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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the lightweight sandwich plate with periodically repeated cores is one of hot issues to reduce the

weight of the part. The behavior of the sandwich plate under static and dynamic loads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design

of the cor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rrugated angle on low velocity impact

characteristics of the lightweight sandwich plate with corrugated cores. The corrugated core with the fold surface is

designed to improve the joining characteristics between cores and skin sheets. The corrugated angle of the corrugated

cores ranges from 45o to 90o. Specimens are manufactured from the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proc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specimen are investigated. Impact experiments are performed using a drop impact tester

with a stretching type of fixture and the hemispherical nose of the impact head. From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the

influence of the impact energy and corrugated angle on the failure pattern of the lightweight sandwich plate is examined.

The effects of the corrugated angle on critical impact energies for different failure patterns are investigated. Finally, the

failure map of the lightweight sandwich plate with corrugated cores is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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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Vi = Estimated impact velocity

μ = Applied impact energy

mi = Weight of impact head

g = Gravity

h = Impact height

μsi =Specific impact energy

m = Mass of sandwich plate

tt = Thickness of top skin

tb = Thickness of bottom skin

tc = Thickness of the corrugated core

N = Total number of unit cores

θ = Corrugated angle of the corrugated core

ρr = Relative density of sandwich plate

V = Volume of sandwich plate

Vs = Volume of solid plate

ms = Mass of solid plate with external dimensions of sandwich

plate

α = Ratio of weight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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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차/항공/철도차량/선박 등 수송기계관련 산업군에서

부품의 무게 감소를 통한 사용 연료 절감을 위하여 경량 소재/구조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경량 소재/구조 개발

의 한가지 방향으로 상/하의 외판(Skin) 사이에 주기적으로 반복되

는 3차원 형상의 심재(Core)를 가지는 경량 샌드위치 판재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3,4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경우 심재의

설계/재료, 외판의 두께/재료 및 심재와 외판 사이의 결합 상태에

따라 판재의 특성과 거동이 달라지게 된다.4,5 특히, 심재의 형상과

치수등과 같은 심재 설계 변수는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강성/강도/

내충격성 등 기계적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다.3-7 심재를 주

기적으로 반복되는 정형화된 형상으로 설계하여 경량 샌드위치 판

재에 적용할 경우,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무게 및 기계적 특성을 설

계자의 요구에 따라 제어할 수 있다.3-7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3차원 형상을 가진

심재(Periodically Repeated Cores, PRC)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심재 형태로는 사면체

(Tetrahedron) 구조, 피라미드형 트러스(Pyramidal Truss) 구조, 허니

콤(Honeycomb) 구조, 카코메(Kagome) 구조, 딤플(Dimple) 구조,

주름 판재(Corrugated Plate) 구조 등이 연구/개발되고 있다.3-7 PRC

를 가지는 경량 샌드위치 판재 제작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세부

제조 공정들이 요구되어, PRC를 가지는 경량 샌드위치 판재 시편

제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3-5,8 특히 3차원 형상을

가진 심재를 제작하는 공정과 심재와 외판을 결합하는 공정에서 장

시간과 고비용이 요구된다.3-5,8 그러므로 PRC 설계 변수에 따른 경

량 샌드위치 판재 특성 변화 실험/고찰을 통한 PRC 설계 최적화 과

정에서 여러가지 세부공정들이 요구되는 시편 제작상의 문제점 때

문에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AM) 공정은 재료를 선별

(Line-by-Line) 적층 또는 층별(Layer-by-Layer) 적층하여 일체형 3

차원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으로써, 언더컷(Undercut) 구조, 숨어 있

는 구조(Embedded Structure), 3차원 자유 형상 등이 포함된 복잡

한 형상 가진 3차원 일체형 제품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9-11 그러

므로, 적층 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의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를 제작할 경우, 심재 설계 변경시 단시간에 PRC 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 시편을 제작할 수 있다.12-17 또한 적층 공

