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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부품의 경량화 및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던 철강 

소재의 부품을 경량 신소재로 대체하기 위한 연, 

구가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련 업계에서도 구동계 및 샤시 , 

부품들을 대상으로 구조최적화와 제조방법의 개

선 또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경량 , · 

고강도 소재로의 대체에 의해 중량을 줄이고자 

하는 연구가 오래전부터 수행되어 왔다.(1) 이와  

같이 경량재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재료의 비강도나 비강성과 같은 기

계적 성질 그리고 비용과 제조공정 등 많은 문, 

제점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합소재의 . , 

경우 비등방성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성분의 

종류나 비율 그리고 섬유방향 등에 따라서 기계, 

적 성질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재료특성의 최

적화 분야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를 자동차 부품에 C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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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코일스프링을 대상으로 복합재 재료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 CFRP . 

존 강재료를 복합재로 대체해서 대폭적인 경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재료특성 뿐만 아니라 스프링의 

설계인자들도 함께 최적화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복합재 코일스프링의 전단특성을 고려해서 . 

최대 비틀림강성을 나타내도록 도로 와인딩한 봉 구조물을 구성하였으며 예측된 전단탄성계수를 시45 , 

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매우 근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도로 와인딩된 복합재 스프링의 . 45 CFRP 

소선직경을 결정하기 위해서 비틀림 강성을 강재와 복합재 두 재료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였으며 그 결, 

과 소선직경은 에서 로 재료가 복합재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 11.0 mm 17.5mm . 

이 같이 구성된 복합재 코일스프링의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해서 스프링상수를 계산하였으며 시험결과와 , 

비교평가하였다· .

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feasibility of using carbon-fiber-reinforced polymer (CFRP) composite materials 

for manufacturing automotive coil springs. For achieving weight reduction by replacing steel with composite 

materials, it is essential to optimize the material parameters and design variables of the coil spring. First, the 

shear modulus of a CFRP beam model, which has 45° ply angles for maximum torsional stiffness, was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the test results. The diameter of the composite spring was predicted to be 17.5 

mm for ensuring a spring rate equal to that when using steel material. Finally, a finite element model of the 

composite coil spring with 45° ply angles and 17.5 mm wire diameter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for 

obtaining the static spring rate, which was then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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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재료특성 

시험과 이를 통해 재료의 기계적성질을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승용차 코일스프링을 대. 

상으로 를 적용하기 위해서 강으로 된 스프링CFRP

과 등가의 스프링 상수를 가질 수 있도록 복합재 

스프링의 설계변수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유한요소 해석과 검증시험을 통해서 . 

복합재 코일스프링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복합소재의 시험 및 특성2. CFRP 

복합소재는 제조방법 뿐만 아니라 FVR(Fiber 

등과 같Volume Ratio), VVR(Void Volume Ratio) 

은 와 의 구성 성분비와 직조방법 등에 fiber matrix

따라서 재료의 기계적 성질이 크게 변할 수 있

다 따라서 기본적인 재료시험을 통해 목표로 하. 

는 기계적 성질을 얻을 수 있도록 성분비뿐만 아

니라 섬유의 적층방향과 두께 그리고 직조방법 , 

등을 설계자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2,3)

Table 1(4)은 쿠폰시편(FVR=63.4%, VVR=3.5%)

을 통해서 의 성질들을 얻기 위한 시험Ply ASTM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섬유방향. 

의 인장 및 압축시험 섬유와 직각방향의 인장 , 

및 압축시험 그리고 전단특성을 얻기 위한 전단, 

시험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는 단방향 5 . Table 2

복합재 시편을 이용해서 앞에서 언급한 시험을 

통해 직접 얻은 기계적 성질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측정된 값들은 의 Ply UD(Uni-directional) 

시편에 대한 특성들로서 성분비나 직조조건의 변

화에 따른 값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복합. 

