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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각이 다른 CFRP/Al 혼성 원형부재의 충돌안전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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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ctual condition is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dustries has recently become a 
serious issue. An interest in improving the gas mileage is rising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ehicles in the era of high oil price in 
particula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priority should be given to light-weight design of car body, However, at present, a design 
method enabling the conventional steel plate to be replaced is direly needed in order to guarantee passengers' safety according to 
excessive light-weight design of car body. In this study, in order to apply a design method that could realize fuel saving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through an improvement in gas mileage together with meeting the safety requirements for vehicles, it 
was supposed that CFRP/Al composites member would be used as primary structural member. And to this end, it was intended to obtain 
optimum design data by experimentally implementing external impulsive load applied to the car body. According to results of impact test 
of CFRP/Al composites member, a collapsed shape of folding, crack, and bending occurred. So, it was possible to find that energy was 
observed. And in case of specimen having an angle of 90° in the outermost layer and stack sequence of [90°2/0°2]s, its collapsed length 
was shown to be short.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find that the absorbed energy was shown to be higher by 20% or above at the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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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은 차량의 고안전

도 및 편의성 향상기술과 환경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

는 차량의 경량화 기술로 집약 될 수 있다. 고안전도 

및 편의성 향상기술은 충돌 안전성능이며, 환경보호를 

위한 차량 기술은 소재의 경량화 기술로서 엔진효율을 

높여 자동차의 성능향상을 극대화시키고 연비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서 결국 소재의 경량화는 환경오염방지

와 연료절감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1).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능이란 충돌 시에 승객을 보호

하는 능력을 말 하는데 차체부재가 외부 충격을 받았

을 때 얼마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가, 차체구조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의 공간 확보가 가능한가, 
압궤길이당 얼마의 에너지를 흡수하는가, 외부에서 가

해지는 충격에너지당 얼마만한 압궤하중을 받는가 등

을 평가하여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다.
따라서 차체 구조의 경량화를 위한 연구는 최적 구

조설계 기술과 재료 및 소재개발 이라는 두 가지 측면

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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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과제이다2). 
그러나 고도의 안전 및 편의성을 위한 차량의 개발

은 차량의 무게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차량의 기술적 요구사항은 차량의 

경량화를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의 설계는 안전성이 확

보된 상태에서 차량의 중량을 줄이기 위한 경량화 측

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차량의 초기설계 단계에서는 차량전체의 전면

충돌 안전성능을 예측하기 전에 전면부 사이드부재와 

같이 충돌시 에너지흡수량이 큰 기본형상의 구조부재

에 대한 압궤거동과 에너지흡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경량화 차체구조부재의 압궤에 관한 연

구동향을 살펴보면 모자형 단면부재의 압궤특성에 관

한 연구3-4) 알루미늄 부재의 압궤특성에 관한 연구5), 
CFRP 부재의 압궤특성에 관한 연구6)등이 있다.

여7-8) 등은 비강도, 비강성이 뛰어나며 적층배향에 따

라 기계적 특성이 변화하는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박육부재의 섬유배향의 차이, CFRP 단면의 형상

의 차가 다른 CFRP 박육부재에 충격을 가하여 충격에너

지의 크기에 따른 충격특성을 실험적으로 고찰 하였다. 
그러나 경량화 재료인 Al 과 CFRP가 혼성된 하이브리드 

구조부재의 적층 배향각의 변화에 따른 충돌안정성을 평

가한 연구결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충격을 받는 CFRP/Al 혼

성 원형부재의 충돌 안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충격

압궤실험을 실시하였다. 외부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구

조부재의 에너지 흡수 정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압궤길

이에 따른 변형을 평가하였다. 또한 에너지를 흡수하

는 동안에 변형량을 최소화 하여 차실내의 공간을 적

절히 유지할 수 있는 경량화용 CFRP/Al 혼성부재의 설

계데이터를 찾고자 하였다.

