 형상으로 편

진 진폭 시켜 시험편에 부하하였다. 하중비 R(최소응력/최대응력)은 0.1로 하

였다. 굽힘 실험은 충격하중을 받은 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와 충격을 받은 면

이 인장을 받는 경우를 구분하여 실험하였으며, 파단될 때 까지의 하중-변위 

데이터 로부터 얻은 최대 하중으로부터 피로굽힘응력을 계산했다. 

  5-1 손상진전의 관찰30)

 충격손상을 받는 CFRP 적층판의 손상 및 피로시험중의 손상진전의 관찰은 

Photo. 6 과 같은 초음파현미경(Olympus UH 100, 사용주파수 30 MHZ) 을 

이용하여 강구의 충돌에 의해 CFRP내부에 발생한 층간분리 및 피로에 의한 

손상진전을 관찰하였다. 충격손상재의 손상진전 실험은 양 의 실험방법을 이용

하였다. 

충격손상을 받는 CFRP 손상진전 관찰은 SAM을 이용하여 계면손상을 관찰한 

후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적층 시험편을 일정 사이클 반복피로실험 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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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단하고 시험편을 3점굽힘시험 Jig로 부터 분리한 후 초음파 현미경으로 

내부손상진전을 관찰하였다.30) 또 다시 초음파현미경으로 내부손상 진전 관찰

이 끝난 후 다시 시험편을 굽힘시험 Jig 에 세팅하여 피로시험을 재개한 후 초

음파현미경으로 내부손상 진전상태를 관찰하였다.  이와 같이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이 파괴 될 때 까지 반복적으로 내부손상을 관찰 하였다. 시험을 

중단시켜 내부손상을 관찰하는 시기는 다른 시험편이 파괴할 때의 사이클 수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시험편의 손상진전 사진은 충격이 인장을 받는 경우와 

압축을 받는 경우를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Photo. 6 Ultrasonic microscop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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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관통 파괴실험

  6-1  평판의 관통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충격시험장치는 Fig. 6과 같은 원리를 갖는 고속 충격시

험장치를 이용하였으며 관통파괴 실험방법은 양 등44)의 실험방법을 이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RP 시험편이 충분히 관통될 수 있도록  10MPa ~ 

150MPa 압력을 가압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직경 10mm 의 강구를 CFRP 

시험편의 중앙에 수직이 되도록 발사 시켰다. 충격속도의 산출은 가속튜브내의 

발사구 2정점간의 거리를 강구가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강구의 발사

속도를 충격속도로 하였다. 시험편을 관통한 후의 강구속도의 측정은 고속카메

라를 이용하였다. 시험편의 지지조건은 Fig. 10의 View A 와 같은 120mm 

의 원공을 갖는 10mm 두께의 원판사이에 150mm ~ 150mm 정방형 CFRP 

시험편을 끼운후 양쪽을 클램프로 고정하였다. 양쪽 강판 내부에 고무패드를 

넣고 고무 패드사이에 CFRP  시험편을 끼워 볼트로 고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CFRP 적층 시험편의 관통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같은 적층수

의 직교 이방성 구조를 갖는 CFRP 적층 시험편의 계면수의 변화(2계면, 4계

면)가 흡수에너지, 관통후의 속도변화, 임계관통속도, 손상패턴등의 관통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관통충격 실험후의  CFRP 적층 시험편의 외관은 시험편의 충격면에 발생한 

관통홀 과 충격면 배면의 손상을 주로 관찰 하였고, CFRP 적층 시험편의 층간

분리의 관찰은 Photo. 6 과 같은 초음파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층간분

리의 관찰은 충격을 받는 면에서 가까운 계면을 계면 A, 그 다음 계면들을 각

각 순차적으로 계면 B, 계면 C, 계면 D 로하였다.



- 34 -

제 3 장  CFRP 손상재의 굽힘피로강도

제 1 절  정적 3점 굽힘실험 결과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의 내부손상을 SAM으로 관찰한 후 굽힘강도

의 저하 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무충격 CFRP 시험편과 충격손상이 있는 

CFRP시험편을 3점굽힘 실험을 실시했다. 충격에너지는 1.7J(충격속도 

82.5m/s)과 2.5J(충격속도 100m/s) 범위에서 충격을 가한 후 굽힘실험을 행

했다.

  Photo. 7에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 O1의 손상형상을,  Photo. 8에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 Q1의 손상형상을 나타낸다.

          

                  Photo. 7 Damage shape of specimen 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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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8 Damage shape of specimen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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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은 충격면이 각각 인장과 압축을 받은 경우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O1의 충격에너지의 크기와 굽힘강도의 저하관계를 나타냈다. Fig. 중 ◯ 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의 굽힘강도이며, ● 표는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

우의 굽힘강도를 나타낸다.

Fig. 19는 충격면이 각각 인장과 압축을 받은 경우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의 충격에너지의 크기와 굽힘강도의 저하관계를 나타냈다. Fig. 중 ◯ 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의 굽힘강도이며, ● 표는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

우의 굽힘강도를 나타낸다.

 Fig. 18, 19로 부터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은 충격손상이 클 수록 굽힘강

도가 급격히 저하함을 알 수 있으나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의 경우는 일정

손상 범위 까지는 강도저하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충격손상을 받

는 CFRP 시험편의 굽힘강도 저하 관점에서 보면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고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가 더 우수 했다. 

  Fig. 20은 충격면이 각각 인장을 받은 경우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O1

과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 의 충격에너지의 크기와 굽힘강도의 저하관

계를 나타냈다. Fig. 중 ◯ 표는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O1의 굽힘강도이

며, ● 표는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의 굽힘강도를 나타낸다.

Fig. 21은 충격면이 각각 압축을 받은 경우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O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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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bending

          stress of specimen  O1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 의 충격에너지의 크기와 굽힘강도의 저하관계를 

나타냈다. Fig. 중 ◯ 표는 CFRP 시험편  O1의 굽힘강도이며, ● 표는  

CFRP 시험편 Q1의 굽힘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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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bending stress of 

specimen  Q1 

     

   Fig. 20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bending stress 

                  when the impacted is tens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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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21 로 부터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나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

우 모두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Q1이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O1보다 굽

힘저항이 우수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8~21의 충격에너지의 크기와 굽힘강

Fig. 21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bending stress 

         when the impacted is compressed

         

 도 저하 관계를 더욱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잔류굽힘강도 계수를 도입하여 

Fig. 22, 23에 설명 하였다.  Fig. 22는 충격면이 각각 인장과 압축을 받은 경

우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O1의 충격에너지의 크기에 따른 잔류 굽힘강도

계수와의 관게를 나타냈다. Fig. 중 ◯ 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의 잔

류 굽힘강도계수이며, ● 표는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의 잔류 굽힘강도계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잔류 굽힘강도계수Ф는 무충격  CFRP 시험편의 굽힘응

력을 1로 하였을 때 충격손상 CFRP 시험편의 굽힘응력의 비를 나타낸다. 

