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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FRP(Carbon Fibcr Reinforccd Plastics)는 금속 구조 

재료보다 비강성 및 비강도가 우수하고 사용자의 요구

에 맞게 특정방향에 따라 강도를 달리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어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의 구조부재, 건축 구조

물의 보강, 레이더돔 및 선박 구조부재, 고강도 및 고

강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의 구조부재 등 다양한 분야에 

그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CFRP는 이러한 우수한 역학적 특성이 있는 반

면에 충격에 매우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외부의 충격

에 의한 외관상 보이지 않는 층간분리(Delamination) 및 

기지균열 등에 의해 파괴에 이르게 되며 그 결과 큰 피해 

및 재해를 초래하게 된다. CFRP의 특성을 결정하는 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충격에 의한 충격손상, 파손, 흡수에

너지, 섬유 및 기지의 파단으로서 이물충격손상(FOD: 

Foreign Object Damage)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며1,2) 이

물 충격손상 부분에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층간분리에 의

한 국소적인 좌굴이 발생하여 더욱 더 그 분리가 불안정

하게 전파됨으로써 결국에는 전체적인 파괴에 이른다. 

CFRP 적층복합재 구조를 실용화함에 있어서 금속재와 

다른 설계변수는 이 재료가 두께방향인 횡방향 충격 하

중에 약하다는 점이다3-5).

또한 대부분의 CFRP 구조부재가 곡면인 것을 감안 

한다면 곡면쉘에 대한 정확한 충격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CFRP 적층쉘의 응용분야는 대

부분이 쉘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항공기 날개나 동

체, 압력용기, 배관, 로켓 모터 케이스와 같은 적층복합

재료 구조물들은 거의 쉘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곡

률을 가진 복합재 쉘의 동적 거동인 손상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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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에 관한 연구결과이며, CFRP 적층쉘의 충격손

상, 저항에 대한 연구보고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날개 및 동체와 같은 구조물은 판이 아닌 쉘 

구조로서 충격손상을 받은 CFRP 적층쉘의 충격응답과 

손상저항은 종래에 연구 되었던 평판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므로 이물충격손상을 받는 CFRP를 항공기, 자

동차 및 우주 비행체 등 다양한 곡면을 가진 구조부재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횡방향 충격 및 관통에 대

한 실험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곡률을 갖는 CFRP 적층셀의 횡방향 충격에 대한 연

구결과들을 살펴보면 Krishnamurthy 등6)은 헤르쓰 접

촉이론, 푸리에 급수 및 선형․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등을 통하여 곡면을 갖는 쉘과 원통형 쉘의 충격 거동 

및 손상량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Wardle 등7,8)은 다양

한 곡률반경을 갖는 복합재 적층쉘을 제작하여 정적 

및 저속 충격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곡률반경의 변

화가 충격 하중 및 변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횡방향 저속 충격에 

관한 손상거동 해석이 대부분이며 곡면을 갖는 CFRP 

적층쉘의 횡방향 및 경사방향 관통파괴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곡률을 갖는 CFRP 적

층쉘이 횡방향 고속충격을 받을 때의 곡률의 변화에 

따른 흡수에너지, 파괴모드 등 관통파괴특성을 실험적

으로 고찰하여 CFRP쉘 구조설계 시 주요한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곡률이 다른 CFRP 적층쉘을 오토클

레이브 성형을 통해 제작한 후 공기압 충격시험기를 이

용한 관통실험을 통하여 시험편 내부에 발생한 섬유파

단, 층간균열(interlaminar crack) 및 층내균열(intralaminar 

crack) 등을 관찰함으로써 곡률변화가 관통파괴모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험편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재료는 일방향 프리프레그시

트(prepreg sheet: CU 125NS)로 적층순서에 맞게 적층

한 후 진공백 성형과정을 통해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

여 제작하였으며 경화된 성형판은 다이아몬드 휠을 부

착한 자동정밀 절단기를 이용하여 100×140 mm 크기를 

갖도록 절단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RP 적층쉘 시힘편은 12ply로 

[0°3/90°3]s의 적층 구성을 갖는 2계면 직교이방성 CFRP

Fig. 1. Schematic of a stacking sequence.

