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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 적층판의 충격손상이 잔류 굽힘 피로강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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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FRP composites are used as primary structural members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because their specific strength and 
specific stiffness are excellent in comparison to conventional metals. Their usage is expanding to high added-value industrial fields 
because they are more than 50% lighter than metals, and have excellent heat resistance and wear resistance. However, when CFRP 
composites suffer impact damage, destruction of fiber and interface delamination occur. This causes an unexpected deterioration of 
strength, and for this reason it is very difficult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Therefore, for the 
destruction mechanism in bending with impact damag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inforcement data regarding various external loads 
by identifying the consequential strength deterioration. Specimens were damaged by impact with a steel ball propelled by air pressure. 
Decrease in bending strength caused by the tension and compression of the impact side, and depending on the lamination direction of 
fiber and interface inside the specimen. From the bending test it was found that the bending strength reduced when the impact energy 
increased. Especially in the case of compression on the impact side, as tensile stress occurred at the damage starting point, causing rapid 
failure and a substantially reduced failur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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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섬유강화복합재(이하 CFRP라 한다.)는 비강성, 
비강도 및 역학적 특성이 우수하여 항공우주기기 및 

구조물, 자동차 산업, 스포츠․레져산업 등 각종 산업

분야에 널리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격손상에 취약

하다는 것이 지적되어1-2)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문

제가 되고 있다. 특히, CFRP(Carbon-Fiber-Reinforced 
Plastics)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새와의 충돌, 
이착륙시의 작은 파편 등 다양한 물체의 충돌에 의해

서 이물충격손상(FOD : Foreign Object Damage)을 피

할 수가 없어3) 이에 대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결되어야 

한다.
양 등4)은 충격손상을 받은 CFRP 평판의 잔류강도를 

평가하였으나 시험편내부의 메트릭스 크랙(Matrix 
Crack), 층간분리 등이 강도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

하지 못했다. 
임 등5-7)은 고온․고습 환경하에서 충격손상이 잔류 

굽힘피로강도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 및 손상거동에 관

해 고찰하기 위하여 초음파현미경으로 손상진전을 관

찰한 후 파괴 모드를 해석하였으나 충격손상부에 대해 

하중작용점 중앙으로부터 30 mm 오프셋(Offset) 하여 

충격을 가한 후 굽힘 피로실험을 행하여 강도저하 관

계를 고찰하였으므로 손상재의 강도저하 현상을 정량

적인 해석이 아닌 정성적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격손상을 받는 CFRP 적층

재의 굽힘 피로강도 저하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CFRP 적층판에 강구 충돌실험을 실시하여 CFRP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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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하는 층간분리 및 피로에 의한 손상진전 상태

를 초음파현미경을 이용하여 파악함으로써 굽힘강도

가 저하하는 파괴 메커니즘(Fracture Mechanism)을 명

확히 하고자 한다.
내부손상진전의 관찰은 초음파현미경을 이용하여 

CFRP 손상재의 계면손상을 관찰한 후 CFRP 적층 시

험편을 일정 사이클로 반복피로실험을 실시한 후 3점 

굽힘시험(이하 굽힘시험이라한다.) 지그(Jig)로 부터 분

리한 후 초음파 현미경으로 내부손상진전을 관찰하였

다. 초음파현미경으로 내부손상 진전 관찰이 끝난 시

험편을 다시 굽힘시험 지그에 장착하여 피로시험을 재

개한 후 초음파현미경으로 내부손상 진전상태를 관찰

하였다. 이와 같이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이 파

괴 될 때 까지 반복적으로 내부손상을 관찰 하고 충격

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와 압축을 받는 경우를 분리하

여 실험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험편

본 연구에 사용된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 시험편은 

TORAY제(T300-3000) 일방향 프리프레그시트(Prepreg 
Sheet)를 적층하여 오토크레이브(Autoclave)를 이용하

여 성형 제작하였다. Fig. 1은 시험편 제작시 성형 사이

클을 나타냈다. 시험편의 폭은 충격손상을 받았을 때 

생긴 손상의 폭보다 충분히 넓게 하여 시험편의 가장

자리 효과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험

편 폭을 40 mm로 제작하였고 시험편의 길이는 굽힘실

험규격에 적합하게 지점간의 거리 150 mm 보다 충분

히 긴 180 mm로 제작하였다. 적층구성은 [0°6/90°12/0°6] 
으로 CFRP 프리프레그시트 24매를 적층하였으며 표면 

섬유의 방향은 시험편의 길이방향과 일치하는 0°로 제

작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 fo CF/EPOXY specimen

Fiber Epoxy Prepreg

Manufacture TORAY TORAY

Diameter T300-3,00 #2,500 P.3,501-15

Density 1.75×103(kg/m3) 1.24×103(kg/m3)