정중 심재와 외판이 결합됨에 따라, 외판과 심재 결합을 위한 추가

적인 공정이 소요되지 않는다.12-17이러한 이유로 PRC 설계 변화에

따른 경량 샌드위치 판재 특성 변화 분석과 PRC 설계 최적화를 위

한 연구에 적층 제조 공정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12-17

Yap 등은 다중 제트 분사(Polyjet) 공정으로 육각형, 삼각형 및

원형 형상의 허니컴 심재를 제작하고, 허니컴 형상에 따른 허니컴

의 평면 외 압축 특성 변화를 고찰 하였다.12 Moon 등은 Polyjet 공

정으로 카코메, 3차원 피라미드 및 육각 다이아몬드 구조의 심재를

가진 샌드위치를 사용하여 압축 실험을 수행하고, 심재 설계 변화

에 따른 샌드위치 판재의 압축 특성 변화를 분석/고찰하였다.13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심재 설계를 도출함과 동시에 Polyjet 공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 주익(Wing) 모델에 도출된 심재 설계안을 적

용 하였다.13 Compton 등은 SiC를 포함된 에폭시(Epoxy) 재료를

사용한 3차원 압출 기반 프린팅 공정으로 사각형(Square), 육각형

(Hexagonal), 삼각형(Triangular) 허니컴 구조들을 시편을 제작하

고, 이 시편들로 압축 실험을 수행하여 각 심재들의 압축 특성을

분석/고찰 하였다.14 Karamooz Ravari 등은 융착 조형 공정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공정으로 다공성 격자 구조

시편을 제작하고, 이 시편을 압축 실험에 적용하여 시편의 압축특

성을 분석하였다.15 Dikshit 등은 다중 제트 프린팅(Multi Jet

Printing, MJP) 공정과 ABS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를

이용하여 사다리꼴형(Trapezoidal) 심재를 가진 샌드위치 판재를

제작하여 준정적(Quasi Static) 압입(Indetation) 시험에 적용하였

다.16 이 결과를 이용하여 압입자들의 형상에 따른 사다리꼴형 심

재를 가진 샌드위치 판재의 압입 특성 변화를 고찰하였다.16

Pollard 등은 FDM 공정으로 허니컴 심재를 제작하여 NOMEX

사 하니컴 심재와 가격 및 압축 특성 비교를 수행하였다.17 선행

연구들에서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심재 설계에 따라 샌드위치 판

재의 특성이 현저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FDM 공정으로 제작된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주름 경사각에 따른 저속 충격 특성을 실험적으

로 고찰하였다. FDM 공정으로 제작된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

드위치 판재의 제작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름 경사각에 따른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충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낙하 충격 실험을

수행하였다. 충격에너지와 주름 경사각에 따른 경량 샌드위치 판

재의 파손 패턴(Failure Pattern)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파손

패턴이 시작되는 임계 충격에너지 및 임계 비 충격에너지를 예측

하였다. 최종적으로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파손 지

도(Failure Map)를 도출하였다.

2. 실험 방법 및 시편 설계/제작

2.1 실험 방법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충격 특성 분석을 위

하여 낙하 충격 실험을 수행하였다. 충격 실험은 Fig. 1과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 낙하 충격 시험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

다. Fig. 2와 같이 충격 헤드에 의하여 충격이 발생하는 시편

중앙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편 영역은 치구 상판 압축에 의하여

βi = Coefficients of relationship between corrugated angle of

the corrugated core and critical impact energy

γi = Coefficients of relationship between corrugated angle of

the corrugated core and critical specific impact energy

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th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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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시키는 스트레칭형 충격 실험 치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직경

이 20 mm인 반구형 충격 헤드를 사용하여 시편의 충격을 부가하

였다. 시편에 부가되는 충격 속도와 충격 에너지는 식(1) 및 식(2)

와 같이 예측하였다. 충격 헤드의 총 무게는 약 11.3 kg이었다. 실

험에 적용된 시편의 충격 높이, 충격 속도 및 충격에너지의 범위

는 각각 15-100 mm, 0.5-1.4 mm/s 및 1.7-11.1 J이었다. 비충격

에너지는 식(3)과 같이 시편에 부가된 충격 에너지를 시편의 무게

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시편에 부가되는 충격 하중과 충격시 시편

과 치구의 변화는 각각 충격 헤드에 부착된 로드셀(Load Cell) 과

고속카메라(High Speed Camera) 을 사용하여 모니터링 하였다.

충격 실험에 사용된 로드셀의 용량과 고속카메라 성능은 각각 2

tons와 초당 10,000 프레임이다.

