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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f the central structural unit model of the sandwich core 

structure. The applied model is based on the honeycomb structure formed by the 

truss, the H-shaped honeycomb structure formed by adding the truss of H shape to 

the space of the center portion, and the honeycomb structure formed by the plate. 

Applied material property is AISI 304 stainless steel, which has cost effectiveness and 

easy to get near place. The truss diameter of the model is three different type: 1mm, 

2mm and 3mm. ABAQUS software is obtained to do the analysis and applied test is 

quasi-static loading. Boundary conditions for the analysis are that vertical direction 

loading at top place without any rotation and bottom surface is fixed.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H-truss model has the highest stiffness and yield strength. Therefore, it 

is hoped that more and more researching for the development of a unit model in 

sandwich core structure has been investigating and that the developed sandwich core 

model can be applied into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mechanical or aerospac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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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샌드위치 구조는 현재 여러 분야 1,2,3) 에서 다

양하게 저중량 고강도로 적용되고 있는 경량화 구

조이다. 엔지니어링 분야부터 의료기기, 의료학연

구, 원자력 장비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연구개

발되고 있다.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사항은 심재로 적용되는 단

위셀 구조로서, 샌드위치 구조 전체의 강도 및 강

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이다. 즉, 단위셀 

구조의 형상에 따라 기계적인 강도 및 강성이 변화

가 가능하고, 단위셀 구조가 강해질수록 샌드위치 

구조의 강도 및 강성도 향상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벌집형 샌드위치 심재 단위셀 

구조의 강도 및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트러스를 

추가하여 구성한 H-형 벌집형 샌드위치 심재 구

조에 대한 강도 및 강성해석을 비교분석 하였다.

2. 단위셀 모델 

벌집형 구조는 육각형의 솔리드형을 기본으로 

형성된 구조로서, 트러스를 접목했을 때, 밀도와 

탄성력의 관계, 또는 밀도와 항복응력의 관계식이 

변화된다. 

2.1 Hexagonal Solid Wall (HSW) 4,5) 

육각형의 벌집형태를 판재를 기본으로 형성된 

모델로서 각 단면의 길이는  , 두께 , 그리고 내

각은 30도를 이루는 판재로 구성된 육각형 벌집

구조이다. Fig.1.에 형상을 나타내었다. 상대밀도는 

두께와 길이의 비율과 상관관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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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는 벌집형 구조의 밀도이고,  는 사

용된 재료의 밀도이다. 그리고, 탄성력은 상대밀도

와 2.67%의 관계를 보인다. 즉, 




  


≈ (2)

여기서, 는 구조의 탄성력, 는 사용된 재

료의 탄성력이다. 

Fig. 1. Solid wall honeycomb

2.2 Hexagonal Truss Wall (HTW) 6,7) 

기본적인 형태의 솔리드형 벌집구조를 기본으로 

격자형 트러스를 솔리드형을 대체하여 형성한 구

조가 트러스벽면형 벌집구조이다. Fig 2 에 형상

을 나타내었다. 이 형상의 상대밀도와 탄성력은 

솔리드형의 벌집구조와 동일한 상태로 가정하여 

정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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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는 벌집형 구조의 밀도이고,  는 사

용된 재료의 밀도이다. 는 트러스의 직경이고 

는 트러스와 트러스가 이루는 공간을 의미한다. 

은 적용된 트러스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탄성력은 




  


  (4)

의 관계식을 형성한다. 

Fig. 2. Truss wall honeycomb

2.3 Hexagonal H-Truss Wall (HHTW)

트러스 기본의 육각형 구조는 트러스간의 공간

으로 인해 강도 및 강성이 약해질것으로 예상되므

로, 중앙부위의 공간을 H 형태의 트러스로 지지를 

한다면 Fig 3 에 나타낸 형상의 H-트러스 벽면 

벌집구조각 형성된다. 

이 구조의 상대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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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리고, 탄성력은 




  


  (6)

의 관계식을 형성한다.

Fig. 3. H-truss wall honeycomb

3. 실험 

벌집구조의 기본 모델은 판재를 기본으로 형성

된 구조이다. 이 구조에 트러스를 접목을 시킨바, 

강도 및 강성의 값이 달라진다. 

3.1. 재료특성 및 해석경계조건

모델링은 ABAQUS(v6.12-2)의 상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행하였고, 사용된 재질의 특성은 AISI 

304 스테인레스 스틸을 적용하였다. 이유는 이 재

질이 가장 구하기 쉽고 가격적으로 저렴하기 때문

이다. 이 재질의 특성은 탄성력 200GPa, 밀도 8.0 

kg/cm3, 프와송 비율 0.3, 항복응력 205MPa, 그리

고, 최대응력 505MPa8). 표 1 에 자세한 사항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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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s H-truss wall 
참고문헌 

(Ref.)