Tensile stress 3,530(MPa) 78(MPa)

Tensile elastic 230(GPa) 3.96(GPa)

Elongatio 1.5(%) 2.0(%)

Resin content 37(%WT)

2.2 충격실험

충격실험을 위해 공기압을 이용하여 5 mm 강구를 

CFRP 시험편의 한 중앙에 발사하여 충격을 가하였고 

시험편 앞에 설치한 1조의 포토셀(Photo Cell)에 의하

여 강구가 2정점간 거리(100 mm)를 통과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을 체크 하여 충격속도를 산출하였다. 충격

속도는 공기압을 변화시켜 얻었으며 충격에너지는 충

돌직전의 충돌체의 운동에너지[J]를 나타냈다. 충격시

험 장치의 개략도를 Fig. 2에 나타냈다.
Fig. 2의 View A 에서와 같이 Φ150의 홀이 있는 두

께 10 mm의 강판사이에 폭이 40 mm인 CFRP시험편을 

끼워 클램프로 고정하고 5 mm의 강구가 시험편의 중

앙에 수직으로 충돌하도록 충격실험을 행했다. 강판과 

CFRP 시험편 사이에는 고무판을 붙여 한 중앙에 고정

하였다.

2.3 손상재의 굽힘 피로실험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의 굽힘실험은 일반적

으로는 4점 굽힘실험을 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연구

에서는 충격손상 후 손상진전상태, 메트릭스 크랙 및 

전단 상태 등 파괴모드를 파악하여 손상후의 파괴 메

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ASTM D790M-868)의 시험방

법을 참고하여 3점 굽힘실험을 행했다.
피로실험은 하중을 사인파 형상으로 편진 진폭 시켜 

시험편에 부하하는 축하중 제어로 실시하였으며 하중

비 R은 0.1로 하였으며 주파수는 1.5Hz로 하였다. 굽힘 

Fig. 1. Curing cycle of CFRP stacking specimen.

Fig. 2. Apparatus of impact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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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행할 때는 충격을 받은 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

와 충격을 받은 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를 구분하여 실

험하였으며, 파단 될 때까지의 하중-변위 데이터로부

터 얻은 최대하중으로부터 파괴굽힘응력을 계산했다. 
파괴굽힘응력을 계산할 때는 시험편을 균질 등방성 보

로 가정하여 다음의 계산식8)을 이용하여 굽힘응력을 

산출하였다. 

 
 (1)

 



 (2)

여기서 : 굽힘응력(Pa), P: 최대하중(N),  : span 길
이(mm), b: 시험편 폭(mm), h: 시험편 높이(mm), I: 관
성 모멘트(mm4) 이다.

3. 충격손상의 진전

강구의 충돌에 의해 CFRP 내부에 발생하는 층간분

리 및 피로에 의한 충격손상의 진전은 초음파현미경

(Olympus UH 100, 사용주파수 30 MHz)을 이용하여 관

찰하였다.
충격손상진전(이후 내부손상진전이라 한다.)의 관찰

은 초음파현미경을 이용하여 계면손상을 관찰한 충격

을 받은 CFRP 적층 시험편을 일정 사이클 반복피로실

험 후 실험을 중단하고 시험편을 굽힘시험 지그로 부

터 분리한 후 초음파 현미경으로 내부손상진전을 관찰

하였다. 또 다시 초음파현미경으로 내부손상 진전 관

찰이 끝난 후 다시 시험편을 굽힘시험 지그에 장착하

여 피로시험을 재개한 후 초음파현미경으로 내부손상 

진전상태를 관찰하였다. 이와 같이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이 파괴 될 때 까지 반복적으로 내부손상

을 관찰 하였다. 시험을 중단시켜 내부손상을 관찰하

는 시기는 다른 시험편이 파괴할 때의 사이클 수를 참

고하여 결정하였다. 
초음파현미경을 이용하여 촬영한 시험편의 손상진

전 사진은 충격이 인장을 받는 경우와 압축을 받는 경

우를 구분하여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3(a), Fig. 4(a) 에 5 mm의 강구로 1.7 J의 충격손