(1)

(2)

(3)

2.2 시편 설계/제작

Fig. 3과 같이 비강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으로 문헌상에서

보고되고 있는 단일 방향 주름 구조(Unidirectional Corrugated

Structure)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를 설계하였다.4,5,18,19

외판과 심재의 결합 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평면 형태의 결

합부를 가지는 사다리꼴 주름 구조(Trapezoidal Corrugated

Structure)를 심재 형상으로 사용 하였다.20 심재의 두께와 주름 경

사각(q)의 범위는 Table 1과 같이 각각 1 mm 와 45-90o이다. 시

편의 크기는 120 mm × 120 mm × 4.3 mm 이다. 시편 내부에 포

함되는 단위 사다리꼴 주름 구조의 개수(N)는 Table 1 과 같이 총

10개이다.

Chua 등의 연구 결과에 따라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에 평면 외(Out of Plane) 굽힘 하중이 부가될 경우, 하면 외

판에서 최대 인장 응력에 의한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보고 되었다.21 이 연구 결과로부터 하면 외판의 파손을 발

생시키는 부가 충격 에너지(Applied Impact Energy)를 증가 시키

기 위해 Table 1 및 Fig. 3과 같이 하면 외판을 상면 외판 보다 약

0.2 mm정도 두껍게 설계하였다. 주름 심재를 가지는 경량 샌드위

치 판재의 상대 밀도(Relative Density, rr)는 식(4)와 같이 심재를

포함하는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부피(V)와 샌드위치 판재의 외부

치수들을 가지는 내부가 채워진 입체의 부피(Vs)의 비율 또는 샌

드위치 판재의 무게(m)와 샌드위치 판재의 외부 치수들을 가지

는 입체의 무게(ms)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무게 감소율(Ratio of

Weight Reduction, a)은 식(5)와 같이 계산되었다.

(4)

(5)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는 FDM 공정 기반의

FORTUS 450 MC 장치로 제작하였다. FDM 공정은 필라멘트 형

태로 공급되는 열가소성 수지를 가열/압출 시켜, 한층씩 적층하여

3차원 제품을 제작한다. 사용된 재료는 ABS를 사용하였으며, 하

나의 층에 대한 적층 두께는 약 0.127 mm이다. 시편 제작후 외판

과 심재 사이에 채워진 지지대(Support)들은 초음파 세척기로 녹

여서 제거 하였다. Fig. 4는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

재 제작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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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of drop impact experiments

Fig. 2 Fixture and impact head of drop impact experiments

Table 1 Design of sandwich plate with corrugated cores

tt (mm) tb (mm) tc (mm) N (EAs) θ (o)

1.0 1.2 1.0 10 45-90
Fig. 3 Design of lightweight sandwich plate with corrugated 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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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시편 특성

Fig. 5는 FDM 공정으로 제작된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

치 판재 시편 형상 이다. FDM 공정으로 제작된 시편의 치수 정

밀도를 측정한 결과 주름 심재의 길이 방향(Longitudinal

Direction)과 주름 심재의 길이 방향에 수직한 방향(Transverse

Direction)의 치수가 시편 설계 치수 보다 각각 0.3 mm 및

0.1 mm정도 크게 제작되었다. 시편의 전체 두께, 상면 외판 두께

및 하면 외판 두께는 각각 약 4.3 mm, 1.0 mm 및 1.2 mm정도로

설계 치수와 거의 유사하게 제작되었다.

Fig. 6은 제작된 주름 심재를 가진 샌드위치 판재 시편의 단면

형상을 광학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FDM 공정으로 주름 심재를 제작할 경우 FDM 공정의 용융된

플라스틱 필라멘트 적층 특성에 의하여 정밀한 내부구조체 경사

각은 구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어 있는 공간과 적층된

부분의 경계 및 비어 공간의 모서리 부분에서 형상 구현이 다소

정확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름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주

름 심재의 형상 구현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판과 주

름 심재의 결합부는 정확하게 결합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시편의 무게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Fig. 7과 같이 주름 경사

각에 따른 시편의 무게, 상대 밀도 및 무게 감소율 변화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주름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무게와 상대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주름 경사각이 45o와 90o인 경우에는 샌드위치 판재 시편의

평균 무게가 각각 45.4 g와 47.3 g로 측정되었다. 또한, 주름 경사

각이 증가할수록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무게

감소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현상은 주름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주름 심재 단면 곡선 길이가 길어져서 주름 심재의

체적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2 충격 거동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충격 에너지에 따른

충격 거동 변화를 Figs. 8 및 9와 같은 하중-시간 선도 및 시편의

파손 형태 변화 분석을 통하여 고찰 하였다.

