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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하 을 받는 Kraft 지의 강도 측

Strength Prediction of Kraft Paperboard under Combin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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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Tsai-Hill기 을 변형하여 조합하 을 받는 이방성재료의 강도를 정확히 측할 수 있는 새로운 손기

을 제안하 다. 이 기 의 유효성은 조합하 을 받고 있는 Kraft 지에 한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재료축

방향의 단응력이 주어진 경우, Tsai-Hill기 은 매우 보수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본 해석에서 제안한 기 은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한 Tan-Cheng기 과 비교하여 강도를 더욱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핵심용어 : 손기 , 이방성재료, 2축강도, 조합응력

Abstract

Based on the form of the Tsai-Hill criterion, a new failure criterion for anisotropic material subjected to combined stress is 

developed and demonstrated. It is capable of accurately calculating the strength of anisotropic materials. The generality and 

accuracy of the present failure criterion are illustrated by examination through the use of Kraft paperboards under various loading 

conditions. Compared to the Tsai-Hill theory, which is much too conservative at high levels of shear stress, the present criterion 

has a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data. It also has the ability to calculate the strength more simply, compared to the 

Tan-Cheng theory. 

Keywords : failure criterion, anisotropic material, biaxial strength, combin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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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잡한 응력을 받고 있는 이방성재료에서 재료강도를 정확

히 측하는 일은 이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료 구조물의 설

계 는 괴에 응한 설계에서 매우 요하다. 그러나 재

료가 2축수직응력과 단응력 등 여러 하 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 강도계산을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일은 경제 으로나 

기술 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2축수직응력이 주어진 

경우에서보다도 단응력이 함께 주어진 경우에 더욱 그

다. 더욱이 이러한 조합하  하에서 이방성재료의 실험을 수

행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보유한 연구실도 많지 않다. 비록 

단순하  실험은 비교  쉽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결과는 복잡한 하 에서의 재료강도를 나타내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 재료구조물을 공학 으로 설계하는 

문제에서는 조합하  하에서의 손강도거동에 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Rowlands, 1985; Daniel, 2006; 2008). 

이런 목 으로 개발된 이방성재료의 손강도기 은 일반

으로 응력 는 변형률을 기 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

시  과 거시  에 의한 해석으로 나  수 있다. 미

시  에 의한 해석(Gutkin 등, 2010; Pimenta 등, 

2009; Hashin, 1985; Hahn 등, 1986)은 재료를 비균질

한 것으로 생각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섬유나 에폭

시 진 같은 재료 구성요소의 거동을 고려한다. 한편 거시

 에 의한 해석(Kim 등, 2009; Daniel 등, 2005; 

2009; Tan 등, 1993)은 재료를 균질이방성인 것으로 생각

하고 응력장 해석을 수행하여 손을 측, 평가하는 것으로

서 인장강도와 단강도 같은 재료특성치를 이용한다. 일반

으로 미시  의 손해석에서는 재료를 비균질성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손과정을 보다 정확히 나타낼 수 있

다. 그러나 해석과정이 복잡하므로 이의 해법은 작용하 이 



조합하 을 받는 Kraft 지의 강도 측

18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2011.2)

그림 1 이방성평 의 좌표계

간단하거나 비교  단순한 이방성재료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학해석과 설계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자세한 기구

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재료가 균질하다고 가정하는 거시  

해석은 공학문제의 용에서 해석의 단순화를 이룰 수 있는 

실용 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방성재료의 강도 측을 한 여러 가지 손강도이론이 제시

(Linero, 2002)되어 있으며, WWFE(World-Wide Failure 

Exercise)에서는 기존이론의 강 과 약 에 하여 분석하

다(Hinton 등, 2004). 일반 으로 Tsai-Wu 기 이 균질이

방성재료의 강도 측에 비교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 의 요한 문제 은 기

식에 나와 있는 응력상호작용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있다. 