상을 주었을 때의 (충격속도 82.5 m/s) 층간분리형상을 

나타냈다. Fig. 3, 4 중의 적색은 계면 A의 층간분리형

상을, 녹색은 계면 B의 층간분리형상을 나타냈다. Fig. 
3(a)~(d)는 5 mm의 강구로 1.7 J의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의 충격면이 인장을 받았을 때의 굽힘 피

로시험중의 손상진전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 0 

(a) 0 cycle

(b) 40,000 cycle

(c) 60,000 cycle

(d) 80,000 cycle

Fig. 3. Damage growth of CFRP specimen during 3- point 
bending fatigue test when the impacted side is tensioned.

cycle, 40,000 cycle, 60,000 cycle, 80,000 cycle 후의 손

상진전 형상을 나타냈다. Fig. 4(a), (b)는 5 mm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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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cycle

(b) 20,000 cycle

Fig. 4. Damage growth of CFRP specimen during 3- point 
bending fatigue test when the impacted side is compressed.

로 1.7 J의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의 충격면이 

압축을 받았을 때의 굽힘 피로시험중의 손상진전 형상

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 0 cycle, 20,000 cycle 후의 손상

진전 형상을 나타냈다. 충격면이 압축을 받았을 인장

을 받았을 때보다 빨리 파괴되어 20,000 cycle 후의 손

상진전 사진은 확보할 수 없었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정적 및 피로 실험결과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의 손상영역의 진전 

상태를 초음파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굽힘강도의 저하 

현상과 파괴모드를 고찰하기 위하여 충격손상이 없는 

CFRP시험편과 충격손상이 있는 CFRP시험편을 정적굽

힘 및 피로굽힘 실험을 실시하였다. 충격에너지는 1.1J
(충격속도 65.5 m/s)와 1.7J(충격속도 82.5 m/s) 범위에

서 굽힘실험을 행했다.
Fig. 5는 충격면이 인장을 받은 CFRP 시험편의 충격

에너지의 크기와 굽힘강도의 저하관계를 나타낸 것으

로 충격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굽힘강도가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충격에너지가 1.1J에 비해 

1.7J인 경우가 오차가 많이 생겼는데 이는 충격실험 시 

Fig. 5. Relationship between impact energy and fracture 
bending stress.

충격에너지가 클 경우 손상의 크기에 오차가 있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Fig. 5에서는 충격을 받지 않은 CFRP
시험편의 정적 굽힘강도를 1로 하였을 때 1.1J로 충격

을 가했을 때는 0.92, 1.7J로 충격을 가했을 때는 0.72
로 굽힘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충격면이 인장을 받은 CFRP시험편을 굽힘

피로 실험한 결과를 충격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잔류 

굽힘피로강도의 변화 관계를 나타냈다. 세로축에는 최

대굽힘응력을, 가로축에는 파괴까지의 반복사이클을 

잡아 CFRP 손상재의 피로 한도 곡선을 나타냈다. 굽힘

실험을 실시한 후 Fig. 6의 데이터를 확보한 결과 굽힘

응력은 대략 20,000 cycle까지는 cycle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이후에는 거의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적층재의 3점 굽힘피로

실험 결과 파괴굽힘응력은 충격에너지가 1.1J의 경우 

피로한도가 22,000 cycle에서 1.22 GPa, 1.7J의 경우에

는 피로한도가 20,000 cycle에서 0.77 GPa로 충격면이 

인장을 받은 CFRP 시험편의 굽힘강도는 충격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6.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cycle and fracture 
bending stress according to the impact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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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cycle and fracture 
bending stress when impact side is tension and compression 

(impact energy 1.7J).

무충격 CFRP 적층재의 피로한도 실험은 Low cycle 
fatigue 범위가 105 Cycle 범위 내에서 실험하였으며, 무
충격 CFRP 적층재의 피로한도는 300,000 Cycle에서 

0.52 GPa 이었다.
Fig. 7은 충격에너지 1.7J의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시험편의 굽힘 피로 실험 결과를 충격면이 인장 및 압

축을 받는 경우를 구분하여 나타냈다. Fig. 7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는 

20,000 cycle 이후는 안정적이나 압축을 받는 경우는 

12,000 cycle 이후는 급격히 손상이 진전하여 파단 됨

으로써 20,000 cycle 이후에는 거의 모든 시험편의 손

상진전 상태를 관찰할 수 없었다.