쉘이다. CFRP 적층부재가 실제 구조부재에 이용될 것

을 상정하여 다양한 곡률을 갖는 CFRP 적층쉘을 시험

편으로 사용하였다. 시험편의 곡률 반경은 항공기 날개

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곡률반경인 100 mm, 150 mm, 

200 mm 및 ∞(평판)의 CFRP 적층재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편은 평판의 곡률반경을 기

준으로 R∞, R200, R150 및 R100으로 구분하였으며 

Fig. 1에 적층구성을 나타냈다. 축방향을 0°로, 원주방

향을 90°로 하여 적층하였다. 또한 관통파괴 후 CFRP 

적층쉘의 파괴모드를 고찰하기 위하여 축방향에 직각

이 되도록 다이아몬드 커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관

통파괴 후의 단면을 고찰하였다.

2.2 관통파괴실험

CFRP 적층쉘의 관통실험은 Fig. 2의 자체 제작한 에

어건(Air Gun)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장치 구성

은 공기를 압축시키는 에어컴프레서, 에어건의 압력을 

조정하는 게이지, 시험편의 중앙에 직각으로 관통될 

수 있도록 조준하는데 사용되는 레이저빔, 강구속도를 

측정하는 볼 스크린 센서 및 오실로스코프와 시험편 

고정 지그로 구성되어 있다.

Fig. 3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곡률을 갖는 

CFRP 적층쉘 시험편의 고정 지그를 나타냈다. 평판과 

곡면지그 모두 방향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험편의 원형고정 지지조건(80)을 갖는 구조로 하였

Fig. 2. Air-gun equipmen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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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lamping fixture.

다. 또한 이러한 시험편을 지지하는 경계조건은 복합

재 적층쉘의 거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판 지그의 규정인 ASTM D-3763을 참고하

여 곡률의 변화에 따라 지그를 제작하였다. 고정된 시

험편의 중앙에 강구가 정확히 관통될 수 있도록 에어

건의 총구 둘레에 레이저빔을 부착하였다. 시험편의 

고정은 Fig. 3에서와 같이 CFRP 쉘의 곡률에 맞도록 

80의 홀이 있는 두께 10 mm의 강철판을 벤딩한 후 양

쪽 강판 내부에 고무패드를 넣고 고무 패드사이에 

CFRP 적층쉘 시험편을 끼워 볼트로 고정하였다. 

관통실험은 에어컴프레서에서 공기를 압축시킨 후 

게이지로 압력(3~7 bar)을 조절하고 레이저빔으로 시험

편의 중심을 맞춘 후 에어건으로 직경 10 mm의 강구

를 발사 시킨다. 발사된 강구는 첫 번째 Balistic Screen 

Sensor에 의해 관통 전 속도(초기속도)를 측정하고 지

그에 고정된 시험편을 관통시킨 후 두 번째 센서에 의

해 관통 후 속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속도로부터 관통 

전 운동에너지와 관통 후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

며 속도변화에 따른 관통 전후의 운동에너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임계관통에너지를 구한다. 또한 고해상

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관통 실험 후 시험편의 

내부에 발생한 섬유파단, 층간균열 및 층내균열 등을 

관찰함으로써 적층구성 몇 곡률변화가 관통파괴모드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고찰한다. 

또한 강구의 발사는 에어건 챔버 내의 압축된 공기

를 이용하였으며 게이지 압력 3~7 bar까지 l bar 씩 상

승시켜 관통실험을 실시하였다. 강구의 충격속도는 시

험편의 앞․뒤에 설치된 볼 스크린 센서에 의해 강구

가 2 정점간을 통과하는 시간을 체크하여 측정하였으

며 시험편의 흡수에너지는 관통 직전과 관통 직후 강

구의 운동에너지 차에 의해 측정하였다. 관통실험 후 

시험편 내부에 발생한 균열 패턴 및 관통모드를 판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식 광학현미경을 이용

하여 관찰하였으며 곡률변화에 따른 균열 패턴 및 관

통모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곡률반경의 변화에 따른 관통특성

게이지 압력을 3~7 bar로 변화를 주었을 때 충격속

도 83~132 m/s의 변화를 갖는 CFRP 적층쉘 시험편에 

강구로 충격을 가하여 관통실험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냈다. 충돌 전의 강구의 운동에너지를 E1 J, 관통 

Symbol of specimen Pressure p(bar) Kinetic energy before collision E1(J) Kinetic energy after penetration E2(J) Absorption energy Ea(J)