재 구조물의 재질특성 최적화 및 구조해석 용도

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 ASC/GENOA MCQ- 

Composites(5)을 활용해서 를 구성하는 섬유와 Ply

수지의 기계적 성질들을 의 시험값과 근사하게 Ply

나타낼 수 있도록 역으로 구하였으며 은 그, Fig. 1

Table 1 Standard coupon tests(4)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은 계산된 값들을 나Table 3

타낸 것이다 한편 는 복합재에서 비선. Fig. 2 CFRP 

형적 성질은 주로 가 나타내므로 전단시험의 matrix

비선형 성질을 이용하여 의 응력과 변형률과matrix

의 관계를 구한 것이다 이같이 역설계된 섬유와 수. 

지 각각의 기계적 특성을 이용하여 적층방향 및 두

께 등에 따른 의 기계적 성질들을 다양하게 laminate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가상 쿠폰시험을 통해서 예측, 

 Engineering data Value

E11

E22

G12

ν12  

S11T 

S11C

S22T

S22C

S12S

Longitudinal modulus

Transverse modulus

Shear modulus

Poisson's ratio

Tensil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Tensil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Shear strength 

141.8 GPa 

8.7 GPa 

4.0 GPa 

0.307 

1,889.9 MPa 

1,058.9 MPa 

30.7 MPa 

170.6 MPa 

68.8 MPa 

Table 2 Ply properties by unidirectional test

 

Table 3 Calibrated material properties from MCQ

Fig. 1 Flow chart for material calibration of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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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ess-strain curve of matrix from calibration

된 재료특성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복합재 코일스프링의 설계 및 해석3. 

코일스프링의 스프링 상수3.1 

한쪽 끝단이 고정된 길이가 L인 원형 단면봉이 

다른 끝단에서 비틀림 모멘트 Mt 를 받고 있을  

경우 비틀림 각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는 재료의 전단탄성계수이고 , G IP는 극

단면이차모멘트이다.

한편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코일스프링, Fig. 3

의 경우 축방향 압축하중에 대해서 소선에서는 

전단하중과 비틀림 하중을 대부분 받고 있으므

로 전단하중을 무시할 경우 축하중 , P와 중심으

로부터 평균반경의 길이 R 소선의 직경 , d 그리, 

고 스프링 권수가 n인 경우 다음과 같다. 

       


 (2)

식 를 식 에 대입한 후 코일스프링 단면(2) (1)

에서의 비틀림 각 를 나타내면 아래식 과 , (3)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처짐량은   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다 .  (4)

Fig. 3 Dimensions of coil spring

따라서 탄성영역에서의 스프링 상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한편 직교 이방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복합재에 , 

대해서 스프링 상수와 전단탄성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6,7)

 


 

  
 (6)

여기서,    


이다.

식 또는 식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일스(5) (6)

프링의 스프링 상수는 재료의 전단탄성계수에 비

례하고 소선의 직경에 대해서는 네제곱의 크기에 

비례하며 스프링의 권수와 외경의 세제곱에는 ,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모델로서 고려한 강 

스프링과 등가의 스프링 상수를 가질 수 있도록 

위에서 나타낸 식들을 이용해서 복합재 코일스프

링의 설계변수들을 결정하고자 한다.

섬유각도와 비틀림각과의 관계3.2 

복합재료의 등가전단탄성계수 크기를 섬유각도

의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와 같은 단순 Fig. 4

빔모델을 대상으로 선형탄성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였다 단면 직경이 이고 길이가 . 10 mm 200 

인 봉의 한쪽 면을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mm

에서 일정크기의 인장하중(   과 비틀림 )

모멘트 (  
  를 각각 작용하였다) . 

는 등방성 재료인 강재와 섬유 각이 Table 4 0°

인 복합재에 대해서 인장하중에 대한 신장량과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비틀림각의 크기를 해석과 

이론해를 통해 구함 값을 각각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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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between theory and analysis 
results for simple beam model 

Material Theory Analysis

Steel
Tension 0.0125 mm 0.0128 mm

Torsion 0.2584 deg. 0.2671 deg.

Composite 
(fiber angle = 0°)

Tension 0.0181 mm 0.0185 mm

Torsion 5.0935 deg. 5.3050 deg.

