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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중함에서 소나체계는 표적탐지와 선제공격, 안전

한 항해를 위한 필수 장비로 음향신호 탐지센서가 전 

방위에 설치되어 있다. 소나는 소나 돔 내에 설치되어 

유체 하중과 같이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으로부터 보호된다. 소나 돔은 센서부를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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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보유하면서 음향학적으로는 

음파의 송수신 신호를 저하시키지 않는 재질 및 형상

으로 제작된다[1]. 수중함의 경우 함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복합재가 수상함의 소나 돔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 자유 충수구역에 위치한 여러 가지 탑재장비 및 

센서부 손상을 보호하며 함의 유선형 구조를 만든다. 

소나 돔 제작에 사용되는 복합재는 금속재료보다 비강

도 및 비강성이 높으며, 적층각도, 적층순서 및 경화

방법에 따라 원하는 강도, 강성 및 기계적 성질을 가

질 수 있는[2] 섬유강화복합재료를 사용한다. 수중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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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CFRP adhesive mixing ratio about acoustic window to enhance 

SONAR performance. The CFRP of submarine is produced by allocation an acoustic window zone by the beam 

width of SONAR sensors. During the sea trial, SONAR system's bearing and range accuracy data is not in 

tolerance due to debonding phenomenon on CFRP. The inappropriate mixing ratio of adhesives caused that peeling 

phenomenon occurred in the acoustic window part, which is the reason for the deterioration of SONAR sensors 

performance. The report includes explanation of test procedure of SONAR, root cause analysis, CFRP 

manufacturing procedure, laboratory tests results, and proof of the performance at the sea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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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로 사용되는 섬유강화복합재료에는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와 GF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가 있으며, 소나 수신성능 향상을 위해 음향센

서의 빔 형성 범위만큼 음향창 구역을 할당하여 제작

한다.

  본 연구는 〇〇〇급 수중함 소나 해상 시험평가 중 

소나 수신저하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음향창 박리현상

의 원인으로 CFRP 수지(UP20)의 배합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수지의 접착능력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배합비에 따른 침전현상, 흐름현상, 반응성, 접착력의 

정량적 강도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배합비를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〇〇〇급 수중함 음

향창에 개선된 수지 배합비를 적용하여 해상 시험평

가를 수행하였으며, 소나 방위 및 거리정확도의 성능

이 기존대비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소나 수신성능 저하

2.1 음향창의 구성

  수중함의 음향창은 GFRP와 비교했을때 탄성계수와 

강도가 크며, 밀도는 낮은 CFRP로 제작되며, 자체소

음감소를 위해 음향창 사이에 제진제를 삽입하는 구

조[3]로 제작된다. Table 1은 복합재료 CFRP와 GFRP 

및 다른 소재의 특성을 비교한 자료이다.

Table 1. Mechanical characteristic values

Laminate GFRP CFRP
Steel

1.3964
Alumi-
nium

Density [g/cm3] 1.8 1.45 7.91 2.7

Tensile 
strength

[N/mm2] 400 620 800 295

Elongation 
at breat

[%] 2 1.4 35 9.0

Young’s 
modulus

[GPa] 22 54 195 72

  CFRP의 적층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수적층(Hand Lay-up) 공법과 진공적층(Vaccum Infusion) 

공법 등이 있으며, 적층 시 사용되는 선체 구조용 접

착제는 파도 등의 진동이나 충격에 강한 결합력을 가

져야 한다[4]. 수중함에서 사용되는 CFRP는 대형구조물

로 자유 충수구역에 위치한 탑재장비를 보호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소나의 음향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작 

및 적층과정에서 CFRP 내부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

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FRP로 제작된 〇〇〇급 수중함 음향창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Fig. 1은 문제가 발생된 음향

창의 단면도 일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1. The structure of carbon fiber reinforce plastic 

for submarine acoustic window

2.2 소나의 구성

  〇〇〇급 수중함 소나는 함수수동배열소나, 수동측

거배열소나, 선체부착형소나, 방수소나, 선배열예인소

나 등 다양한 음향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함수수동배열소나와 수동측거배열소나의 수신저하 

현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함수수동배열소나의 경우 방

위정확도의 성능 기준치를 벗어났으며, 수동측거배열

소나의 경우 거리정확도의 성능 기준치를 벗어났다. 

