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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전면충돌, 경사충돌 및 후방

충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한다. 충돌사고시 승객의 안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차체의 충돌에너지 흡수 능력과 강도를 고려하여 

차체 구조부재가 승객의 안전 공간을 확보하면서 적절히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특히, 차체 앞부분은 엔진룸의 형성 및 여러 보조기구를 격납하

면서 전면 충돌시 많은 에너지가 흡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차량은 모자형 단면형상으로 차체 앞부분의 내판

을 구성하여, 충돌시 구조부재가 소성 변형하여 충돌에 의한 에너

지가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1-2].

또한, 차량의 경량화는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문제로서 CFRP와 

같은 복합재 구조부재에 대하여 재료, 단면형상, 두께, 적층각도 

등의 변수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10].
따라서 안전설계와 경량화 설계를 고려한 차량설계는 충돌시 에

너지흡수에 기여가 가장 큰 사이드 구조부재를 경량화 시키면서 

에너지흡수능력, 강도 및 압궤거동 등과 같은 충돌압궤특성을 정

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구조경량화용 차체 사이드부재로 CFRP재 구조부재가 사용될 

것을 상정한 연구결과들이 상당 수 있다. 연구결과로는 CFRP재 

구조부재의 원형단면과 사각단면 구조부재의 경우 적층계면 수의 

차이에 따른 압궤특성[11], 적층각도 및 최외층 각도 변화의 차이에 

따른 압궤특성[12] 등에 관한 연구 결과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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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격압궤시 CFRP재 구조부재의 단면이 실제 차체의 사이드부

재로 사용되고 있는 단면형상인 모자형단면 구조부재의 단면형상

변화에 따른 흡수에너지, 압궤모드 해석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에너지흡수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강재 및 CFRP재 모자형 단면 구조부재를 설계 제작 

및 성형 후 충격압궤실험을 행하였다. 충격압궤실험 결과를 고찰

하여 재질과 형상변화에 따른 최적의 차량용 구조부재를 개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설계데이터를 얻고자 한다.

2. 시험편
강재 시험편은 냉간압연강판을 이용하여 Fig. 1과 같이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와 double hat 단면구조를 실제 사이드부재 크

기의 약 0.2~0.25로 축소시켜 점 용접하여 제작하였다[13].
모든 시험편을 두께(t) 1 mm, 플랜지 길이(f) 12 mm, 점용접 

간격 22 mm, 점용접 지름 6 mm로 하여 점용접 점이 좌우대칭이 

되도록 제작하였다. 그리고 시험편의 길이(L)는 120 mm로 하였다.
CFRP재 시험편은 경량화의 대표적 재료인 CFRP/EPOXY 프

리프레그 시트를 사용하여 Fig. 2, Fig. 3과 같이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및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를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

여 강재 시험편의 치수와 동일하게 성형 제작하였다[14]. 프리프레

그 시트는 8플라이로 적층하였으며 적층각은 15°로 하였다. 이때 

시험편의 두께는 1 mm가 되었다.
CFRP재 구조부재는 취성에 약하기 때문에 압궤초기에 최대압

궤하중 작용 후 급격히 파괴되어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다.  
따라서 CFRP재 시험편의 한쪽 끝단에 고의로 결함을 주어 순차적

인 압궤가 되도록 하여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시험편의 끝단

을 45°로 모따기 하였다.
Table 1에 충격압궤실험에 이용한 강재 및 CFRP재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 및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 시험편을 정의하였으

며, 각 시험편의 질량은 CFSI 30.0 g, CFDI 29.5 g, STSI 153.67 
g, STSI2 153.67 g, STDI1 149.81 g, STDI2 149.81 g이였다.

3. 충격압궤실험
충격압궤 실험은 조선대학교 충격공학실험실에 소재한 공기압 

가속 충격시험장치을 이용하였다. 충격시험장치는 수직방향으로크

로스헤드를 낙하시키면서 구조부재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이다[15].

