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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복합재료의 장점은 알루미늄에 비해 무게가  2/3, 강

도는 5배이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반면에 단점으로

는 복합재료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고, 기

공의 영향으로 시편의 편차와 온도, 실험자의 숙련

도 편차, 습도 등의 문제로 특성파악을 하기위해선 

많은 실험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

과 비용이 많이 소비되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Genoa를 사용하여  실제 실험결과와 비교 평가하여 

신뢰성 평가를 하고자 한다. 여기서 Genoa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Simulation들은 물성치입력시 섬유와 

기지로 이루어진 재료를  단일재료로 해석이 진행되

고 있다. 이렇게 섬유와 기지간의 상호고려를 하지 

않은고  Simulation을 진행할 경우 실제 실험 결과와 

정확성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GENOA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와 기지의 각 물성을 구하여 

해석하는 Genoa를 사용하여 CFRP를 쿠폰 형태로 

실험결과 값과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 데이

터를 이용하여 적층각 변화에 따른 강도값을 예측하

였다.

2. 실험방법

2-1 시험편

인장 0˚(14.8×252×1.2), 인장 90˚(25×181×2.6), 압축0
˚(10.3×139.7×3.5) 압축 90˚(25×139.5×3.5), 전단시

편(20(11)×76×3.4)를 복합재료 전문 제작 업체 KCA
에 의뢰 제작하였다. 사용된 재료는 한국화이버 

CU125NA를 사용하였다. 시편의 개수는 7개로 하

였다. 시편 중앙에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트

레인 게이지를 부착한다.

2-2 실험장치

 시험편을 UTM에 장착하여 2 /min으로 정적 실험

을 하였고, 인장 지그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을 사

용하였고, 압축, 전단 지그는 Fig. 1의 나타내었다.

UPPER HOUSING BLOCK

LOWER HOUSING BLOCK

SPECIMEN

UPPER HOUSING BLOCK

LOWER HOUSING BLOCK

SPECIMEN

Lower Grip

Specimen Alignment Pin

Specimen

Bearing Poin
Lower Grip

Specimen Alignment Pin

Specimen

Bearing Poin

 Fig. 1 Schematic of Coupon Test Apparatuses

2-3 Simulation - GENOA

NASA에서 개발한 GENOA는 섬유와 기지의 각 물

성을 탄소섬유의 탄성계수와 기지의 푸아송비의 기

초 물성을 이용하여 각 탄소섬유와 기지의 물성을 

얻을 수 있고, 이들 물성을 가지고 적층수, 각도에 따

라 강도와 강성을 예측하고 복합재료의 구조물의 

Failure를 정확히 해석하는 Simulation이다.

3. 결과

인장(0°,90°), 압축(0°,90°), 전단시편을 각 인장, 압

축 그리고 전단지그를 사용하여 실험을 한 후 UTM

에서 하중데이터를 얻고 StrainMeter장치에서 변형

량을 얻었다. 

Genoa를 사용하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값, 탄소섬

유의 탄성계수 그리고 기지의 푸아송비를 사용하여 

탄소섬유와 기지의 비선형 선도를 포함한 물성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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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56/-456/904]s [05/455/-455/905]s

Test Data

[MPa]
522.1 588.5

Simulation 

Data

[MPa]

482.447 556.721

편차 8% 5%

Table 1. The Strength Result between Virtual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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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ess-Strain Curve for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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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with Test and 
Re-Simulation for Compression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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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with Test and Re-Simulation for 

Shear

계산을 하여 얻었다. 기지의 비선형 선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기지의 비선형 선도는 CFRP의 비선형 

특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다. 

이는 실험에서 비선형 선도가 나타난 압축90°와 전

단 실험을 Simulation에서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진행하여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Simulation 해석 시 압축90°와 전단의 S-S선도가 비

선형가 나타났으나, 압축90°는 실험결과그래프와 

초반에 일치함을 보이다가 후반에는 불일치함이 나

타났고, 전단에서는 거의 일치하였다. 

압축90°의 경우 CFRP를 구조체에 충격이 가해질 경

우 압축90°의 영향보다 전단의 영향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현 데이터에서 불일치함은 무시하였다. 

이로서 GENOA에서 얻어진 섬유물성과 비선형선

도를 포함한 기지의 물성은 실제 실험과 일치함을 

보였다. 

두 물성을 가지고 [04/456/-456/904]s, [05/455/-455/905]s

의 방법 적층 제작 후 인장실험을 통하여 강도값을 

얻고 Simulation에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진행하여 강도값을 얻어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제 실험과 해석결과의 편차는 최대 8% 이내로 근

접하였다. 현재 복합재료 해석 수준으로는 실제 실

험과 매우 근접하게 해석 결과를 얻었다. 

이는 섬유와 기지 물성치를 이용한 해석이 적층방법

에 따른 결과를 예측 가능하다. 

4. 결론

인장과 압축 그리고 전단 실험결과 데이터를 사용하

여 GENOA를 이용한 탄소와 기지 물성치를 얻어 신

뢰성 및 정확성 평가를 하였다. 

1. Genoa를 통해 얻어진 탄소섬유와 기지 물성은 전

단실험에서 나타난 비선형  S-S 선도와 거의 일치함

이 나타냄으로써 탄소섬유와 기지 물성치는 CFRP

의 강도와 강성 예측 가능하다. 

2. 적층각과 방법을 달리한 두 종류의 시편의 인장강

도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두 강도값은 8% 이내였

다. 이는 적층각과 적층방법에 따라 강도값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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