Fig. 2는 함수수동배열소나(CAS)와 수동측거배열소나

(PRS), CFRP의 설치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함수수

동배열소나의 음향창은 Pos No. 33번에 설치된 CFRP

이며, 수동측거배열소나의 음향창은 Pos No. 11, 14, 

15, 33번에 설치된 CFRP이다.

Fig. 2. Position of SONAR and acoustic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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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나 수신성능 측정

  수중함의 작전능력과 직결되는 소나체계는 수신정

확도, 체계연동 등 해상 시험평가를 통해 최종성능을 

입증한다. 다양한 시험평가 항목 중 소나 방위 및 거

리정확도 시험평가는 표적함을 대상으로 자함의 음향

센서로 측정된 방위, 거리와 표적함과의 GPS 신호값

을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Fig. 3은 소나의 방위정확도 산출을 위한 시험평가  

기동 시나리오이며, Fig. 4는 소나의 거리정확도 산출

을 위한 시험평가 기동 시나리오이다. 소나의 방위정

확도 측정을 위해서 자함은 원을 그리며 기동, 표적함

은 저속기동을 하며, 거리 정확도 측정을 위해서 자함

은 저속기동, 표적함은 V자 기동을 수행한다.

Fig. 3. Scenario of SONAR bearing accuracy test

Fig. 4. Scenario of SONAR range accuracy test

  Fig. 5는 해상에서 수행된 함수수동배열소나 방위정

확도 시험평가 결과이며, Fig. 6은 수동측거배열소나 

거리정확도 시험평가 결과이다. 측정값과 GPS 값의 오

차를 RMS(Root-mean square) 방법으로 비교 분석한 결

과 방위 및 거리정확도 오차가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 The test result of SONAR bearing accuracy

Fig. 6. The test result of SONAR range accuracy

   10회 이상 방위정확도를 재 측정한 결과 RMS 오

차값은 다르지만 오차 패턴이 Fig. 5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해양환경 등의 변화에도 동일한 오차 패

턴을 보임에 따라, 음향창이 소나 수신성능에 미치는 

영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CFRP를 취외한 상태에서 재 

측정하였다. CFRP는 Fig. 2의 Pos No. 33번을 제거한 

상태에서 방위정확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Fig. 7

과 같이 오차패턴이 바뀌고 RMS 오차값이 기준에 충

족함을 확인하였다.

  Fig. 7. The test result of SONAR bearing accuracy 

after CFRP removal

2.4 음향창 박리현상 확인

  파동의 한 종류인 음파는 매질의 변화에 따라 굴절, 

회절, 반사 등의 간섭을 받는다. 소나의 수신성능 저

하에 대한 원인으로 음향창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음

파의 간섭이 발생하여 방위정확도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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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음향재료는 설계 요구조건에 부합한 설계 결

과를 얻기 위해 산란체 체적률에 따른 반향음 감소량, 

음향투과손실 등의 음향성능 해석[5]과 같은 연구가 논

의되어 왔다. 음향 임피던스는 매질의 음향학적 성질

을 나타내는 고유 특성으로 음향 임피던스의 변화는 

음향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음향창의 박리현상은 

음향재료 내부의 음향 임피던스를 변화시키는 산란체

를 만들게 되어 수신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검증

을 위해 음향창을 절취하여 기포발생유무, CFRP 접착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확인결과 샌드위치 판넬구조에

서 제진재와 카본층 사이(Fig. 1의 A지점)에서 박리현

상이 식별되었다. Fig. 8은 CFRP의 일부 구역을 절취

했을 때 박리현상이 발생된 CFRP이다.