2. 시험편

본 장에서는 원형 단면을 갖는 Al 부재와 CFRP 부
재가 결합된 원형 혼성 부재가 차체구조부재로 개발되

어 상용될 경우, 충격에너지 흡수능력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여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차체 안전성능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CFRP/Al 혼성 원형부재는 Fig. 1과 같이 Al 원형 부

재의 외측에 CFRP 프리프레그 시트(CU125NS) 8매를 

축방향을 0°로 하여 적층각도를 변화 시켜 적층한 후 

오토클레이브(auto clave)를 사용하여 성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CFRP/Al 혼성 원형부재 시험편

    

Fig. 1. Configuration of CFRP/Al circular compound member.

의 적층구성은 Al 구조부재의 압궤시 발생되는 주름에 

CFRP 섬유의 굽힘을 통한 보강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와 90°의 섬유배향각도를 변화시켜 [90°]8, 
[02°/902°]s, [902°/02°]s로 적층하였다.

Al 부재는 서울메탈(주)에서 가공한 6063-T5계열로

서 두께는 1.0 mm이며, 외경 38 mm인 원형 단면이다. 
CFRP 부재는 한국화이버(주)에서 생산한 프리프레그 

시트를 적층하여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여 성형하였

다. 시험편의 길이는 120 mm로 하였다.

3. 충격압궤실험

충격압궤 실험은 Fig. 2와 같은 공기압 가속장치를 

부착한 수직식 충격실험 장치에서 행 했다. 이 장치는 

공기압 가속장치를 부착한 실험장치로서 크로스헤드

를 공기압을 이용하여 가속낙하 시켜 시험편에 충격하

중을 가하는 방식이다. 
충격시험기는 공기압 가속장치인 에어건(air gun)과 

에어실린더(air cylinder), 시험편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

하는 크로스헤드(cross head), 충격하중을 계측할 수 있

는 로드셀(load cell)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드셀은 2개
의 원판을 원주로 연결한 형태로서 연강환봉을 절삭하

여 원주의 중앙에 스트레인게이지(KYOWA, KFG-5- 
120-C1-11L1M2R)를 중심축을 중심으로 각각 축 방향 

2매, 원주방향 2매를 대칭으로 부착하였고, 로드셀의 

위쪽 원판 위에 시험편을 위치 시킨 후 크로스헤드를 

공기압을 이용하여 가속낙하 시켜 시험편에 충격하중

을 가했다.
충격하중을 받은 시험편의 변위 측정은 압궤가 진행

하고 있는 동안 시험편의 변위량과 크로스헤드의 이동

량이 일치한다고 보고 크로스헤드에 부착된 표적의 움

직임을 광학식 변위계(zimmer, 100F)로 비접촉 계측하

여 변위 데이터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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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pact testing setup for crushing.

충격속도는 크로스헤드가 시험편에 충돌하기 직전

의 속도를 레이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충격실험 

후 얻은 하중 이력과 변위 이력에서 시간을 소거하여 

하중-변위선도를 구한 후 선도를 적분하여 흡수에너지

를 산출하였고, 각 시험편 마다 최종 압궤된 변위 데이

터로 부터 압궤길이를 구했으며, 각 시험편의 흡수에

너지를 압궤길이로 나누어서 압궤길이당 흡수에너지

를 산출하였다. 또한, 충격을 받은 시험편의 최초의 피

크가 생기는 위치를 구하여 외부의 충격에 의해 에너

지를 흡수하는 동안에 차실내의 공간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하였다.
충격실험은 공기압 0.5 Mpa에서 충격속도 7.54 m/sec

로 약 1136.64J의 충격에너지를 가하여 실험을 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Fig. 3에 CFRP/Al 혼성 원형부재의 적층각도 변화에 

따른 압궤특성을 살펴보고자 충격압궤하에서 하중-변
위관계 및 압궤 형상을 나타냈다.

