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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합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의 조합을 통해 물리ㆍ

화학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 새롭게 생성된 재료를 뜻한

다. 종류로는 입자강화 복합재료(particulate composites), 

섬유강화 복합재료(fibrous composites) 등이 있으며, 최근 

금속 재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강도(specific strength), 

비강성(specific stiffness)의 특징을 지닌 섬유강화 복합재

료의 사용은 국부적으로 강한 하중을 받는 금속 기계 구조

물이나 부품의 부분적 강화, 경량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섬유강화 복합재료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에서도 그 활용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1-3).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스포츠 산업에서는 스포츠 용품의 무게 대비 강도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자전거 부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프레임(frame)에 조향을 담당하

는 부분인 Fig. 1과 같은 포크(bicycle fork)를 장착해 자

전거의 뼈대 구조를 이루게 된다. 프레임과 포크는 자

전거 구조의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경량화나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는 프레임과 포크에 대

한 연구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1,4,5). 특히, 포크는 운전

자의 체중을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행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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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age of bicycle forks. 

하중과 굽힘 등의 이유로 인해 응력 집중이나 영구 변

형(permanent deformation)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소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에까

지 그 피해를 미치게 되며, 이는 자전거 수요 증가와 더

불어 취약부 개선을 통한 강도 및 내구성 강화 연구의 

필요성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한다.

복합재료를 이용한 자전거 포크의 구조적 관점에서

의 연구들1-3)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FEM)과 복합재료 파손이론을 

이용해 포크의 취약부를 조사하였고, 작업 공정상 제

어하기 용이한 적층각과 적층수를 조절, 취약부의 안

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 포크의 안전 이론

일반적으로 구조체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외부 

하중이나 변형에 따른 내부 응력을 이용하게 된다. 복

합재료의 경우 이방성을 지니기 때문에 응력을 토대로 

설정된 파손 지수(failure index, F.I)로 위험성을 평가해

야 할 필요가 있다. 

2.1 파손 이론

이방성 복합재료의 파손을 판단하는 이론 중 하나인 

‘Tsai-Wu failure criterion’은 다음과 같다6).

   (1)

 
 ≥      ⋯ (2)

계수         는 재료의 강도 인자(strength 

parameter)로 실험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며, 식 (2)와 같

은 강도 인자 관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식 (1)의 파손 

지수 값에 의해 복합재의 파손을 판별 가능하므로 

 최대값이 발생한 부분을 포크의 취약부로 볼 수 있

으며, 그 부분의 값을 통해 포크의 파손 여부를 판

단하였다.

3. 포크의 유한 요소 해석

실제 자전거 포크에 대한 강도나 내구성 측정 실험

은 엄밀하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다양한 

외부 하중에 의한 복잡한 내부 응력 상태를 예측하기

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근사적으로 해를 구하

고 있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포크 내부의 복잡한 응

력을 통해 값을 산출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전처리

(preprocessing) 과정을 정리하였다. 

3.1 자전거 포크 형상 및 유한 요소 모델

자전거 포크 형상은 참고 문헌7)의 규격을 이용해 Fig. 

2와 같은 리지드 포크(rigid fork)로 대칭적인(symmetric) 

3D 모델링을 하였으며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을 이

용해 정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절점(node)

의 수는 30617개, 요소(element)의 개수는 30380개로 절점

과 요소 개수 변화에 따른 수렴성 평가 결과, 효율적인 

Fig. 2. 3D model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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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nite element model.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prepreg1)

Properties Symbol Value [MPa]

Young's modulus(Longitudinal) E1 141000

Young's modulus(Transverse) E2 8700

Poisson's ratio 12 0.3(Dimensionless)

Shear modulus G12 5600

Shear modulus G13 3700

Tensile strength(Longitudinal) Xt 1925

Tensile strength(Transverse) Yt 76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요소의 종류는 쉘(shell) 요

소로 Fig. 3과 같이 격자를 구성하였다. 사각 요소 생성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삼각 쉘 요소를 이용해 

해석의 정밀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였고, 초기 조건

에서의 해석 결과 포크 블레이드(fork blade)와 스티어 튜

브(steer tube) 연결부가 가장 취약하였기 때문에, Fig. 3과 

같이 편향(bias)을 주어 좀 더 국부적으로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실제 자전거 포크에 사용되는 재

료는 자전거 프레임에 사용되는 재료와 유사하므로 참조 

연구1)의 재료 물성을 설정하였고 그 값을 Table 1에 정리

하였다. 