이를 구하기 해서는 2축하 실험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다(Wu, 1972). 이와 비교하여 Tsai- Hill기 은 단순하 을 

받는 재료의 강도와 단강도만을 필요로 하므로 손해석이 

비교  간편하다. Tsai-Hill기 의 유효성은 Kraft 지에 

한 Rowlands 등의 실험결과(Rowlands 등, 1985)와의 비교

로 이루어졌다. 일반 으로 단응력이 작은 경우에는 실험결

과와 비교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단응력이 큰 

값을 가질 수록 보수 인 결과를 보여 다. 

한편 Tan-Cheng은 경사각을 가진 이방성재료의 강도를 

코사인 수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안(Tan 등, 1993)하 으

며, 이의 재료강도를 이용하여 2축하 을 받는 이방성재료의 

강도를 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는 Tsai-Wu기

을 변형한 것으로서 실험결과와 비교  일치하는 결과를 보

여 다. 그러나 인장-인장, 압축-인장, 압축-압축, 인장-압축

의 각 상한마다 독립 인 응력상호작용항을 얻기 하여 어

도 3개씩의 2축하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Tsai-Hill기 을 변형하여 섬유각을 가진 

이방성재료가 2축으로 수직하 을 받는 경우의 괴기 을 

제안한다. 이는 섬유각에 따라 변화하는 재료강도를 이용하

여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실험 으로 구하기 힘든 재료의 

단강도는 필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섬유각을 가진 이방성재

료의 강도와 축방향의 강도만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해석의 

단순화를 이룰 수 있다. 해석결과는 2축하 의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값(Rowlands 등, 1985; Gunderson 등, 1986; 

Suhling 등, 1985)과 Tan-Cheng기 식(Tan 등, 1993)

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2. Tan-Cheng 기 식

섬유이방성재료의 좌표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는 축으로부터의 섬유각을 나타내며 는 멀리서 작용하

는 수직응력이다. 이러한 이방성재료의 강도는 섬유각 에 

따라 주기 인 변화를 보인다. Tan-Cheng은 섬유방향에 

한 재료강도의 칭성을 고려하여 강도함수를 다음과 같은 

코사인 수로 나타내었다(Tan 등, 1993).

    
   

  


(1)

의 식에서 는 섬유각 를 가진 이방재료에서 방향

의 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  ≤의 범

를 가진다. 이 코사인 수에서 개되는 의 개수에 따라 재

료강도의 정확도가 결정된다. Tan 등은 =3으로 취한 경우

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때 

는 다음과 표시된다.

      
 (2)

의 식에서 계수인    를 구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의 재료특성치를 이용하 다. 즉, 섬유방향의 

인장강도 , 섬유직각방향의 인장강도  그리고 30˚섬유

각의 인장강도  는 45˚섬유각의 인장강도. 이들을 

식 (2)에 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  ˚     


의 식을 연립하면 풀면 계수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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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면응력 성분

만약 =2이면 두 가지 재료강도 , 를 이용하여 계

수를 구할 수 있으며, 이의 결과는 Hankinson의 손식과 

일치한다. 섬유각을 가진 이방성재료의 압축강도인 ′의 완

식도 와 비슷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Tsai-Wu 텐서다항식과 칭성을 고려하여 Tan-Cheng은 

다음과 같은 2차원 조합하 에서의 강도기 을 제안하 다. 


 




 







 


 


 

   (4)

   :    방향의 수직응력


  

:    방향의 재료강도

 : 공란이면 인장, ‘이면 압축

여기서, 호안의 값이 응력상호작용항이다. 아울러 섬유직

각방향의 강도
는 

와 다음의 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의 값도 식 (2)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5)

3. 조합하 에서의 손 측

그림 2와 같은 평면 내의 조합하 을 받는 섬유이방성재

료의 손을 측하기 한 기 으로 Tsai-Hill기 이 있다. 