 Fig. 23은 충격면이 각각 인장과 압축을 받은 경우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의 충격에너지의 크기에 따른 잔류 굽힘강도계수와의 관게를 나타냈다.

 Fig. 중 ◯ 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의 잔류 굽힘강도계수이며, ● 표

는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의 잔류 굽힘강도계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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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강도계수Ф는 무충격  CFRP 시험편의 굽힘응력을 1로 하였을 때 충격손

상 CFRP 시험편의 굽힘응력의 비를 나타낸다. 

Fig. 22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retention

           bending strength factor of specimen  O1

             

Fig. 23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retention

          bending strength factor of specimen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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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3점 굽힘 피로실험 결과

   2-1 CFRP 손상재의 굽힘피로강도

  본 절 에서는 충격하중을 받은 CFRP 시험편의 내부손상을 초음파현미경으

로 관찰한 후 굽힘피로강도의 저하 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충격손상이 없는 

CFRP 시험편과 충격손상이 있는 CFRP 시험편을 3점 굽힘 피로실험을 했다. 

  Fig. 24는 1.7 J의 충격에너지로 손상을 받은 충격면이 각각 인장과 압축을 

받은 경우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의 피로굽힘강도를 나타냈다. Fig. 중 

◯ 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의 피로 굽힘강도이며, ● 표는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의 피로굽힘강도를 나타낸다.  Fig. 24에서 반복회수는 low 

cycle fatigue 의 범위인 105 까지 반복 피로실험을 행 했다.  

 Fig. 25는 충격에너지 1.7 J로 손상을 받은 충격면이 각각 인장과 압축을 받

은 경우 직교이방 CFRP 시험편 O1의 피로굽힘강도를 나타냈다. Fig. 중 ◯ 
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의 피로 굽힘강도이며, ● 표는 충격면이 압축

을 받는 경우의 피로굽힘강도를 나타낸다.   

   Fig. 24,25 로부터 동일한  1.7 J의 충격손상을 받는 CFRP 시험편의 굽힘

피로강도를 살펴보면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Fig. 24)에서는 저 cycle

에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가 압축을 받는 경우보다 약 15% 정도 굽

힘피로응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는 40,000 cycle 

반복 후 굽힘피로강도는 0.864MPa 였고,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는 

35,000 cycle 반복 후 굽힘피로강도는 0.86MPa 였다. 이상으로 부터 충격면

이 인장을 받는 경우가 압축을 받는 경우보다 굽힘피로강도 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직교이방성 시험편 O1(Fig. 25)에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는 굽힘피

로강도가 약 0.72MPa인 반면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는 약 0.58MPa 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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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의 굽힘피로강도가 인장을 받는 경우보다 약 20%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격손상재의 피로굽힘강도는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보다 의사등

방성 CFRP 시험편이 굽힘피로강도가 크게 나타남을 알수 있었고 충격면이 압

축을 받는 경우가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보다 굽힘피로강도 특성이 저하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26은 충격에너지 2.5 J로 손상을 받은 충격면이 각각 인장과 압축을 

받은 경우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의 피로굽힘강도를 나타냈다. Fig. 중 

◯ 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의 피로 굽힘강도이며, ● 표는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의 피로굽힘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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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Relation between number of cycle and fatigue bending

           stress of specimen Q1 (Impact energy : 1.7 J)

             

  Fig. 25   Relation between number of cycle and fatigue bending

            stress of specimen O1 (Impact energy : 1.7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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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의 충격손상이 

클 경우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는 굽힘피로강도가 크게 저하하지 않으나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굽힘피로강도가 급격히 저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6   Relation between number of cycle and fatigue bending

             stress of specimen Q1 (Impact energy : 2.5 J)

 Fig. 27은 충격에너지 1.7 J로 손상을 받은 충격면이 인장을 받은 경우 직교

이방성 CFRP 시험편 O1과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의 피로굽힘강도를 

나타냈다. Fig. 중 ◯ 표는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을을 나타내며, ● 표는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을 나타낸다.   

Fig. 28은 충격에너지 1.7 J로 손상을 받은 충격면이 압축을 받은 경우 직교

이방성 CFRP 시험편 O1과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의 피로굽힘강도를 

나타냈다. Fig. 중 ◯ 표는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을을 나타내며, ● 표는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을 나타낸다.   

   Fig. 27 로 부터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

의 굽힘피로강도 (약 0.864MPa)가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O1의 굽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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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약 0.72MPa)보다 굽힘피로강도가 약 16%높게 나타났다.

  또한, Fig. 28 로 부터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 

Q1의 굽힘피로강도 (약 0.86MPa)가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O1의 굽힘피

로강도 (약 0.58MPa)보다 굽힘피로강도가 약 32%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충격면이 인장, 압축을 받는 모든 경우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이 직교이방성 

CFRP시험편 보다 굽힘피로강도가 훨씬 우수함을 알 수 있다.

           

     Fig. 27  Relation between number of cycle and fatigue bending 

              stress when the impacted side is tensioned

              (Impact energy : 1.7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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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8  Relation between number of cycle and fatigue bending stress

          when the impacted side is compressed 

          (Impact energy : 1.7 J)

2-2 CFRP 손상재의 손상진전

 충격손상을 받는 CFRP 적층시험편의 피로시험중의 손상진전 관찰은 초음파

현미경(Olympus UH 100, 사용주파수 30 MHZ) 을 이용하여 강구의 충돌에 

의해 CFRP내부에 발생한 층간분리 및 피로에 의한 손상진전을 관찰하였다.30)

 내부손상진전의 관찰은 초음파현미경을 이용하여 계면손상을 관찰한 충격을 

받은 CFRP 적층 시험편을 일정 사이클 반복피로실험 후 실험을 중단하고 시

험편을 굽힘시험 Jig로 부터 분리한 후 초음파 현미경으로 내부손상진전을 관

찰하였다. 또 다시 초음파현미경으로 내부손상 진전 관찰이 끝난 후 다시 시험

편을 굽힘시험 Jig 에 세팅(setting)하여 피로시험을 재개한 후 초음파현미경

으로 내부손상 진전상태를 관찰하였다.30)  이와 같이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이 파괴 될 때 까지 반복적 으로 내부손상을 관찰 하였다. 시험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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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내부손상의 관찰은 시험편들을 파괴할 때의 사이클 수를 참고하여 결정하

였다. 시험편의 손상진전 사진 은 충격하중이 인장을 받는 경우와 압축을 받는 

경우를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Photo. 9 는 5mm의 강구로 1.7 J(충격속도 82.5m/s)의 충격손상을 받은  

직교이방성 CFRP 적층시험편 O1의 충격점이 인장을 받을 때의 층간분리형상 

및 일정 사이클 반복피로실험 후의 내부손상진전 형상을 초음파현미경으로 촬

영한 사진을 나타낸다. 

  Photo. 9 중 적색은 계면 A의 층간분리형상을, 녹색은 계면 B의 층간분리형

상 을 나타냈다. Photo. 9(a), (b), (c) 는 1.7 J의 충격손상을 받은 직교이방

성 CFRP 시험편 O1의 충격면이 인장을 받았을 때의 굽힘 피로시험중의 손상

진전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 0cycle, 10,000cycle 및 20,000cycle 후의 

손상진전 형상을 나타냈다. 