  음향창 내부에서 음향 임피던스를 변화시키는 요인

이 식별됨에 따라 오차 패턴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구역을 수리 후 변화를 확인하였다. 음향창 

전체 구역을 수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

하기 때문에 103°~118° 영역만을 절취한 후 재적층하

였다. 수리는 기존의 제작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

행하였다.

  Fig. 9는 Pos No. 33번 CFRP의 일부 영역을 수리한 

후 해상에서 측정한 방위정확도 결과이다. 측정결과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났으나, 기존 

오차패턴과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고, 음향창의 박리현

상이 소나의 수신성능에 미치는 영향성을 확인하였다.

Fig. 8. Debonding between CFRP and damping layer

Fig. 9. The test result of SONAR bearing accuracy after 

partial repair of acoustic window debonding area

3. 음향창 접착제 배합비 개선

  음향창 절취 및 항해 시험평가를 통해 CFRP 내부 

박리현상이 소나 수신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샌드위치 판넬구조에서 제진재의 접착을 위

해 수지(UP20)가 사용되는데, 자재 목록을 확인한 후 

배합비에 대한 영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기존 CFRP

수지는 주제(100 %), 경화제(2 %), 점도제(10 %)가 배

합되는데, 점도제(BYK-D 410) 제작사의 사양서에서는 

점도제의 과다 배합이 침전현상(Settling)과 흐름현상

(Sagging)을 발생시킬 수 있어 0.2~2 %의 비율을 사용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작사 권고 사항에 따라 점

도제의 과도한 배합비가 음향창 내 박리현상의 원인

으로 추정하였고, 점도제의 영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점도제의 비율만 변화 시키면서 영향성을 확인하였다.

  Fig. 10은 점도제 비율을 변경한 상태에서 7시간 후 

경화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0 %와 0.5 % 배합비의 경

우 접착제 내부에서 경화가 발생하여 침전물이 발생하

였고, 1 %과 2 % 배합비의 경우 반 경화된 상태를 확

인하였다. 반면 기존의 점도제 배합비(10 %)를 적용하

였을 경우 경화지연이 발생하여 70시간 이후에도 경

화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화시험을 

통해 약 1~2 %의 점도제 배합비가 침전현상 방지 측

면에서 적정함을 확인하였다.

Fig. 10. Hardness test by changing BYK-D 410 ratio

  Fig. 11은 점도제 배합비를 변경한 상태에서 시편을 

비닐소재에 부착, 3시간 이후에 수지의 흐름현상을 확

인한 것이다. 점도제 배합비 0.5 %와 1 %의 경우 액

상물질이 흘러내린 것을 확인하였고, 점도제 배합비 2 

%의 경우 흐름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Fig. 11. Viscosity test by changing BYK-D 410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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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는 점도제 배합비를 변경한 상태에서 제진재

를 적용하여 카본층과 반응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점

도제 배합비 0~0.5 %를 적용한 접착제는 7시간 이후 

내부경화와 표면 끈적거림이 발생하였고, 점도제 배합

비 1~2 %를 적용한 접착제는 12시간 후 내부경화와 

표면 끈적거림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점도제 배합비 

10 %를 적용한 접착제는 1주일이 지나도 경화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

Fig. 12. Reaction test by changing BYK-D 410 ratio

  수지의 흐름과 침전현상은 수지의 불균일한 유동을 

야기하여 전체 구조물에 균일하게 도포되지 못한다. 

침전현상, 흐름현상, 접착제 반응성 시험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점도제 배합비 1~2 %가 적용된 접착제

가 카본층과 제진재 접착에 가장 효율적임을 확인하

였다.

4. 성능입증

4.1 공정 기준서 개정 및 인장강도 시험

  수지테스트를 통해 점도제의 과다 배합으로 흐름과 

미 경화 현상을 확인하였고, 수지의 불균일한 유동으

로 접착과정에서 박리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수

지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국외 원제작사에게 복합소

재 공정기준서(GRP-Catalogue-Part B, C)의 배합비 적

절성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원제작사에서 Table 2와 

같이 배합비율을 변경하여 통보, 접수하였다.

