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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GIC  : 에너지 해방률 (J/m
2
) 

C  : 컴플라이언스 

E   : 영의 계수 (MPa) 

P   : 하중 (N) 

h  : 시편 높이 (m) 

B  : 시편 폭 (m) 

a   : 균열 길이 (m) 

1. 서 론 

수송기계의 초경량화와 고성능화 추세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우수한 기계적, 열적 특성을 가

지고 충격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신

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다공성 금속인 알루미늄폼은 내부에 많은 공기 셀 

Key Words: Aluminum Foam(발포 알루미늄), Crack Propagation(균열 전파), Double Cantilever Beam(이중외팔

보), Energy Release Rate(에너지 해방률), Fracture Behavior(파괴 거동)  

초록: 본 논문에서는 초기균열을 갖고 있는 폐포형 구조, 발포알루미늄의 축방향 기계적 거동을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으로 연구하였다. 재료시험에서 MTS 사의 10kN Landmarks 를 사용하여, 모드 I 형상의 

15mm/min의 하중속도로 변위를 제어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 범용프로그램인 ABAQUS 6.10으로 3차

원 형상의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델을 구성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축방향 변위-하중 그래

프와 시간에 대한 균열 길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해방률을 계산하였으며, 이 값을 해석에서 파손 에너지 

조건으로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변위 값에 따른 하중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발포알루미늄이 접

착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밀도와 탄성계수를 가지므로 발포알루미늄의 변형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closed-cell aluminum foam with an initial crack was investigated to produce an axial load-time 

graph. Using the 10-kN Landmarks of MTS Corporation, a 15-mm/min velocity of mode I shape was applied to the 

aluminum foam specimen using the displacement control method. ABAQUS 6.10 simulation was used to model and 

analyze the identical model in three dimensions under conditions identical to those of the experiment. The energy 

release rate wa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n axial load-displacement graph obtained from the experiment and a 

transient image of the crack length, and then an FE model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this fracture energy condition. 

The relation between load and displacement was discussed; it was found that the aluminum foam deformed somewhat 

less than the adhesive layer owing to the difference in elast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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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를 형성하고 있는 금속소재로, 알루미늄 괴

(Aluminum Ingot)를 용해 후 증점제와 발포제를 첨

가하여 스폰지 형상으로 발포시켜 제조한 초경량 

금속이다.
(1) 경량화 및 충격에너지 흡수기능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 경량 구조용, 기타 생체 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밀도가 

작으며, 불연성, 고비강성, 우수한 에너지 흡수율, 

음향흡수성과 낮은 열전도도 등 많은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재료 내에 존재하는 기

공들은 재료의 특성에 결함으로 작용하지만 발포

기술을 이용하여 이 기공들을 균일한 크기와 분포

로 제어하면 충격에 안전한 경량소재로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하며 제조공법도 간단하

면서 가격도 저렴한 재료이다. 흡음성과 충격흡수

의 우수성으로 알루미늄폼은 지하철역과 대형건물

의 방음판으로 사용되며, 자동차에서는 충격흡수

가 뛰어난 알루미늄폼을 이용하는 자동차 범퍼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2) 
 

Motz 와 Pippan
(3)은 알루미늄폼의 변형 거동과 

인장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밀도를 갖는 

알포라스(Alporas
 TM

) 알루미늄폼의 인장에서 변형

메커니즘과 파괴모드를 연구하였고, 압축거동과 

비교 하였다. 또한 Beals 와 Thompson
(4)은 비균일 

밀도구배를 포함하는 알칸(Alkan
 TM

) 알루미늄폼의 

압축 특성을 연구 하였고, 에너지 흡수 특성은 압

축거동과 근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밀도구

배에 의존한다고 보고하였다. Fusheng 과 

Zhengang
(5)은 순수 알루미늄폼과 10%의 마그네슘

이 첨가 된 Al-10%Mg 합금을 압축과 인장 하중 

하에서의 구조적 형태와 기계적 거동을 비교해 본 

결과 선결함이론과 응력집중 거동 등으로 인한 원

인으로 압축에서의 기계적 물성이 인장에서의 기

계적 물성 보다 명백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포형 구조이고, 초기균열을 갖

는 알루미늄 폼을 사용하여 모드 I 형태의 하중에 

대한 균열 진전 거동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

한요소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 6.10 을 사

용해 3 차원 모델링 후 하중이 가해지는 해석을 

하였다.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응력 

최대값이 나타나는 지점이 거의 일치하였으며, 비

슷한 거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험 및 해석 

2.1 이중외팔보의 에너지해방률 

균열은 균열선단에서 임계 에너지해방률 (GIC) 

값을 넘어가게 되면 전파가 되기 시작하며, 이 

값은 파괴역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6) 

하중을 받는 이중외팔보의 실험과 해석으로부터 

얻은 균열진전거동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결과로 

얻은 에너지해방률의 값을 해석에 이용하였다.  