3.2 경계 조건 및 하중

자전거 포크의 파손을 판단하는 규격 시험법은 압

축, 굽힘, 충격, 피로 시험으로 세분화 되며, 굽힘 시험

과 충격 시험은 동일한 시험기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

서는 자전거 포크에 대한 실험이 정적 상태라 가정하

고 해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로 및 충격 실험은 배

제하였으며, 압축 시험과 굽힘 시험에 대한 경계 조건

과 하중만을 고려해 각각의 시험에 대한 해석을 진행

Fig. 4. Standard bending test for bicycle forks. 

하였다. 초기 설정된 조건에서의 해석 결과, 압축 실험 

해석 시 매우 적은 플라이 수(약 20장)에서도 설정한 

값을 만족하였으므로 이는 실제 리지드 포크 강도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굽힘 시험에 의한 해석 결과만을 이용해 

취약부의 강도 개선 및 경량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적용되는 경계 조건과 하중을 시험 규격5,8,9)을 참고해 

설정하였다.

자전거 포크의 굽힘 시험의 경우 하중 F가 1500 N일 

때, 리지드 포크의 경우 5 mm, 서스펜션 포크(suspensi- 

on fork)의 경우 10 mm의 영구 변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9). 모델의 대칭성을 고려해 해석을 진행하였기 때

문에 하중(F/2)은 750 N로 설정하였으며, Fig. 4에 간략

하게 자유물체도(free body diagram)로 표현하였다. 시

험 규격의 파손 기준은 영구 변형량으로 본 논문에서

는 탄소 섬유 복합재료를 소성(plastic)이 발생하지 않

는 완전 탄성 재료로 가정, 식 (1)에 의해 굽힘 시험 해

석 후 취약부의 가 1보다 커지는 경우를 파손 및 

규격의 영구 변형량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였다.

3. 해석 결과

제품의 생산,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의 무게 대비 강도의 강화는 제한된 범

위 내에서 자원과 비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게 한다. 이는 제품의 취약부를 탐색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의 목적과 일맥상통하

며, 제품의 최적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여러 분야에

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본 장에서는 자전거 포크 

취약부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복합재료

의 적층수(ply number)와 적층각(ply orientation)을 조절

해 자전거 포크의 구조 해석과 연동된 복합재료 해석

을 진행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3.1 결과 분석 과정

강도 개선을 위한 결과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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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del improvement algorithm.

    ⋯  ,     ⋯  (3)

는 각 적층각()에 대한 적층수를 뜻하며, 는 

유한 요소 해석 과정을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유

한 요소 해석을 통해 를 산출 할 수 있으며, 가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에 영향을 미치는 를 분석해 보았으

며, Fig. 5에 다음의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였다. 

3.2 적층각과 적층수에 따른 영향 분석 및 개선 방안

적층각()에 따른 취약부를 판별하기 위해 , 

, , , , , 의 단순 적층 과

정으로 이루어진 모델을 해석해 보았으며, Fig. 6을 통

해 포크의 취약부는 적층각에 관계없이  최대값이 

포크 블레이드와 스티어 튜브의 연결부(B, C, D)에서 

나타났으며, 의 경우 취약부 위치가 포크 블레이드 

상부 외각(A)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포크 굽힘 시험 시 

B, C, D와 같은 지점에서 파손이 자주 발생할 것이고, 

A에서는 간헐적으로 파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층수()에 따라 A, B, C, D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 , , 에 따른 의 변화를 Fig. 7

과 같이 나타내었다.  , 의 경우  와 

 , 의 경우  에서 나타난 위치와 유

사하였기 때문에 다음의 결과에서는 대표적인 , 

만 고려하였다. 해석 결과, B, C, D의 취약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만으로도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A에서는 다른 적층각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를 요구하였다. 반면에  , 의 경우 취약

부 A를 제외한 다른 지점에서 파손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적층수를 요구하게 되며,   

의 경우 A에서 가장 적은 적층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굽힘에 의해 파손이 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포크 블레이드와 스티어 튜브간의 연결부의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5 이상

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를 가지는 적층

재를 부분적으로 삽입해 간헐적 파손 발생부에서의 강

도 개선과 외란에 의해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취약부의 

안정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결 론 

본 연구는 자전거 구성품 중 하나인 자전거 포크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a) (b) (c)

Fig. 6. Bike forks critical spot (a) 0 degree (b) 45 degree (c) 90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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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FRP 자전거 포크에 관한 굽힘 규격 시험 시 가

장 취약한 부분은 포크 블레이드(fork blade)와 스티어 

튜브(steer tube)의 연결부와 포크 블레이드 상부 외각

임을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알아내었다.

[2] 결과 분석을 통해 적층각 를 가지는 적층재의 

수가 75 이상일 경우 적절한 안전도가 확보 가능하며, 

적층각   를 추가해 외란에 의한 취약부의적절

한 안전성 확보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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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ailure index along with ply number at each lo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