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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적용을 위한 복합재료의 

기계적 체결강도와 손상형상 연구

김동욱

울산대학교 대학원 조선 및 해양공학과

국문 요약

조선 및 해양산업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연구개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술은 친환경 추진기관의 개발이다. 

친환경 추진기관의 추진효율 향상을 위해 선박 경량화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는 가운

데, 선박에 경량화 복합재료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경량화 복합재료는 이미 특수선, 

해양레저용 선박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대형 상선에 적용은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조선 및 해양산업의 분위기 변화에 따라 대형 상선에 우수한 내구성을 

갖춘 섬유강화복합재료 적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 대형구조물에 섬유강화복합재료 적용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

어야 할 문제는 구조물의 연결 방법이다. 금속소재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경우 용접을 

이용하여 대형화할 수 있지만, 복합재료를 적용한 구조물의 경우 용접을 할 수 없어 

다른 연결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경량화 복합재료와 금속재료를 연결하는 가장 효율

적인 연결 방법은 기계적 체결방법이다. 반면, 복합재료 구조물의 기계적 체결부는 응

력집중, 균열진전, 변형률의 증가로 인해 구조강도가 저하된다. 기계적 체결을 위해 

가공된 원공노치의 불연속 구조로 인한 응력집중이 발생하고, 장시간 운항하는 선박

의 경우 염수, 자외선의 해양환경과 저온환경 영향이 기계적 체결 부위에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강도저하 요소를 고려한 설계 연구와 구조물

에 미치는 해양 환경 영향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섬유강화복합재료 기계적 체결구조물의 체결강도 및 손상형상을 실

험으로 평가하였다. 정적 체결정적 체결강도와 손상형상 평가를 위해서 스테인리스스

틸로 제작된 더블랩 픽스처에 복합재료 시편을 볼트로 체결하여 실험 모델을 구성하

였다. 만능재료시험기를 활용하여 구성된 모델의 정적 체결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후 손상된 복합재료 섬유 및 기지재의 손상은 현미경 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적용을 위한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에 미치는 환경 영향 평가

를 위해 섬유강화복합재료 시편에 각각 염수환경, 자외선환경과 저온환경을 적용하고, 

정적 체결강도와 손상형상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유한요소해석과 

실험 결과와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시편의 손상 원인 및 손상형상을 분석하여 복합

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적절한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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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미래지향적 산업 성장에 따라 구조물은 요구강도를 만족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향상된 내구성 및 기대수명, 경량화 등 다기능을 갖추어야한다. 섬유강화복합재료는 

높은 비강도, 우수한 강성, 향상된 부식 및 내마모성 등의 장점으로 전통소재인 금속

소재의 대체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방위산업, 항공 산업,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함께 복합재료 사용빈도는 Figure 1.1과 같이 증가하고 있다.

Figure 1.1 Use of composite material on industrial field [1]

  상대적으로 산업의 변화 수용에 보수적인 조선 산업의 현재 중대과제는 탄소중립(D

ecarbonization)과 디지털화(Digitalization)이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

me Organization, IMO)의 강도 높은 환경규제로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유해 배기가스 감소가 향후 패러다임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추진

기관의 연구개발과 함께 추진효율 향상이 요구된다. 친환경 추진기관의 효율 향상을 

위해 선박구조 경량화는 필수적이다. 경량화 복합재료는 이미 해양레저용 선박, 군용 

선박 등에는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반면, 대형 상선에 적용은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조선해양산업의 동향에 따라 대형 상선의 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한 내구성을 

갖춘 복합재료 적용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2].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섬유강화복합재료 적용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구조물의 연결방법이다. 금속소재의 경우 용접공법이 보편화된 연결방법이지만 복합

재료의 경우 용접이 제한된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서 복합재료는 주로 이종재료로

써 금속재료와 연결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연결방법은 기계적 체결방법이다. 복합재료 

구조물을 기계적 체결방법으로 연결하면 우수한 구조강도와 해양환경에 대한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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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며, 부분적인 수리에 유리하다[3]. 실제로 조선 및 해양 분야의 복합재료 대형

구조물에 기계적 체결 구조를 이용한 사례는 Fig 1.2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Composite material car ferries Bolted assembly of panel

Composite components of 

Virginia-class submarine

Bolt hole on sail cusp of Virginia-class 

submarine

Figure 1.2 Mechanically fastened part of composite material on ship and marine 

structure [4][5][6]

  반면,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는 응력집중, 균열어셈블리(crack assembly), 변형률 

증가 등 구조강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존재한다[7]. 기계적 체결을 위한 원공노치(H

ole notch)와 구조강도 저하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계적 체결 구조물의 체결

강도에 미치는 기하학적 형상영향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기하학적 형상영향으로는 원

공직경에 따른 폭 비(W/D)와 원공직경에 따른 자유단 길이(e/D) 영향이 있다[8,9,1

0].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는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선

행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 Godwin 등은 복합재료의 기계적 체결강도를 결정하는 변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체결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11]. 

-재료 변수: 섬유의 종류와 형태, 기지재의 종류, 섬유의 방향성, 섬유 적층순서, 섬

유 부피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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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요소 변수: 체결요소의 종류, 체결요소의 크기, 체결토크, 워셔(Washer)크기, 원

공직경과 원공 공차 등.

-설계 변수: 체결 방법, 적층 두께와 공차, 기하학적 요인, 하중방향, 하중속도, 정적 

및 동적하중, 손상기준 등.

• Kretsis 등은 각각 다른 종류의 기지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유리섬유복합재료(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GFRP) 시편과 탄소섬유복합재료(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시편에 대해 체결압력, 두께, 폭, 원공 중심으로부터 자

유단까지 거리, 적층 등 변수가 체결강도와 손상형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로 손상형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적층설계이며, CFRP 시편

의 정적 체결강도는 GFRP 시편의 정적 체결강도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12].

• Cooper 등은 GFRP에 대해 기계적 체결부 인장시험을 수행하고, 체결부 형상의 

e/D와 W/D에 따른 체결강도 및 손상형상을 분석하였다. 결과로 e/D와 W/D가 체결

강도와 손상형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였으며, 특히 손상형상의 경우 e/D가 

3보다 작을 때 분할손상, 3보다 클 때 베어링손상(bearing failure)이 발생한다. 

W/D 는 4보다 작을 때 인장손상, 4보다 클 때 베어링손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9].

• Faruk 등은 GFRP의 기계적 체결강도에 미치는 적층순서, 볼트 토크, W/D, e/D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W/D와 e/D의 값이 충분할 때, 체결강도는 

높은 값을 보이며, e/D가 2 이상일 때, 시편의 손상형상은 복합손상 또는 베어링손상

형상으로 도출됨을 확인하였다[13].

• Ozaslan 등은 준등방성으로 적층된 CFRP 복합재료 open-hole 시편에 대해 W/D

에 따른 응력집중정도와 강도예측에 관한 실험 및 해석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로 응

력집중계수는 W/D가 6일 때 3의 값을 가졌으며, W/D가 3으로 감소할 때 응력집중

계수는 약 15% 증가하였다[14].

• Yoon 등은 CFRP 복합재료 시편의 기계적 체결강도를 에너지기반 파괴진전기법(E

nergy-based progressive failure analysis; PFA)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Open-h

ole 시편의 인장 및 압축시험과 단일결합(single-lap), 이중결합(double-lap) 볼트 체

결시험을 수행하고 이를 유한요소해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로 e/D 증가에 따라 

체결강도가 증가함을 보였고, 손상형상이 전단손상에서 베어링손상으로 전이됨을 확

인하였다[15]. 

  앞서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체결

강도와 응력집중 정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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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써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구조를 적용할 때, 기하학적 측면과 함께 중요한 설계요

소는 해양환경으로부터 내구성이다. 선박은 운항 간 대표적인 해양환경인 염수 및 자

외선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며, 이는 복합재료구조물의 구조강도를 저하하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복합재료는 염수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금속재료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경과초기에는 뚜렷한 강도저하를 보이지 않는다[16,17,18]. 하지만, 염수환경에서 경

과시간이 길어질수록 기계적 강도저하가 발생한다[19,20]. 마찬가지로 자외선 환경의 

경우 경과 초기단계에서는 강도가 상승하거나 그 변화가 미미한데 비해 경과시간의 

증가에 따라 강도저하가 발생한다[21,22]. 원인으로는 낮은 수준의 체적수축률 또는 

레진경화에 의함이라 보고되었다[23,24]. 특히,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에 미치는 자

외선환경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으며[25], 향후 추가

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6].

• Calabrese 등은 유리섬유-아마/에폭시(epoxy) 복합재료의 체결부에 대한 염수환경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염수환경과 기하학적 형상(W/D, e/D)이 복합재료 체결강

도 및 손상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염수환경 조건에 0, 30, 60일의 경우로 

나누어 시편을 노출시켰다. 실험결과로 염수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노출

된 시편은 최대 인장강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30일 경과한 시편에 비해 60일 경과한 

시편이 더 낮은 체결강도를 보였다. 실험결과로부터 염수환경이 기계적 물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손상 메커니즘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 Zhang 등은 탄소섬유/탄소섬유 단일 겹침 체결 구조물의 염수환경에서 체결강도와 

손상 메커니즘을 실험연구로 분석하였다. 염수환경은 각각 1, 4, 7개월 침지조건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 1개월과 4개월경과 시 최대 체결하중의 감소는 각각 0.32%

와 0.74%로 미미하였다. 반면 7개월경과 시 4.65%의 감소를 보였다. 경과시간이 긴 

시편의 경우 큰 변위 값을 보였으며, 변형 저항성이 감소하였다[16].

• Fiore 등은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의 리벳 체결강도에 미치는 염수 

분무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편은 염수환경에 각각 1, 3, 5, 7, 10, 1

5주 노출 하였다. GFRP와 CFRP에 대해 염수환경에서 경과시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체결하중이 감소하였으며, 변위가 함께 감소하였다. 체결하중이 작용할 때 CFRP의 

선형거동은 거의 일치하였으며, 탄성계수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GF

RP의 경우 경과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거동의 차이를 보였으며, 탄성계수가 감소

하였다. 최종적으로 염수환경에 15주 경과하였을 때, CFRP의 체결강도는 약 30%이

며, GFRP의 체결강도 감소는 약 46% 감소하였다. 이에 염수환경에서 CFRP가 GFRP

보다 우수한 소재임을 확인하였다[20].

