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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속도에 따른 실리콘 충격 프로그래머의 

유효 탄성 계수 예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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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ilicon as the hyper-elastic material was used to design the shock programmer and dynamic characteristic of the shock 
programmer was studied. The shock programmer was a structure part that was mounted between the impactor and the test bed. The role of the 
shock programmer was to generate the acceleration time history by the objective of various impact tests. The effective elastic modulus of the 
silicon was varied under the velocity of the impactor. The effective elastic modulus of the silicon was estimated by the comparison with 
results between test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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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계 구조물의 내 충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충돌 시험기를 설계 및 제작하고 

있다. 충격 시험을 할 때, 시편을 설치하는 시험대에 충격

자를 이동시키거나 낙하를 시켜서 시편에 직접 혹은 간접

적인 충격을 주어 충격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충
격자와 시험대 사이에 특정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가속도의 크기 및 유지 시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구조물을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리며, 고체 구조물이 아닌 판스프링이나, 코일 스프링으

로 구현이 가능하다(1,2). 하지만 충격 에너지의 양이 높은 

충돌이 발생할 때, 이는 판스프링이나 코일 스프링으로 

구현이 힘든 경우, 원통형이나 육면체 형과 같은 다양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충격 프로그래머를 설계한다. 그 밖에

도 다양한 초 탄성 재료를 이용하여 충격 프로그래머를 

설계하기 위해서 연구가 수행되었다(3-6).
최근 실리콘이 내진 및 방진재료로써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저주파 혹은 고 주

파수 영역에 대한 실리콘의 진동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였

다(7,8). 그리고 실리콘 이외의 초 탄성 재료의 거동을 구현

하기 위해서 Mooney-Rivlin, Ogden 초탄성 재료 모델과 

같은 다양한 구성 방정식이 존재한다(9,10).
Mooney-Rivlin이나 Ogden과 같은 구성 방정식을 이용하

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 방정

식에 적용되는 상수를 기본 재료 실험을 통해 구하거나 충

격 실험을 통해 얻은 응력-변형률 선도를 이용해야 한다.
충돌 속도 별 유효 탄성 계수를 관찰함으로서, 가속도 

시간 이력을 쉽게 예측을 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효 탄성 계수를 이용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 충돌 실험을 수행하였다. 
동일 충돌 속도에 따라서 프로그래머의 재료인 실리콘

의 경도와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소 

실리콘 고무(FMQ)를 이용하여 동일 재료에 대해서 충돌 

속도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였다. 
충격 프로그래머는 원통형 형태를 가지는 충격프로그

래머를 고려하였으며, 충돌 속도에 따라서 다른 동적 특

성을 보이는 성질을 고려하여, 다양한 탄성계수의 범위를 

5 ~ 1000MPa까지 적용하여 다양한 충돌 속도에 따른 가

속도의 크기 및 유지시간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
효 탄성 계수 예측을 위해서 소규모 축소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실험을 통해서 얻은 시험대의 가속도 크기와 가

속도 유지 시간을 이용하여 충돌 속도 별 실리콘의 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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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모델 및 조건

2.1 해석 모델

충격 실험시스템은 충격자와 시험대 그리고 충격 프로

그래머로 구성되어 있다. 총 모델링 그림은 Fig. 1과 같다. 
① , ③ 는 각각 시험대와 충격자가 되며, ②는 충격 프

로그래머이다. 시험대와 충격자는 각각 210, 140kg으로 

가정하였다. 충격 프로그래머는 엘라스토머(④)와 기저판

(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Fig. 2와 같은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 D, tp, tb는 각각 충돌부의 지름, 충돌부의 두께, 
그리고 기저판의 두께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프로그래

머의 크기에 대한 치수는 Table 1과 같다.

2.2 해석 조건

프로그래머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조

적 유효탄성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초 탄성 재료는 충돌 속도에 따라서 다양한 충격 거동

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초 탄성 재료는 변형률 속도에 따

라서 다른 응력-변형률 선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LS-DYNA를 이

용하였으며, 다양한 충돌 속도에 따라서 실험값에 유사한 

탄성 계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중 조건으로 충돌 속도의 

다양성에 변화를 주었다. 충돌 속도의 범위는 4m/s에서 

최대 12m/s까지 범위를 결정하였다. 
Fig. 3은 충격자와 시험대 그리고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격자 생성을 한 그림이다. 충격자와 시험대는 레일에 고

정이 되어 있으므로 충격자와 시험대의 A부분의 절점들

에 대해서 X축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도에 대해서 구속 조

건을 적용하였으며, 충격자는 X축방향으로 초기 충돌 속

도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하중조건과 경계조건에 

대한 그림은 Fig. 3에서 정의하였다. Fig. 4서와 같이 접촉 

조건은 총 3가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T, Pb, Pe, I는 각각

Fig. 1. Full assembly model of the impact system

Fig. 2. The shape and dimensions of the impact programmer

시험대, 프로그래머의 기저판, 프로그래머의 엘라스토머, 
충격자를 의미한다.