Applied 
material 
property

AISI304 stainless steel
Es=200GPa,
Poisson’s ratio = 0.3
Density ρs=8.0 kg/cm3,
yield strength σs=205MPa
yield strain = 0.0011
ultimate strength = 
505MPa
Elongation at break (mm) 
= 0.7

Matweb 
2017

Table 1. Material property for AISI304 stainless 
steel 8) 

각 모델들에 적용되는 경계조건은 동일하다. 윗

면은 수직방향으로 아래로 이동하고 바탕면은 고정

된 상태로 회전이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즉, Ux = 

Uy = 0, Uz = free, Rx = Ry = Rz=0 가 상면의 

경계조건이다. 바탕면은 Ux=Uy=Uz=Rx=Ry=Rz=0

로 경계조건이 정의되어 해석을 실시한다. 적용되

는 모델은 재료의 특성에서 비선형 해석이 적용된

다. Fig.4. 는 H-트러스 모델의 경계조건을 나타내

었다. 

Fig. 4. Boundary condition of truss wall 
models (Upper plate: Ux=Uy=0, 
Uz=free, Rx=Ry=Rz=0, Bottom 
plate: Ux=Uy=Uz=Rx=Ry=Rz=0)

3.2. H-Truss wall (HHTW)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트러스의 직경이 1mm, 

2mm, 3mm 로 3가지 모델이 사용되었다. 고정된 

트러스 간의 간격이 2mm 로 정의된 상태에서 사

용된 트러스의 직경이 변화한 모델이다. 표 2 에 

판재형태의 벌집구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나타내었

고, 표3 에 트러스 벽면의 벌집구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나타내었으며, 표 4에 H-트러스 형 벌집

구조의 세부사항을 나타내었다 

d (mm) w (mm)
n 

(Total 
truss)

A (mm2)

1 2 138 108.39

2 2 102 320.44

3 2 81 572.56

Table 2. Demension for H-truss wall model

여기에서 d=1mm 인 경우에, 사용되는 총 트러

스 개수는 138개, d=2mm 인 경우에, 사용되는 

총 트러스 개수는 102개, 그리고 d=3mm 인 경

우에, 사용되는 총 트러스 개수는 81개로서 단면

적은 각각 108.4, 320.4, 572.6 mm2 가 된다. 

따라서, 제한된 부피속에서 고정된 공간 간격을 

적용하면, 트러스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

되는 총 트러스의 개수는 감소하나, 총 트러스 직

경의 단면적은 트러스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3.3. Truss wall (HTW)

표 3은 트러스 모델로서 H 형태가 없는 경우이

다. d=1mm 인 경우에, 사용되는 총 트러스 개수

는 82개, d=2mm 인 경우에, 사용되는 총 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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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는 60개, 그리고 d=3mm 인 경우에, 사용되

는 총 트러스 개수는 46개로서 단면적은 각각 

64.4, 188.5, 325.15 mm2 가 된다. 

d (mm) w (mm)
n 

(Total 
truss)

A (mm2)

1 2 82 64.4

2 2 60 188.5

3 2 46 325.15

Table 3. Demension for truss wall model

따라서, 제한된 부피속에서 고정된 공간 간격을 

적용하면, 트러스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

되는 총 트러스의 개수는 감소하나, 총 트러스 직

경의 단면적은 트러스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특이사항은 중앙부위에 H 형태의 트러스가 존

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H-트러스 모델보다 

강도나 강성에서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3.4. Solid wall (HST)

표 4는 판재형의 모델에 대한 세부사항을 나타

내었다. 두께는 1mm, 2mm, 3mm 의 3개형태의 

모델이 적용되었으며 각각의 모델은 고정된 단면

길이로 40mm 가 정의되었다. 

t (mm) l (mm) A (mm2)

1 40 236.5

2 40 466.1

3 40 688.8

Table 4. Demension for solid wall model

4. 유한요소 해석 

4.1. Solid wall (HST)

모델을 해석한 결과 판재형 벌집구조는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밀도가 증가한다. 탄성력은 두

께가 1mm 일 때 최고로 나타난다.

t (mm) ρ*/ρs E*/Es σ*/σs

1 0.005 0.191 2.68

2 0.0140 0.096 1.35

3 0.014 0.171 2.39

Table 5. Density, elastic modulus, and yield 
strength for solid wall model

Fig. 5. Deformation of solid wall 
honeycomb model (t=1mm)

이유는 굽힘과 휨 현상이 다른 모델이 비해 강하

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5에 결과를 정리하였고 

그림 5는 휨현상이 발생되는 부위를 나타내었다. 