• Yoon 등은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가 염수환경에서 1, 2, 4, 6, 12개월 경과했

을 때,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실험결과로 인장강도의 경우 경과 초기의 

시편의 경우 비노출시편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경과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였다. 결과로부터 강화섬유가 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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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경우 염수분무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탄성계수는 경

과시간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로서 CFRP는 염수환경에 의한 

강도저하로부터 우수한 내구성을 가진다[17].

• Li 등은 CFRP/알루미늄 단일 겹침 체결 구조물의 기계적 거동에 미치는 염수환경

의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염수침지조건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수

행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완전 침지 조건에서 4개월 경과하였으며, 두 번째 그룹은 

반 침지 조건에 4개월 경과하였다. 반 침지 조건에서 CFRP는 완전 침지,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 노출시켰다. 실험결과로 최대 체결하중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염수

에 의한 CFRP의 원공 주변부 물리적, 기계적 물성의 저하가 원인이다[18].

• Kumar 등은 자외선이 탄소섬유/에폭시 섬유강화복합재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탄소섬유의 길이방향(하중방향) 인장강도에 미치는 

자외선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상대적으로 자외선환경에서는 길이방향의 재료 물성 변

화보다 폭 방향 재료 물성의 변화가 크다[23].

• Zhao 등은 CFRP, BFRP(Basalt Fiber Reinforced Plastic), EGFRP(E-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SGFRP(S-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에 대해서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섬유는 탄소섬유, 바잘트섬유, 

E-유리섬유, S-유리섬유 네 가지 종류이며, 기지재는 비닐에스터(Vinyl ester) 레진, 

에폭시, 비닐에스터-에폭시 레진 세 가지 종류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자외선환경에는 

30, 60, 90일 경과 후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로 탄소섬유/에폭시 시편에서 

30일 경과까지 인장강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경과시간의 증가에 따라 

분자간 결합 에너지의 감소로 강도가 감소하였다. 자외선 환경에서 경과시간이 30일 

이하일 때는 낮은 수준의 체적 수축 또는 레진 경화에 의해 기계적 물성이 향상되었

다[24].

• Mahat 등은 CFRP 시편에 미치는 자외선영향을 실험연구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자

외선 노출시간과 결정도에 따른 시편의 인장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로, 자외선 경과

시간의 증가에 따라 결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장강도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경과시간이 360 시간 후에는 결정도는 증가하였지만 인장강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360시간이 결합 단절 반응의 영향이 결정도보다 커지는 전환점으로 강도감소의 원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21].

• Nguyen 등은 금속/CFRP 이중체결구조의 기계적 성능에 대한 자외선과 온도변화

의 영향을 실험연구로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자외선 환경에서 경과시간이 

증가할수록 시편의 탄성계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최종 변형률의 경우 자외선과 온도 

환경에 124, 248, 372시간 노출되었을 때, 각각 1.9%, 1.0%, 0.5%가 감소하였다. 자

외선 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표면이 황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손상형

상의 경우 자외선환경과 온도환경 노출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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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ang 등은 실리콘 변성 지방환 에폭시 수지의 특성에 미치는 자외선 영향을 실험

연구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로 에폭시의 최대 강도는 자외선 환경에 600시간 경과한 

이후에도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시간 경과 이전에서는 인장강도 및 파단

강도가 상승하는 거동을 보였다. 자외선 노출 초기단계에서는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경과시간 증가에 따라 재료의 표면을 경화시키며 

거칠게 만든다고 결론하였다[22].

나아가 최근에는 극지 미래에너지 탐사 및 개발과 함께 극지환경에서 선박해양구조

물의 운용이 증가하고 있다[27]. 이에 따라 해양환경뿐만 아니라 극지환경에서 복합재

료의 기계적 물성변화와 구조강도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저

온환경에서 복합재료는 취성 거동을 보이며 강도 및 강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29,30]. 관련 연구 중에서도 기계적 체결부에 미치는 저온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31,32,33].

• Kubo 등은 탄소섬유/에폭시와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재료의 극저온환경에서 특성 

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FRP 복합재료의 실온과 극저온 환경에서 인장거동

을 비교해보면, 극저온 환경에서 탄성계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GFRP 복합재

료의 경우 실온환경에 비해 극저온환경에서 인장강도와 파단 변형률이 크게 증가하였

다. 에폭시 수지의 극저온환경에서 기계적 특성 변화의 경우 파단 변형률이 실온환경

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원인을 기지재의 취성 영향으로 판단하였다[29].

• Johnson 등은 탄소섬유/PETI-5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체결강도에 미치는 온

도영향을 연구하였다. 저온환경(-50℃)과 실온환경에서 최대인장강도 비교 결과로, 저

온환경은 최대 인장강도보다 손상형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저온환

경에서 최대 인장강도는 실온환경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손상형상의 경우 실온

환경에서는 손상 이후 하중 지지능력 감소 폭이 약 20%인 반면 저온환경에서는 하중 

지지능력이 50-80%의 감소 폭을 보였다. 이는 저온환경에 의한 기지재의 취성 영향

이다[30].

• Coman 등은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 체결부의 체결강도와 손상형상에 미치는 

온도영향을 연구하였다. –50℃와 -70℃에서 수행한 실험결과를 비교한 결과, -70℃

에서 최대 체결강도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손상형상의 경우 –50℃에서 베어링손

상 및 인장손상이 관찰된 반면, -70℃에서는 인장손상만 관찰되어, 저온환경의 온도

변화가 체결강도와 손상형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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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rano는 온도변화에 따른 탄소섬유/에폭시 핀 연결 구조물의 체결강도와 손상형

상을 연구하였다. 저온환경에 의해 체결강도 변화는 약 10% 증가하였다. 저온환경과 

실온환경에서 각각 관찰된 손상형상 비교결과, 저온환경에서 손상형상이 실온환경보

다 날카롭게 나타났다. 이 현상은 저온환경에 의한 취성 거동이 원인임을 밝혔다[31].

• Soykok 등은 유리섬유/에폭시 기계적 체결부의 실온환경과 저온환경에서 체결강도

와 손상형상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저온환경에서 온도 감소와 함께 체결하중을 지

지하는 능력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손상형상의 경우 온도 감소에 따라 큰 변화가 

없으므로 GFRP 복합재료 체결부 구조물 설계 시 -40℃ 온도조건까지는 실온설계를 

저온구조물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32].

• Walker는 CFRP 복합재료의 체결부에 미치는 온도영향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

였다. 동시에 적층 설계가 체결부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하였다. 실온환경과 극저온환

경(-129℃)을 온도조건으로 지정하였다. 실험결과로 0°, 90° 단방향 시편을 제외한 준

등방성 시편과 직교 이방성 시편은 베어링손상을 보였다. 0° 단방향 시편의 경우 실

온환경에서 전단손상이 관찰되었으며, 극저온환경에서는 전단손상 발생빈도가 상승하

였다. 결과로부터 극저온환경이 0° 단방향 시편에 대해 전단손상 발생빈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90° 단방향 시편에서는 인장손상이 지배적이었다. 실험결

과로부터 준등방성 또는 직교 이방성으로 설계된 시편의 경우 온도의 감소에 따라 체

결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33].

  복합재료 및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에 미치는 기하학적 형상영향, 해양 및 저온 

환경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가 각각 수행되었다. 하지만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복합재

료 기계적 체결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형상영향과 환경영향을 동시에 고려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GFRP, CFRP, NCF(Non-Crimp Fabric) 복합재료 기계

적 체결부의 정적 체결강도를 실험으로 비교하였다. 실험으로 손상된 복합재료의 파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섬유와 기지재의 손상형상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대표적

인 해양환경인 염수환경과 자외선 환경을 겪은 NCF 복합재료의 기계적 체결강도 및 

손상형상을 분석하고, 극지환경에서 복합재료 구조물의 기계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저온환경에서 기계적 체결강도와 손상형상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유한요소해석을 통

해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 예측 모델을 설계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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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론적 배경

1.2.1 응력집중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에는 Figure 1.3과 같이 체결요소(볼트, 핀, 리벳 등)접촉에 

의한 응력집중과 원공노치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집중이 각각 존재한다. 패스너

(fastener)와 복합재료의 접촉부에 존재하는 집중 응력은 지압 응력이다. 일반적으로 

집중 지압 응력은 ①과 같이 코사인(cosine) 형태의 응력분포를 가진다. 집중 지압응

력은 코사인 분포이기 때문에 접촉각도(θ)에 따라 균일하지 않은 응력의 분포가 응력

집중의 원인이며, 식(2)에 의해서 θ가 0일 때 최댓값을 가진다. 원공노치에 의해 발생

하는 집중 응력은 ②와 같이 분포하며, 원공노치에 의한 구조의 불연속성이 응력집중

의 원인이다. 원공노치에 의한 집중 응력은 Net section에서 지압하중의 반대방향으

로 작용하며, 원공노치 선단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진다. ②의 응력집중은 폭이 일정할 

때 원공직경 크기의 증가에 따라 정도가 감소한다. 

1.2.2 응력집중계수 산출

  Kwon 등에 따르면[34],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응력집중계수는 일반적으로 실

험식에 근거하여 식(6)과 같이 산출된다. 이론적 응력집중계수와 기하학적 형상인자로 

폭(W), 원공직경(d), 원공 중심으로부터 자유단까지의 거리(e), 적층 설계가 추가적으

로 포함된다. 식(6)에서 는 체결부 최대 인장강도에 대한 응력집중계수이며, 기계

적 체결부 모재에 대하여 0°방향의 섬유 함유량 계수 C와 의 관계식으로 산출된

다. 식(7)의 는 폭, 원공직경에 대하여 체결하중을 받는 응력집중계수이며 원공직

경 대비 폭의 비로 산출된다.  는 원공 중심으로부터 자유단까지 거리와 폭의 비율

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며, 본 연구에서 제작한 모든 시편의 e/W는 1보다 큰 값을 

②

①

Top view

Net section

Shear
section

③

Bearing 
section

θ

Figure 1.3 Stress distribution on the mechanically fastene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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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므로, 0의 값을 가진다. 식(6)~(8)의 계산된 값을 종합하여 Net section에 작용하

는 인장응력 식 (5)로 표현된다.