  Photo. 10 은 1.7 J(충격속도 82.5m/s)의 충격손상을 받은 직교이방성 

CFRP 적층시험편 O1의 충격면이 압축을 받을 때의 층간분리형상 및 일정 사

이클 반복피로실험 후의 내부손상진전 형상을 초음파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나타낸다. 

  Photo. 10(a), (b) 는 5mm의 강구로 1.7 J의 충격손상을 받은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O1의 충격면이 압축을 받았을 때의 굽힘 피로시험중의 손상진

전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 0cycle, 20,000cycle 후의 손상진전 형상을 나

타냈다. 

  충격면이 압축을 받았을 때는 빨리 파괴되어 20,000cycle 후의 손상진전 사

진은 촬영하지 못 했다.



- 48 -

              

                                 (a) 0 cycle

                  

                                        (b) 10,000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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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0,000 cycle

 Photo. 9  Damage growth of CFRP specimen O1 during 3- point bending

            fatigue test when the impacted side is tensioned 45)

                 

                                     (a) 0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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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20,000 cycle

Photo. 10  Damage growth of CFRP specimen O1 during 3- point bending

            fatigue test when the impacted side is compressed 45)

 Photo. 9 로 부터 충격손상이 있는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의 충격면이 인

장을 받은 경우는 10,000 cycle( Photo. 9(a)) 반복실험 후 계면 B의 가장 

자리에서 손상이 진전하여 20,000 cycle( Photo. 9(c)) 반복후 급격히 손상

이 진전하여 약 94,000 cycle 반복후 파괴되었으며 굽힘피로강도는 약 0.72 

MPa 였다. 

  그러나  Photo. 10 으로 부터 충격손상이 있는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의 

충격면이 압축을 받은 경우는 20,000 cycle( Photo. 10(b)) 반복실험 후 계

면 A와 계면 B 사이의 메트릭스 크랙을 기점으로하여 계면 B의 시작점에서 

손상이 진전하여 약 80,000 cycle 반복후 급격히 손상이 진전하여 반복후 파

괴되었으며 굽힘 피로강도는 약 0.58 MPa 이였다. 

 Photo. 11 은 5mm의 강구로 1.7 J(충격속도 82.5m/s)의 충격손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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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방성 CFRP 적층시험편 Q1의 층간분리형상을 초음파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나타낸다.   Photo. 11(a) 중 적색은 계면 A의 층간분리형상을, 녹색

은 계면 B의 층간분리 형상을, 청색은 계면 C의 층간분리형상을 나타냈으며, 

Photo. 11(b) 중 적색은 계면 D의 층간분리형상을, 녹색은 계면 E의 층간분

리 형상을, 청색은 계면 F의 층간분리형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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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terface A, B, C   

                     

             

              (b) Interface D, E, F  

Photo. 11  Damage shapes of quasi-isotropic CFRP specimen Q1 

              ( Number of cycle : 0 cycle )



- 53 -

Photo. 12 은 5mm의 강구로 1.7 J(충격속도 82.5m/s)의 충격손상을 받은  

의사등방성 CFRP 적층시험편 Q1을 3점 굽힘실험을 실시하던 중 

42,000cycle 반복 실험후 손상진전상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층간분리의 손상진

전 형상을 초음파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나타낸다. 

   Photo. 12(a) 중 적색은 24,000cycle 반복 실험후 A 계면의 층간분리의 

손상진전 형상을, 녹색은 24,000cycle 반복 실험후 B계면 의 층간분리의 손상

진전 형상을, 청색은 24,000cycle 반복 실험후 C 계면 의 층간분리의 손상진

전 형상을 나타냈으며, Photo. 12(b) 는 Photo. 12(a)와 같이 적색은 D계면 

의 층간분리의 손상진전 형상을, 녹색은 E 계면 의 층간분리의 손상진전 형상

을, 청색은 F계면 의 층간분리의 손상진전 형상을 나타냈다.

   Photo. 13 은 5mm의 강구로 1.7 J(충격속도 82.5m/s)의 충격손상을 받

은  의사등방성 CFRP 적층시험편 Q1를 3점 굽힘실험을 실시하던 중 

65,000cycle 반복 실험후 손상진전상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층간분리의 손상진

전 형상을 초음파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나타낸다. 

   Photo. 13(a) 중 적색은 65,000cycle 반복 실험후 A 계면의 층간분리의 

손상진전 형상을, 녹색은 65,000cycle 반복 실험후 B계면 의 층간분리의 손상

진전 형상을, 청색은 65,000cycle 반복 실험후 C 계면 의 층간분리의 손상진

전 형상을 나타냈으며, Photo. 13(b) 는 Photo. 13(a)와 같이 적색은 D계면 

의 층간분리의 손상진전 형상을, 녹색은 E 계면 의 층간분리의 손상진전 형상

을, 청색은 F계면 의 층간분리의 손상진전 형상을 나타냈다.

  Photo. 12, 13으로 부터 충격손상이 있는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의 충격

면이 인장을 받은 경우는 42,000 cycle( Photo. 12(b)) 반복실험 후 계면 A

의 충돌점에서 손상이 진전하였으며, 65,000 cycle( Photo. 13(c))반복실험 

후 계면 F에 급격히 손상이 성장하여 파괴되었으며, 

 굽힘피로강도는 약 0.86 MPa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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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terface A, B, C

 

                (b) Interface D, E, F

 Photo. 12  Damage shapes of quasi-isotropic CFRP specimen Q1          

             ( Number of cycle : 42,000cycle )



- 55 -

                         

                    (a)  Interface A, B, C

                 (b) Interface D, E, F

    Photo. 13  Damage shapes of quasi-isotropic CFRP specimen Q1 

                 ( Number of cycle : 65,000cy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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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4 플라이 직교이방성 CFRP 적층판[[00
6/900

6]s]의 충격손상 후의 잔

류굽힘피로강도에 관해 연구한 양등30)의 연구결과 에서와 같이 16 플라이 직

교이방성 CFRP 적층판[[00
4/900

4]s]의 충격손상 후의 잔류 굽힘피로강도에 

관한 연구결과 에서도  Fig. 29(a),(b)와 같이 파괴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29(a)에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의 손상진전과 파괴 Mode를, Fig. 

29(b)에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의 손상진전과 파괴 Mode를 나타냈다.

  Fig. 29(a) 로부터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는 계면 B는 압축을 받기 때

문에 모재크랙에 의해 계면 A 와 연결되는 계면 B의 손상 시작점에 닫힘현상

이 생겨 Fig. 29(a) 중 ○ 에 나타낸 Mode ǁ 의 형태로 되었다. 

 또한, Fig. 29(b)와 같이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는 손상진전의 시작점인 

모재크랙에 의해 계면 A 와 연결되는 계면 B의 손상 시작점이 인장을 받기 때

문에 Fig. 29(b) 중 ○ 에 나타낸 Mode ǀ+ǁ 의 형태로 급격히 파괴 되었다.