이는 von Mises의 등방성 항복기 을 이방성재료에서 확장 

용한 것으로서 다른 기 과 비교하여 용이 비교  간단

하다는 이 이 있다. 이의 표 식은 평면응력상태에서 다음

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6)

여기서,  는 각각 섬유방향(1방향)과 섬유직각방향(2방

향)으로의 수직응력이고, 는 단응력 그리고  

 는 재료강도정수들이다. 손면을 나타내는 식 (6)이 

타원형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7)


   ≺  (8)

단응력 의 고정된 값에서 식 (6)은  평면에서 

타원이 된다. 식 (6)에 나오는 정수를 구하기 해서는 4가

지의 경계조건이 필요하다. Tsai-Hill기 에서 얻어진 완

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9)

의 식에서 는 섬유방향의 강도 , 는 각각 섬유직각

방향의 강도이고, 는 단강도를 나타낸다. 섬유방향의 좌

표축을 1로 하는 횡방향 등방성재료()라고 하면 상기

식은 다음이 된다.












 



  (10)

의 식이 타원의 형태가 되기 해서는 식 (7)과 (8)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식 (10)의 왼쪽부터 둘째 항

에 있는 의 값은  의 모든 상한에서 인장강도의 값을 

가져야 한다. 그림 2와 같은 2차원 일반응력상태는 모아원을 

이용하여 주응력상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은 이러한 응

력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섬유각 를 가진 이방성재료가 

2축으로 주응력 를 받고 있다. 이러한 주응력이 작용할 

때에, 이의 항으로 표시한 손기 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한다. 이는 식 (9)의 Tsai-Hill기 식을 변형하여 나타

낸 것이다. 


 











  

 


  (11)

여기서, 는 섬유각을 가진 이방성재료의 강도로서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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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MPa

  ′ 20.5MPa

 30.8MPa

  ′ 12.7MPa

 37.2MPa

  ′ 19.3MPa

 16.6MPa

 7.24GPa

 3.37GPa

 0.36

표 1 지의 강도와 재료특성치

그림 3 임의 섬유각을 가진 요소에서 2축수직응력

와 같이 주어진다.  0°의 경우에 식 (11)은 Tsai-Hill의 

기 식과 같게 된다. 다른 손기 들과 달리 본 해석에서 

제안한 기 에서는 단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응

력이 주어지면 모어원을 이용하여 주응력상태로 변환하여 

용할 수 있다. 

식 (11)이  평면에서 타원 형태를 갖기 해서는 

식 (7)과 (8)과 같은 비슷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1-2

축을 축으로 바꾸어 표시하면 그 조건식을 그 로 이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각 상한의 손표면식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상한( ≥   ≥ ):


 



  
 



  (12)

2상한( ≤   ≥ ):

′
 



  
 



  (13)

3상한( ≤   ≤ ):

′
 



  ′
 



  (14)

4상한( ≥   ≤ ):


 



  ′
 



  (15)

여기서,   
 







  (16)

식의 표시에서 ( ' )는 압축을 의미한다.

4. 해석  고찰

새로 제안한 손강도기 의 신뢰성을 나타내기 하여 그

림 3과 같이 섬유각을 가지며 2축으로 수직응력을 받는 이방

성재료를 해석모델로 하여 강도를 측하 다. 재료는 이방

성특성을 가진 Kraft 지를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의 결과는 2축하 의 실험자료(Rowlands 등, 1985; 

Gunderson 등, 1986; Suhling 등, 1985)와 Tan-Cheng

의 기 식(Tan 등, 1993)과 비교하 다. 

섬유각 가 각각 0°, 20°, 30°, 40°인 4가지의 경우에 하

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 때 축방향 단응력은 6.9MPa, 

10.3MPa, 15.9MPa로 주어졌다. 재료의 강도와 특성치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  ′는 각각 45°경사각을 가진 이방성

재료의 인장강도와 압축강도를 나타낸다. 

