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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 수직 하중(N)   : 분열 하중(N)  	 : 파괴에너지(mJ/mm2) 
 

1. 서 론 

입자강화 복합재료는 금속연료, 산화제 및 고분

자 물질인 바인더를 결합하여 점탄성 특성을 나타

내는 재료이며, 점화 시에는 고온 고압의 작동 환
경이 조성되므로 구조재로 작용한다. 최근 이 재
료는 각종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

에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제작 과정 
및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입
자강화 복합재료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그레

인(grain)의 형상으로 제작되는데, 이러한 그레인은 

Key Words: Wedge Splitting Test(쐐기분열시험), Fracture Energy(파괴 에너지), Digital Image Correlation(디지털 
이미지 상관법), Crack Tip Opening Distance (CTOD, 균열선단 개구변위)  

초록: 입자강화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쐐기분열시험으로부터 얻은 파괴에너지, 균열진전 및 CTOD 에 대
한 온도의 영향이 조사되었다. 이용된 재료는 고분자바인더, 산화제 및 알루미늄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쐐기분열시편의 시험 속도는 50 mm/min 이고, 온도 조건은 50℃, 상온, -40℃, -60℃이었다. 분열하중-
CMOD 로부터 구한 파괴에너지는 50℃에서 -40℃까지 온도의 감소와 함께 증가한다. 또한 -60℃에서 입
자강화복합재료의 강도는 유리전이온도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며 취성거동을 보였다. 그리고 디지털 이
미지 상관법을 이용하여 균열 선단부근에 대한 변형률장이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fracture energy, crack propagation, and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CTOD) was determined for particulate reinforced composites using the wedge splitting test. The materials that were 
used consisted of a polymer binder, an oxidizing agent, and aluminum particles. The test rate of the wedge splitting 
specimen was 50 mm/min, the temperature conditions were 50℃, room temperature, -40℃, and -60℃. The fracture 
energy, calculated from splitting load-crack mouth opening displacement(CMOD) curves, increased with decreasing 
temperature from 50℃ to -40℃. In addition, the strength of the particulate reinforced composites increased sharply at -
60℃, and the composites evidenced brittle fracture due to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he strain fields near the 
crack tip were analyzed using digital imag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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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경화 반응 중의 열적 변화, 
내부 압력 상승 등의 내·외부 요인들에

력이 집중하는 취약부위에 균열이 
이 때 취약부의 균열은 계속적으로

연소 표면적이 넓어져서 과연소로 
에 성능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화 복합재료의 파괴역학적 특성을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에서 입자강화 복합재료의

대한 다양한 파괴역학적 파라미터 
고 있다. Liu(1)는 다양한 온도 및 
에서 모서리 균열 시편을 사용하여

재료의 균열전파거동을 연구하였다

선형 점탄성 재료의 크리프 컴플라이언스

괴에너지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존적 파괴거동 이론을 보고하였다

AP-HTPB (ammonium perchlorate hydroxyl terminated 
polybutadiene) 기반의 혼합형 입자강화

대한 선형 탄성 및 비선형 파괴역학에

를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온도 
적인 콘크리트의 에너지 해방율을 
쐐기분열시험을 입자강화 복합재료에

Kwon 등(4)은 높은 변형속도에서 
있는 점탄성 성질의 입자강화 복합재료에

열 성장과 손상을 연구하였다. Kakavas
화 복합재료의 응력완화 및 크리프

였으며, 이들 연구 결과에서 재료의

속체의 대변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이러한 연구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재료의 파괴역학적 파라미터에 대한

점탄성 이론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TPB 의 입자강화복합재료를

용하여 온도 변화에 대한 쐐기분열시험을

고 균열길이, 균열선단 개구변위 및
도출하며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을 
변형률장을 가시화하였다. 

2. 시험 방법 

2.1 재료 및 시편 
사용된 재료는 유리전이 온도보다

서 유리와 같이 거동하고, 유리전이

서 고무의 성질을 가진 고체로 점탄성

타내는 입자강화 복합재료이다. 재료는

인더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험 시편의 형상 및 치수를 나타낸 
높이 85 mm, 폭 120 mm, 두께 50 mm

· 김재훈 · 최훈석 · 박재범 · 김신회 · 정규동 

, 점화 시 급격한 
요인들에 의해 응

 발생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진전하게 되고, 

 인하여 점화 시
따라서 이러한 입자강

 파악하는 것은 

복합재료의 균열 문제에 
 연구가 진행되

 시험 속도 조건

사용하여 입자강화 복합

연구하였다. Schapery(2)는 
컴플라이언스, KI과 파

확인하기 위해 시간 의
보고하였다. Tussiwand(3)는 

HTPB (ammonium perchlorate hydroxyl terminated 
입자강화 복합재료에 

파괴역학에 대한 연구

 조건에서 일반

 구하는 방법인 
복합재료에 적용하였다. 

 노치를 지니고 
복합재료에 대한 균

. Kakavas(5)는 입자강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

재료의 대변형은 연
있다고 보고하였다. 

있듯이 입자강화 복합

대한 평가는 선형 

입자강화복합재료를 이
쐐기분열시험을 수행하

및 파괴에너지를 
 이용하여 표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

유리전이 온도 이상에

점탄성 거동을 나
재료는 HTPB 바

.  Fig. 1 은 쐐기분열시

 것이다. 시편은 
50 mm 이고, 노치는 

18 mm 크기로 제작되었다. 
예비균열은 예리한 칼날을

생성시켰다. 
 