  

                   (a) Impacted side is tes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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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mpacted side is compressed

Fig. 29  Mechanism of damage growth during 3-point Bending fatigue  

         tes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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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  언

  충격손상을 받은 CFRP재의 굽힘피로강도에 미치는 적층구성의 영향에 관하

여 고찰하기 위하여 플라이수가 같고 적층구성이 직교이방성, 의등방성으로 서

로 다른 CFRP 적층판에 충격손상을 부여한 후,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와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로 구분하여 3점 굽힘피로실험을 행했다.  3점 굽힘

피로실험 도중 초음파현미경을 이용하여 계면간 내부 손상진전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동일한 충격손상을 받는 의사등방성 CFRP 시험편의 굽힘강도는 저 cycle 

범위에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가 압축을 받는 경우보다 약 15% 정도 

굽힘피로응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굽힘피로강도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는 0.864MPa 였고,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는 0.860MPa 로 충격면이 인

장을 받는 경우가 압축을 받는 경우보다 굽힘피로강도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2.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의사등방성 CFRP 적층재의 굽힘피로강도는 직

교이방성 CFRP 적층재의 굽힘피로강도 보다 약 16%높게 나타났으며, 충격면

이 압축을 받는 경우는 의사등방성 CFRP 적층재의 굽힘피로강도가 직교이방

성 CFRP 적층재의 굽힘피로강도 보다 약 32%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손상재

의 피로굽힘강도의 관점에서 의사등방성 CFRP 적층재가 직교이방성 CFRP 적

층재 보다 더 우수함을 알수 있다.

3. 의사등방성 CFRP 적층재에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일정 cycle 

반복 후 충돌점에서 가까운 계면 A에서 손상이 진전하기 시작하여 시험편 

가장자리까지 계면A의 층간분리 영역이 진전 하였고, 일정 cycle 반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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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 F에서 급격히 손상이 성장하면서 파괴되었다. 

4. 충격면이 인장을 받은 직교이방성 CFRP 적층재는 계면 B의 가장 자리에서 

손상이 진전하여 일정 cycle 반복 후 급격히 손상이 진전하여 파괴되었으며, 

충격면이 압축을 받은 경우는 일정 cycle반복 후 계면 A와 계면 B 사이의 메

트릭스 크랙을 기점으로하여 계면 B의 시작점에서 손상이 진전하여 일정 

cycle 반복 후 급격히 손상이 진전하여 반복 후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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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CFRP 손상재의 고온 굽힘강도

   

   제 1 절  CFRP 손상재의 분리면적

   본 장에서는 고온 분위기에서 CFRP 시험편에 충격손상을 주어 고온분위기

하에서의 충격손상특성을 관찰하였다. CFRP/PEEK 시험편 Op의 손상면적 측

정은 Photo. 6과 같은 Olympus UH 100 초음파현미경을 이용하여 각 계면에 

색깔을 부여하여 측정하였고 색깔별로 계면 A, B의 분리면적을 초음파현미경 

내장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CFRP/EPOXY 시험편 O1의 손상면적 측정은 Photo. 3과 같은 

HITACHI Co.제 초음파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hoto. 14(a)(b)(c)및(d)에 200C, 700C, 1200C 및 1500C 에서 약 1.3 J

로 충격을 가했을 때의 CFRP/PEEK 시험편 Op의 충격손상에 의해 생긴 층간 

분리형상을 나타냈다. 

  Photo. 중 적색 은 계면A의 층간 분리형상을, 녹색은 계면B의 층간분리 형

상을 나타낸다. 또한  Photo. 15(a)(b)(c)및(d)에 200C, 700C, 1200C 및 

1500C 에서 약 2.5 J로 충격을 가했을 때의 CFRP/PEEK 시험편 Op의 충격

손상에 의해 생긴 층간 분리형상을 나타냈다. 

  Photo. 중 적색은 계면A의 층간 분리형상을, 녹색은 계면B의 층간분리 형상

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CFRP/PEEK 시험편 Op 의 온도변화에 따른 층간분리형상의 

변화 관계를 나타낸  Photo. 14(a)(b)(c) 및 (d), Photo. 14(a)(b)(c) 및 

(d)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험편온도가 상승 할 수록 층간 분리면적은 

작아짐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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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0C

                               (b) 700C

       Photo. 14 Delamination shapes of specimen Op (about 1.3 J) 41)



- 62 -

                                  

                                (c) 1200C 

                                

                                 (d) 1500C

                             Photo. 14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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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0C

              

                              (b) 700C

 

      Photo. 15 Delamination shapes of specimen Op (about 2.5 J)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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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1200C 

                          (d) 1500C 

                 Photo. 15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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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0 에 200C, 700C, 1200C 및 1500C 에서 1~3 J의 충격에너지로 충

격손상을 받은 CFRP/PEEK 시험편 Op 의 온도변화에 따른 층간분리형상의 

변화 관계를 나타냈다.  Fig. 30 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충격손상을 

받은 CFRP/PEEK 시험편 Op 의 온도변화에 따른 층간분리 면적은 시험편 온

도가 상승할 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시험편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울기가 

작게 나타났으며  전이온도가 넘는 1500C 에서는 기울기가 더욱 작게 나타났

다. 기울기가 작은 것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층간분리 면적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30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delamination area        

              of specimen Op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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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16(a)(b)는 시험편온도 900C 및 1200C 에서 약 1.5 J로 충격을 가

했을 때의 CFRP/EPOXY 시험편 O1의 충격손상에 의해 생긴 층간 분리형상을 

나타냈다. 

  Photo. 중 세로방향으로 나타낸 형상은 계면A의 층간 분리형상을, 가로방향

으로 나타낸 형상은 계면B의 층간분리 형상을 나타낸다. 또한  Photo. 

17(a)(b)는 시험편온도 900C 및 1200C 에서 약 1.8 J로 충격을 가했을 때의 

CFRP/EPOXY  시험편 O1의 충격손상에 의해 생긴 층간 분리형상을 나타냈

다.  또한  Photo. 18(a)(b)는 시험편온도 900C 및 1200C 에서 약 2.15 J로 

충격을 가했을 때의 CFRP/EPOXY  시험편 O1의 충격손상에 의해 생긴 층간 

분리형상을 나타냈다. 

  또한  Photo. 19(a)(b)는 시험편온도 900C 및 1200C 에서 약 2.5 J로 충

격을 가했을 때의 CFRP/EPOXY 시험편 O1의 충격손상에 의해 생긴 층간 분

리형상을 나타냈다. 

  이상과 같이 CFRP/EPOXY 시험편 O1 의 온도변화에 따른 층간분리형상의 

변화 관계를 나타낸  Photo. 16(a)(b), Photo. 17(a)(b), Photo. 18(a)(b) 

및 Photo. 19(a)(b)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험편온도가 상승 할 수록 

층간 분리면적은 작아짐을 알 수가 있다.