  


(1)

  


cos (2)

   


(3)

  


(4)

    


(5)

      (6)

 ≈   

  


 


   


 ≈ 


 


(7)

  


  if 


≤     if 


≥  (8)

1.2.3 응력분포와 손상형상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응력이 분포한다. 첫째, 체결요

소와 복합재료의 접촉면인 Bearing section에 분포하는 지압응력은 식(1)과 같이 정

의된다. 지압응력은 체결부에 작용하는 지압하중을 체결요소와 복합재료 접촉부의 투

영면적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하지만 실제로 분포하는 집중 지압응력은 하중이 작용

하는 각도에 따라 응력분포가 다르다. 따라서 집중 지압응력은 각도 성분을 포함한 

식(2)로 표현된다. 둘째, 시편의 폭에서 원공직경을 제외한 Net section에는 인장응력

이 분포한다. Bearing section에 작용하는 지압하중과 동일한 하중이 Net section에 

작용하며, 방향은 지압하중 반대방향으로 인장력으로써 작용한다. 인장응력은 지압하

중을 Net section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식(3)과 같이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Shear section에는 체결요소에 의해 ③구역이 밀려나면서 면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

이 분포한다. 전단응력은 지압하중을 원공중심에서 자유단까지 거리(e)와 시편 두께의 

곱으로 이루어진 두개의 단면으로 나눈 값으로 식(4)와 같이 정의된다. 식(1)―(4)의 

구성성분 P는 지압하중[N], d는 원공직경[mm], W는 시편의 폭[mm], e는 원공 중심

으로부터 자유단까지 거리[mm], t는 시편의 두께[mm], θ는 하중이 시편의 길이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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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선과 이루는 각도[degree]이다. 

Bearing failure Cleavage failure

Net-tension failure Shear out failure

Figure 1.4 Failure modes of mechanically fastened composite part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에 분포하는 응력은 시편의 손상형상 결정과 관련이 있다. 

ASTM D5961[35] 에서 규정하는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손상형상은 Figure 1.4

와 같이 크게 네 가지 형상으로 나뉜다. 

  베어링손상(Bearing failure)은 지압응력이 최대 지압강도를 넘었을 때 발생하는 손

상으로, Bearing section에 균열 어셈블리 현상이 발생하며 국부 손상 형태를 보인

다. 강도측면에서 Net section의 인장강도가 충분하며, Figure 1.3의 ③구역 섬유의 

압축강도가 Shear section의 전단강도보다 낮거나, 높은 수준의 응력집중 작용 등으

로 체결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인장손상(Net-tension failure)은 Net section의 인장강도가 체결강도 및 전단강도

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인장손상은 Net section 섬유의 인장강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길이방향 주요하중을 지지하는 0° 방향 섬유의 결핍에 의해 발생한다. 

  전단손상(Shear out failure)은 Shear section에서 발생하며, Figure 1.3의 ③구

역이 형태를 유지하며 통째로 밀려나는 형태의 손상이다. 전단손상은 ③구역의 탈락

을 지탱해주는 90° 및 45° 방향 섬유의 결핍이나 전단강도가 네트 섹션의 인장강도 

및 체결강도에 비해 작을 때 발생한다. 

  분할손상(Cleavage failure)은 전단손상과 인장손상의 복합손상으로써, 길이 방향과 

폭 방향의 손상이 동시에 진전된다. 단, 길이방향의 손상만 가지더라도 분할손상으로 

분류된다. 분할손상의 발생 원인은 Figure 1.3의 ②와 같이 원공노치 선단에 작용하

는 응력집중에 의해 한쪽 원공노치 선단에서 Shear section에 길이방향 균열이 시작

된다. 균열에 따른 Net section에 응력이 비대칭 분포를 이루며 모멘트(moment) 발

생으로 길이방향 균열 진전의 반대쪽 Net section이 손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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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계적 체결부 실험 시편 제작

2.1 단방향프리프레그테이프(UDPT) 시편

  시험편 제작에 사용된 GFRP 시편은 Owens corning의 UD200 프리프레그(Prepre

g)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CFRP 시편은 SK chemicals의 UD200 프리프레그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시험편은 모든 방향의 하중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정적강도를 

갖고, 섬유 방향성이 손상형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등방성인 [4

5°/0°/-45°/90°]2S로 적층하였다. 성형공법은 오토클레이브(Autoclave) 공법을 사용하

였다. Figure 2.1 와 같이 시험편의 채취 및 원공가공은 시편 손상이 적은 워터젯(W

ater jet) 공법을 활용하여 모판을 가공하였다. 시편의 전체 길이는 120mm, 탭 길이

는 50mm, 폭은 20mm이며, GFRP 시험편의 경우 평균 두께는 2.6mm이고 CFRP 

시험편의 경우 평균 두께는 3.0mm이다. W/D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Table 2.1과 같

이 시험편의 폭은 20mm로 유지하고 원공직경을 5mm, 6mm, 8mm, 10mm로 가공

하였다. 이때, 원공직경 10mm 시험편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원공이 가공될 때 작업자

에 의한 원공노치 주변의 손상을 구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손상을 발생시켰다. 원공 

주변의 고의적인 손상은 전동드릴을 사용하였다.

Figure 2.1 GFRP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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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FRP specimen

Table 2.1 Dimension of UDPT specimen

D(mm) W(mm) e(mm) W/D e/D t(mm)

5 20 30 4.0 6.0 GFRP CFRP

6 20 30 3.3 5.0

2.6 3.08 20 30 2.5 3.8

10 20 3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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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탄소섬유 비권축직물(NCF) 시편

  탄소섬유 NCF 복합재료 모판은 Figure 2.3과 같이 체결하중에 우수한 강도를 가

지는 준등방성, [(0°/90°)2/±45°/0°]S로 제작하였다. 0°/90° 방향 NCF 시트(sheet)로 

Chomarat의 C-PLY BT 600 NCF를 사용하였다. 0°/90° 방향 NCF 시트는 

Mitsubishi chemical의 TRW40 탄소섬유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45° 방향 NCF 

시트로 Chomarat의 C-PLY BX 600 NCF를 사용하였다. 이때, ±45° 방향 NCF 시

트는 Zoltek의 PX35 탄소섬유로 제작하였다. 0° 단방향 섬유로 Zoltek의 PX35 탄소

섬유를 사용하였다. 기지재는 Kumho P&B chemicals의 KFER 9400/KFCA 9410 

에폭시 시스템을 사용해 NCF 모판을 제작하였다. NCF 모판 제작공법으로는 인퓨전

(Infusion)공법을 사용하였다. NCF 모판 제작에 사용한 재료의 기계적 물성은 Table 

2.2와 같다. 제작된 NCF 모판으로부터 시편을 채취하고 원공을 가공하기 위해 시편 

손상이 적은 워터젯 공법을 활용하였다.

Table 2.2 Mechanical properties of fibers

Material properties

Fiber orientation 0°/±45° 0°/90°

Fiber product PX35 TRW40

Tensile strength[MPa] 4137 4340

Tensile modulus[GPa] 242 235

Elongation[%] 1.7 1.8

Density[g/cc] 1.81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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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의 가공 치수는 Table 2.3와 같다. 시험편의 전체 길이는 120mm이며, 두께는 

3.8mm이다. 시험을 위한 탭의 길이는 50mm이다. 시편의 폭은 20mm로 고정하고 

W/D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원공직경을 각각 5, 6, 8, 10mm로 가공하였다.

Figure 2.3 NCF specimen

Table 2.3 Dimension of NCF specimen

D(mm) W(mm) e(mm) W/D e/D t(mm)

5 20 30 4.0 6.0

3.8
6 20 30 3.3 5.0

8 20 30 2.5 3.8

10 20 3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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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편 신뢰성 평가

  시편은 적층판 모재를 시편의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가공되기 때문에 가공과정에서 

초기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복합재료는 모판 제작과정에서 공극(void), 층간박

리(delamination) 등 기계적 강도와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시편 제작을 완료한 후 Figure 2.5

와 같이 C-Scan 검사를 통해 시편에 존재하는 초기결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시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MARIETTA NDT의 FMS 10-Axis Dual Squirter 

Ultrasonic System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Figure 2.4에 나타내었다. C-Scan 촬영 

결과로 실제 산업현장의 작업자에 의한 초기결함을 구현한 UDPT 원공직경 10mm 

시편에서 층간박리 형태의 손상이 발견되었다. 결과로 CFRP 시편의 손상정도가 

GFRP 시편보다 심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원공직경 5mm, 6mm, 8mm의 경우 공극, 

층간박리 등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NCF 시편의 경우 모든 시편에서 손상 및 결함

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과로 제작된 UDPT 시편과 NCF 시편의 신뢰성을 검증하였

다.

Figure 2.4 FMS 10-Axis Dual Squirter Ultrasonic System

5 mm 6 mm 8 mm 10 mm

5 mm 6 mm 8 mm 10 mm

5 mm 6 mm 8 mm 10 mm

5 mm 6 mm 8 mm 10 mm

5 mm 6 mm 8 mm 10 mm

5 mm 6 mm 8 mm 10 mm

GFRP CFRP NCF

Figure 2.5 C-Scan inspection of composite material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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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적 체결강도 및 손상형상 평가

3.1 실험구성

  복합재료의 정적 체결강도 확인을 위해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복합재료 시편은 

이중체결 형태로써 스테인리스스틸(stainless steel) 픽스처(fixture)에 볼트로 체결하

였다. 시험 수행간 시편의 견고한 체결을 위해 체결 토크는 15N∙m로 적용하였다. 

입력한 체결 토크 값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디지털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시편마다 3

회씩 토크 값을 측정하였다. 정적 체결강도 시험은 Figure 3.1과 같이 Instron의 

8802 servo hydraulic static and dynamic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로드셀(load 

cell) 용량은 250kN이다. 인장시험은 ASTM D5961을 따라 수행되었다. 시험조건으로 

인장속도는 2mm/min, 시험 종료 조건은 최대하중의 70%로 지정하였다.

Figure 3.1 Instron 8802 servo hydraulic static and dyna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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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UDPT 시편 시험결과

3.2.1 정적 체결강도

  Figure 3.2-3.7에는 CFRP 시편과 GFRP 시편의 W/D에 따른 정적 체결강도를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먼저 Figure 3.2-3.5는 W/D에 따른 하중-변위 선도를 나타내었

다. CFRP 시편의 경우 GFRP 시편과 비교하였을 때 같은 W/D에서 평균 30% 이상

의 높은 하중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이는 탄소섬유가 유리섬유에 비해 높은 인장, 

압축, 전단강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Figure 3.6과 3.7을 비교해보면 정적 체결강도는 

W/D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도측면에서 이를 분석해

보면,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의 양이 원공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

하면서 재료의 국부손상 발생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시편이 더 높은 하중 값에서 파

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프에서 픽스처와 복합재료의 마찰 극복구간 이후 

거동을 살펴보면, 재료의 강성을 나타내는 곡선의 기울기는 높은 W/D를 가지는 시편

의 경우에 CFRP가 GFRP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

고, W/D 감소에 따라 그 차이가 감소하였다.