(a) Single hat shaped member

(b) Double hat shaped member
Fig. 1 Configurations of steel specimens

Fig. 2 Lamination of CFRP single hat shaped member

Fig. 3 Lamination of CFRP double hat shaped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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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시험장치의 개략도는 Fig. 4와 같으며 충격시험기는 가속장

치, 프레임, 가이드바, 베이스플레이트, 방진고무, 크로스헤드, 에
어실린더, 로드셀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충격하중의 데이터를 계측하는 로드셀은 2개의 원판이 연결된 

형태로 연강환봉을 절삭 가공하여, 시험편을 상단에 위치시키고 

하단은 볼트로 고정시켰다. 로드셀에 스트레인게이지는 로드셀 중

앙에 원주방향 2매, 축방향 2매을 대칭으로 full bridge방식으로 

부착하였다[16]. 그리고 충격실험에서 시험편에 가해진 하중값은 로

드셀의 스트레인게이지를 통해 브리지박스와 동적변형증폭기에서 

증폭된 전압값을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거친 후 구하였다. 
시험편의 변위값은 광학식 변위계를 사용하여 비접촉식 변위계

측을 하였다.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하여 크로스헤드가 시험편에 

충돌하기 직전의 충격속도를 측정하였다[16].
각 시험편의 에너지흡수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Table 1에서와 

같이 강재 구조부재의 경우는 STSI1, STDI1는 1030 [J], STSI2, 
STDI2는 1260 [J]의 충격에너지로, CFRP재 구조부재의 경우는 

CFSI는 411 [J], CFDI는 611 [J]로 충격에너지를 가하여 충격압

궤실험을 하였다.

강재 및 CFRP재 구조부재에 대하여 충격시험장치로 충격실험

을 행하여 Fig. 5와 같은 하중-변위선도를 구하였다. Fig. 5는 강재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의 충격압궤 실험결과 하중-변위선도를 

나타낸다[14].
충격압궤 실험에 의한 하중-변위선도의 면적인 흡수에너지를 

Ea, 흡수에너지를 시험편의 질량으로 나눈 단위 질량당의 흡수에

너지를 Eam, 시험편 전체에 흡수되는 전흡수에너지를 ETa, 전흡수

에너지를 시험편의 질량으로 나눈 단위 질량당의 전흡수에너지를 

ETam, 최대압궤하중을 Pm를 구하여 각 시험편의 충격압궤특성을 

고찰하였다.
충격압궤실험에서는 충격하중을 받을 때 시험편의 압궤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흡수에너지를 정량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시

험편 전체길이 120 mm가 압궤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값을 식 (1)
과 같이 전흡수에너지 ETa로 하여 시험편에 흡수된 에너지를 해석

하였다.

ETa = Ea 𐄂 (L/δ) (1)

여기서 L은 시험편의 변형 전 길이인 120 mm, δ는 충격하중을 

받아 변형된 시험편의 길이이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Table 2에 CFRP재 구조부재의 충격압궤실험 결과의 평균값으

로서 흡수에너지 Ea, 최대압궤하중 Pm, 단위 질량당 흡수에너지 

Eam, 전흡수에너지 ETa, 단위 질량당 전흡수에너지 ETam, 변형된 

길이 δ를 나타냈고, Table 3에 강재 구조부재의 충격압궤실험 결

과의 평균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충격시험장치의 성능상 강재 구조부재의 경우는 

1030 [J], 1260 [J]과 같은 큰 충격에너지에서도 압궤과정을 분석

할 수 있었으나, CFRP재 구조부재의 경우는 큰 충격에너지에서는 

압궤과정을 파악하기에 충격력이 너무 크게 작용되어 CFSI는 411 
[J], CFDI는 611 [J]로 충격에너지를 가하여 충격압궤실험을 하였

Table 1 Definition of specimens
Specimen 

name Materials Specimen 
shape 

Impact 
energy 

CFSI CFRP/Epoxy Single hat 411 [J]
CFDI CFRP/Epoxy Double hat 611 [J]
STSI1 Steel Single hat 1030 [J]
STSI2 Steel Single hat 1260 [J]
STDI1 Steel Double hat 1030 [J]
STDI2 Steel Double hat 1260 [J]