접촉 조건은 시험대와 프로그래머의 기저판(TtoPb), 프
로그래머의 기저판와 엘라스토머(PbtoPe),프로그래머의 엘

라스토머와 충격자(PetoI)사이에 존재한다. 시험대, 프로그

래머의 기저판 그리고 엘라스토머는 서로 면 공유를 하고 

있으므로 격자의 노드끼리 완전 고정 조건이 적용된다. 
접촉조건에 대해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충격자, 시험대 그리고 프로그래머의 기저판은 강체 거

동을 표현하였으며, 재료는 일반 탄소강을 적용하였다. 프
로그래머의 엘라스토머는 탄성 거동을 보이도록 하였으

며, 일반 실리콘의 밀도를 적용하였으며, 비압축성을 고려

하여 프와송 비는 0.499를 적용하였다. 실리콘의 유효 탄

성 계수의 범위는 최소 5MPa에서 최대 1000MPa까지의 

범위로 결정하였다.
충격자, 시험대 그리고 프로그래머를 시험대에 부착하

는 기저판은 Rigid body material card(*Mat_020)을 적용하

였다. 그리고 탄성체인 프로그래머의 실리콘은 Elastic 
material card(*MAT_001)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3. 축소 충돌 실험 결과

실험 장치는 Fig. 5와 같으며, 실험대에 실리콘 프로그

래머를 장착한 모습은 Fig. 6과 같다. 
충격자와 시험대의 질량은 각각 140, 210kg으로 시뮬레

이션에서 적용한 질량과 같다. 시험대로 전달되는 가속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센서의 

설치 위치는 Fig. 5에서 빨간점으로 위치한다. 가속도 센서

로 전달되는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필터링을 수행하였

다. 필터링에 대한 정보는 Table 4와 같다. 축소 실험을 수

행하여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기 위해서 충돌 시간과 시험

Table 1. Dimension of the impact programmer

Design variables Dimension (mm)

D 250

tp 100

tb 10

Fig. 3. The boundary condition of the imp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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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sition of the contact conditions

Table 2. Applied contact type of the contact conditions

Contact condition Applied contact type

TtoPb Bonded contact

PbtoPe Bonded contact

PetoI Frictionless contact

Fig. 5. Photo of the impact test setup

대의 가속도의 최대 크기를 비교 변수로 설정하였다. 축
소 실험에서 수행한 충돌 속도는 4, 8, 12m/s로 정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최대 가속도 크기와 유지 시간을 정

리해보면 Table 5와 같다.

4.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 고찰

충돌 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서 실험결과와 

비교 고찰을 하기 위해서 실험 결과에서 사용되는 필터링과

같은 방법으로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Table 6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성 계수가 커

질수록 동일 충돌 속도에 대해서 시험대로 전달되는 가속 

Fig. 6. Photo of the silicon impact programmer mounted on the 
test bed

Table 4. Filtering properties

Filtering method Butterworth filter design

Filtering order 6th order

Sampling Frequency 25600 Hz

Cut off Frequency 500 Hz

Filtering options Low-Pass filter

 
Table 5. Test results on the impact programmer

Impact Velocity
(m/s)

Test results

Maximum
Acceleration 

(G)

Time 
Duration
(msec)

4 43.90 9.40

8 207.00 14.70

12 239.10 20.80

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가속

도의 유지 시간이 짧아진다. 
동일 탄성 계수에 대해서 충돌속도가 증가를 할수록 

시험대로 전달되는 가속도의 크기는 증가하는 반면에 가

속도 유지 시간은 짧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유효 탄성 계수가 5MPa인 경우, 충돌속도가 8, 12, 

16m/s에서 그리고 유효 탄성 계수가 10MPa인 경우 충돌 

속도가 12, 16m/s인 경우에 해석이 수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탄성 계수가 낮은 상태에서는 LS-DYNA에서 