Figure 3.2 Load-displacement curve of 5mm [W/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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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Load-displacement curve of 6mm [W/D=3.3]

Figure 3.4 Load-displacement curve of 8mm [W/D=2.5]

Figure 3.5 Load-displacement curve of 10mm [W/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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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8의 그래프는 CFRP 시편의 공칭지압응력-공칭변형률 선도이다. CFRP 

시편의 지압응력은 W/D가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3.2-3.5의 

결과로부터, 높은 지압하중 값을 보였던 CFRP 시편은 GFRP 시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압응력의 값이 높은 결과를 가진다. Figure 3.8 그래프의 거동에서는 베어링손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베어링손상은 하중 값이 최댓값에 도달한 후 이에 준하는 응

력수준을 유지하며 손상길이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유지구간의 길이는 응력

집중계수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높은 W/D로 큰 응력집중 계수를 가질 때 볼트와 시

편의 접촉에 의한 파단부에서 응력집중에 의한 손상이 가속화되며, 상대적으로 긴 손

상길이를 가진다.

  Figure 3.9는 GFRP 시편의 공칭지압응력-공칭변형률 선도이다. 본 그래프에서 공

칭지압응력 값은 식 (1)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볼트와 시편의 접촉부에 발생한 응력 

값이다. 그래프 결과로부터 W/D가 감소할수록 지압응력은 감소함을 보인다. 이는 

Figure 3.2-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결과의 하중 값은 W/D가 감소함에 따라 

Figure 3.6 Load-displacement curve of CFRP specimen

Figure 3.7 Load-displacement of GFRP specimen



- 20 -

증가하지만, 원공직경의 증가에 따른 지압응력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W/D의 

증가에 따라 지압응력이 감소하고 Net section의 인장응력은 증가한다. 또한, 그래프 

거동으로부터 손상형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인장손상과 분할손상은 최대 하중 

값에 도달 이후 급격이 0에 수렴하는 거동을 보이며, 베어링손상의 경우 최대 하중 

값에 도달 이후에도 이에 준하는 하중 값을 유지한다. 본 연구에서 분할손상이 발생

한 GFRP 원공직경 5mm, 6mm 시편의 경우 하중이 최댓값에 도달한 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거동을 보이며 파단 되는 거동을 보였다. 반면 인장손상을 보인 GFRP 원공

직경 8mm, 10mm 시편의 경우 하중이 최댓값에 도달 후 급격히 파단 되는 거동을 

보였다.

Figure 3.8 Stress-strain curve of CFRP specimen

Figure 3.9 Stress-strain curve of GFRP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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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손상에너지

  인성(Toughness)은 재료가 외력에 의해 파단까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는 척도이다. 이는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 구조물이 파단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선박은 생애동안 파랑하중, 피로하중, 충격하중 등 여러 종류

의 하중을 겪으므로 체결부 구조물의 손상에너지는 설계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인성계수는 응력-변형률 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표현된다. 실험

결과를 이용해 작도한 하중-변위 선도를 응력-변형률 선도로 변환할 때는 하중 차원

에 [L2] 차원을 갖는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변위 차원에 [L1] 차원을 갖는 표점거

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하지만 식 (1)에 의하면 지압응력은 분모의 면적 성분이 원공

직경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가지므로 하중 값을 응력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불규칙

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Figure 3.6의 원공직경 5mm와 10mm의 최대 지압하중

을 비교했을 때 10mm가 5mm에 비해 약 1.7배 더 높은 값을 가진다. 하지만 최대 

지압하중을 최대 지압응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원공직경 10mm 시편의 경우 Equ

ation (1)의 분모에 의해 나누어지는 값이 5mm보다 2배 크므로 10mm의 최대 지압

응력이 더 낮은 값으로 계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중-변위 선도를 이용해 체결

강도를 비교하였다.

  하중-변위 선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하중의 차원인 [M1L1T-2]와 변위의 차원

인 [L1]의 곱으로 [M1L2T-2]의 차원을 가진다. 이는 에너지의 차원 [M1L2T-2]과 같으

며, 재료가 파단 될 때까지 흡수한 에너지의 양, 손상에너지를 의미한다.

  Table 3.1에는 GFRP와 CFRP 시편의 W/D에 따른 손상에너지를 나타내었다. 시편

의 종류와 상관없이 체결부의 손상에너지는 W/D의 비율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

었다. 손상에너지는 W/D가 감소함에 따라 함께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시편의 종

류에 따른 손상에너지 계산결과로 CFRP 시편은 GFRP 시편에 비해 평균 약 3배 높

은 값을 가졌다. CFRP 시편과 GFRP 시편의 손상에너지 차이는 W/D가 감소함에 따

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CFRP 시편의 원공직경 5, 6mm 시편의 경우 베어

링손상을 보이면서 최대 지압강도에 준하는 하중 값을 유지하면서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CFRP가 GFRP에 비해 기계적 체결부 구조부재로써 활용될 때, 

구조강도와 수명 측면에서 유리한 재료로 판단된다. 

Table 3.1 Fracture energy of UDPT specimens

Specimens Fracture energy [kJ]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CFRP 115.70 104.92 87.58 75.49

GFRP 33.31 30.43 27.12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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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손상형상

  Table 3.2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GFRP 시편과 CFRP 시편의 손상형상을 정리하

였다. GFRP 시편의 체결부 인장시험 결과 원공직경 5mm, 6mm 시편과 원공직경 

8mm, 10mm 시편의 손상형상이 각각 그룹화 되어 구분되었다. GFRP 시편의 경우 

CFRP 시편보다 원공직경 크기에 따라 비교적 다양한 손상형상이 관찰되었다. GFRP 

시편의 원공직경 W/D≥3.3의 경우 베어링손상과 분할손상이 발생하였으며, W/D≤

2.5의 경우 인장손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서 GFRP 시편에 대한 W/D 효과를 확

인해볼 때, 2.5≤W/D≤3.3의 구간이 손상형상의 전이구간으로 판단된다. 특히 분할

손상이 발생한 모든 시편에서는 본 논문에서 백-스플릿(back-split) 균열로 정의한 

손상형상이 함께 관찰되었다. CFRP 시편의 손상형상은 GFRP 시편과 다르게 모든 시

편에서 베어링손상이 발생하였다. 시편의 W/D에 따라 손상형상이 구분되지 않고 볼

트에 의해 시편이 손상된 거리에 따라 자유단 면에 층간박리의 발생유무만이 구분되

어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GFRP 시편에서 관찰된 W/D 효과에 의한 손상형상의 

전이구간을 CFRP 시편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기계적 체결부 인장시험 수행 결과

로 관찰된 손상형상의 발생원인과 특징은 이후 세부항목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Table 3.2 Failure modes of UDPT specimens

GFRP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1 B+C+BS B+C+BS B+N B+N

#2 B+C+BS B+C+BS B+N B+N

#3 - B+C+BS B+N B+N

CFRP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1 B+D B+D B B+D

#2 B B+D B+D B+D

#3 B+D B B+D B+D

B: Bearing failure, C: Cleavage failure, N: Net-tension failure, BS: Back-split 

crack, D: Del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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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Failure modes of CFRP specimens

Figure 3.11 Failure modes of GFRP specimens

  베어링손상은 CFRP 모든 시편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CFRP가 GFRP에 비해 인장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W/D가 큰 경우에서는 응력집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Net section의 인장강도가 충분한 CFRP 시편은 W/D 효과에 따른 손상형상 구분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Table 3.3에서는 CFRP 시편에서 발생한 베어링손상의 특징인 베

어링손상 길이를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베어링손상 길이를 볼트의 이동에 의해 

시편이 파괴된 길이로 정의하고 이를 (파괴 후 길이-홀 직경)로 계산하였다. 베어링손

상 길이는 응력집중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Wisnom 등은 원공노치의 크기

가 작을수록 응력집중 정도가 높고 볼트 이동에 의한 층간박리의 발생은 홀 직경이 

작을수록 쉬우며, 균열 어셈블리가 용이하다고 보고하였다[36]. 이를 바탕으로 베어링

손상 길이를 분석해보면 W/D가 작아질수록 응력집중의 감소와 함께 베어링손상 길

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CFRP 시편의 베어링손상 길이와 자유단면

의 층간박리 발생유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Table 3.2와 Table 3.3을 비

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유단 면에 발생한 층간박리는 베어링손상 길이가 원공직경 

5mm 시편의 경우 15mm 이상, 직경 6mm 시편의 경우 12mm이상, 직경 8mm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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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경우 10mm이상, 직경 10mm 시편의 경우 8mm이상 값을 보일 때 관찰되었다. 