에너지해방률은 균열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척도이며,
(7)
 균열을 전파하기 위한 힘은 

이중외팔보를 따라 작용하는 균열 전파가 원인이 

되는 파괴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해방률을 구하는 과정은 식 (1)과 

같다.  
 

 
2

2
IC

P dC
G

B da
= ⋅  (1) 

 

이중외팔보 시험편의 유연도는 굽힘과 전단의 

변형들로부터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8)
 

 

 
2

3

8 3 1

s

dC a

da E B hh

 
= + 

 
 (2) 

 

식 (2)를 식 (1)의 에너지해방률 식에 대입하면, 

식 (3)을 얻을 수 있다.  
 

 
2 2

2 3

4 3 1
IC

s

P a
G

hE B h

 
= + 

 
 (3) 

 

실험 시작과 영상 촬영 시작 시간을 일치시킨 후, 

다섯 지점을 선정하여 그 시간대의 raw data 로 받은 

하중 값과 영상으로 확인한 균열길이를 식 (3)에 대입

하여 에너지해방률을 계산했다. 이 때, 균열길이는 알

루미늄폼 시편의 경계부분에 모눈종이르 붙여 떨어진 

길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식 (3)으로 계산

한 에너지 해방률을 파괴에너지 값으로서 해석조건에 

넣어, 해석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2.2 이중외팔보의 Mode I 균열진전 실험 

Fig. 1 은 실험에서 사용 된 시험기와 스프레이

형 접착제로 접합 된 이중 외팔보 형태의 알루미

늄폼을 시험기에 장착한 것이다.  

ISO 규격(9)과 영국 공업규격(10)을 기준으로 제작 

된 시편에 모드 I 형태의 하중을 가하여 실험을 

하였다. 

발포알루미늄의 접합은 초기균열 25mm 를 제외

하고 스프레이 77
TM
 (3M corporation)을 약 10초 정

도 분사하고, 1 시간 정도 후에 다시 분사하였다. 

그 뒤에 위, 아래를 접합한 뒤, 약 3 kg 정도 되는 

물체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24 시간 동안 실온상태

에 노출시켰다MTS사의 100 kN Landmarks시험기

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변위제어 방법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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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중외팔보의 위쪽을 고정한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15 mm/min의 실험속도로 하중을 가했다.  

 

2.3 유한요소 모델링 

3 차원 모델링과 유한요소해석에는 상용 프로그

램인 ABAQUS 6.10이 사용되었다. Fig. 2는 해석을 

하기 위한 모델로서 접착제로 접합된 이중외팔보 

형태의 알루미늄폼 규격이다. 

2.1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기균열로 설정한 

앞쪽 25 mm 부분을 제외하고 접합된 형태로 나타

내었으며, 실제 시험편의 규격과 같은 규격으로 

핀 삽입 부분을 만들어서 고정될 부분과 하중이 

가해질 부분으로 나타내었다.  

Fig. 3 은 알루미늄폼의 유한요소 모델로 46956

개의 절점과 38909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위, 

아래 알루미늄폼은 C3D8R (An 8-node linear brick, 

reduced integration, hourglass control) 타입의 6 면체 

요소이며, 알루미늄폼을 접합시키고 있는 접착제

는 COH3D8 (An 8-node three-dimensional cohesive 

element) 타입의 6 면체 요소이다. 해석에서 사용된 

구성 방정식으로서 발포알루미늄은 Hooke’s law

를, 접착제는 Traction separation law를 사용하였다. 

균열전파에 대해서는 Maximum nominal strain 

criterion을 사용하였다. 

 

 
 

Fig.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installation 
 

 
Fig. 2 Dimension of CAD model 

Table 1은 해석에 사용 된 알루미늄폼의 물성치

이고, 접착제 부분은 cohesive 요소에 손상에 의한 

강성저하모델을 사용하여 균열 전파를 모사하였다. 

강성저하모델의 파괴에너지는 실험에서 구한 모드 

I의 에너지해방률 값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균열진전에 따른 하중 결과 

Fig. 4는 25 mm 초기균열을 갖는 이중외팔보 발

표알루미늄의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시간-하중 그 

 

Table 1 Property of aluminum foam 

Properties Values 

Mass Density (g/cm
3
) 0.345 

Young’s Modulus (MPa) 1100 

Poisson’s Ratio 0.3 

 

 
 

Fig. 3 3D FE model of boundary condition and zoom-
in section for adhesive layer 

 

 
Fig. 4 Load-time graph of static experiment for 

aluminum foam with 25mm initial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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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nergy release rate along crack length of 

aluminum foam 
 

래프이다. 알루미늄폼 시편에 힘이 가해지는 동시

에 하중이 급격히 증가하다 약 10 초에서 최대하

중 97 N 이 발생 하였으며, 10 초가 지난 후 부터

는 접착력이 약해지면서 하중값이 감소하였다. 