요소 간의 간섭 및 대변형이 발생하여 해석 상 중지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속도 크기 기준으로 유효 탄성 계수

를 보면, 충돌 실험에서 충돌 속도가 4, 8, 12m/s일 때, 유
효 탄성 계수의 범위는 각각, 5 ~ 10, 25 ~ 50, 10 ~ 
25MPa로 판단되며,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면, 8.24,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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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MPa의 유효 탄성 계수가 예측된다. 이에 대한 실험 

결과와의 비교는 Table 8과 같다. 충돌 속도가 4, 8, 12 
m/s 에 대해서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험대의 

가속도 이력 선도의 비교는 Fig. 7같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실선은 실험 결과를 점선은 시뮬레

이션 결과를 가리킨다. 유효 탄성 계수를 이용하여 충격 

프로그래머의 특성을 예측하는 방법은 4m/s에서 적절하

나 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가속도의 유지 시간이 실험과의 

Table 6. Level of the acceleration on the impact programmer with 
various effective modulus under various impact velocity 

(unit : G)

Young's
Modulus
(MPa)

Velocity of the impactor (m/s)

1 4 8 12 16

5 7.93 35.7 - - -

10 10.9 48.3 105 - -

25 17.1 73.1 156 247 339

50 23.9 100 213 334 466

75 28.9 124 256 400 549

100 30.8 132 290 641 762

200 44.3 272 455 641 831

300 54.7 327 653 952 2127

500 51.3 369 541 1111 2541

1000 53.8 395 746 1377 3117

Table 7. Time duration of the acceleration on the impact programmer 
with various effective modulus under various impact

(unit : msec)

Young's
Modulus
(MPa)

Velocity of the impactor (m/s)

1 4 8 12 16

5 17.4 13.8 - - -

10 11.41 10.2 9.00 - -

25 6.30 7.79 6.10 6.50 7.29

50 5.30 6.00 4.90 5.10 4.70

75 4.80 4.40 4.20 4.29 4.10

100 4.20 4.20 3.40 3.30 3.30

200 2.99 3.00 2.90 3.30 2.30

300 2.60 2.60 2.70 2.20 1.19

500 2.60 2.50 2.00 2.29 0.69

1000 2.20 1.90 2.09 1.99 0.68

Table 8. Comparison results between test and simulation

 Impact elocity
(m/s) Test result Simulation result

Maximum
Acceleration

(G)

4 43.9 44.7

8 207 208

12 239.1 240.1

Time
Duration
(msec)

4 9.40 10.7

8 14.7 4.40

12 20.8 4.10

(a) Vimpactor = 4 m/s

(b) Vimpactor = 8 m/s

(c) Vimpactor = 12 m/s

Fig. 7. Time history on the acceleration of the test bed under 
various velocities of the imp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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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 차이는 재료의 대변형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되며, 4m/s 이상에서는 대변형을 고려한 비선형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8는 충돌 속도 별 응력 분포도이다. 충격을 받는 

동안 가장 큰 응력이 걸리는 부분은 프로그래머의 기저판

과 엘라스토머사이의 접착부위이다. 따라서 충격 프로그

래머의 사용 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응력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a) Eeffective=8.24 MPa,Vimpactor=4 m/s

(b) Eeffective=47.4 MPa,Vimpactor=8 m/s

(c) Eeffective=55.2 MPa,Vimpactor=12 m/s

Fig. 8. Stress distribution of the shock programmer with various 
impact velocitie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인 가속도의 크

기와 유지 시간을 기준으로 유효 탄성 계수를 예측하였

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노이즈의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Butterworth 필터링을 수행하였고, 해석 결과에도 

같은 필터링을 적용하여 비교 고찰하였으며, 결론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충돌 속도에 따라서 가속도 시간은 0.68 ~ 17.4msec
의 범위를 가지며, 가속도의 크기는 7.93 ~ 3114G 
의 범위를 구현할 수 있다.

② 유효 탄성 계수를 이용한 충돌 프로그래머는 저속인 

4m/s 이하에서는 가속도의 크기 및 유지 시간 구현

이 가능하다.
③ 8, 12m/s의 충돌 속도에서 가속도 크기는 잘 모사되

고 있으나, 가속도 유지시간에 대한 실험과 시뮬레

이션의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차이는 

재료의 대변형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4m/s 이상에서는 대변형을 고려한 비선형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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