W/D가 낮은 값을 가지는 시편의 경우 W/D가 높은 값을 가지는 시편에 비해 짧은 

베어링손상 길이를 가짐에도 층간박리가 발생하였다. 본 결과로부터 자유단 면에 층

간박리 발생 유무는 높은 W/D 값을 가지는 경우에 응력집중 영향을 많이 받으며, 

W/D가 낮아짐에 따라 지압하중에 의해 결정된다. Figure 3.12에서는 동일한 원공직

경을 가진 시편에 대해서 베어링손상 길이와 자유단 면에 발생하는 층간박리 정도의 

연관성을 보였다. 베어링손상 길이의 증가는 층간박리 정도의 증가로 이어진다. 층간

박리는 볼트로부터 가해진 지압하중에 의해 발생한 전단 균열 진전이 자유단 면까지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Wang 등에 따르면 적층 내부의 전단균열의 

진전이 층간박리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으며[37],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따

라서 체결부 설계 및 안전성 판단에 있어 원공 주위의 손상형상에 대한 고려와 함께 

두께에 걸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Figure 3.12 Delamination on free edge surface of CFRP specimen

Table 3.3 Bearing length of CFRP specimen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1 15mm 14mm 2mm 9mm

#2 10mm 12mm 10mm 12mm

#3 17mm 9mm 10mm 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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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링손상의 원인 분석은 식(5~8)과 재료의 인장물성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GFRP의 경우 분할손상과 인장손상이 발생한 모든 시편에 대해 공통적으로 Net 

section에서 폭 방향 손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GFRP 시편으로 수행된 실험결

과의 최대 하중 값과 응력집중계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인장응력 값이 곧 인장강도 값

임을 의미이다. 이론식으로 계산된 인장강도 값은 Table 3.4와 같다. GFRP 시편의 

인장강도 값과 CFRP 시편의 인장응력 값은 실험값을 바탕으로 식 (1)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으며, 이는 실험결과이기 때문에 재료의 물성이 반영된 값이다. 이에 Net 

section의 인장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폭 방향 손상이 발생한 GFRP 시편의 인장강

도 값을 기준으로 탄소섬유와 유리섬유의 0°방향 섬유의 인장강도 값의 비율을 곱하

는 과정을 거쳐 CFRP 시편의 인장강도 값을 계산하였다. 일반적으로 탄소섬유와 유

리섬유의 0°방향 섬유의 인장강도는 최소 1.8배 이상의 강도차이를 보인다[38-41]. 실

험값과 계산 값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원공직경에 대해 인장응력 값이 계산된 인장

강도 값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CFRP 시편의 손상형상을 분

석해보면, Net section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이 시편의 인장강도 값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폭 방향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베어링손상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4 Comparison of tensile strength

D(mm)

Tensile strength Tensile strength

CFRP CFRP GFRP

Calculated data Experiment data Experiment data

5 773.30 516.64 429.61

6 835.67 589.71 464.26

8 930.69 718.78 517.05

10 959.17 880.73 532.87

  GFRP 시편의 원공직경 5mm, 6mm 경우에서 발생한 분할손상은 길이방향 손상과 

폭 방향 손상의 복합형상이다. 길이방향 손상의 발생원인은 원공노치 선단에 작용하

는 응력집중이 원인이다. 길이방향 균열이 원공노치 선단의 응력집중부 두 지점 중 

한 지점에서 진전됨에 따라, 원공 좌, 우 Net section의 인장응력은 비대칭 분포를 

가지며, 한쪽 Net section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인장응력이 

과하게 분포된 Net section에서 손상이 시작된다. 폭 방향으로 균열의 진전방향은 

90° 방향 섬유에 대해서 압축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90° 방향은 강한 압축강도를 가

지므로, 균열의 진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압축강도를 가지는 45°방향의 섬유를 따라 

진전된다. 특히, 분할손상이 발생한 모든 시편에서는 볼트에 의한 지압하중이 작용하

지 않는 방향으로 백-스플릿 균열이 발생하였다. Figure 3.13은 백-스플릿 균열 발

생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압하중(P)과 같은 양의 하중이 Net section에 작용하

게 되며, 상대적으로 Net section의 변형률은 증가한다. 반면 (A) section에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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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중의 분포가 작다. 이에 비교적 큰 변형률을 가지는 Net section과 section 

(A)의 계면구간에서 변형률 차이에 의한 유도전단 발생이 백-스플릿 균열의 원인이

다.

Figure 3.13 Back-split crack on GFRP specimen

  인장손상형상은 GFRP 시편의 원공직경 8mm, 10mm에서 발생하였다. 이 손상

형상은 상대적으로 W/D가 작거나, 섬유의 인장강도 값이 충분한 값을 가지지 못

할 때 발생한다. 응력집중계수는 W/D 값이 감소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Net 

section에 작용하는 인장응력 분포는 고르게 증가한다. GFRP 시편의 경우 W/D 

값의 감소 따라 응력집중이 완화되고, 동시에 증가된 지압하중이 Net section에 

작용하면서 90°방향 섬유에는 Mode Ⅰ 손상을 유발하며, 45°방향 섬유에 Mode 

Ⅲ 손상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균열 개구가 발생하고 90°방향과 45°방향으로 파단

이 발생하면서 인장손상으로 연결되었다.

Figure 3.14 Fracture modes of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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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CF 시편 시험결과

3.3.1 정적 체결강도

  Figure 3.15는 NCF 복합재료의 W/D에 따른 하중-변위 선도를 보여준다. 실험결

과로부터 정적 체결강도는 W/D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결과

에 의하면 W/D 감소와 함께 체결강도가 평균 15%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W/D 감

소에 따라 원공에 의한 응력집중현상이 완화되며, 동시에 볼트와 복합재료의 접촉 면

적이 증가하여 국부응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W/D 감소에 따른 응력집중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은 변위의 감소이다. 실험결과의 파단변위 값은 W/D 감

소와 함께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W/D 감소에 따른 응렵집중의 완화로 국부손상

이 감소하면서 베어링손상의 발생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NCF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W/D에 따른 체결강도와 손상형상 비교는 이후 3.4절과 4장에서 자세히 다

룰 예정이다.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Figure 3.15 Load-displacement curve of NCF specimens

3.3.2 손상에너지

  NCF 복합재료의 손상에너지는 최대 정적 체결강도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손상

에너지는 W/D 감소와 함께 감소하였다. W/D 감소에 따른 손상에너지의 감소율은 

평균 15% 이상이며, W/D 감소에 따라 감소율이 증가하였다. W/D 감소와 함께 손상

에너지가 감소하는 이유는 W/D가 높은 경우 시편은 베어링손상의 발생이 지배적이

기 때문에 최대 정적 체결강도에 준하는 하중수준을 일정 손상변위동안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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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W/D가 낮은 경우 재료는 비교적 취성재료의 손상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며, 

최대 정적 체결강도에 도달 후 급격히 손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중-변위 선도의 

아래 면적으로 계산되는 손상에너지의 경우 높은 하중수준이 유지되는 변위의 길이가 

길 때 크게 나타난다. 손상에너지 계산결과로부터 W/D가 높은 경우가 유리한 설계이

다. 

3.3.3 손상형상

  Table 3.5에는 NCF 시편의 손상형상을 정리하였다. NCF 시편의 손상형상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 베어링손상은 전체 시편에서 모두 관찰되었으나 W/D가 감소

함에 따라 손상정도도 함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W/D≥3.3의 경우 모든 시편에

서 전단손상과 함께 베어링손상이 관찰되었다. W/D=2.5 일 때, NCF 시편의 전이구

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3개의 시험편에서 전단손상과 분할손상이 각각 관찰되었

으며, 명확한 전이구간의 결과를 보였다. 이로부터 W/D=2.5는 NCF 시편에 대해서 

전단손상에서 분할손상으로 전이되는 구간이다. W/D=2.0의 경우 모든 시편에서 분할

손상이 관찰되었다. 

Table 3.5 Failure modes of NCF specimens

Hole diameter [W/D ratio]

Specimen No.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1 S+B S+B S+B C+B

#2 S+B S+B S+B C+B

#3 S+B S+B C+B C+B

3.4 UD 시편과 NCF 시편 결과 비교

3.4.1 정적 체결강도

  Figure 3.16-3.19에는 CFRP, GFRP, NCF 시편의 정적 체결강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선도는 W/D에 따라 각 시편의 정적 체결강도를 비교한 선도이다. 결과로부터 

NCF 복합재료는 UDPT 복합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강성을 보였다. 정적 체결강

도의 경우 모든 W/D에서 NCF가 가장 높은 정적 체결강도 값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는 CFRP와 GFRP 순서로 높은 체결강도를 보였다. 손상변위의 경우 CFRP 시편이 

모든 W/D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NCF 시편의 경우 GFRP 시편과 유사

하거나 작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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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Comparison of load-displacement curve for 5mm [W/D=4.0] hole diameter 

Figure 3.17 Comparison of load-displacement curve for 6mm [W/D=3.3] hole diameter 

Figure 3.18 Comparison of load-displacement curve for 8mm [W/D=2.5] hol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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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손상에너지

  Table 3.6에는 각 시편의 W/D에 따른 손상에너지 값을 정리해보았다. 정적 체결

강도의 경우 NCF가 가장 우수한 시편이었지만 손상에너지의 경우 CFRP가 모든 

W/D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는 CFRP 시편의 경우 최대 체결강도

에 준하는 하중 값을 상대적으로 긴 변위구간동안 유지하며 손상되기 때문에 하중과 

변위의 곱으로 계산되는 손상에너지의 값이 높게 나타난다. CFRP 시편의 손상에너지 

값을 기준으로 NCF 시편은 53~82% 수준의 손상에너지 값을 가졌는데, 손상에너지의 

차이는 W/D가 감소할수록 증가하였다. GFRP 시편의 경우 CFRP 시편 대비 28~34% 

수준의 손상에너지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GFRP 시편의 경우 W/D 감소에 따라 

손상에너지의 차이가 감소하였다.

Figure 3.19 Comparison of load-displacement curve for 10mm [W/D=2.0] hole diameter 

Table 3.6 Comparison of fracture energy of composite material specimens

Specimens
Fracture energy [kJ]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CFRP 115.70 104.92 87.58 75.49

GFRP 33.31 30.43 27.12 26.08

NCF 95.57 80.75 60.53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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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환경 및 저온환경을 겪은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정적 체결강도 및 손상형상 평가

4.1 실험 구성

  탄소섬유 NCF 복합재료 시편에 미치는 해양환경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해양환경인 염수환경과 자외선 환경에 각각 500시간 노출시켰다. 염수환경은 염수분

무 조건으로 ASTM B117[42] 시험규정을 따라 구성하였다. 챔버(chamber) 내부 온

도는 35℃로 유지하였다. 염수농도는 5% 로 제조하였으며, 산성도는 중성 염수

(Neutral Salt Spray; NSS)로 pH는 6.5-7.2이다. 염수분무량은 1.5ml/hr이다.

  자외선환경은 제논아크(xenon-arc)로 구현하여 ISO 4892-2[43] 시험규정에 따라 

구성하였다. 자외선 환경의 조건으로 광원은 6500W 제논아크이며, 복사 조도는 0.51

W/m2이다. Black-standard thermometer(BST)온도는 65℃이며, 상대습도는 50%

로 적용하였다. 시편에 작용한 해양환경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염수분무와 제논아크

에 노출된 시편의 중량변화율을 각 환경에 노출하기 전 측정한 시편의 무게와 비교하

였으며, 변화량은 Table 4.1에 나타내었다.