Table 2. CFRP catalogue

Catalogue Main Hardener Catalyst Viscosity

Part C
(Rev. A)

100 % 2.0 % - 10 %

Part C
(Rev. B)

100 % 2.5 % 0.6 % 1.5 %

Table 3. Type of specimen

Item Specimen

A
D
H
E
S
I
V
E

R
e
v
.
A

Non-hardening Width 25 mm

R
e
v
.
B

Hardening Width 25 mm

C
O
P
U
L
A

P
A
R
T

R
e
v
.
A Sandwich Panel

[C-TUX-800 – 
Damping layer – 

C-TUX-800]

Specimen size
[50×50 mm]

R
e
v
.
B Sandwich Panel

[C-TUX-800 – 
Damping layer – 

C-TUX-800]

Specimen size
[50×50 mm]

  동일한 원소재를 사용하여도 접착제 배합비에 따라 

침전형상, 흐름현상 및 경화시간 차이 등 상이한 특성

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변경된 배합비의 적

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편을 이용한 정량

적 강도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편 제작 시 공정 기준서 

변경 전(GRP-Catalogue Part C Rev.A)을 대조군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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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배합비율(변인)을 조절한 실험군과 비교 분석

하였다. 접착제와 접합부의 기계적 강도특성은 복합재 

면재(C-TUX-800)와 심재(제진재) 사이 접합상태를 유

지하기 위한 중요한 특성으로 2가지 종류의 시편을 제

작하여 접착제의 인장강도, 샌드위치 면방향 인장강도

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접착제의 인장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편은 제진재 

2장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제조한 평판을 절삭하여 가

공하였으며, 샌드위치 면방향 인장강도를 알아보기 위

한 시편은 음향창과 동일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는 평

판구조로 시편을 가공하였다. ‘복합재 면재(C-TUX-800) 

3장 적층 - 제진재 1장 적층 - 복합재 면재(C-TUX-800) 

3장 적층’ 방법으로 샌드위치 판넬구조를 구현하였다. 

만들어진 샌드위치 판넬구조 시편은 50×50 mm 사이즈

로 재단하여 접착제(AW106)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블

록과 접착시켰다. Table 3은 시편 제작 및 시편 형상이

며, Table 4는 강도시험 수행 규격이다[6,7].

Table 4. Specimen test method

Item Standard

Adhesive
tensile strength

DIN EN ISO
527-4:1997

Sandwich plane direction 
tensile strength

ASTM D297/D297M-15

  먼저 접착제의 인장강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

하였다. Fig. 13에 나타낸 접착제 인장강도 시험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Rev. A 시편의 경우 파손된 모습

이 부직포 찢어짐 형태로 고점성 소재의 변형과 같은 

형상으로 파손된 반면 Rev. B 시편은 고체와 같이 파

단면을 형성하며 파손되었다. Fig. 14 및 Fig. 15는 

Rev. A와 Rev. B 각각의 시편에 대한 하중 별 변위 

선도이다.

Fig. 13. Adhesive tensile strength test

Fig. 14. Load-displacement curve of Rev. A

Fig. 15. Load-displacement curve of Rev. B

  Table 5는 접착제의 인장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편

의 파손하중 및 선강도의 평균값이며, Rev. B 시편의 

선강도는 24.59 N/mm로 Rev. A 시편의 선강도 2.5 

N/mm보다 약 10배의 강도를 나타냈다.