Fig. 3~5에 [90°]8, [0°2/90°2]s, [90°2/0°2]s로 적층된 

CFRP/Al 혼성 원형부재에 대하여 적층각의 변화에 따

른 충격압궤실험 결과 얻어진 각각의 하중-변위선도 

및 압궤 형상을 나타내었다. 충격실험은 크로스헤드

(40 kg)의 낙하속도 7.54 m/sec인 약 1136.64J에서 행

했다.

(a) Load-displacement curve

(b) Collapsed shape

Fig. 3. Load-displacement curve and shape of [90°]8 CFRP/Al 
member, (Impact energy: 1136.64J).

(a) Load-displacement curve

(b) Collapsed shape

Fig. 4. Load-displacement curve and shape of [0°2/90°2]s 
CFRP/Al member, (Impact energy: 1136.6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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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orientation
angel of CFRP

Collapse absorbed energy 
Ea[J]

Collapse length 
ℓ[mm]

FAbsorbed energy per 
collapse length El[kJ/m]

Maximum collapse load 
Pmax[kN]

Position of peak collapse 
load[mm]

[90°]8 1029.23 41.6 24.74 45.18 1.73

[0°2/90°2]s 1079.16 55.4 19.48 38.80 1.19

[90°2/0°2]s 1011.91 37.7 26.84 64.80 0.93

Table 1. Comparison of accident analysis techniques

(a) Load-displacement curve

(b) Collapsed shape

Fig. 5. Load-displacement curve and shape of [90°2/0°2]s 
CFRP/Al member, (Impact energy: 1136.64J).

Table 1에 Fig. 3~5의 충격실험 결과로 부터 얻은 적

층각이 [90°]8 [0°2/90°2]s, [90°2/0°2]s인 CFRP/Al 혼성 원

형부재의 압궤길이ℓ[mm], 흡수에너지Ea[J], 최대압궤

하중 Pmax[kN], 압궤길이당 흡수에너지 El[kJ/m] 및 최

대압궤하중이 생기는 위치의 값을 나타냈다.
Table 1의 실험결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CFRP/Al 

혼성 원형부재의 압궤길이 ℓ[mm]은 적층 조건이 

[90°2/0°2]s인 경우가 37.7 mm로 가장 짧았으며, 그 다음

으로 [90°]8,인 경우가 41.6 mm, [0°2/90°2]s 인 경우가 

55.4mm로 압궤되었다. 또한, 압궤길이당 흡수에너지 

El [kJ/m] 는 압궤길이 ℓ[mm] 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

났는데, 적층 조건이 [90°2/0°2]s인 경우가 26.84[kJ/m]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90°]8인 경우가 24.74[kJ/m], 
[0°2/90°2]s인 경우가 19.48[kJ/m]로 작게 나타났다. 이상

으로 부터 외부 충격에 의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

서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CFRP/Al 혼성 원형부

재의 적층구조는 최외층이 90°로 적층된 [90°2/0°2]s인 

경우가 가장 충돌안전성이 우수 하였다.
이와 같이 최외층각이 90°로 적층된 CFRP/Al 혼성 

원형부재가 최외층각이 0°로 적층된 부재보다 충돌안

전성이 우수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Al 부재를 제

외한 CFRP 부재만을 [90°2/0°2]s와 [0°2/90°2]s의 적층조

건으로 성형 제작한 후 충격 실험을 행 했다. 
Fig. 6은 최외층각이 0°일 때인 [0°2/90°2]s로 적층된 

CFRP/Al 혼성 원형부재를 충격실험하여 얻은 압궤형

상인 라미나 굽힘에 의한 쏘기형 압궤모드의 단면을 

60X 확대한 사진이다. Fig. 6을 살펴보면, CFRP 박육

부재는 가장 기본적인 압궤모드인 취성파괴 압궤모드

를 보이고 있으며, 횡방향 전단모드와 라미나 굽힙 압

궤모드의 조합으로 CFRP 박육부재는 압궤되었다. Fig. 
6 사진의 좌측이 박육부재의 내측(inner), 우측이 외측

(outer)이다. 또한 내측의 0°로 적층된 플라이와 중앙의 

90°로 적층된 플라이는 라미나 밴딩에 의한 굽힘 모멘

트에 의해 섬유 및 기지가 파단되어 결국 횡방향 전단

모드로 압궤되며, 외측의 0°로 적층된 플라이는 충돌체

인 크로스헤드의 수평방향으로 병진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플라이의 전단 없이 라미나 굽힘에 의해 에너