R∞

3 14.39 4.322 10.068

4 19.307 9.076 10.231

5 22.904 12.433 10.471

6 27.973 15.948 12.025

7 31.163 18.541 12.622

R200

3 14.693 4.677 10.016

4 18.49 7.385 11.105

5 21.852 9.283 12.569

6 26.902 14.948 11.954

7 29.503 18.294 11.209

R150

3 13.992 3.803 10.189

4 19.098 7.385 11.713

5 21.852 10.187 11.665

6 27.973 16.167 11.806

7 29.503 17.541 11.962

R100

3 13.992 2.094 11.898

4 19.098 7.002 12.096

5 22.904 9.008 13.896

6 26.558 15.093 11.465

7 29.503 16.33 13.173

Table 1. Results of penetration exper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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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강구의 운동에너지를 E2 J로 나타냈으며, 관통 전

/후의 강구의 운동에너지의 차 E1-E2를 CFRP 적층쉘이 

흡수한 흡수에너지 Ea J로 나타냈다. 

직교이방성 CFRP 적층쉘의 관통파괴특성을 고찰하

기 위하여 Fig. 4에 종축에 충돌전의 강구의 운동에너

지 E1 J을, 횡축에 관통파괴후의 강구의 운동에너지 E2 

J를 최소자승법으로 플로트하여 곡률변화에 따른 임계

관통에너지를 구하였다. 임계관통에너지란 직교이방성 

CFRP 적층쉘의 관통 후 강구의 운동에너지가 0인 경

우로 정의했다. 곡률이 증가할수록 임계관통에너지가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곡률의 변화에 

따라 대략 7.40의 기울기로 임계관통에너지가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곡률반경이 ∞(R∞), 

200 mm(R200), 150 mm(R150), 100 mm(R100)인 CFRP 

적층쉘의 임계관통에너지는 각각 8.25 J, 10.31 J, 10.32 

J, 11.98 J로 나타났으며 기울기는 각각 0.76, 0.91, 

0.91, 0.95로 나타났다. Fig. 4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곡률

이 R200, R150, R100인 경우는 기울기가 유사한 선형

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나 곡률이 ∞(R∞)인 평판의 경

우는 곡률이 있는 CFRP 적층쉘 보다 기울기가 약간 

작게 나타났다. 이는 평판과 쉘의 단면 형상변화에 의

한 굽힘강성의 차와 쉘의 관통시험의 경우 평판의 관

통실험 보다 정확히 수직으로 충격을 적용시키기 어렵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곡률의 변화에 따른 직교이방성 CFRP 적층쉘의 관

통 시 나타나는 임계관통에너지 크기를 고찰하기 위하

여 횡축에 CFRP 적층쉘의 곡률을, 종축에 Fig. 4에서 

구한 임계관통에너지를 Fig. 5에 나타냈다. 

곡률의 변화에 따른 직교이방성 CFRP 적층쉘의 관

통 시에 발생하는 흡수 에너지의 크기를 고찰하기 위

하여 횡축에 본 연구에서 실험한 범위의 곡률을, 종축

Fig. 4. Prediction of critical penetration energy for CFRP shell 
specimen with various curvature.

Fig. 5. Critical penetration energy according to curvature.

Fig. 6. Relationship between absorption energy and curvature 
of CFRP shell specimen.

에 관통 전/후 강구의 운동에너지의 차 E1-E2가 CFRP 

적층쉘이 흡수한 흡수에너지 Ea J로 하여 Fig. 6에 나

타냈다. 

곡률이 증가할수록 즉, 곡률반경이 작을수록 흡수에너

지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곡률이 클수록 흡수에

너지와 임계관통에너지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CFRP 적층 쉘이 가로방향으로 고속 충격

하중을 받을 때 곡률이 크면 곡률이 작을 때보다 굽힘모멘

트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2 관통 파괴모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곡률을 갖는 직교이방성 

CFRP 적층쉘이 횡방향 고속충격을 받을 때의 관통 파

괴 모드를 고찰하였다. Fig. 7은 곡률반경이 150 mm인 

[0°3/90°3]s로 적층된 CFRP 적층쉘 시험편에 대해 횡방

향 고속충격을 받았을 때 관통 파괴점을 기준으로 하

여 원주방향(90°방향)을 따라 다이아몬드 커터기로 절

단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절단면을 관찰한 대표적인 시

험편의 관통단면 사진이다. Fig. 7을 살펴보면 직교이 

방성 CFRP 적층쉘은 관통에 의해 발생되는 파괴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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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ction- area of CFRP Shell specimen after penetration 
(radius of curvature : 150 mm).