Fig. 4 Impact test device for crushing

Fig. 5 Load-displacement diagram of single ha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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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CFRP재 구조부재의 충격압궤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

하기 위하여 충격압궤실험 결과를 충격에너지로 나눈 단위 충격에

너지당 충격특성으로 환산하여 고찰하였다.
CFRP재 구조부재의 충격압궤실험 결과인 Table 2로부터, Fig. 

6은 단위충격에너지당 최대압궤하중 Pm/J, Fig. 7은 단위 충격에너

지당 흡수에너지 Ea/J, Fig. 8은 단위 충격에너지당 전흡수에너지 

ETa/J의 크기를 나타냈다. 그리고 Fig. 9는 단위 충격에너지당 압궤

된 길이 δS/J를 나타냈다.
Fig. 6의 단위 충격에너지당 최대압궤하중을 보면, CFSI는 65.45 

[N/J], CFDI는 50.08 [N/J]로서 CFDI 경우가 CFSI보다 약 24% 
적게 나타났다. 이는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내충격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의 단위 충격에너지당 흡수에너지를 보면, CFSI는 1.0 

[N-m/J]이었고, CFDI는 0.98 [N-m/J]로서 두 시험편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흡수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CFSI, CFDI
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8의 단위 충격에너지당 전흡수에너지를 보면, CFSI는 2.97 
[N-m/J], CFDI는 4.07 [N-m/J]로서 CFDI의 경우가 CFSI보다 

약 37% 크게 나타났다. 이는 Fig. 6에서의 단위 충격에너지당 최

대압궤하중은 CFSI의 경우가 CFDI보다  크게 나타난 것과 비교

해 보면,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

가 내충격력이 크고 전흡수에너지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

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Fig. 9의 단위 충격에너지당 압궤된 길이를 나타낸 것으로서 

CFSI는 0.097 mm, CFDI는 0.052 mm로서 CFDI의 경우가 

CFSI보다 약 44% 적게 압궤되었다. 이는 차량 충돌 시 실내 공간 

확보의 차원에서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재 구조부재의 충격압궤실험 결과인 Table 3으로부터, Fig. 

10은 최대압궤하중 Pm, Fig. 11은 흡수에너지 Ea, Fig. 12는 단위

질량당 흡수에너지 Ea/m의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Fig. 13은 

전흡수에너지 ETa, Fig. 14는 단위질량당 전흡수에너지 ETa/m, Fig. 
15는 압궤된 길이 δ의 비교결과를 나타냈다.

Fig. 10으로부터 최대압궤하중은 STSI1은 79.5 [KN], STDI1
은 81.0 [KN]으로 두 시험편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큰 충격에너지 하에서는 STSI2가 82.0 [KN], STDI2는 75.1 

Table 2 Impact collapse test results of CFRP structural members
Specimen

Classification CFSI CFDI

Ea [J] 412.0 598.5
Pm [kN] 26.9 30.6

Eam [kJ/kg] 13.7 20.3
ETa [J] 1221.0 2485.0

ETam [kJ/kg] 40.7 84.2
δ [mm] 40.0 32.0

Fig. 6 Comparison of maximum collapse load per unit impact 
energy

Fig. 7 Comparison of absorbed energy per unit impact energy

Fig. 8 Comparison of total absorbed energy per unit impact 
energy

Fig. 9 Comparison of collapsed length per unit impact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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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으로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

보다 최대압궤하중이 크게 나타났다. Fig. 15의 압궤된 길이를 보

면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압

궤길이가 짧다. 즉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압궤길이는 짧고 최대압궤하중은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내공간 확보의 측면에서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Fig. 11로부터 흡수에너지는 STSI1는 1,013.0 [J], STDI1는 