 Fig. 31 에 200C, 900C 및 1200C 에서 1~3 J 범위의 충격에너지로 충격손

상을 받은 CFRP/EPOXY 시험편 O1의 온도변화에 따른 층간분리형상의 변화 

관계를 나타냈다.  Fig. 31 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충격손상을 받은 

CFRP/EPOXY 시험편 O1의 온도변화에 따른 층간분리 면적은 시험편 온도가 

상승할 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시험편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울기가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이온도 이전인 시험편 표면 온도 200C, 900C 인 경우는 

기울기가 유사하나 전이온도가 넘는 1200C 에서는 기울기가 급격히 변화함을 

알 수 있다.  Fig. 32는 1.8 J의 충격손상을 받은 CFRP/EPOXY 시험편 O1의 

온도변화에 따른 층간분리 면적의 변화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시험편 온도가 

상승할 수록 층간분리면적이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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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900C

                                   

                                (b)1200C  

                

    Photo. 16  Delamination shapes of specimen O1 (about 1.5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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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900C

                                (b)1200C

                        

       Photo. 17 Delamination shapes of specimen O1 (about 1.8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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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900C

                             (b)1200C

                               

      Photo. 18 Delamination shapes of specimen O1 (about 2.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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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900C

                                   (b)1200C

                              

         Photo. 19 Delamination shapes of specimen O1 (about 2.5 J)



- 71 -

0.0 0.5 1.0 1.5 2.0 2.5 3.0
0

300

600

900

1200

1500

:   200C
:   900C
:  1200C

 

 
De

lam
ina

tio
n A

re
a[m

m2 ]

Impact energy E[J ]

Fig. 31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delamination area 

         of specimen O1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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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  Relation between  delamination area and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of specimen O1( Impact energy : 1.85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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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FRP 손상재의 굽힘강도

  본 절에서는 적층구성이 같고 메트릭스가 다른 CFRP 적층판이 고온 분위기 

하 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 온도, 충격손상의 크기와 굽힘강도의 변화관계

를 실험 적으로 고찰하였다. 

  Fig. 33 에 메트릭스가 가소성수지인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 가 

고온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의 충격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파괴하

중의 실험 결과 를 나타냈다.

  Fig. 33은 충격면이 인장을 받았을 때의 최대 굽힘 파괴 하중을 나타낸다. 

Fig. 33 으로부터 시험편온도가 200C, 700C, 1200C 까지 증가하는 경우에는 

충격에너지가 증가할 수록  최대 굽힘파괴하중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시험편온도가 1500C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울기가 급격히 

작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와같은 현상은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 

의 글래스 전이온도 Tg 가 측정결과 약 1370C 였기 때문에 글래스 전이온도 

Tg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CFRP 손상재의 굽힘강도평가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34에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 가 고온 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의 충격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파괴하중의 실험 결과 를 나타냈다. 

Fig. 34는 충격면이 압축을 받았을 때의 최대 굽힘 파괴 하중을 나타낸다. 

  Fig. 34 로 부터 시험편온도가 200C, 700C, 1200C 까지 증가함에 따라 

Fig. 33 에서와 같이 충격에너지가 증가할 수록  최대 굽힘파괴하중이 선형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보다 충격면이 압축

을 받는 경우가 시험편 온도의 변화에 더욱더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Fig. 34에 시험편 표면온도가  1500C 의 경우는 글래스 전이온도 Tg를 상

회 하므로 플로트 하지 않았다.

  Fig. 35에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 가 고온에서 충격손상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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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의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와 인장을 받는 경우를 분리하여 충격에너

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파괴하중의 실험 결과를 나타냈다.

  Fig. 35 로 부터 글래스 전이온도 Tg 이전 범위 에서는 CFRP/PEEK 시험

편 Op의 표면온도가 상승할 수록 최대 굽힘파괴하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보다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최대 굽힘파괴하

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온에서의 최대 굽힘파괴하중은 충격

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

다.

Fig. 33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fracture load 

         of specimen Op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 Impacted side is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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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fracture load 

        of specimen Op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 Impacted side is compression)

Fig. 35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fracture load 

         of specimen Op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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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 에 메트릭스가 가소성 수지인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 가 

고온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의 충격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응력변

화 관계를  나타냈다. Fig. 36은 충격면이 인장을 받았을 때의 최대 굽힘응력

을 나타낸다. Fig. 36 으로 부터 시험편온도가 200C, 700C, 1200C 까지 증가

하는 경우 충격에너지가 증가할 수록  최대 굽힘응력이 충격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시험편온도가 1500C 인 경우는 기울

기가 급격히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 

의 글래스 전이온도 Tg의 범위를 넘어선 결과치로  글래스 전이온도 Tg를 초

과하는 범위에서는  CFRP 손상재의 굽힘강도평가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Fig. 37에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 가 고온에서 충격손상

을 받았을 때의 충격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냈

다.  Fig. 37은 충격면 이 압축을 받았을 때의 최대 굽힘응력을 나타낸다.  

Fig. 37 로 부터 시험편온도가 200C, 700C, 1200C 까지 증가함에 따라 Fig. 

36 에서와 같이 충격에너지가 증가할 수록  최대 굽힘응력이 선형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보다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시험편 온도의 변화에 더욱더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Fig. 38에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 가 고온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의 충격

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와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를 분리하여 충격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냈다. 

   Fig. 38 로 부터 CFRP/PEEK 시험편 Op의 표면온도가 상승할 수록 최대 

굽힘응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충격면이 인장인 경우보다 충격면이 압축

인 경우가 최대 굽힘응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온에서의 최

대 굽힘응력은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편온도가 1200C 에서는 시험편온도가 200C, 

700C인 경우에서와 달리 충격손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시험편온도가 증가할 수록 충격손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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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fracture bending stress 

        of specimen Op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 Impacted side is tension)

Fig. 37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fracture bending stress 

         of specimen Op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 Impacted side is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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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fracture bending stress 

        of specimen Op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Fig. 39 는 시험편온도가 200C, 700C, 1200C 일때 충격면이 인장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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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잔류 굽힘강도계수Ф는 무충격  CFRP/PEEK 시험편의 굽힘응력을 

1로 하였을 때 충격손상을 받는 CFRP/PEEK 시험편의 굽힘응력의 비를 나타

낸다. Fig. 39 로 부터 시험편온도가 200C, 700C, 1200C로 높을 수록 잔류 

굽힘강도계수는 CFRP/PEEK 시험편 온도와 충격손상에 비례하여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0 은 시험편온도가 200C, 700C, 1200C 일 때 충격면이 압축을 받은 

경우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의 충격에너지의 크기에 따른 잔류 굽

힘강도계수와의 관계를 나타냈다. Fig. 40 으로 부터 시험편온도가 200C, 

700C, 1200C로 높을 수록 잔류 굽힘강도계수는 CFRP/PEEK 시험편 온도와 

충격손상에 비례하여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나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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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잔류 굽힘강도계수 저하 현상이 훨씬 낮았다.

  Fig. 41에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 가 고온에서 충격손상을 받았

을 때의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와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를 분리하여 

충격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냈다.