  저온환경 조건은 Instron의 3119-600 환경챔버를 사용하여 Figure 4.1과 같이 저

온환경을 조성하였다. 저온환경에서 시험은 인장시험간 저온환경을 유지하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이유는 실제 극지환경에서 운항중인 선박의 복합재료 구조물의 노출

환경을 구현하고 이때 구조물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저온환경은 액화질소

(LN2)를 이용하여 챔버 내부의 온도를 -50℃로 형성하였다. 비접촉 온도계를 활용하

여 저온환경에서 경과한 시간에 따른 시편의 온도를 확인하고, 챔버 내부온도(-50℃)

가 시편에 충분히 전이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로 챔버 내부에서 30분 이상 

경과하였을 때, 시편의 온도가 -50℃에 수렴하였다. 저온환경에서 복합재료 체결부 

인장시험은 시편의 온도가 -50℃에 수렴한 뒤에 수행하였다.

Table 4.1 Weight change ratio of aged NCF specimens

Environment Average weight change rate[%]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Salt-fog 0.66 0.62 0.96 0.97

Xenon-arc -0.36 -0.31 -0.43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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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Environmental conditions set-up

4.2 NCF 시편 시험결과

4.2.1 체결강도

  탄소섬유 NCF 복합재료의 기계적 체결부에 미치는 W/D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동

일한 환경조건에 노출된 NCF 시편의 원공직경에 따른 극한지압하중(Ultimate Beari

ng Load; UBL)을 비교하였다. Figure 4.2-4.5 에는 각각 동일한 환경에서 W/D로 

비교한 하중-변위 선도를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로부터 모든 시편은 W/D 효과에 의해 

원공직경이 증가할수록 높은 체결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전체 그래프의 공통적인 

경향은 노출된 환경에 상관없이 W/D가 감소함에 따라 UBL point가 좌측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W/D 감소에 따라 UBL이 상승하는 이유는 응력집중의 완화로 국부

응력이 감소하고, 재료의 손상을 발생시키기 위해 더 큰 하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단 변위의 감소는 응력집중의 완화에 따라 접촉부의 국부 균열 어셈블리 발생이 줄

어들기 때문이다. 동일한 환경에서 W/D에 따라 하중-변위 선도를 비교한 결과로부터 

W/D 효과가 체결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환경영향은 W/D 감소

에 따라 UBL이 증가하는 전체적인 경향에는 작용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UBL 크기 

결정에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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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Load-displacement curve of unaged NCF specimens

Figure 4.3 Load-displacement curve of NCF specimens aged in salt-fog 

Figure 4.4 Load-displacement curve of NCF specimens aged in Xenon-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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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섬유 NCF 복합재료의 기계적 체결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다른 환경조건에 노출시킨 동일한 원공직경을 갖는 시편의 UBL을 비교하였다. 

Figure 4.6-4.9에는 동일한 W/D에서 환경조건으로 비교한 하중-변위 선도를 나타내

었다. 실험결과의 환경영향에 의한 정적 체결강도의 변화로 저온환경과 제논아크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비노출 시편에 비해 모든 원공직경에 대해서 UBL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이 가장 높은 UBL 상승을 보였다. 반면, 염수분무

에 의한 UBL의 증가는 원공직경 8mm에서만 관찰되었다.

  저온환경에 의한 UBL 상승은 에폭시의 분자 이동도 감소와 관련 있다[44]. 또한, 

저온환경에서 에폭시의 수축과 탄소섬유의 횡 방향 팽창에 의해 섬유와 기지재 사이

의 압축응력이 발생하여 계면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45]. 자외선환경에 의한 UBL

의 상승은 기지재 경화에 의함이다[24].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비선형 거동에서는 W/D에 상관없이 다른 환경에 노출

된 시편보다 낮은 강성을 보인다. 동시에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은 다른 환경에 노

출된 시편보다 높은 파단 변위 값을 보인다. 원인은 저온환경에 의해 에폭시 기지재

의 취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균열 발생이 용이하고, 응력집중으로 균열 어셈블리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강성은 원공직경 증가에 따라 환경영

향을 받지 않은 시편의 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인다. 이는 원공직경 증가에 따라 응력

집중이 완화되고, 응력집중과 기지재 취성현상의 동반 상승효과에 의해 가속화 되었

던 균열 어셈블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염수분무 환경과 제논아크 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원공직경 5, 6mm일 때는 

비선형거동에서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과 비슷한 강성을 보이다가 8, 10mm일 

때는 높은 강성을 보인다. 강성에 미치는 염수분무 환경과 제논아크 환경 영향은 해

양환경의 작용에 의한 기지재 경화 발생 정도와 관련이 있다. 원공직경 5,6mm의 경

우 원공노치가 작아서 제논아크나 염수분무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아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원공직경 8,10mm의 경우 침투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Figure 4.5 Load-displacement curve of NCF specimens at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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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4.1로부터 원공직경 8, 10mm의 무게변화율이 원공직경 5, 6mm보다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로 염수환경과 제논아크환경 영향이 원공직경 8mm 이상에

서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염수환경과 제논아크환경 노출된 시

편의 강성이 5, 6mm의 경우 실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다가 8, 10mm의 경우 증가

하는 현상은 원공직경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 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영향 작용의 

증가에 따라 기지재 경화가 많이 발생하여 강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6 Load-displacement curve of 5mm[W/D=4.0] NCF specimens

Figure 4.7 Load-displacement curve of 6mm[W/D=3.3] NC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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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10의 결과로부터 UBL은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

찰되었다. 다음으로 제논아크에 노출된 시편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염수환경에 노출

된 시편과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원공직경 8mm에

서만 염수환경에 노출된 시편이 높은 값을 보였다. 노출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시편은 

전반적으로 원공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UBL이 증가하는 공통현상을 보였으며, 이로부

터 W/D 효과가 환경영향보다 UBL 결정에 지배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저온환경

에 노출된 시편과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의 UBL 상승폭은 비교적 완만하며, 

W/D 효과가 전반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는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

과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은 시편 두께방향 및 전체에 걸쳐 동일한 환경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편 전체의 기계적 물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Figure 4.8 Load-displacement curve of 8mm[W/D=2.5] NCF specimens

Figure 4.9 Load-displacement curve of 10mm[W/D=2.0] NC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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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염부분무 환경과 제논아크 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원공직경 6-8mm 사

이에서 눈에 띄는 UBL 증가를 보였으며, 염수분무 환경에 노출된 시편이 가장 급격

한 증가를 보였다.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시편의 표면과 원공노치에 집중 작용한 해

양환경영향에 의한 기지재 경화이다.

  염수분무 환경 및 제논아크 환경은 동일한 조건으로 500시간동안 모든 시편에 작

용하였다. 하지만 원공직경 5-6mm 사이의 구간은 눈에 띄는 UBL 증가폭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원공노치가 작아서 제논아크나 염수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아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6-8mm구간과 8-10mm 구간은 원공직경이 각각 2mm의 증

가폭을 가지는데, 원공노치의 증가에 따라 비교적 침투가 용이 해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

  Table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염수분무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5, 6mm와 8, 

10mm의 중량변화율은 각각 유사하다. 이로부터 염수분무 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원

공직경 6-8mm 구간에서 염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공직경 

5,6mm와 8,10mm에 발생한 염수분무 환경에 의한 기지재 경화 정도가 각각 다름을 

확인하였다. 반면, 제논아크 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는 전체 원공직경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6-8mm구간에서 약간 증가하였다. 원인은 제논아크가 주로 복합재

료의 표면층에 작용하기 때문에 원공직경 크기 증가가 제논아크 작용 정도와 가지는 

상관관계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편에 작용한 염수와 제논아크에 의한 기지재 경화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UBL 결

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 본 시편의 적층은 [(0°/90°)2/±45°/0°]S이며, 0° 방향 

면내하중인 지압하중을 주로 지지하는 섬유는 복합재료의 표면층의 0° 방향 섬유이다. 

제논아크에 의해 기지재 경화가 발생한 주요 위치는 시편의 표면층인 0° 방향 섬유 

층이다. 따라서 UBL 결정에 있어 복합재료 표면층의 0° 방향 섬유 층에 발생한 기지

재 경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제논아크에 비해 염수환경의 경우가 큰 증가폭

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염수분무 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복합재료 표면

층을 포함하여, 500시간동안 원공노치를 통한 중심 층에 염수의 침투가 발생하였다. 

이는 복합재료 표면층뿐만 아니라 복합재료 중심 층 전체에 기지재 경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공노치 크기 증가로 인한 염수 흡수율이 증가하는 6-8mm 사이의 구간에서 

가장 큰 UBL의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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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Comparison of UBL under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4.2.2 손상에너지

  NCF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손상에너지 비교는 하중-변위 선도를 이용하여 

W/D 효과와 환경 영향을 받은 각 시편의 손상에너지를 비교하였다.

Figure 4.11은 Table 4.2의 손상에너지를 가시화한 선도이다. 손상에너지는 원공직

경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UBL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손상에너지는 원공직경 

6mm를 제외하고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환경영

향을 받지 않은 시편, 염수분무 환경 및 제논아크 환경에 노출된 시편은 유사한 손상

에너지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Figure 4.10의 염수분무 환경에 노출된 시편과 제논아크 환

경에 노출된 시편이 원공직경 6mm에서 8mm사이에서 급격한 UBL 증가를 보인 것

과 마찬가지로 Figure 4.11에서는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특히, 염수분무 환경에 노

출된 시편의 경사도가 제논아크에 노출된 시편의 경사도보다 비교적 급격한 현상은 

UBL의 경향과 유사하다.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과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은 

UBL 증가 경향처럼 완만한 감소를 보인다. 이 원인은 UBL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제논아크에 노출된 시편은 복합재료 표면층에 국한된 기지재 경화가 발생

하였고, 염수분무 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복합재료 표면층을 포함한 중심 층까지 

영향이 전달되어, 기지재 경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저온환경, 염수분무 환경과 제논아크 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손상에너지

를 비교해보면,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의 손상에너지보다 크거나 유사한 값을 가

진다. 따라서, 탄소섬유 NCF 복합재료는 강도 및 손상에너지 측면에서 해양구조물 

및 극지 운항선박에 적용이 적절한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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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Comparison of fracture energy under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Table 4.2 Comparison of fracture energy with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Environment
Fracture energy [kJ]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Unaged 95.57 80.75 60.53 40.52

Salt-fog 106.24 99.67 56.78 39.09

Xenon-arc 96.86 87.39 58.18 47.99

Low 

temperature
111.15 88.26 69.19 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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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손상형상

  Figure 4.12에는 정적 체결강도 시험을 수행하기 전, 염수분무 환경과 제논아크 환

경에서 500시간 경과한 시편의 표면을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과 비교한 사진이

다. 염수분무 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표면에서는 소금결정과 녹이 관찰되었다. 표면에 

발생한 두 가지의 변화 이외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제논아크에 노출된 시편의 

표면에는 탈수현상(dehydration)과 황변현상(yellowing)이 관찰되었다. 표면의 에폭시 

기지재의 경화로 인해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에 비해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였다.

