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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탄소섬유강화프라스틱 은 외부의 충격(CFRP)

에 의한 층간파괴(Interlaminar fracture가 일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적층판의 층간에 부직포를

삽입하여 층간파괴인성을 증가시키는 방법(1-4)은

비교적 성형이 쉽고 층간파괴인성이 현저Mode II

히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층간파괴. Mode I

인성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를 삽입한 경우에만

증가하였고 탄소부직포나 유리부직포는 각69.4%

각 감소하였다6.3%, 11.4% (4) 본 연구에서는 가격.

면에서 경제성이 있는 유리부직포에 실란 처리를

하고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적층판 층간에 삽입

하여 층간파괴특성(GIC 및 GIIC 을 평가함으로써)

실란 처리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험2.

실란 처리된 유리부직포가 삽입된 복합재료의

층간파괴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편과CFRP

및 유리부직포와 실란 처리된 유리부직포를 삽입

한 하이브리드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Mode I 및

Mode II 실험을 통하여 시편 층간파괴특성을 비교

하였다. 시편의 제작에는 CFRP 프리프레그

가 사용되었고 실(SK-Chemicals, USN125 series) ,

란은 다미폴리켐사 를 온수에 희석LD5701 0.5wt%

하여 시간 함침하고 건조로에서 로 시간24 100 24℃
건조하였다. 시편의 적층순서는CFRP [0]24이며,

의 층간에 유리부직포를 삽입한 시편의 적층CFRP

순서는[012/012 이다] . 여기서 “ / ” 기호는 유리부직

포의 삽입위치를 의미한다 인위적인 결함을 만들.

기 위해 테프론 필름(teflon film, 두께: 12㎛을 삽입)

하였으며 이렇게 적층된 적층판을 과 같은, Fig. 1

공정으로 오토클래이브에서 성형하였다(4). Mode

I 및 Mode II 에 의한 층간파괴인성값을 평가하기

위하여 ASTM(5~6)규격에 의하여 시편을 제작하였

다. Mode I실험은DCB(Double-Cantilever Beam)시편을

사용하였으며실험후 GIC 값은 식 에 대입하여(1)

계산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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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C는임계하중, δC는임계변위, B는시편

의폭, a는크랙길이이다.

Mode II실험은ENF(End-Notched Flexure) 시편을

사용하였으며실험후GIIC 값은 식 에 대입하여(2)

계산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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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C는임계하중, δC는임계변위, B는시편

의폭, a는크랙길이 은스팬길이이다, 2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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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re cycle of CFRP laminates with

silan finished non-woven glass tissue

실란처리한유리부직포삽입 적층판의층간파괴인성CFRP
InterlaminarFracture Toughness of CFRP Laminates with Silane Finished Non-woven

Glass Tissue
*정종설1, #정성균2 고한결, 2

*J. S. Jeong1, #S. K. Cheong(skjung@snut.ac.kr)2 , H. K. Ko2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NID ,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Key words : Silane finished Non-woven Glass Tissue, Silane Coupling Agent

785



한국정밀공학회 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2012

결과및고찰3.

는 실험에서 얻어진Fig. 2 DCB 층간파괴Mode I

인성값(GIC 과 실험에서 얻어진) ENF 층간Mode II

파괴인성값(GIIC 을 나타낸다) . 층간파괴인Mode I

성값을 비교하면 시편을 기준으로 유리부직CFRP

포를 삽입한 시편은 약 감소하였고 실란 처리11%

한 유리부직포는 약 감소하였다 실란 처리한3% .

유리부직포 시편은 유리부직포 시편에 비교하여

약 증가하였다 층간파괴인성값은10% . Mode II

시편을 기준으로 유리부직포를 삽입한 시편CFRP

은 약 증가하였고 실란 처리한 유리부직포는137%

약 증가하였다 실란 처리한 유리부직포 시편100% .

은 유리부직포 시편에 비교하여 약 감소하였1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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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IC,, GIIC values

결론4.

본 논문에서는 유리부직포와 실란 처리한 유리

부직포를 삽입한 적층판의 층간파괴인성값CFRP

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란 처리한 유리부.

직포는 층간파괴인성값은 증가하였고Mode I ,

층간파괴인성값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Mode II

되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가격이 저렴한.

유리부직포에 실란 처리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높은 층간과괴인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에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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