  Fig. 41 로 부터 CFRP/PEEK 시험편 Op의 표면온도가 상승할 수록 최대 

굽힘 응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충격면이 인장인 경우보다 충격면이 압축

인 경우가 최대 굽힘응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온에서의 최

대 굽힘응력은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훨씬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다시 말하면 시험편온도가 증가할 수록 충격손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충격면이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굽힘강도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시험편온도가 1200C 에서는 시험편온도가 200C, 700C인 경우에서와 달리 충

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에 비해 충격손상에 큰 

영향을미치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Fig. 39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retention

             bending strength factor of specimen Op 

               ( Impacted side is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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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retention

          bending strength factor of specimen Op 

            ( Impacted side is compression)

Fig. 41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retention

         bending strength factor of specimen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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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 에 메트릭스가 열경화성 수지인 CFRP/EPOXY 적층판인 시험편 O1 

이 고온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의 충격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응력

과의 관계를 나타냈다. Fig. 42 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았을 때의 최대 굽힘응

력을 나타낸 것으로 메트릭스가 가소성 수지인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에서 와는 달리 시험편온도가 200C, 900C, 1200C 로 증가 할수록 최대 굽

힘응력이 났게 나타났다.

  Fig. 43 은 시험편 O1 이 고온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의 충격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냈다. Fig. 43 은 충격면이 압축을 

받았을 때의 최대 굽힘응력을 나타낸 것으로 시험편온도가 900C, 1200C 으로 

고온 에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와 큰 변화는 없었으나 실온의 경우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보다 충격손상에 의한 강도저하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44 에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 와 열경화 수지인 

CFRP/EPOXY 적층판인 시험편 O1이 고온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의 충격

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충격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냈다. Fig. 44 로 부터  CFRP/EPOXY 적층판인 시험편 O1보다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가 실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굽힘응력이 훨

씬 높았다. 다시 말하면,  CFRP/EPOXY 적층판 시험편 보다 CFRP/PEEK 적

층판인 시험편이 고온에서의 굽힘강도 훨씬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5 에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 와 열경화 수지인 

CFRP/EPOXY 적층판인 시험편 O1이 고온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의 충격

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 충격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냈다. 

 Fig. 45도 Fig. 44와 유사하게  CFRP/EPOXY 적층판인 시험편 O1보다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 Op가 굽힘응력이 훨씬 높았다. 다시 말하면,  

CFRP/EPOXY 적층판 시험편 보다 CFRP/PEEK 적층판인 시험편이 고온에서

의 굽힘강도 훨씬 우수하였으며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굽힘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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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fracture bending stress 

         of specimen O1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 Impacted side is tension)

Fig. 43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fracture bending stress 

        of specimen O1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 Impacted side is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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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fracture bending stress 

         of specimen Op, O1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 Impacted side is tension)

Fig. 45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fracture bending stress 

         of specimen Op, O1 by specimen surface temperature

             ( Impacted side is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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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결  언

   CFRP적층재가 항공기 우주분야의 재료에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직교 이

방성 CFRP 적층판의 수지의 차 즉 CFRP/PEEK 적층재, CFRP/EPOXY 적층

재가 고온환경하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의 충격손상특성과 CFRP적층재의 잔류

굽힘강도의 저하관계에 관하여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충격손상을 받은 CFRP/PEEK 적층판의 온도변화에 따른 층간분리 면적은 

시험편 온도가 상승할 수록 감소하였으며, 시험편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울기가 

작게 나타났으며 전이온도를 넘는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더욱 작게 나타났다. 

기울기가 작은 것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층간분리 면적이 작다는 것을 의미

한다. 

2.  CFRP/PEEK 적층판의 표면온도가 상승할 수록 최대 굽힘응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충격면이 인장인 경우보다 충격면이 압축인 경우가 최대 굽힘응

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온에서의 최대 굽힘응력은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시험편온도가 증가할수

록 충격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열경화성 CFRP/EPOXY 적층판이 고온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의 충격

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응력은 열가소성인 CFRP/PEEK 적층판에서 

와는 달리 표면온도가 증가 할수록 최대 굽힘응력이 났게 나타났으며  고온 에

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와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겨우 모두 큰 변화는 

없었다.

4. 열가소성인 CFRP/PEEK 적층판이 열경화성 CFRP/EPOXY 적층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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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온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굽힘응력이 훨씬 높았다. 다시 말하면,  

CFRP/PEEK 적층판이 CFRP/EPOXY 적층판 보다  표면온도가  고온일 수록 

열경화성 CFRP/EPOXY 적층판과 달리 굽힘강도가 훨씬 우수함을 알 수 있었

으며,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굽힘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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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CFRP 손상재의 관통파괴강도

 

   제 1 절  관통파괴 실험결과 

 

      1-1 CFRP 평판의 관통모드

  본 절에서는 CFRP 적층재의 계면수 변화가 관통파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10mm 강구로 적층수가 같고 계면수가 다른 직교

이방성 CFRP 평판에 고속 충격실험을 행했다.

  관통파괴 실험후 게면간 층간분리 형상의 변화는 초음파 현미경으로 촬영하

고, 충격에너지의 크기에 따른 배면 크랙의 손상 패턴을 관찰하여 관통파괴 특

성을 고찰하였다. 

  관통파괴 실험 후 층간 분리현상을 초음파 현미경으로 촬영한 결과를  

Photo. 20 ~ Photo. 22 에 나타냈다.  Photo. 20은 충격속도 159m/s, 충격

에너지 51.8 J 의 충격 하중을 받았을 때의 충간분리 형상 및 크기를, Photo. 

21은 충격속도 약 192m/s, 충격에너지 75.5 J 의 충격하중을 받았을 때의 충

간분리 형상 및 크기를, Photo. 22는 충격속도 약 219m/s, 충격에너지 97.5 

J 의 충격하중을 받았을 때의 충간분리 형상 및 크기를 나타냈다. 또한,  Fig. 

46 에는 충격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계면분리 형상의 변화 및 크기를 나타냈

다. 

              

                       



- 86 -

                   

                               (a) Interface A

     

                               (b)  Interface B

      Photo. 20 Delamination shapes after puncture of specimen O1

                 (Impact energy : E = 51.8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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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terface A

  

                            (b)  Interface B

     Photo. 21  Delamination shapes after puncture of specimen O1

                (Impact energy : E = 75.5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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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terface A

         

                            (b)  Interface B

      Photo. 22  Delamination shapes after puncture of specimen O1

                 (Impact energy : E = 97.5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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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terface A

   Fig. 46  Relation between delamination length and impact            

            energies of specimen O1

 

 Photo. 20 ~ 22 로 부터 관통파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면 A 의 층

간 분리길이를 측정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충격에너지가 51.8J 의 경우는  

약 39.35mm, 충격에너지가 75.5J 의 경우는 약 35.90mm,  충격에너지가 

97.5J 의 경우는 약 34.84mm 로서 충격에너지가 클수록 계면 A의 층간분리 

면적은 짧아 졌는데 이는 Photo. 23에서 와 같이 시험편 O1의 배면 크랙패턴

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Delamination length of interface A according to 

                impact energy 

    

Impact energy [J] 51.8 75.5 97.5

Delamination length[mm] 39.35 35.90 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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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3에 각각 32.2 J, 51.8 J, 75.5 J 및 97.5 J 의 충격에너지로 충격을 

받았을 때  CFRP 시험편 O1 의 관통후의 충격배면의 손상 패턴을 나타냈다.

