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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arbon fiber/epoxy composites are typical brittle materials and have
low impact properties. Recently,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impact character-
istics of carbon fiber composites because of increasing use as automobile parts
and high pressure hydrogen vessels of fuel cell electric vehicles for light weight. 
In this study, the low velocity impact properties of carbon fiber/epoxy composites 
fabricated by a filament winding method are studied. The low velocity impact 
properties were measured by performing tests according to ASTM D7136. The 
low velocity impact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using commercial structural 
analysis software, Abaqus. The absorbed energy and the delamination shapes 
were compared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The numer-
ical analysis method showed that the absorbed energy decreased with the re-
duced number of cohesive elements in the composite models.

Key words : Low velocity impact(저속 충격), Carbon fiber/epoxy composites(탄소섬유
/에폭시 복합재료), Filament winding(필라멘트 와인딩), Impact behavior
(충격 거동),  Delamination(층간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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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 우주 산업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복

합재료는 무게대비 강도가 좋고, 내부식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복합재료의 이러한 장점을 바

탕으로 최근 무게 대비 효율이 좋은 필라멘트 와인

딩 압력용기에 사용되며, 수소자동차에 수소저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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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The cross section of CFRP. (a) Cured in autoclave, (b) 
manufactuerd by filament winding 

지만,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는 대표적인 취성 

재료로 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 성능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복합재료의 충격은 크게 저속 충격과 고속 충격

으로 나눠진다. 고속과 저속충격의 나누는 기준은 

시편의 강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1-100 m/s를 저속충격이라고 하고, 고속 충격은 그 

이상의 속도의 충격을 고속 충격으로 정의한다1). 저

속에서 고속 충격으로서 갈수록 복합재가 충격에 응

답 시간이 부족하여 국부적이 충격손상이 발생한다. 

저속 충격의 경우 충격 후 눈에 보이는 손상보다 내

부의 층간 박리가 크기 발생하여 복합재에 예측하기 

힘든 강도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속충격의 시뮬

레이션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탄소섬유/에폭시로 제작된 복합재료는 저속 충격

을 받을 때 충격체의 운동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고, 

이후 복합재료의 파손에 사용되는 흡수에너지를 제

외한 나머지 에너지는 탄성 복원을 통해 다시 충격

체로 전달된다. 따라서, 복합재료의 흡수에너지로부

터 파손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 복합재는 충

격을 받을 때 다양한 파손 형태를 보인다. 복합재 플

라이 내에서는 섬유의 인장, 압축, 기지재의 인장, 

압축 파손모드를 확인할 수 있고, 복합재의 층간 기

지재 층에서는 층간박리(delamination)가 발생하는 

한다1,2). 또한 저속충격 발생 후 복합재료의 잔류응

력으로 인한 강도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되었

다3,4).

복합재료의 저속충격에서 외부 파손을 시뮬레이

션을 통해 예측하기 위하여, 섬유의 인장과 압축 파

손, 기지재의 인장과 압축 파손을 예측할 수 있는 

3D 파손기준을 사용하고, 복합재료의 내부 층간 박

리를 cohesive element를 이용해 복합재료 평판에 

작용하는 충격에너지와 파손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은 진행돼 왔다5-8). 하지만, 이런 연구의 대부분은 

프리프레그를 이용하여 제작한 복합재료의 특성에 

맞는 해석 방법이고,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으로 제

작된 복합재료 평판에 대한 충격해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필라멘트 와인딩 공정을 통하여 

복합재료 제작시 일정한 장력으로 당겨서 섬유를 감

기 때문에, Fig. 1과 같이 복합재 층 사이에 명확한 

기지재 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으로 제작한 

복합재료 평판에 대해 저속 낙하 충격 시험을 진행

하여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의 낙하충격 성능을 

확인하였고, Abaqus를 이용하여 복합재의 층간 co-

hesive 층의 수를 조절하여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으

로 제작된 복합재료 평판의 층간 조건에 맞는 저속 

낙하 충격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실 험

복합재료 평판의 저속충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Fig. 2와 같이 낙추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기기