Fig. 4 Uniform beam model with circular cross 
section

Ply angle (deg.)

Twisting angle ()

Fig. 5 Twisting angles w.r.t ply angle of CFRP

섬유 각이 인 차원 평면문제나 또는 원형 0° 2

단면봉의 경우 복합재에서의 전단탄성계수는 섬, 

유방향에 대한 와 가 동일한 값을 가지

고 있으므로,      이다 표에서 보는 . 

바와 같이 각 경우에 대해서 해석결과는 이론해

와 매우 유사하지만 비틀림 하중 작용시 비틀림 

각 크기를 두 재료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복합재

의 비틀림 각이 섬유 각이 일 경우에 비해 약 0°

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20 .

다음으로 나선형으로 감긴 복합재의 섬유 각을 

변화시키면서 비틀림 각을 해석하였다 는 . Fig. 5

복합재 빔 구조물의 섬유 각에 따른 비틀림 각들

을 강재 빔 결과로 나누어 줌으로써 무차원화한 

그래프이다 섬유 각이 증가할수록 그 비는 점차 .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것은 직교이방성 ,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복합재료의 전단탄성계수 크

Table 5 Test results of composite beam

Ply angle (deg.)

Shear Modulus ()

Fig. 6 Equivalent shear modulus w.r.t the ply 
angle of CFRP

0.0

0.5

1.0

1.5

2.0

10 12 14 16 18 20 22

Ply angle = 15

Ply angle = 30

Ply angle = 45

Spring wire diameter (mm)

Spring rate ()

Fig. 7 Normalized spring rate w.r.t the diameter 
of spring wire

기가 섬유 각이 일 경우 최대가 되는 성질로45°

부터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섬유 각에 따른 전단탄성계수3.3 

섬유 각의 방향에 따른 비틀림 각의 크기를 이

용해서 전단탄성계수의 크기 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은 그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6 . 

섬유 각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탄성계수 크기는 

크게 증가한다 즉 섬유 각이 일 경우 강재에 . , 0°

대한 복합재에서의 전단탄성계수 비는 약 를 0.05

나타내며 에서는 약 의 값을 나타낸다, 45° 0.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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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재의 전단탄성계수를 8,000 kgf/mm2로 

했을 때 섬유방향이 로 나선형으로 감겨있을 45°

경우 복합재의 등가전단탄성계수 크기는 약 

1,347 kgf/mm2이 된다 한편 직경이 길이. , 17 mm, 

가 이며  섬유 각이 인 복합소재 봉1,000 mm 45°

을 제작한 후 비틀림 하중을 작용하면서 봉의 , 

중앙부 인 두 곳에 경사계를 설치해서 비830 mm

틀림 각을 측정하였다 는 작용 토크에 대. Table 5

응하는 비틀림 각의 차이를 이용해서 얻은 전단

탄성계수의 크기를 실측한 결과이며 회와 회, 1 2

를 평균한 결과 약 1,328 kgf/mm2로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축 직경 결정3.4 

섬유 각의 변화에 따른 등가전단탄성계수의 크

기를 이용해서 강 재료와 동일한 스프링 강성을 

가지는 복합소재의 스프링 직경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코일스프링에서 스프링 상수는 . , 

식 에서와 같이 스프링 권수와 외경이 동일하(5)

다고 가정할 경우 전단탄성계수와 소선직경의 , 

네제곱의 곱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은 강재에서의 스프링상수와 동일한 값을 Fig. 7

가지는 복합재 코일스프링의 소선 직경을 결정하

기 위한 값들을 여러 섬유각에 대해서 소선 직경

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가지 섬유각에 대해. 3

서 계산하였으며 먼저 섬유각을 로 했을 경우 , 15°

강재와 동일한 스프링 상수를 가지기 위11 mm 

해서는 소선의 직경이 약 가 되어야 함21.78 mm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섬유각을 로 했을 경우. 30°

는 약 섬유각이 일 경우는 19.19 mm, 45° 17.17 

로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량을 mm .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전단탄성계수를 나타내는 

섬유 각을 가지는 복합재를 대상으로 코일스45° 

프링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강재 코일스프링, 

의 중량이 에서 복합재 스프링은 으로 1,450g 650g

정도의 중량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55% .