충격면 배면의 외부손상 패턴은 여려개의 길이방향 크랙이 시험편 가장자리 부

근까지 띠 모양으로 박리 되는 모양으로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충격면의 손상형

태는 충격파괴시 대부분 정방향의 관통공이 형성되었고 충격속도가 빠를수록 

띠상의 밴드 크랙의 길이는 짧아지며 박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Table 3 에서와 같이 충격에너지가 클수록 계면 A의 층간분리 면적은 

짧아 졌는데 이는 Photo. 23에서와 같이 시험편 O1의 배면 크랙패턴과 유사

함을 알 수 있다.

           

              (a) E = 32.2 J                    (b) E = 51.8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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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 75.5 J                 (d) E = 97.5 J   

       Photo. 23  Damage shapes in the back surface of specimen O1 

                   according to impact energies

Photo. 24에 10mm 강구로 고속 충격실험을 행하여 CFRP 평판을 관통파괴 

한 후 층간 분리현상을 초음파 현미경으로 촬영한 결과를 나타냈고 계면수 4

계면인 CFRP 시험편 O2이다. 충격속도 99.5m/s, 충격에너지 20.2 J 의 충격

하중을 받았을 때의 충간분리 형상 및 크기를 나타냈으며, Photo. 

24(a),(b),(c),(d) 에 각각 계면 A, B, C, D 계면의 층간분리형상을 나타냈으

며 Photo. 24(e)에 계면 A, B, C, D  에서의 층간분리형상을 합성하여 나타

냈다. 합성 층간분리형상의 촬영은 표면파와 면파사이의 전 계면에 게이트를 

걸어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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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terface A                    (b) Interface B

         (c) Interface C                       (d) Interfac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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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nterface A,B,C,D

  Photo. 24  Delamination shapes after puncture of specimen O2

              (Impact energy : E = 20.2 J)

Photo. 25에 각각 20.2 J, 51.8 J 및 75.5 J 의 충격에너지로 충격을 받았을 

때  계면수가 4인 직교이방성 CFRP 시험편 O2 의 관통후의 충격배면의 손상 

패턴을 나타냈다. 충격면 배면의 외부손상 패턴은 계면수가 2계면인 직교이방

성 CFRP 시험편 O1 에서와 같이 길이방향 크랙이 시험편 가장자리 부근까지 

띠 모양으로 박리 되는 모양으로 손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충돌점 이면 중앙부

에 십자모양의 크랙이 생겨 마름모꼴로 박리하는 손상형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충격에너지가 클수록 길이방향의 띠상의 밴드크랙 길이는 짧아지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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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고속으로 갈수록 마름모꼴로 박리하는 손상형상에서  띠모양으로 박리  

  되는 밴드 손상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충격면의 손상형태는 시험편 O1에서와 유사하게 충격파괴시 대부분 정방향의 

관통공이 형성되었다. 

  (a) E = 20.2 J          (b) E = 51.8 J         (c) E = 75.5 J  

 Photo. 25  Damage shapes in the back surface of specimen O2 

             according to impact energies

Photo. 23, Photo. 25 로 부터 관통파괴 후 충격면 배면의 손상패턴 을 관찰

해 본 결과 계면수가 2 계면인 CFRP 시험편 O1의 경우는 대략 충겨에너지가 

20J ~ 95J 범위에서 띠상의 손상형상이 관찰되었으며 4 계면인 CFRP 시험

편 O2 에서는  대략 충격에너지가 20J ~ 60J 범위에서 마름모꼴의 손상형상

이 관찰되었다.

 결과적으로 계면이 2 계면인 CFRP 시험편 O1의 관통파괴후의 충격점 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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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상은 충격에너지의 크기에 관계 없이 띠상의 손상형상이 관찰 되었으며 

충격에너지가 증가 할수록 띠상 크랙의 길이가 짧아 졌다. 그러나 4 계면인 

CFRP 시험편 O2 에서는 저속관통의 경우는 마름모꼴 손상과 띠모양의 손상

이 병존하여 나타났으며 고속충격 파괴일수록 띠상의 밴드크랙 형태를 나타냈

다. 이와같이 4 계면인 CFRP 시험편 O2에서 저속충격의 경우 마름모꼴로 손

상이 생기는 이유는 계면수의 변화 때문이라 생각된다. 

  직교이방성 2계면 CFRP 시험편의 층간분리형상을 살펴보면 Photo. 20~22 

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충격점 배면에서 가까운 계면에서는 충격점 표

면에서 가까운 계면인 900 섬유방향으로 생긴 층간분리 길이를 폭으로 하는 

계면 B의 층간분리가 생기며, 충격속도가 클수록 계면 A 의 층간분리 길이는 

짧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Photo. 23에서 알 수 있듯이 충격면 배면에 생긴 

띠상의 크랙 패턴으로 부터도 알 수 있다.  

 또한, 직교이방성 4계면 CFRP 시험편의 층간분리형상을 살펴보면 Photo. 24 

로부터 충격면에 가까운 A계면의 층간분리는 900 섬유방향 층간분리 길이를 

폭으로 하는 B계면의 00 섬유방향 층간분리가 생기며, 순차적으로 C,  D 계면 

까지의 층간분리가 생김을 알 수 있었는데 충격면 으로부터 멀어 질수록 층간

분리면적이 커졌으며, 충격에너지가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층간분리현상은 작

게 나타났다.

  또한, 충격면 배면의 파괴현상은 Photo. 25와 같이 저속충격의 경우는 마름

모꼴의 파괴 패턴이 나타나고  고속으로 갈 수록 띠상으로 파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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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CFRP 평판의 관통특성

Table 4, Table 5 에 각각 2 계면 직교이방성 시험편 O1 과 4계면 직교 이

방성 시험편 O2 의 충격에너지의 크기, 관통에너지의 크기 및 흡수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Table 4 ~ 5 중 EIN [J] 은 충겨에너지를, EOUT [J]는 관통후의 에너지를, Ea 

[J]는 관통전후의 에너지인 흡수에너지를 나타낸다.

  Fig. 47에 2 계면 직교이방성 시험편 O1 과 4계면 직교이방성 시험편 O2 

의 임계관통에너지를 나타냈으며, Fig. 48에 2 계면 직교이방성 시험편 O1 과 

4계면 직교이방성 시험편 O2 의 관통파괴후의 흡수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냈

다.