는 Instron ceast-9350을 이용하였고, 시험은 ASTM 

D7136 규격을 따라 진행하였다9). 복합재료 평판은 

일진복합소재에서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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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operties of composite laminate

E1 130 Gpa

E2 8.05 Gpa

E3 8.05 Gpa

V12 0.34

V13 0.34

V23 0.53

G12 8.288 Gpa

G13 8.288 Gpa

G23 2.571 Gpa

X1t 2,550 MPa

X1c 1,356 MPa

X2t 44 MPa

X2c 250 MPa

S12 62.35 MPa

S13 62.35 MPa

S23 23 MPa

Fig. 2. Drop-weight Impact test

제작하였으며 시편의 크기는 150×100 mm이고, 두

께는 한 층에 0.4 mm로 총 12 plies, 4.8 mm로 제작

하였다. 적층각도는 로 적층한 시편 5개를 

제작하여 낙추시험을 진행하였다. 충격체는 직경이 

16 mm이고, 무게는 5.5 kg인 반구형을 이용하였고, 

초기 속도는 3.37 m/s, 초기 충격에너지는 31.8 J로 

진행하였다. 초기 충격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하였다9).

                                 (1)  

E = 충격에너지(J)

 = 충격에너지와 시편 두께의 비(6.7 J/mm)

 h = 시편의 수직 두께(mm)

낙추시험 진행 후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하여 복

합재의 층간 박리를 확인하였다.

3. 구조해석 모델링

복합재료 평판은 상용 구조해석 소프트웨어 Abaqus

를 이용하여 4가지 모델로 진행하였다. Model 1은 

대부분의 복합재 평판 구조해석에서 사용하는 모델

로, 복합재료 12 ply 사이에 모두 cohesive element

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5-7). Model 2는 실

제 복합재 평판에서 같은 각도로 적층된 복합재 ply 

사이에는 기지재 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2) 서로 

다른 각도로 적층된 층 사이에 cohesive element 6개

를 사용해 모델링하였다. Model 3은 시험 결과상 층

간 박리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중간면에 cohesive 

element 1개를 삽입하여 모델링하였고, model 4는 

실제 복합재 층의 기지재 층간에 cohesive element

가 0개인 상태로 복합재 기지재층이 없는 상태를 모

델링하였다. 모든 모델에서 cohesive element와 복

합재 ply 사이에는 Tie 구속 족건을 이용하였고, 복

합재 평판은 continuum shell (SC8R) 요소로, 복합

재 층간은 두께가 0.001 mm인 cohesive element 

(COH3D8) 요소를 이용해 모델링하였다. 충격체와 

복합재 사이에는 general contact를 사용하였다. 복

합재 평판에 충돌하는 충격체의 변형은 작다고 가정

하였고, 해석시간 단축을 위하여 rigid body (R3D4)

로 모델링하였다10). 복합재 평판의 인장 물성과 전

단 물성은 ASTM D3039, ASTM D5379 규격의 시

험을 통해 얻었고, 압축, 층간 물성은 참고문헌을 통

해 얻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물성은 Table 1과 

같다6). 

복합재 평판 파손의 시작 기준은 Table 2와 같은

Hashin’s failure criterion11)을 적용하여 섬유의 인장

과 압축 파손, 기지재의 인장과 압축 파손을  예측하

였다10). 