복합재 코일스프링의 해석3.5 

앞 절에서 산출한 소선의 직경을 적용해서 복

합재 코일스프링의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였으

며 제작의 편의를 위해서 직경을 로 하, 17.5 mm

였다 코일스프링의 해석에서 섬유각을 정의하기 . 

위한 벡터는 에서 제공Orientation ABAQUS S/W

하고 있는 를 사용하였으“OFFSET TO NODES”

 (Free height)   (Full rebound)     (CVW)        (2UP)       (Full bump)  

Fig. 8 Finite element results of reaction forces 
according to step by step applied 
displacement

Fig. 9 Finite element results of force-displacement 
relationships for steel and CFRP

며 이것은 요소를 정의하는 절점의 국부적인 번, 

호를 이용해서 국부 좌표계 를 정(local coordinate)

의한 후 섬유 각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8) 

은 복합재 코일스프링의 자유단 높이에서 Fig. 8

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의 변위에 Full bump

따른 반력의 크기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 Full rebound

에서 에 이르기까지의 스프링 상수를 Full bump

계산하면 약 로서 베이스 모델로 고2.29 kgf/mm

려한 강재 코일스프링의 스프링 상수인 2.02 

보다 약 높게 나타난다 이 같은 현kgf/mm 10% . 

상은 소선의 직경을 조금 높게 해서 모델을 구성

한 결과로 사료되며 식 에서 나타낸 관계식을 , (6)

이용해서 환산하면 약 로서 목표치와 2.12 kgf/mm

비교적 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9)

는 강재 스프링과 복합재 스프링 각각에Fig. 9

서 계산한 반력과 변위와의 관계를 서로 비교한 

것이며 복합재에서 반력의 크기가 다소 크게 나, 

타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해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 섬유 각이 인 복합재 스프링을 직접 45° CFRP 

제작해서 스프링 계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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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essive test for spring rate

(b) Force-spring height curve of CFRP spring

Fig. 10 Compressive test apparatus and its result of 
spring rate for CFRP coil spring

은 스프링 높이가 구간의 선Fig. 10 250~150mm 

형 구간에서 지그 상승시와 하강시 각각에 대해

서 반력의 크기와 변형량을 나타낸 것이다 상승. 

시에는 스프링 상수의 크기가 이며2.34 kg/mm , 

하강시에는 로 하중 방향에 따라서 약2.24 kg/mm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측정 결과는 . 

해석을 통해서 예측한 복합재 코일스45° CFRP 

프링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도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경량화를 목표로 승용차 코일스

프링을 대상으로 해서 복합소재 적용을 위한 설

계변수 추출 과정과 해석 및 검증시험 등을 나타

낸 것이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복합재 코일스프링의 소선의 직경을 결정하(1) 

기 위해서 비틀림 강성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 

해서 섬유각의 변화에 따른 전단탄성 계수를 결

정하였다 그 결과 섬유각이 일 경우 강재 대. , 45°

비 약 의 크기를 나타내었으며 동일한 구16.8% , 

조의 비틀림 시험결과와도 매우 잘 일치하였다.

직경 인 강재와 동일한 스프링 상수(2) 11mm

를 가질 수 있는 복합재의 소선 직경을 각 섬유

각에 대해서 계산하였으며 섬유각일 경우 약 , 45° 

로 계산되었다17.17 mm .

복합재 코일스프링의 차원 유한요소 해석 (3) 3

결과 스프링 상수는 이다 한편 동일, 2.29 kgf/mm . , 

한 섬유각을 가지는 복합재 스프링을 제작해서 

압축시험을 수행한 결과 해석결과와 잘 일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경을 가지. , 11 mm 

는 강재 코일스프링의 중량이 에서 1,450g 17.5 

직경의 복합재 스프링은 으로 약 mm 650g 55% 

정도의 중량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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