충격 에너지가 시편에 부가된 경우 Fig. 9(a)와 같이 작은 충격

에너지에서는 하면 외판에 균열과 적층층 분리등의 파손이 발생

하였다. Fig. 9(b)와 같이 시편의 상면 외판에 균열등 파손이 발생

할 때까지 Fig. 8과 같이 시편에 부과되는 하중과 충격 시간이 동

시에 증가 하였다. 그러나, Fig. 9(c)와 같이 상면 외판이 관통되

고 하면 외판이 완전히 파단될 정도의 파손의 발생할 때에는 Fig.

8과 같이 하중- 시간 선도에 요동이 발생하기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대 충격 하중 발생 시간과 최대 충격 하중 발생 시간

Fig. 4 Fabrication procedure of specimen

Fig. 5 Example of the fabricated specimen by FDM (θ = 45o)

Fig. 6 Side views of the specimens for different corrugated angles

Fig. 7 Influence of the corrugated angle on the ratio of weight

reduction, the relative density and the mass of the sandwich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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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두번째 최대 충격 하중 시간 사이에 하면 상면 하판이 파단

을 일으키고, 그 후 심재로 충격 헤드가 침투하여 심재와 하면 외

판이 동시에 파단 될 때 최대 충격 하중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편의 파손이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연속적

인 심재와 하면 외판의 파손에 의하여 최대 충격 하중 발생 시간

이후의 하중-시간 선도의 요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d)와 같이 상하면 외판이 모두 관통 되었을 경우에는 Fig.

8과 같이 최대 하중이 상면 외판 

관통과 하면 외판 파손의 경우 보다 약간 작게 측정 되었다. 또

한 최대 충격 하중 발생 후 하중-시간 선도의 요동이 발생하지 않

고 매우 짧은 시간에 충격 하중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상하면 외판이 관통될 때에는 상면 외판, 주름 심

재 및 하면 외판이 거의 동시에 파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파손 특성

저속 낙하 충격하중이 부가된 FDM 공정으로 제작된 주름 심

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 시편을 분석한 결과 Fig. 10과 같

이 4가지의 파손 패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손 패턴

은 하면 외판 파손 (파손 패턴 I), 상하면 외판 파손 (파손 패턴

II), 상면 외판 관통과 하면 외판 파손 (파손 패턴 III) 및 상하면

외판 관통 (파손 패턴 IV) 임을 알 수 있었다.

주름 경사각이 45o와 60o인 시편에서는 충격에너지 2.2 J 미만

에서 하면 외판 파손만 발생하는 파손 패턴 I 이 나타났다. 그러

나 주름 경사각이 75o와 90o인 시편에서는 충격에너지 2.8 J 미만

에서 시편에 파손 패턴 I 발생하였다. 상하면 외판 파손이 동시에

나타나는 파손 패턴 II의 경우 주름 경사각이 45o와 60o인 시편에

서는 충격 에너지가 2.2 J 이상과 4.4 J 미만인 영역에서 발생하

였다. 그러나 주름 경사각이 75o와 90o인 시편에서는 파손 패턴 II

가 시작되는 충격에너지가 2.8 J로 동일하였지만, 한계 충격 에너

지는 각각 5.6 J 미만과 6.7 J 미만으로 주름 경사각이 45o와 60o

인 시편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면 외판 관통과 하면 외판 파손이

동시에 발생하는 파손 패턴 III의 경우, 주름 경사각이 45o인 시편

과 주름 경사각이 60o인 시편의 최소 충격 에너지가 4.4 J 이상이

고 한계 충격 에너지가 5.5 J 미만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름

경사각이 75o와 90o인 시편에서는 파손 패턴 III이 발생하는 각각

충격에너지 범위가 각각 5.6 J 이상 6.7 J 미만 및 6.7 J 이상 7.8

J 미만이었다. 상하면 외판 관통이 모두 발생하는 파손 패턴 IV 의

Fig. 8 Influence of the applied impact energy on the impact load-

impact time curves (θ = 75o)

Fig. 9 Influence of the applied impact energy on the failure of the lightweight sandwich plate with corrugated cores (θ = 7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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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름 경사각이 45o와 60o인 시편에서는 충격에너지가 5.5 J 이

상 일 때 발생하였다. 그러나 주름 경사각이 75o와 90o인 시편에서

는 충격 에너지가 각각 6.7 J 이상 및 7.8 J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이 결과들로부터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주름