Fig. 5 는 실험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균열 길이에 대한 에너지해방률의 값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영상촬영 시작시간과 실험 시작시간을 

일치시키고, 실험이 끝난 후에 녹화된 영상을 보

면서 다섯 지점을 신정하였다. 그 시간대의 raw 

data 인 하중 값과 영상으로 확인한 균열 길이를 

식 (3)을 사용하여 에너지해방률 값을 계산하였다. 

이 때 균열길이는 시험 전에 시편에 붙인 모눈종

이의 눈금을 확인하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섯 지점의 평균 값인 4.14 J/m
2를 해

석의 조건으로 대입하여 해석을 하였다.  

 

3.2 이중외팔보의 모드 I 균열전파 해석 결과 

Fig. 6 의 그래프는 앞서 실험으로 얻은 변위-하

중 그래프와 해석으로 구한 변위-하중 그래프를 

비교한 것이다. 접착제의 특성 상 점도가 높아서 

이미 균열은 전파하였으나, 여전히 접착제의 강성

이 상당량 남아 있다. 따라서 커브 초기에 그래프 

기울기 값이 작아지면서도 최대 하중에 도달하였

다. 이 하중 값을 해석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cohesive 요소의 점착력을 변화시켜 최적화를 수행

하였으며, cohesive 요소의 파괴에너지가 증가되어 

곡선 끝 부분에는 실험보다 하중 값이 증가 된 결

과가 도출되었다.  

 

3.3 실험과 해석결과의 분석 및 고찰 

접착제는 고분자의 특성상 실험온도나 습도 등 

환경에 민감한 물질인데, 이에 따른 기계적 특성 

 
Fig. 6 Axial load-displacement comparison graph of 

experiment and analysis for Aluminum foam 
with 25mm initial crack : solid line from FEA 
and dots from tests 

 

관련 연구가 미흡하여 cohesive 요소의 재료 물성

치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Cohesive 요소의 기계적 물성치와 파괴에너지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알루

미늄폼 자체의 에너지해방률과 비교하여 균열 전

파 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향후 연구가 필요한 사

항이다. 또한 cohesive 요소 이외의 이중외팔보 파

괴를 실험과 더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는 유한요

소해석 방법 및 효과적인 균열 진전거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Fig. 7 은 MTS 인장시험기를 사용한 알루미늄폼

의 균열전파 실험과 ABAQUS 를 사용하여 같은 

조건으로 해석한 결과그림으로, 10 초, 20 초, 30 초, 

40 초를 각각 비교하였다. 알루미늄폼이 하중을 

받는 초기부분인 접착제가 없는 균열 시작부분에

서는 하중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선형탄성 형태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변위가 증가하면서 접착제가 떼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탄성

범위를 벗어났고 최대하중이 발생하는 변위 값인 

2 mm까지는 이중외팔보가 받는 하중이 증가한다. 

최대하중이 발생하는 지점에서는 47 mm 의 균열

길이가 관찰되었고, 83 mm 의 균열길이가 생기는 

20 초까지는 하중이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부터는 균열 전파속도가 감소하고, 103 mm

의 균열길이가 생기는 30 초까지는 접착제의 약 

60 %가 떨어졌으며, 40 초 부근까지 도달했을 때

는 시험편이 붙어있던 접착제의 점착력이 거의 없

어져 더 이상 하중을 받지 않았다.  

알루미늄폼이 접착제에 비해 높은 밀도와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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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ocess of crack propagation with Aluminum 
foam DCB  

 

계수를 갖고 있고, 접착제의 층이 매우 얇다. 이로 

인하여 접착제는 변위가 가해지는 약 40 초만에 

강성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알루미늄폼은 큰 변형 

없이 분리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mm 의 

변위 이후 하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 역시 같은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험데이터 기반의 물성을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균열을 갖는 접착제로 접합 된 알루미늄폼의 

균열 진전거동에 대해서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결과로서 최대하중 값은 실험과 해석

에서 거의 일치하였으나, 최대값이 나타나는 변위

는 해석이 실험보다 약 40 % 정도 늦게 도달하였

다.  

(2) 해석에서의 파손에너지 값이 실제 사용된 

접착상태에 더 근사하게 될 경우, 실험과 해석의 

일치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3) 실험과 해석의 결과가 비슷한 경향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른 형상이면서 

동일한 접착방법으로 접합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알루미늄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험 없이 같은 

에너지해방률을 사용해도 실제 거동과 유사한 해

석결과를 얻을 수 있게된다. 결과적으로 에너지해

방률을 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불필요함으

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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