그림 4는 섬유각  0°인 경우의 해석결과이다. 인장-인

장인 1~4분면에서는 다소 보수 인 경향을 보이나 나머지 

상한에서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이의 해석결과는 

Tsai-Hill기 으로부터 얻은 것과 동일하게 된다. 아울러 섬

유각 가 각각 20°, 30°, 40°인 경우의 해석결과를 그림 5, 

6, 7에 나타내었다. 이때 응력상호작용항은 Tan-Cheng의 

일방향강도식을 이용한 식 (16)으로부터 구하 다. Tsai-Hill

기 을 용한 Rowlands 등의 해석결과에서는 축방향 단

응력이 작을수록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며, 큰 단응력이 작

용할수록 많은 오차를 보여 주었다(Rowlands 등, 1985). 

그러나 본 해석에서의 강도 측결과는 비록 1상한에서 다소 

보수 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축방향 단응력이 크게 주

어진 경우에서도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 다. 

Tan-Cheng기 에서도 본 해석과 유사하게 주응력 를 

이용하고 있고, 이의 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각 상한에서 기 식의 응력상호작용

항을 얻기 해서 각 상한마다 최소한 3종류의 2축하 실험

을 하여 이를 근사식으로 나타내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각 상한의 연결부에서는 불연속 이 나타난다. 이는 매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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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and error Tsai-Hill Tsai-Wu(
 0.05) Tan-Cheng Present criterion Experimental Data

    

%

15.1:15.1:15.1

-17

22.0:22.0:22.0

21

17.8:17.8:17.8

-2

18.6:18.6:18.6

2

18.2:18.2:18.2

-

    

%

17.6:14.6:14.7

-21

26.9:22.4:22.6

21

21.3:17.7:17.9

-4

22.1:18.3:18.4

-0.7

22.2:18.4:18.6

-

    

%

17.7:12.5:14.9

-24

27.5:19.4:23.0

18

22.0:15.5:18.4

-6

23.0:16.2:19.2

-1.5

23.3:16.4:19.5

-

    

%

21.3:7.1:12.3

-33

38.6:12.9:22.3

21

31.6:10.5:18.3

-0.6

32.8:10.9:19.0

3

31.8:10.6:18.4

-

    

%

21.3:7.1:12.3

-32

38.6:12.9:22.3

23

31.6:10.6:18.3

0.3

32.9:11.0:18.9

3.8

31.5:10.5:18.2

-

    

%

12.3:17.6:14.4

-16

17.1:24.4:20.4

17

14.1:20.1:16.8

-3

14.7:20.9:17.5

0.5

14.6:20.8:17.4

-

표 2   16.6MPa의 조합하 에서 섬유각 0°인 재료의 계산된 강도값와 실험결과와의 비교 

그림 4 섬유각  0°에서의 강도궤 그림 6 섬유각  30°에서의 강도궤

그림 5 섬유각  20°에서의 강도궤 그림 7 섬유각  40°에서의 강도궤  

거롭고 귀찮은 일이다. 본 기 은 재료의 단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Tan-Cheng기 과 비교하여 강도를 단순하면

서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이 을 갖고 있다.

본 기 의 용에 한 일반성을 나타내기 하여 단응

력이 재료의 단강도보다 크게 작용하는 경우의 강도값을 

계산하 으며, 다른 여러 손기 의 결과와 함께 비교하

다. 이의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이런 경우에도 본 연구

에서 제안한 기 은 재료의 2축강도를 정확히 측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Tsai-Hill기 을 변형하여 조합하 을 받고 있는 이방성

재료의 강도 측을 한 새로운 손기 을 개발하 다. 이 



조합하 을 받는 Kraft 지의 강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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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유효성은 이방성특성을 가진 지에 한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재료 축방향의 단응력이 주어진 경

우, Tsai-Hill기 은 매우 보수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

나, 본 해석에서 제안한 기 은 단응력의 크게 주어진 경

우에서도 재료강도를 정확히 측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Tan-Cheng기 으로 측할 수 있으나, 이의 기 식

에 있는 응력상호작용항을 구하기 해서는 각 상한마다 여러 

종류의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본 기

에서는 해석의 단순화를 이룰 수 있으며, 오로지 섬유각을 

가진 이방성재료의 강도와 축방향의 강도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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