복합재 평판의 층간 박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용

된 cohesive element의 파손은 Fig. 3과 같은 traction 

separation law를 따른다10). 여기서, 파손이 시작되는 



변종익⋅김종열⋅허석봉⋅김한상    193

Vol. 29, No. 2, April 2018 Transactio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

Table. 2. Hashin’s failure criterion

Fiber tension ( ≥ )


  


 




Fiber compression ( ≤)


  

 

Matrix tension ( ≥ )


  


 




Matrix compression ( ≤)


  


 


 






  : longitudinal tensile strength 

  : longitudinal compressive strength

  : transverse tensile strength

  : transverse compressive strength

   : longitudinal shear strength

   : transverse shear strength
  : longitudinal stress

  : transverse stress

  : longitudinal shear stress

Fig. 3. Traction separation law

Fig. 4. Coordinate of the axis

Fig. 5. The simulation model of low velocity impact test

지점인 
max까지 traction stress ()가      선

형적으로 증가하고 파손이 시작되고 난 후 max까지

는 재료의 강성이 선형적으로 감소하여 완전히 파손

된다. 즉, max에서 두 ply는 cohesive element의 완전

한 파손으로 층간 박리가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co-

hesive element의 파손 시작 기준은 quadratic nominal 

stress criterion10)을 따랐으며 각 방향의 traction stress

가 식 (2)이 1을 만족하면 파손이 시작된다.




 


 


                      (2)

여기서 n, s, t는 Fig. 4와 같이 각각 수직, 전단 방

향 이며, N, S, T는 interlaminar normal, shear strength

이다. Cohesive element의 완전한 파손을 예측하기 

위하여 Benzeggagh-Kenane (BK) law를 사용하여 

점진적 파손을 적용하였다6,7,10).

 


             (3)

                          (4)  
                          
                          (5)  

                                 

는 에너지 해방률(energy release rate)이다. 여

기서 j (I, II, III)는 각각 수직방향과 첫 번째 전단 

방향, 두 번째 전단 방향을 나타낸다. , 는 

각각 식 (4)와 (5)를 이용하여 구해진다. 은 실험적

으로 얻는 값이며 본 연구에서 값을 1.45로 Shi와 

Swait6)의 복합재 저속충격 시뮬레이션 문헌에서 값

을 참고하여 이용하였다. 복합재 평판은 pinned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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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absorbed energy-time curves of composite

Fig. 7. Failure mode of the composite (dent/depression) 

Fig. 8. The delamination of impacted composite 

Fig. 9. The tensile matrix failure of the composite

정조건을 초기조건으로 부여하여 시험과 같은 조건

을 부여하였고, 충격체는 충돌하기 전 속도 3.37 m/s

로 낙하하도록 Fig. 5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4. 결 과

4.1. 저속 충격 시험 결과

복합재 평판에 저속 충격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흡수에너지-시간 그래프는 Fig. 6 같이 나타난다. 이 

때 초기에너지 충격에너지는 31.8 J이고, 복합재에 

충격이 발생하면, 복합재는 충격에너지를 흡수고, 

이 중 일부는 복합재의 층간, 섬유, 기지재의 파손, 

충격체와 복합재 사이의 마찰 형태로 소실되고, 나

머지는 탄성에너지 형태로 저장시킨다. 충격체의 속

도가 0이 될 때 복합재 평판의 충격체의 모든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후 저장된 탄성에너지는 다시 

복합재에서 충격체로 전달되어 충격체를 튕겨낸다. 

이 실험에 복합재의 흡수에너지는 평균 8.50 J인 것

으로 확인했다. 시험 후 시편의 외부 손상형태는 Fig. 7 

같이 Dent/Depression형태9)이고, 함몰깊이는 평균 

0.25 mm로 확인하였다. 복합재의 층간 박리 형태는 

Fig. 8과 같이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섬유의 적층을 0°, 90°로 적층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형태이다. 또, 실험 후 복합재 평판 후면을 

확인한 결과 볼록하게 튀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로 인해 복합재 후면에 섬유의 인장 파손과, 

기지재의 인장파손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모든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충격체의 초기 운동에

너지 값은 시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충

격이 끝난 후 복합재의 기지재 파손을 확인해 보면 

모든 모델에서 Fig. 9와 같이 접촉면과 후면에서 가

장 큰 인장 파손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접

촉면에서는 충격체와 접촉 때문에 발생하는 파손이

고, 후면에서는 충격체가 충격할 때 발생하는 굽힘 

때문에 기지재의 인장 파손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1). Fig. 10과 같이 기지재의 압축파