Table 5. Results of adhesive tensile tests

Test method Specimen Average

Breaking load [N]
Rev. A 62.6

Rev. B 614.7

Line tensile strength 
[N/mm]

Rev. A 2.5

Rev. B 24.59

  두 번째로 샌드위치 면방향 인장강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6은 시편의 인장강도 시험 

후 변형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각 시편에 대한 파손모드를 살펴보면 Rev. A 시편은 

‘Cohesive failure of Core-facing adhesive’ 모드로 파손

이 발생하였으며, Rev. B 시편은 ‘Facing tensile failure’ 

또는 ‘Core-facing adhesive’ 모드로 파단이 발생하였다. 

‘Facing tensile failure’ 또는 ‘Core-facing adhesive’ 모드 

파손은 접착제의 강도가 충분히 강할 때 발생하는 형

태로 면재 또는 심재의 일부가 파손되는 상태였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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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Rev. A의 ‘Cohesive failure of Core-facing adhesive’ 

모드 파손은, 접착제 체결부에서 접착제의 물성이 접

착물(adherend)의 물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접착제 측

에서 균열이 진전하여 파손되는 모드[8,9]로, 파단면 확

인 결과 면재와 심재의 양쪽면에 접착제가 모두 묻어

있는 상태였다. 즉 Rev.A의 배합비로 제조된 접착제

의 성능은 샌드위치 구조의 구조물 적용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접착제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배합비로 확인되었다.

  Fig. 17 및 Fig. 18은 Rev. A와 Rev. B 각각의 시편

에 대한 하중 별 변위 선도이다.

Fig. 16. Adherend tensile strength test

Fig. 17. Load-displacement curve of Rev. A

Fig. 18. Load-displacement curve of Rev. B

  Table 6은 샌드위치 면방향의 인장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편의 파손하중 및 접합부 면방향 인장강도의 

평균값이며, Rev. B 시편의 인장강도는 1.01 MPa로 

Rev. A 시편의 인장강도 0.5 MPa보다 약 2배의 강도

를 나타냈다.

Table 6. Results of adherend tensile tests

Test method Specimen Average

Breaking load [N]
Rev. A 1253

Rev. B 2512

Copula plane direction 
tensile strength [MPa]

Rev. A 0.50

Rev. B 1.01

  따라서 Rev. A의 배합비로 제조된 접착제는 샌드위

치 구조물 접착에 적합하지 않은 접착제로 확인되었다.

4.2 해상 시험평가

  시편 시험을 통해 도출된 음향창 접착제 최적 배합

비에 따라 음향창 전체를 수리한 후 방위정확도, 거리

정확도 등 약 10회의 해상 시험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19 및 Fig. 20은 음향창 수리 후 측정된 함수수동

배열소나의 방위정확도와 수동측거배열소나의 거리정

확도 결과이다. 접착제에 배합되는 점도제 비율을 변

경함으로써 음향센서의 성능저하 없이 소나 수신성능

이 향상되었으며, Fig. 5 및 Fig. 6과 비교해 볼 때, 소

나 방위 및 거리정확도 오차가 확연하게 감소하고 오

차 패턴 또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9. Improvement of SONAR bearing accuracy

Fig. 20. Improvement of SONAR range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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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수중함의 소나체계는 함 생존성, 작전운용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품질이 요구된다. 그러나 〇〇〇급 수중함 해상 시험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합재 CFRP 음향창 내 

박리현상이 식별되어 소나 수신성능 지표 중 하나인 

방위 및 거리정확도 오차범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접착제 배합 원자재 중 점도제의 비율을 

변경하여 개선된 음향창 접착제 배합비를 도출하였다. 

침전형상 및 흐름현상 관찰 실험을 통해 배합비의 문

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시편 강도시험을 통해 개선된 

접착제의 적용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때,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수지의 접착제 자체 인장

강도는 선강도가 약 10배, 샌드위치 면방향 인장강도

는 약 2배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개선된 접착제를 〇〇〇급 수중함 음향

창에 적용한 후 해상 시험평가를 수행하여 함수수동

배열소나의 방위정확도 및 수동측거배열소나의 거리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어 소나 수신성능 기준치를 만

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2017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

회에서 포스터 발표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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