인 섬유파단, 계면분리, 기지균열, 층간균열(interlaminar 

crack), 층내균열(intralaminar crack) 및 라미나 파단

(laminar fracture) 등으로 파괴 되었으며, 곡률반경이 작

을수록 (곡률이 클수록) 충격점에 가까운 계면 A에서 

생기는 층간균열과 층간분리 면적이 계면 B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곡률반경이 작을수록 곡

률이 크기 때문에 충격하중을 받을 때 CFRP 적층쉘에 

굽힘모멘트가 크게 작용하여 굽힘모멘트의 저항 때문

에 충격점에 가까운 계면 A에서 원주방향 균열이 크게 

확장 되었으며 곡률이 증가할수록 외부충격에 의해 발

생하는 면내변위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이는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곡률이 증가 

할수록 임계관통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과 일치한다.

층간 균열은 축방향인 0°층과 원주방향인 90°층 계면

에서 발생하였고 층내균열은 90°로 적층된 층내에서 발

생하였다. 또한 라미나 묶음의 파단은 90°로 적층된 층에

서 나타났다. 이는 횡방향 충격하중 시 축방향인 0°층은 

섬유의 파단과 기지의 전단균열(transverse crack)에 의해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며 원주방향인 90°층은 섬유의 굽

힘 저항과 섬유파단에 의해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8의 (a)와 (b)는 직교이방성 CFRP 적층판 및 적

층쉘의 관통파괴 모드를 나타냈다. Fig. 8(a)는 CFRP 

적층판의 관통파괴 모드를 나타냈으며 Fig. 8(b)는 곡

률반경이 150 mm인 CFRP 적층쉘의 관통파괴모드를 

나타냈다. CFRP 적층판은 고속 충격하중을 받을 경우 

충격하중 작용점에 가까운 계면 A에서의 계면분리 현

상보다 충격점에서 먼 계면 B에서의 계면분리 현상이 

훨씬 커서 강도저하가 크다는 연구결과9)와 비교하여 

충격파괴 후의 CFRP적층쉘의 파괴모드를 고찰한 결과 

CFRP 적층판의 경우는 충격하중 작용점으로 부터 먼 

계면 B에 큰 계면분리현상이 생기는 반면 CFRP 적층

쉘의 경우는 곡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하중을 

받을 경우 충격에 의해 축방향인 0°층과 원주방향인 

90°층에서 생긴 계면 A의 층간분리면에 큰 굽힘모멘트

(a) Plate (b) Shell(R150)

Fig. 8. Penetration mode of CFRP laminates.

의 저항이 생겨 충격점에 가까운 계면 A에서 층간균열

이 크게 확장되면서 섬유파단과 라미나파단 및 횡방향

균열(기지균열)을 수반하며 관통 파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곡률을 갖는 CFRP 적층쉘이 

횡방향 고속충격을 받을 때의 곡률 변화에 따른 흡수

에너지, 임계관통에너지 및 파괴모드 등 관통파괴 특

성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충돌 전 강구의 운동에너지와 관통파괴 후의 강

구의 운동에너지로부터 곡률변화에 따른 임계관통에

너지와 흡수에너지를 구한 결과 CFRP 적층쉘의 관통

전/후의 에너지 기울기가 선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곡률이 클수록 즉 곡률반경이 작을수록 임계관통에너

지와 흡수에너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곡률의 

변화에 따라 대략 7.40의 기울기로 임계관통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CFRP 적층쉘은 곡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

하중을 받을 경우 충격에 의해 생긴 계면 A의 층간분

리면에 큰 굽힘모멘트 저항이 발생하여 충격점에 가까

운 계면 A에서 층간균열이 크게 확장되면서 섬유파단, 

라미나파단 및 횡방향균열(기지균열)을 수반하여 관통 

파단되었다.

3. 관통파괴모드를 고찰한 결과 층간균열은 축방향

인 0°층과 원주방향인 90°층 계면에서 발생하였고 층

내균열은 90°로 적층된 층내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라

미나 묶음의 파단은 90°로 적층된 층에서 나타났다. 

4. 횡방향 충격하중시 축방향으로는 섬유의 파단과 

기지의 전단균열에 의해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였고 원

주방향으로는 섬유의 굽힘 저항과 섬유파단에 의해 충

격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곡률이 증가 할수록 임계관

통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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