Dehydrated

Crystal of salt Crystal of saltCorrosion

Xenon-arc

Unaged

NCF specimen

Figure 4.12 Environmental damages on NCF composite specimens

  Figure 4.13에는 탄소섬유 NCF 복합재료 시편에 발생한 손상형상을 정리하였다. 

손상형상은 베어링손상, 전단손상, 분할손상, 백-스플릿 균열 총 네 가지가 관찰되었

다. 베어링손상은 모든 시편에서 발생하였다. 단, 원공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베어링손

상의 정도는 완화되었다. 베어링손상은 Bearing section에 작용하는 집중 지압응력에 

의해 접촉부에 발생한 균열 어셈블리가 퇴적되며 붕괴된 결과이다. 베어링손상의 크

기는 원공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응력집중의 감소에 

따라 균열 어셈블리현상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전단손상과 분할손상이 주로 발생한 

이유는 본 시편의 적층 설계와 관련 있다. 시편의 적층은 [(0°/90°)2/±45°/0°]S로 0° 

방향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길이방향 하중을 주로 지지하는 0° 방향 섬유가 

많기 때문에 섬유의 길이방향 인장 및 압축강도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폭 방향 강

도와 전단강도는 충분하지 않다. 0° 방향 섬유의 영향과 함께 원공노치 선단에 작용

하는 응력집중은 길이방향 균열의 발생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전단손상과 분할손상의 

발생확률이 높다. 백-스플릿 균열의 발생 원인은 Net section과 원공노치 후면부의 

변형률 차이에 의해 발생한 유도 전단응력에 의함이다. 지압하중과 동일한 크기의 인

장하중이 작용하는 Net section에는 변형률 증가가 발생하는 반면 원공노치 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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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발생하는 변형률이 작기 때문에 변형률 차이로 발생한 유도 전단응력이 발생한

다.

Figure 4.13 Failure modes on NCF composite specimens

  Figure 4.14는 정적 체결강도 시험을 수행하고 손상된 시편의 절단면을 현미경으

로 촬영한 사진이다. 시편의 내부에는 (a)~(d)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각각은 섬유 

붕괴, 섬유 좌굴, 섬유 킹크(kink), 층간박리이다. (a) 섬유붕괴와 (c) 섬유 킹크는 

(0°/90°)층에서 발생하였으며, 0° 방향 섬유의 면내 전단, 90° 방향 섬유의 인장 개구

의 복합 손상이다. (b)의 섬유 좌굴은 지압하중을 주로 지지하는 0° 방향 섬유가 면내

하중에 의해 손상된 결과이다. (d)의 층간박리는 (0°/90°) 층과 ±45° 층 사이에서 발

생하였으며, 두 층의 변형률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Figure 4.14 Fractograph of failure on NC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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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3에는 탄소섬유 NCF 복합재료 시편에 발생한 손상형상을 정리하였다. 손

상형상 결정에 미치는 W/D 효과와 환경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받지 않

은 시편의 손상형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의 손상형상은 환

경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 W/D 효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손상형상 결정에 

미치는 W/D 효과 분석결과, 3.3≤W/D≤4.0 구간에서는 전단손상과 베어링손상이 

주요 손상형상으로 나타났다. W/D=2.5구간의 경우 분할손상, 전단손상이 혼합되어 

나타났으며, 베어링손상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W/D=2.0 구간에는 분할손상과 베

어링손상이 지배적으로 관찰되었다. 손상형상의 분포결과로부터 순수 W/D 효과에 의

한 손상형상 결정은 W/D=2.5가 정확히 전이구간임을 발견하였고, W/D 감소에 따라

서 전단손상에서 분할손상으로 전이됨을 확인하였다. 염수분무, 제논아크,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에도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염수분무 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손상형상은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과 동

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논아크 및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환경영향에  

의한 전이구간의 변화와 새로운 손상형상이 출현하였다.

  제논아크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과 비교하였을 때, W/D

=2.5에서 출현하기 시작해야할 분할손상이 W/D=3.3에서 조기 출현하는 현상을 보였

다. 또한,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의 손상형상 전이구간이 정확히 W/D=2.5에서 

존재하는데 비해 제논아크에 노출된 시편은 W/D=2.0에서도 전단손상과 분할손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제논아크에 노출된 시편의 손상형상 전이

구간은 2.0≤W/D≤3.3로 가장 넓은 전이구간을 가진다. 제논아크에 노출된 시편은 

W/D=2.0에서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과 염수분무 환경에 노출된 시편에서는 관

찰되지 않았던 백-스플릿 균열이 관찰되었다.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이 가지는 전이구간, W

/D=2.5를 포함하여 W/D=2.0에서도 전단손상과 분할손상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따라

서,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손상형상 전이구간은 2.0≤W/D≤2.5로 환경영향을 받

지 않은 시편에 비해 전이구간이 늘어났다.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은 제논아크에 노

출된 시편과 마찬가지로 W/D=2.0에서 백-스플릿 균열이 발생하였다.

  제논아크에 노출된 시편과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원공직경 10mm 결과에서만 

특정하게 백-스플릿 균열이 발생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백-스플

릿 균열은 Net section과 원공노치 후면부의 변형률 차이에 의해 발생한 유도 전단

응력에 의해 발생한다. 제논아크 환경과 저온 환경에 노출된 원공직경 10mm 시편은 

Figure 4.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높은 UBL 값을 가진다. 따라서 Net sectio

n에 작용하는 높은 값의 UBL의 반력에 의해 변형률이 크게 발생한다. Net section

과 원공노치 후면의 변형률 차이가 크게 존재하며 발생하는 유도 전단응력의 작용이 

백-스플릿 균열의 발생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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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Failure modes of NCF composite specimens

Environments Hole diameter[W/D ratio]

Unaged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1 S+B S+B S+B C+B

#2 S+B S+B S+B C+B

#3 S+B S+B C+B C+B

Salt-fog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1 S+B S+B C+B C+B

#2 S+B S+B S+B C+B

#3 S+B S+B C+B C+B

Xenon-arc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1 S+B C+B S+B S+B

#2 S+B C+B C+B C+B

#3 S+B S+B C+B C+B+BS

Low 

temperature
5mm [W/D=4.0] 6mm [W/D=3.3] 8mm [W/D=2.5] 10mm [W/D=2.0]

#1 S+B S+B C+B C+B

#2 S+B S+B S+B S+B

#3 S+B S+B C+B S+B+BS

S; Shear-out failure, B: Bearing failure, C: Cleavage failure, BS: Back-split 

crack

  Figure 4.15에는 정적 체결강도 시험 후 손상이 발생한 시편의 절단면을 현미경으

로 관찰한 사진을 나타내었다. 먼저 절단면의 붕괴길이(collapse length)로부터 W/D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붕괴길이는 W/D가 감소함에 따라 함께 감소하는 현상을 보

인다. 이는 W/D 감소와 함께 응력집중이 감소하고, 균열 어셈블리가 완화됨을 보여

준다. W/D 효과와 붕괴길이의 비례관계는 노출된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한 경향을 보

인다.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의 경우 원공직경 5, 6mm 시편에서 섬유 붕괴, 섬유 

좌굴, 섬유 킹크, 층간박리가 관찰되었다.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은 원공직경이 

증가할수록 중심 층의 손상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원공직경 8, 

10mm 시편에서는 층간박리가 발생하지 않았다.

  염수분무 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원공직경 5, 6mm 시편에서 섬유 붕괴, 섬유 

좌굴, 섬유 킹크를 공통적으로 보였으며 6, 8mm 시편에서는 복합재료 중간층의 층간

박리가 관찰되었다. 원공직경 5, 6mm의 손상 정도는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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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8mm와 10mm의 손상정도는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

편에 비해 복합재료 중심 층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이유는 원공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재료 중심 층에 염수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제논아크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원공직경 5, 6mm 시편에서 섬유붕괴, 섬유좌굴, 

섬유킹크, 층간박리가 관찰되었으며,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과 손상정도가 유사하

였다. 원공직경 8, 10mm의 경우 섬유킹크와 층간박리가 발생하였으며, 염수분무 환

경에 비해 복합재료 중간층의 손상이 약하게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제논아크는 주로 

복합재료 표면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공직경 증가와 복합재료 중간층에 

미치는 제논아크의 영향이 크게 연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온환경에 노출된 시편의 경우 원공직경 5, 6, 8mm에서 섬유붕괴, 섬유좌굴, 섬

유킹크, 층간박리가 관찰되었다. 환경영향을 받지 않은 시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섬유

붕괴의 발생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온환경에 의한 에폭시 기지재의 취성거동의 

결과이다. 에폭시 기지재의 취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균열의 발생이 용이하고, 섬유

를 지지하는 기지재 층의 파괴 가속화로 인한 섬유의 붕괴가 쉽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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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Fractograph comparison of failure on NCF specimen under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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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치해석

5.1 수치해석 모델

  복합재료의 정적 체결강도 실험결과의 검증을 위해 복합재료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

다. 유한요소해석은 ABAQUS 6.14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복합재료 시험편은 볼트

와 체결되어있는 구조로 볼트의 이동에 의해 시험편에 하중이 가해지는 구조이다. 시

편모델은 S4R 4절점 쉘 요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볼트는 C3D8R 8절점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였다. 제작된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Figure 5.1과 같다. 모델은 원공직

경에 따라 5, 6, 8, 10mm 네 종류, UDPT CFRP와 GFRP 두 종류로 총 8 종류를 

제작하였다. 