손은 충격체의 접촉 하중 때문에 복합재와 충격체의 

접촉면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model 3의 중간 면의 cohesiv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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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compression matrix failure of the composite

Fig. 11. The Delamination shape of cohesive element

Fig. 12.  The time vs absorbed energy curves

파손 형태이다. 복합재는 섬유의 방향에 따라 층간 

박리가 발생하는데, cohesive element를 1개 넣어도 

Fig. 7처럼 시험에서 발생하는 층각 박리 형태와 유

사한 형태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속 충격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흡수에너지 

Fig. 12와 같다. Model 1과 model 2는 각각 17.3 J과 

15.5 J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과 model 2는 각각 11개, 6개의 cohesive 층

이 있고, 이로 인한 복합재의 층간 파손으로 실제보

다 더 큰 흡수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판단된다. 

Model 4는 cohesive element를 넣지 않은 모델로 충

격시 5.5 J의 가장 적은 에너지 흡수한다. 여기서 흡

수된 에너지는 cohesive element가 없기 때문에 순

수 복합재의 섬유와 기지재 파손인 것으로 판단된

다. Model 3은 시험에서 확인한 흡수에너지와 가장 

근접한 흡수에너지 6.4 J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복합재 낙추시험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 복합재 섬유

와 기지재에 파손되는 에너지는 5.5 J이고 ply 사이

의 기지재 층의 파손에 따라서 흡수에너지가 증가하

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Fig. 1과 같이 필라멘트 와인

딩으로 제작된 복합재의 층간 기지재 층은 일정한 

장력으로 감는 공정의 특성상 다른 복합재 제작공정

으로 만들어진 복합재보다 현미경 촬영 상으로 확실

히 얇은 기지재 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얇은 기지재 층을 실제 시뮬레이션 상으로 표현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고, 흡수에너지가 다소 크게 예측

되는 결과를 얻는다. 이 때 cohesive element의 수를 

조절하여 실제 두께와 유사한 두께의 층을 넣는다면 

충격시 흡수에너지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ohesive element를 1개만 

넣더라도 실제 복합재 충격에서 발생하는 층간 박리 

형태를 충분히 예측 가능함으로 복합재의 흡수에너

지와 층간 박리형태를 예측하기에 좋은 해석 방법이

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필라멘트 와인딩 공정으로 제작한 복합재 평판에 

31.8 J의 충격에너지로 저속 충격 시험을 진행하였

고, 상용 구조해석 소프트웨어인 Abaqus 2016을 이

용해 저속 충격시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1) 실제 필라멘트 와인딩 공정으로 복합재를 제

작한 경우 일정한 장력으로 섬유의 다발을 감아 제

작하기 때문에 다른 복합재 제작공정보다 복합재 

ply사이의 기지재층 정도가 얇은 것을 Fig. 1을 통해 

확인하였다. 

2) 낙추시험을 진행한 결과 31.8 J의 충격에너지

를 가한 결과 평균 8.507 J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복

합재의 파손에 기여한 것을 확인하였고, 초음파탐상

검사를 이용하여 복합재 층간 박리가 0°, 90°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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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인해 ‘＋’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복합재 저속 충격시험 구조해석을 진행한 결

과 cohesive element를 1개 이용하여 모델링한 mod-

el 3이 가장 실험과 근접한 흡수에너지 값을 얻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복합재 시뮬레이션에서 cohe-

sive element 수에 따라 흡수에너지 정도가 달리지

는 것을 확인하였고, 복합재 층간 파손이 복합재의 

전체 흡수에너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복합재의 층간을 표현하는 

cohesive element 두께를 얇게 할 수 없고 두께의 최

소 값이 정해져 있음으로, 복합재의 모든 ply 사이에 

기지재 층을 모사한다면, 실제보다 과도한 흡수에너

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럴 경우 cohesive element를 

수를 조절하여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보다 정확히 

흡수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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