경사각에 따른 파손 패턴별 충격 에너지 범위를 Table 2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Fig. 10 Failure patterns of the lightweight sandwich plate with corrugated cores for low-velocity drop impac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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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파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실험을 수행한 충격 에너지의

크기에 관계없이 샌드위치 판재 시편의 하부 외판에서 파손이 시

작되었다. 이 현상은 Chua 등의 연구 결과와 같이 하면 외판에

굽힘에 의한 최대 인장 응력이 부가되어 인장 파손이 우선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21 이 인장 파손은 상부 외판의 관통

이 발생하지 않는 작은 충격 에너지 범위에서는 시편의 파손 패

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충격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충격 속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면 외판과 주름

심재에 국부 대변형에 의한 변형율 집중(Strain Concentration)이

가속화되어 상면 외판 및 주름 심재의 관통 현상이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주름 경사각이 45o와 60o인 경우는 각 파손 패

턴이 발생하는 충격에너지 범위가 거의 동일 하였다. 이 현상은

3.2장의 고찰 결과와 같이 시편이 FDM 공정으로 제작되어 주름

경사각이 45o와 60o인 경우는 주름 심재의 형상이 거의 유사하여,

시편에 충격 하중 부가시 시편 내부의 충격 하중 전달 경로(Load

Path)와 시편의 에너지 흡수를 위한 변형 특성이 비슷하게 나타났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주름 심재의 주름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파

손 패턴 I과 파손 패턴 II의 충격 에너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현상으로부터 주름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주름 심재

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충격 저항(Impact Resistance)과

충격 에너지 흡수능(Absorption Capability of Impact Energy)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임계 충격 에너지 및 임계 비충격 에너지

각 시편의 파손 특성 분석을 통하여 Fig. 11과 같이 샌드위치 판

재의 파손 패턴 II, III 및 IV이 시작되는 임계 충격 에너지(Critical

Impact Energy) 도출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이용하여 Fig. 12와 같

은 주름 심재의 주름 경사각별 파손 패턴 II, III 및 IV 에 대한 임계

비 충격 에너지(Critical Specific Impact Energy) 산출하였다. Fig.

12 및 13과 같이 주름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샌드위치 판재의 임계

충격 에너지와 임계 비 충격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현상은 Table 3과 같이 주름 심재의 주름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상하면 외판에 접합되는 주름 심재의 결합부 면적이 증가함과 동시

에 증가된 결합부 면적에 의하여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중립축 기

준의 2차 관성 모멘트(Second Moment of Inertia)가 증가하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Fig. 13을 고찰한 결과 큰 충격에너지가 부가되어

시편의 국부 대변형에 의한 변형율 집중이 가속화되는 파손 패턴

III 및 IV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름 심재의 주름 경사각을 75o 이

상 설계할 경우 시편의 충격에너지 흡수 능력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름 심재의 주름 경사각을 75o 이상

설계할 경우 큰 충격 에너지 범위에서도 시편의 파손 정도가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주름 심재의 주름 경사각

이 증가할수록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의 충격 에너지 흡

수능 증가율이 주름 경사각 증가에 의한 시편 무게 증가율보다 현

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Ranges of the applied impact energy for different corrugated

angles of the sandwich plate

θ (o) Failure Range of impact energy (J)

45

Pattern I 1.5 ≤ μ < 2.2

Pattern II 2.2 ≤ μ < 4.4

Pattern III 4.4 ≤ μ < 5.5

Pattern IV μ ≥ 5.5

60

Pattern I 1.5 ≤ μ < 2.2

Pattern II 2.2 ≤ μ < 4.4

Pattern III 4.4 ≤ μ < 5.5

Pattern IV μ ≥ 5.5

75

Pattern I 1.5 ≤ μ < 2.8

Pattern II 2.8 ≤ μ < 5.6

Pattern III 5.6 ≤ μ < 6.7

Pattern IV μ ≥ 6.7

90

Pattern I 1.5 ≤ μ < 2.8

Pattern II 2.8 ≤ μ < 6.7

Pattern III 6.7 ≤ μ < 7.8

Pattern IV μ ≥ 7.8

Fig. 12 Effects of the corrugated angle of the sandwich plate on

specific critical impact energies for different failure patterns

Fig. 11 Effects of the corrugated angle of the sandwich plate on

critical impact energies for different failur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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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회귀 분석법(Regression Analysis) 을 이용하여 주름 심재의 주름