지를 흡수한다. Fig. 7은 최외층각이 90°인 경우 나타나

는 분열 압궤모드의 단면을 60X 로 확대한 사진이다. 
Fig. 7을 살펴보면, 내측 및 외측, 중앙에 위치한 모든 

플라이의 섬유 및 기지가 파단/전단되었으며, 파편

(debris)이 내․외측으로 발산하는 분열 압궤모드로 압

궤 되었다. 따라서 최외층각도가 90°인 박육부재의 경

우가 섬유의 확장 및 파단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최외층각이 0°인 CFRP 박육부재보다 더 우수

한 압궤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최외층각이 0°로 적층된 CFRP 박육부재는 주로 

라미나굽힘을 수반하는 쐐기형 압궤모드(wedge collapse 
mode)로 압궤되며 최외층각이 90°로 적층된 CFRP 박육

부재는 기지의 전단강도하에서 횡전단되어 섬유 및 기지

가 파단되는 분열모드(fragmentation collapse mode)로 압

궤 되었다.
또한, Table 1의 실험결과로부터 초기 최대 피크하중

이 생기는 위치는 적층 조건이 [90°2/0°2]s 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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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omicrograph of a section through the crush zone 
of specimen, [0°2/90°2]s.

Fig. 7. Photomicrograph of a section through the crush zone 
of specimen, [90°2/0°2]s.

0.93 mm로 가장 빨리 생겼으며, 그 다음으로 [0°2/90°2]s

인 경우가 1.19 mm, [90°]8인 경우가 1.73 mm에서 나타

났다. 압궤길이당 흡수에너지의 크기는 [90°2/0°2]s인 경

우가 가장 크나 최대 피크하중이 생기는 위치는 가장 

빨리 나타났는데 이는 충격하중을 받을 경우 적층각이 

90°인 CFRP 탄소섬유가 hoop stress 형태로 하중을 지

지하기 때문에 내측의 0°방향 탄소섬유의 외부확장 과 

Al 부재의 접힘을 방해하면서 접힘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압궤길이가 짧고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적층구성이 다른 CFRP/Al 혼성 원형

부재가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충돌 안전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적층각도가 다른 CFRP/Al 혼성 원형 부재

에 충격을 가하여 충격압궤 특성을 실험적으로 고찰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FRP/Al 혼성 원형부재는 Al 부재의 축대칭․비

축대칭 접힘과 CFRP 의 층간크랙, 층내크랙, 횡전단크

랙 및 라미나굽힘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며, 외부 

충격에 의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적층구조는 최외각층이 90°로 적층된 

[90°2/0°2]s인 경우가 가장 충돌안전성이 우수 하였다.
2. 압궤길이당 흡수에너지는 [90°2/0°2]s로 적층된 경

우가 가장 크고 최대 피크하중이 생기는 위치는 가장 

빨리 나타났다. 이는 충격하중을 받을 경우 적층각이 

90°인 CFRP 탄소섬유가 hoop stress 형태로 하중을 지

지하기 때문에 내측의 0°방향 탄소섬유의 외부확장 과 

Al 부재의 접힘을 방해하면서 접힘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압궤길이가 짧고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 최외층각이 0°로 적층된 CFRP 박육부재는 주로 라

미나굽힘을 수반하는 쐐기형 압궤모드(wedge collapse 
mode)로 압궤되며 최외층각이 90°로 적층된 CFRP 박육

부재는 기지의 전단강도하에서 횡전단되어 섬유 및 기지

가 파단되는 분열모드(fragmentation collapse mode)로 압

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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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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