4.2 손상진전과 파괴 메커니즘

Fig. 3은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CFRP 시험편을 굽힘

피로시험중에 손상진전을 관찰한 사진으로 Fig. 3(a)는 

굽힘피로시험 이전의 손상사진이며, Fig. 3(b), Fig. 
3(c), Fig. 3(d)는 각각 40,000 cycle, 60,000 cycle 및 

80,000 cycle의 굽힘피로 시험 후의 손상진전 사진을 

나타낸다. Fig. 3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60,000 cycle까
지는 손상진전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80,000 cycle부
터는 Fig. 8과 Fig. 9에 나타낸 interface B의 끝단에서

부터 손상진전이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압축을 

받는 계면 B의 박리 끝 부분에서 모재크랙(Transverse 
Crack)이 생겨 cycle 수가 증가할수록 interface B의 박

리 끝부분을 따라 파괴되었다.
Fig. 4는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CFRP 시험편을 굽힘

피로시험후 손상진전을 관찰한 사진으로서, Fig. 4(a)는 

굽힘피로시험 이전의 손상사진이며 Fig. 4(b)는 20,000 
cycle 굽힘피로시험 후의 손상진전 사진을 나타냈다.

Fig. 4(b)로부터 알 수 있듯이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는 인장을 받는 경우의 Fig. 3(d)와는 달리 interface 

A와 메트릭스 크랙으로 연결된 interface B의 시작점에

서 손상이 진전함을 알 수 있었다. 충격점에서 생긴 모

재크랙을 기점으로 하여 interface B의 박리가 진전하

여 파괴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실험결과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는 압축을 받는 

경우와는 반대로 interface B의 박리 끝단에서 생긴 모재

크랙을 기점으로 충격점을 향해 파괴가 진전되며 충격점

이 압축을 받는 경우는 모재크랙에 의해 interface A와 

B가 연결된 interface B의 박리 시작점에서 발생한 모재크

랙을 기점으로 하여 손상이 진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인장을 받는 

경우보다 굽힘 실험 시 하중작용점과 손상진전 시작점

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파괴강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Fig. 8에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의 손상진전과 

파괴 Mode를, Fig. 9에 압축을 받는 경우의 손상진전과 

파괴 Mode를 나타냈다.
Fig. 8로부터 충격면이 인장을 받는 경우는 interface 

B는 압축을 받기 때문에 모재크랙에 의해 interface A와 

연결되는 interface B의 손상 시작점에 닫힘 현상이 발

생함으로써 Fig. 8 ○에 나타낸 Mode Ⅱ의 형태로 되었

다. 이와는 달리 Fig. 9에서는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

우 손상진전의 시작점인 모재크랙에 의해 interface A와 

연결되는 interface B의 손상 시작점이 인장을 받기 때

Fig. 8. Mechanism of damage growth during 3-point Bending 
fatigue test when the impacted side is tesioned.

Fig. 9. Mechanism of damage growth during 3-point Bending 
fatigue test when the impacted side is com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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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Fig. 9 ○에 나타낸 Mode Ⅰ+Ⅱ의 형태로 급격히 

파괴 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충격손상을 받는 CFRP 적층재의 굽

힘 피로강도 저하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강구의 충돌

에 의해 CFRP내부에 발생한 층간분리 및 피로에 의한 

손상진전을 초음파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손상진전에 

의한 굽힘강도가 저하하는 파괴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

고자하였으며 실험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CFRP 시험편의 충격손상에 따른 굽힘강도와 피로

강도를 고찰한 결과 인장을 받는 충격면은 충격에너지

의 크기에 따라 굽힘강도 및 굽힘피로강도는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감소 또한 선형적임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손상진전의 시작점에 닫힘현상이 발생함으

로써 피로한도에 따른 굽힘피로강도 또한 선형적인 감

소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CFRP 시험편의 충격면에 대해 압축을 받는 경우 

굽힘강도와 피로강도는 급진적인 메트릭스의 크렉 발

생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충격면이 압축을 받는 경우가 인장을 받는 경우보다 

굽힘 실험시 하중작용점과 손상진전 시작점 간의 거리

가 짧으며 손상시작점이 인장을 받기 때문에 급격한 

파괴가 진행됨으로써 파괴강도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본 연구를 통해 CFRP 시험편 제작시 동일한 적층

구조의 적층판을 제작할 경우 적층수가 많을수록, 손상

면이 많을수록 강도저하가 증가할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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