경사각과 파손 패턴 II, III 및 IV이 시작되는 시작되는 임계 충격

에너지와 임계 비 충격 에너지의 상관 관계를 도출하였다. 회귀

분석법에서는 식(6) 및 식(7)과 같이 기저 함수(Basis Function)를

이차 함수로 선정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Tables 4 및 5와 같은

주름 경사각과 임계 충격 에너지 상관 관계 상수들 및 주름 경사

각과 임계 비 충격 에너지 상관 관계 상수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Tables 4 와 5에서 작은 충격 에너지가 부가되는 파손 패턴 II의

임계 충격 에너지 및 임계 비 충격에너지와 주름 경사각의 상관관

계식의 2차항 지수가 거의 0으로 선형 관계식이 도출되었다. 파손

패턴 II 에 대한 임계 충격 에너지 및 임계 비 충격 에너지와 주름

경사각 상관 관계식의 결정 지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가

0.75-0.80정도로 예측 되었다. 파손 패턴 III와 IV에 대한 임계 충

격 에너지 및 임계 비 충격 에너지와 주름 경사각 상관 관계식의

결정 지수는 0.98정도로 적절한 상관 관계식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5 파손 지도

3.2, 3.3 및 3.4절의 결과들을 이용하여 Fig. 14와 같은 충격 하

중 조건과 제품의 파손 특성 및 제품의 무게 조건에 따라 주름 심

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를 설계할 수 있는 주름 심재를 가

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에 대한 충격 에너지 기준의 파손 지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FDM 공정으로 제작된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주름 경사각에 따른 저속 충격 특성에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FDM 공정으로 제작된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

재의 제작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름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주름 심

재의 형상 구현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름 경사

각이 증가할수록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무게,

μ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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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β

3
+ +=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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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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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reas of the joined region for different specimens

θ (o) 45 60 75 90

Designed area (mm2) 12,960 14,400 15,600 16,800

Table 4 Coefficient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ugated angle

and critical impact energy

Starting failure β1 β2 β3 R2

Pattern II - 0.0148 1.4948 0.80

Pattern III 0.0012 -0.1147 7.0482 0.98

Pattern V 0.0012 -0.1147 8.1582 0.98

Table 5 Coefficient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ugated angle

and critical specific impact energy

Starting failure 1 γ2 γ3 R2

Pattern II - 0.2574 36.46 0.75

Pattern III 0.0265 -2.5597 158.29 0.98

Pattern V 0.0239 -2.2277 172.24 0.98

Fig. 13 Variation of the failure pattern according to the corrugated

angle of the sandwich plate (Failure pattern III : θ = θ = 75o

and 90o, Failure pattern IV : θ = 45o and 60o, and msi =

121.0 J/kg)

Fig. 14 Failure map for the lightweight sandwich plate with

corrugated cores (Based on the applied impact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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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밀도가 증가하지만, 샌드위치 판재의 무게 감소율은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충격 거동을 하중-

시간 선도와 시편 파손 형상 기준으로 분석/고찰 하였다. 상면 외판

이 관통되기 전까지는 충격 하중과 충격 시간이 증가하지만, 상면

외판의 관통이 발생하면 충격 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면 외판의 관통이 발생하면 하중-시간 선도의

요동이 급격히 증대되고, 상하면 외판 관통시 최대 하중 발생후 매

우 짧은 시간내에 충격 하중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저속 낙하 충격시 주름 심재를 가진 샌드위치 판재의 파손

특성을 고찰 하였다. 실험 조건 범위에서는 충격 에너지가 증가

할수록 하면 외판 파손, 상면 외판 파손과 하면 외판 파손, 상면

외판 관통과 하면 외판 파손 및 상하면 외판 관통 순으로 파손

패턴이 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파손 특성 분석을 통하여

주름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

재의 충격 저항와 충격 에너지 흡수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4) 파손 패턴 II, III 및 IV이 시작되는 임계 층격 에너지 및 임

계 비 충격에너지를 도출 하였다. 주름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샌

드위치 판재의 임계 충격 에너지와 임계 비 충격에너지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주름 경사과 임

계 충격 에너지 및 임계 비 충격 에너지 상관 관계를 예측할 수

있었다.

(5) 위 결과들을 이용하여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

재의 파손지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추후, 추가적인 실험 및 해석을 통하여 주름 심재를 가진 경량

샌드위치 판재의 충격 에너지 흡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고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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