    Table 4 Impact energy and puncture energy of specimen O1

       

Impact energy 

EIN [J]

Puncture   

energy EOUT[J]

Absorbed 

energy Ea [J]

18.7 2.53 16.2

49.8 38.5 11.3

74.9 65.8 9.10

96.3 89.6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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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Impact energy and puncture energy of specimen O2

       

Impact energy 

EIN [J]

Puncture energy 

EOUT [J]

Absorbed 

energyEa [J]

20.53 4.50 16.03

37.72 18.68 17.04

53.54 39.58 13.96

     64.60 51.60 13.01

78.57 65.78 12.79

     

Fig. 47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puncture energy

         of specimen O1,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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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Relation between impact energy and absorbed energy

         of specimen O1,O2

 Fig. 47로 부터 충격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2계면, 4계면  CFRP 시험편 

O1,O2 모두 관통에너지는 선형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계면수가 계면2인 

CFRP 시험편 O1이 4계면 시험편 O2 보다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충격에

너지가 증가 할 수록 증가폭이 컸다. 

  또한, Fig. 48로 부터  관통파괴후 CFRP 시험편에 흡수되는 흡수에너지는 

충격에너지가 증가 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 하였는데, 계면수가 4계면인 경

우보다 2계면인 CFRP 시험편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속충

격을 받을 경우 계면수가 많은 CFRP 시험편이 계면수가 적은 CFRP 시험편 

보다 내관통 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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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  언

 

 직교이방성 CFRP 적층판의 계면수의 차가 흡수에너지, 임계 관통에너지, 계

면간 손상특성 및 안전설계를 위한 원형 유지특성 등 적층구성의 차에 따른 관

통특성을 고속충격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 계면인 CFRP 적층판의 관통파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면 A 의  

   층간분리 길이는 충격에너지가 클수록  짧았으며, 충격면의 손상형태는 충  

   격파괴시 대부분 정방형의 관통공이 형성되었고, 충격면 배면의 외부손상   

   패턴은 여려개의 길이방향 크랙이 CFRP 적층판 장자리 부근까지 띠상으로  

   박리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충격속도가 빠를 수록 크랙의 길이는 짧게  

   나타났다. 

2. 4 계면인 CFRP 적층판에서는 저속관통의 경우는 십자모양의 마름모꼴     

   손상과 띠상의 손상이 병존하여 나타났으며, 고속충격 일수록 띠상의       

   밴드크랙 형태를 나타냈다. 4 계면인 CFRP 적층판에서 저속충격의 경우   

   마름모꼴로 손상이 생기는 이유는 층간분리 형상의 측정결과 로부터        

   계면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 관통에너지는 충격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2계면, 4계면  CFRP 적층판    

   모두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계면수가 계면2인 CFRP 적층판이 4계면       

   적층판 보다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충격에너지가 증가 할 수록        

   증가폭이 컸다. 

4. 관통파괴시 생기는 CFRP 적층판의 흡수에너지는 충격에너지가 증가 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계면수가 4계면인 경우보다 2계면인 CFRP  

   적층판이 급격히 감소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속충격을 받을 경우 계면  

   수가 많은 CFRP 적층재가 계면수가 적은 CFRP적층재 보다 내관통 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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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주항공분야의 구조재로 많이 사용되는 CFRP 적층재가 실

제의 환경과 각각의 조건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를 상정하여 CFRP 손상재

의 굽힘피로강도, 고속충격에 의한 관통파괴특성 및 우주환경 분위기등 고온 

분위기에서의 굽힘강도등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적층재의 강도평가 기법을 

확립 하고져 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1.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의사등방성 CFRP 적층재의 굽힘피로강도는 직  

   교이방성 CFRP 적층재의 굽힘피로강도 보다 약 16%높게 나타났으며, 충  

   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는 의사등방성 CFRP 적층재의 굽힘피로강도가 직  

   교이방성 CFRP 적층재의 굽힘피로강도 보다 약 32%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손상재의 피로굽힘강도의 관점에서 의사등방성 CFRP 적층재가 직교이  

   방성 CFRP 적층재 보다 더 우수함을 알수 있다.

2. 의사등방성 CFRP 적층재에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일정 cycle 반

복 후 충돌점에서 가까운 계면 A에서 손상이 진전하기 시작하여 시험편 가

장자리까지 계면A의 층간분리 영역이 진전 하였고, 일정 cycle 반복 후 계

면 F에서 급격히 손상이 성장하면서 파괴되었다. 

3. 충격면이 인장을 받은 직교이방성 CFRP 적층재는 계면 B의 가장 자리에서 

손상이 진전하여 일정 cycle 반복 후 급격히 손상이 진전하여 파괴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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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충격면이 압축을 받은 경우는 일정 cycle반복 후 계면 A와 계면 B 사

이의 메트릭스 크랙을 기점으로하여 계면 B의 시작점에서 손상이 진전하여 

일정 cycle 반복 후 급격히 손상이 진전하여 반복 후 파괴되었다. 

 

4.  CFRP/PEEK 적층판의 표면온도가 상승할 수록 최대 굽힘응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충격면이 인장인 경우보다 충격면이 압축인 경우가 최대 굽

힘응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온에서의 최대 굽힘응력은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시험편온

도가 증가할수록 충격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열경화성 CFRP/EPOXY 적층판이 고온에서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의 충격

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최대 굽힘응력은 열가소성인 CFRP/PEEK 적층판에

서 와는 달리 표면온도가 증가 할수록 최대 굽힘응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고온 에서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와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 모

두 큰 변화는 없었다.

6. 열가소성인 CFRP/PEEK 적층판이 열경화성 CFRP/EPOXY 적층판 보다 실

온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굽힘응력이 훨씬 높았다. 다시 말하면, CFRP/PE

EK 적층판이 CFRP/EPOXY 적층판 보다  표면온도가 고온일수록 열경화성 

CFRP/EPOXY 적층판과 달리 굽힘강도가 훨씬 우수함을 알수 있었다. 

7. 2 계면인 CFRP 적층판의 관통파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면 A 의  

층간분리 길이는 충격에너지가 클수록 계면 A의 층간분리 길이는 짧았으며,  

충격면의 손상형태는 충격파괴시 대부분 정방형의 관통공이 형성되었고, 충

격면 배면의 외부손상 패턴은 여려개의 길이방향 크랙이 CFRP 적층판 가

장자리 부근까지 띠상으로 박리 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충격속도가     

 빠를 수록 크랙의 길이는 짧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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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계면인 CFRP 적층판에서는 저속관통의 경우는 십자모양의 마름모꼴 손

상과 띠상의 손상이 병존하여 나타났으며, 고속충격 일수록 띠상의 밴드크

랙 형태를 나타냈다. 4 계면인 CFRP 적층판에서 저속충격의 경우 마름모꼴

로 손상이 생기는 이유는 층간분리 형상의 측정결과 로부터 계면수가 증가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9. 관통에너지는 충격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2계면, 4계면  CFRP 적층판    

모두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계면수가 계면2인 CFRP 적층판이 4계면 적층

판 보다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충격에너지가 증가 할수록 증가폭이 컸

다. 

10. 관통파괴시 생기는 CFRP 적층판의 흡수에너지는 충격에너지가 증가 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계면수가 4계면인 경우보다 2계면인 CFR

P 적층판이 급격히 감소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속충격을 받을 경우 

계면수가 많은 CFRP 적층재가 계면수가 적은 CFRP적층재 보다 내관통 

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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