997.1 [J]로서 STSI1가  STDI1보다 약 1.5%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였으며, STSI2는 1,218.7 [J], STDI2는 1,155.5 [J]로서 

STSI1가 STDI1보다 약 5.5%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였다.
Fig. 12로부터 단위질량당 흡수에너지의 크기는 충격에너지에 

비례하지만, 단면형상 변화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ig. 13으로부터 전흡수에너지는 STSI1는 2,337.2 [J], STDI1

는 2,999.1 [J]로서 STDI1가 STSI1보다 약 28% 크게 나타났으

며, STSI2는 2,032.0 [J], STDI2는 2,891.3 [J]로서 STDI2가 

STSI2보다 약 42% 크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전흡수에너지는 크게 

Table 3 Impact collapse test results of steel structural members 
Specimen

Classification STSI1 STSI2 STDI1 STDI2

Ea [J] 1013.0 1218.7 997.1 1155.5
Pm [kN] 79.5 82.0 81.0 75.1

Eam [kJ/kg] 6.6 7.9 6.7 7.7
ETa [J] 2337.2 2032.0 2992.1 2891.3

ETam [kJ/kg] 15.2 13.2 20.0 19.3
δ [mm] 51.1 72.3 39.9 48.2

Fig. 10 Comparison of maximum collapse load

Fig. 11 Comparison of absorbed energy

Fig. 12 Comparison of absorbed energy per unit mass

Fig. 13 Comparison of total absorbed energy

Fig. 14 Comparison of total absorbed energy per unit mass

Fig. 15 Comparison of collaps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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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충격에너지가 클수록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Fig. 14로부터 단위질량당 전흡수에너지의 크기는 STSI1는 

15.2 [KJ/Kg], STDI1는 20.0 [KJ/Kg]로서 STDI1가 STSI1보다 

약 32% 크게 나타났으며, STSI2는 13.2 [KJ/Kg], STDI2는 19.3 
[KJ/Kg]로서 STDI2가 STSI2보다 약 46% 크게 나타났다. 단위

질량당 전흡수에너지의 크기는 전흡수에너지의 크기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Fig. 15로부터 압궤된 길이는 STSI1가 51.1 mm, STDI1는 

39.9 mm로서 STSI1가 STDI1보다 약 28% 크게 나타났으며, 
STSI2는 72.3 mm이었고, STDI2는 48.2 mm로서 STSI2가 

STDI2보다 약 50% 크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single hat 단면 

구조 부재가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압궤된 길이는 크게 

나타났으며, 충격에너지가 클수록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5. 결론
CFRP재 구조부재의 압궤특성은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단위 충격에너당 최대압궤하중은 

약 24% 크게, 단위 충격에너지당 전흡수에너지는 약 37% 작게 

그리고 단위 충격에너지당 압궤길이는 약 44% 많이 압궤되었다. 
이는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내충격력이 크며, 전흡수에너지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는 의미가 된다. 또한 안전을 위한 실내 공간 확보 차원에서도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우수

함을 알 수 있다.
강재 구조부재의 압궤특성은 충격에너지 1030 [J]에서는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최대압궤하중은 

유사하였으나 전흡수에너지와 단위질량당 전흡수에너지는 약 30% 
크게, 압궤된 길이는 약 28%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충격에너지 

1260 [J]에서는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최대압궤하중은 조금 작게 나타났으며, 전흡수에너지는 

약 42% 크게, 단위질량당 전흡수에너지는 약 46% 크게, 압궤된 

길이는 약 50% 작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

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압궤길이는 짧고 최대압궤하중은 

작게 나타났다. 이는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실내 공간 확보차원

에서 유리함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single hat 단면 구조부재보다 

double hat 단면 구조부재가 전흡수에너지가 크게 나타났으며 충격에

너지가 클수록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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