5mm 6mm 8mm 10mm

Figure 5.1 Finite element model of composite specimens

  적층은 실제 UDPT 시편의 적층정보를 반영하였으며, [45°/0°/-45°/90°]2S, 총 16층

으로 설계하였다. ABAQUS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모델의 적층정보는 Figure 5.2와 

같다. 그림으로부터 실제 복합재료 시험편의 평균 두께인 3mm를 16층으로 나누어 

적층하였을 때, 하나의 층이 가지는 두께는 0.1625mm이며, 적층방향성이 올바르게 

적용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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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Laminate design of finite element model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재료 물성치는 Table 5.1과 같다. 또한, 유한요소해석에서 복

합재료 모델의 파단을 구현하기 위한 손상기준이 필요하다. 복합재료 손상해석을 위

한 손상기준은 Hashin 손상기준을 활용하였으며, 입력한 손상기준 값은 복합재료를 

직접 실험하여 구해야하는 수치인 강도 값과 손상에너지 값의 경우 해당 값을 구하는 

실험의 진행의 제한으로 관련 선행연구[46]에서 도출한 결과를 참조하였다.

Table 5.1 Material properties of composite materials

Lamina constants

GFRP CFRP

E11[GPa] 36.9 105.5

E22[GPa] 10 7.2

E33[GPa] 10 7.2

G12[GPa] 3.3 3.4

G13[GPa] 3.3 3.4

G23[GPa] 3.6 2.52

 0.32 0.34

 0.32 0.34

 0.44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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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하중 및 경계조건

  유한요소 모델의 경우 실제 실험에서 복합재료 시편의 하중 및 경계조건을 Figure 

5.3과 같이 재현하였다. 시편의 탭에 해당하는 50mm 구간에 참조절점(reference 

node)을 별도로 생성하여 참조절점과 탭 그립부에 소속된 절점을 연결하는 하중전달

요소(kinematic type coupling element)를 이용하여 Table 5.2와 같이 x, y, z 방

향 병진 및 회전운동을 구속하였습니다. 볼트 이동에 의한 유한요소모델의 손상을 구

현하기 위해 실험값으로 얻은 볼트의 변위 값을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Boundary condition of bolt

Boundary condition of tab

Figure 5.3 Boundary conditions of finite element model

Table 5.2 Boundary conditions of finite element model

Translations Rotations

x y z x y z

Tab Fixed Fixed Fixed Fixed Fixed Fixed

Bolt
Experimental 

data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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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치해석 결과

5.3.1 GFRP 결과 비교

  GFRP 유한요소모델의 정적 체결강도에 대해 실험결과와 비교한 하중-변위 선도를 

Figure 5.4에 나타내었다. 각 선도는 원공직경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GFRP 

모델의 원공직경 5mm와 6mm의 경우 실험결과와 체결강도가 각각 31%와 25%의 

차이를 보였다. 해석결과로 경계조건으로 입력한 변위의 경우 입력 값만큼 해석이 수

행되었으나, 진행변위에 따른 하중은 실험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반면, 원공직경 

8mm와 10mm의 경우 실험결과와 체결강도차이가 각각 15%와 14%로 계산되었으

며, 상대적으로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GFRP 5mm GFRP 6mm

GFRP 8mm GFRP 10mm

Figure 5.4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 

of G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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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5에는 GFRP의 유한요소해석 모델과 실제 시편의 손상형상을 비교하였다. 

모델에 분포하는 응력은 지압하중을 주로 부담하는 길이방향 응력분포를 가시화 하였

다. 실험결과로부터 GFRP 시편에 발생한 분할손상의 경우 GFRP 5, 6mm 모델의 응

력분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볼트와 접촉되는 부분의 국부 압축응력과 Net 

section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의 복합분포로 분할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8, 10mm 모델의 경우 5, 6mm 모델에 비해 볼트와 복합재료의 접촉

부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압축응력 분포를 보이며, Net section의 인장응력분포가 넓

어진 모습이다. 이는 GFRP 시편에 발생한 인장손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베어링손상 

길이의 감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GFRP 5mm model GFRP 6mm model GFRP 8mm model GFRP 10mm model

Failure modes on GFRP specimens

Figure 5.5 Comparison of failure modes on specimen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 of G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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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CFRP 결과 비교

  CFRP 유한요소모델의 정적 체결강도에 대해 실험결과와 비교한 하중-변위 선도를 

Figure 5.6에 나타내었다. 각 선도는 원공직경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CFRP 

모델의 원공직경 5mm와 6mm의 경우 실험결과와 체결강도가 각각 1%와 4%의 차

이를 보였다. 해석결과로 경계조건으로 입력한 변위의 경우 입력 값만큼 해석이 수행

되었으나, CFRP 시편의 특징인 베어링손상거동을 해석으로 구현하는데 있어 추가적

인 해석기법이 필요하다. 원공직경 8mm와 10mm의 경우 실험결과와 체결강도차이

가 각각 7%와 14%로 계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CFRP 5mm CFRP 6mm

CFRP 8mm CFRP 10mm

Figure 5.6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 and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 

of C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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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7에는 CFRP의 유한요소해석 모델과 실제 시편의 손상형상을 비교하였다. 

모델에 분포하는 응력은 지압하중을 주로 부담하는 길이방향 응력분포를 가시화 하였

다. 실험결과로부터 CFRP 시편에 발생한 베어링손상을 전체 해석결과에서 예측할 수 

있다. Figure 5.5의 GFRP 시편의 응력분포와 다르게 볼트와 복합재료의 접촉부에 국

부적인 응력분포가 확실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8, 10mm 모델의 해석결과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GFRP 모델의 해석결과에서는 원공직경이 8, 10mm로 증가

하였을 때, 볼트와 복합재료의 국부 응력은 비교적 완화되며 Net section의 응력분포

가 증가하였으나, CFRP 모델의 해석결과에서는 원공직경 8, 10mm 모델에서도 여전

히 국부응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CFRP 5mm model CFRP 6mm model CFRP 8mm model CFRP 10mm model

Failure modes on CFRP specimens

Figure 5.7 Comparison of failure modes on specimen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 of C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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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경량화 복합재료 적용을 위한 복합재료 기계

적 체결부의 정적 체결강도와 손상현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적용을 위한 복합재료의 해양환경 및 저온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연구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복합재료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CFRP와 GFRP, 제작비용의 저감과 면내하중에 대해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NCF 복합재료를 연구하였다.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정적 체결강도 평가를 위해 

체결부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섬유와 기지재의 손상 메커니

즘을 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선박 및 해양구조물로써 복합재료의 적용 가능성

을 연구하기 위해 실제 해양환경과 저온환경을 겪은 복합재료의 기계적 체결부 인장

시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나아가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복합재료 기계적 체

결부 예측모델을 설계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체결강도와 손상형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W/D 효

과이다. 연구결과로 W/D는 기계적 체결강도와 손상형상의 전이구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다. W/D 효과에 의한 정적 체결강도 평가결과로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는 

W/D가 감소함에 따라 정적 체결강도가 증가하였다. W/D 효과에 의한 손상형상 결

정은 CFRP 시편의 경우 명확한 전이구간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GFRP 시편의 경우 

2.5≤W/D≤3.3의 구간, NCF 시편의 경우 W/D=2.5로 관찰되었다. 정적 체결강도의 

경우 NCF 시편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CFRP, GFRP 순서로 높은 강도를 

보였다.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부재로 활용될 때, 체결강도

뿐만 아니라 주어진 하중에 대해 구조물이 최종 파단에 이를 때까지 지지할 수 있는 

손상에너지양은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척도이다. 연구결과로 손상에너지 측면

에서는 CFRP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NCF, GFRP 순서로 높은 결과를 보였

다. CFRP의 경우 베어링손상이 주요 손상형상이기 때문에 최대 체결강도에 준하는 

하중수준을 버티면서 손상이 진전된다. 따라서 선박 및 해양구조물로써 CFRP 기계적 

체결부를 활용할 경우 구조물의 파단까지 진전되는데 있어 구조물의 손상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이 겪는 해양환경과 저온환경 영향이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강도

와 손상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염수환경에서 500시간 경과하였을 때, 정

적 체결강도의 저하 및 손상형상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자외선환경에서 500시간 

경과한 경우 평균 5% 이상의 정적 체결강도 상승과 함께 손상형상 전이구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온환경에서 정적 체결강도는 평균 10% 이상의 증가하였

으며, 손상형상 전이구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해양환경 및 저

온환경 영향을 받은 NCF 복합재료의 기계적 강도 저하는 관찰되지 않았다.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의 정적 체결강도 실험에 이어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한 체결

강도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 및 검증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예측 모델은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정적 체결강도 및 손상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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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해 복합재료 기계적 체결부 구조물이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부재로써 적용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복합재

료는 환경 영향에 대한 저항성, 경량화, 기계적 강도 측면에서 적용시 기존 전통재료

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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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arine industry is accelera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reen ship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Regulatio

n. The core technology of Green ship is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pr

opulsion system.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ship tonnage reduction t

o improve the propulsion efficiency of eco-friendly propulsion system, the 

application of lightweight composite materials to ship is being considered. L

ightweight composites have already been actively used on warship and mari

ne leisure vessels. However, their application to large commercial vessels w

as conservative. Within the change of the trend in the shipbuilding and ma

rine engineering industries, the application of fiber-reinforced composite m

aterials which have excellent durability to large commercial ships is being a

ctively considered.

  An important issue to be addressed in the application of fiber-reinforced 

composites to ships and marine structures is the method of connecting the 

structures. In the case of metallic structure, the assembly procedure can b

e done by welding, while welding on the composite material structure can n

ot be carried out.   

  The most efficient joint method for a lightweight composite material and  

metallic material is a mechanical fastening. The composite material structur

al strength of the mechanically fastened part can be decreased due to stres

s concentration, crack growth, and increase of strain rate. Stress concentr

ation occurs from the circular hole notch during manufacturing procedure. 

Marine and low temperature environment effect should be considered to de

sign mechanically fastened composite material applied on ship. 

  In this paper, the bearing strength and failure mode of mechanically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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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d composite material was studied via experiments. An experimental mod

el was used to estimate static bearing strength and failure mode. The mode

ls were made up with stainless steel double-lap fixture and composite mate

rial. Static bearing strength test was performed by using a Universal Testin

g Machine. Damaged fiber and matrix was analyzed via microscopic observ

ation. To estimate the effect of Salt-fog and Ultraviolet on static bearing st

rength and failure mode of mechanically fastened composite part, the expos

ure condition was reflected to the composite specimens. Finite element mod

el was designed to analyze reasons of the failure mode of mechanically fast

ened composite part. Furthermore, comparison between finite element analy

sis and experiment wa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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