4.2. Truss wall (HTW)

트러스 모델인 경우에, 트러스의 직경이 증가함

에 따라서 상대밀도는 증가한다. 그러나, d=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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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 상대탄성력과 상대 항복응력이 최고치

로 나타났고, d=1mm 가 d=3mm보다 상대탄성력

과 상대항복응력이 낮게 나타났다. 즉, 트러스의 

직경과 트러스간의 공간과의 관련상 최적의 탄성

력과 항복력을 가지는 것은 직경이 2mm 트러스

간격이 2mm 일 때 최적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Deformation of truss wall 
honeycomb model (d=1mm)

d (mm) ρ*/ρs E*/Es σ*/σs

1 0.001 0.192 2.64

2 0.002 0.278 6.13

3 0.003 0.195 2.64

Table 6. Density, elastic modulus, and yield 
strength for truss wall model

4.3. H-truss wall (HHTW)

H 트러스의 모델의 경우에, 트러스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밀도는 감소하였다. 트러스 직

경이 1mm 일 때, 탄성력과 항복응력이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트러스 직경이 2mm에서 3mm 로 

증가함에 따라서 탄성력과 항복응력이 서서히 감

소됨을 보였다. 

Fig. 7. Deformation of H-truss wall 
honeycomb model (d=1mm)

d (mm) ρ*/ρs E*/Es σ*/σs

1 0.752 0.470 6.63

2 0.748 0.191 2.58

3 0.744 0.190 2.57

Table 7. Density, elastic modulus, and yield 
strength for H-truss wall model

따라서, log-log 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더니, 

H-truss 모델이 가장 높은 상대밀도에서 가장 높

은 탄성력을 보였고, 상대 항복응력이

Fig. 8. Relative Elastic Modulus as a function 
of Relativ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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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ve compressive yield strength 
as a function of relative density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8는 상대밀도에 따른 상

대탄성력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H-

트러스 모델이 가장 높은 탄성력을 보였고, 판재형

태의 모델은 트러스 모델보다 높은 상대밀도를 가지

나 탄성력은 트러스모델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Fig. 9는 상대밀도에 따른 압축항복응력을 나타

내었다. 이 그림에 보인 것처럼, H-트러스 모델이 

가장 높은 상대밀도에 따른 항복응력을 보였으며, 

판재형 모델이 밀도는 중간단계를 나타내었으나 

항복응력은 트러스 모델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H-트러스 모델이 가장 높은 탄성력과 항복응

력을 가지는 샌드위치 심재 단위모델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샌드위치 판재 형성의 기본구조

인 심재 단위셀을 트러스를 접목한 새로운 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트러스를 접목한 심재 단위모델

과 트러스의 중앙부위에 추가적인 H 형태의 트러

스를 삽입한 모델을 대상으로 구조해석을 통해 강

도와 강성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H-형태의 트러스 벌집구조가 평균적으로 강

성이 3.8%, 강도가 26.7%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

었다. 

2) 트러스의 직경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자로

서 고정된 부피 내에서 고정된 트러스 간격이 적

용된 경우, 트러스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와 

강성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최적화 상태의 

트러스 직경과 트러스 간격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트러스를 기본으로 중앙부위가 비어있는 상

태로 외벽만을 형성한 트러스 구조와 중앙부위가 

빈 상태를 H-형태 트러스를 추가하여 구성한 트

러스 구조를 비교한 바, H-형태의 트러스 구조가 

보다 나은 탄성력과 항복응력을 보였다. 

4) 판재형의 구조보다도 더 나은 탄성력과 항복

응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H-형태의 벌집 

트러스 구조를 심재로 적용한 샌드위치 구조가 보

다 나은 강성 및 강도를 가질수 있음을 해석을 통

해 증명할 수 있었다. 

기호

d 트러스 직경 [mm]

w 트러스의 간격 [mm] 

ρ 밀도 [kg/c㎥]

첨자

α a constant of proportionality

β a constant of proportionality

d the wir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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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he opening width (i.e., aperture)

ρ* the density of the foam itself

ρs the density of the base material

E* the Young’s modulus of the foam itself

Es the Young’s modulus of its base material

σ* the initial yield stress

σs the initial yield stress of the base 

material

n the total number of wires

l the length of one side in the honeycomb 

t the thickness of a solid wall honeycomb

Ux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of the 

x-axis

Uy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of the 

y-axis

Uz displacement in the direction of the 

z-axis

Rx rotation in the direction of the x-axis

Ry rotation in the direction of the y-axis

Rz rotation in the direction of the z-axis

SST stainless steel

HSW hexagonal solid wall honeycomb

HTW hexagonal truss wall honeycomb

HHTW hexagonal H-truss wall honey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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