2.2 시험 조건 
시험온도는 운반이나 저장

중에 노출 될 수 있는 온도인

점탄성 소재의 재료 물성이

파괴를 발생시키는 유리전이

행하였다. 시험 속도는 50 mm/min
를 통과하면서 시편에 열림

였다. 이 때 쐐기가 최대로70	 mm로	 각	 온도에서	 동일하게

시험에 사용된 장비는 INSTRON 5567
INSTRON 3119 환경 단열용기를

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charge-coupled device camera)
길이 및 CTOD를 측정하기

시험은 열 평형을 유지하기

단열용기에서 일정 온도를

다. 표면 변형률장은 디지털

용한 GOM사의 ARAMIS소프트웨어를

도출하였다. 
 

2.3 시험 방법 

Fig. 2 는 쐐기분열 시편에

을 나타낸 것이다. 쐐기분열시험은

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가지고 있다. 입자강화

시험 치구에 직접 맞물리게

현상을 보완하게 된다.  
쐐기분열 시편을 이용한 

CMOD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은 파괴에너지로서 균열이

 

Fig. 1 Specimen for wedge splitting test (unit: mm)

. 그리고 길이 25 mm 의 
칼날을 사용하여 시편 중심에 

저장 운용 시 재료가 공기 
온도인 50℃, 상온, -40℃와 

물성이 크게 변화되고 취성 
유리전이 온도인 -60℃에서 수

50 mm/min로 쐐기가 롤러

열림 하중이 작용되도록 하
최대로	 내려가는	 변위	 설정을	

동일하게	 시험을	 하였다.	
INSTRON 5567시험기와 

단열용기를 이용하여 용기 
유지하였다. CCD 카메라

coupled device camera)는 시편의 표면, 균열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모든 
유지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환경 
온도를 유지한 후에 진행되었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편에 치구를 장착한 모습

쐐기분열시험은 파괴인성시험

있는 컴팩트 인장시편의 장
입자강화 복합재료의 특성상 

맞물리게 되면 압축 변형되는 

 시험 방법은 분열하중–
있다.이 곡선 아래 면적

균열이 발생한 단면을 생성하 

 
Specimen for wedge splitting test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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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tic system of wedge splitting test 
 

는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파괴에너지는 재료의 강
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여기서, 생성되는 
균열 면은 응력 전달이 없는 완전히 분리된 파단 
면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괴에너지는 시험의 처
음부터 시편이 파괴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시험을 
수행한다면, 시편에 가해진 외부에너지와 시편의 
완전한 파괴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같다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CMOD 는	 식	 (1)을	 사용하여	 구한다.	
여기서,	 는	 종	 방향	 이동	 거리,	 는	 횡	 방향	 이
동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쐐기	 치구의	 각도는	 30° 이다.	 각도	 α 는	 쐐기	 각
의	 1/2	 인	 15° 이다.	 횡	 방향의	 분열	 하중(splitting 
load)은	 식	 (2)로부터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분열	하중,	 는	수직	하중이다.	

 tanα = ′ ,  = 	             (1) 

    CMOD =  × 	2		 	 	 		 	 	 	 tanα = 	,	  =	 2  (2)		 는	분열	하중-CMOD 의	그래프	곡선	아래	면
적을	 이용하여	 계산한	 파괴일이다.	 이는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	 	 	 	 	 	 	 	 	 (3) 

 는	 파괴에너지이며,	 균열이	 발생하는데	 필요

로	 하는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된다.	 파괴에너지는	
식 (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는	 초기	 균열이	
진전하여	형성된	전체	파단	면적이다.		  =	/	 	   (4)	

 
Fig. 3 Diagram for correlating the images between a 

reference and deformed sub images 
 

입자강화 복합재료의 파괴변수는 CTOD 로 결정

하여 평가하였다. CTOD 는 CCD 카메라를 이용하

여 균열 선단에 위치한 균열 이탈의 대략적인 추
정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6)	
 

2.4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

의 표면에서 얻어낸 이미지를 전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는 광학적 처리 기법 중에 하나이다.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의 가장 큰 장점은 관심대상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변형률을 측정하는데 탁월한 특징

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
편 표면에 스패클 패턴(speckle pattern)을 만들어 
패턴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변형률장을 도출할 수 
있다. 

Fig. 3 은 측정 영역의 초기 지점 P,	 O 가 변형이 
된 지점 P’,	 O’	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식 (5), 
(6)은 두 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 	는 변
형 전 P 점, , 는 변형 전 O 점의 좌표를 나타

내고,		, ′는 변형 후 P’ 점, ′, ′는 변형 후 O’	
점 좌표를 나타낸다. 
 ′ = 	 + 	 +	 ∆ +  ∆ (5) y′ = 	 + 	 +	 ∆ +  ∆  (6) 

 
여기서 ∆ = 	−	 ,	 ∆ =  − 이고, ,	 는 ,	  
방향으로 이미지의 중심 이동을 의미한다. 적절한 
초기 추측치의 설정으로부터 반복 계산하여 기준 
서브 픽셀과 변형 후 픽셀의 최적화를 통해 변위 ,	 를 계산할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은 이미지의 차이를 구별 

할 수 있도록 시편 표면에 흰색과 검은색 래커

(lacquer)를 분사하여 스패클 패턴을 만들었다. 또
한 균열이 진행된 후의 표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해서 균열 개시 점에서 적당한 거리에 각 각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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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을 찍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균열 진전 시에 시편의 표면은 CCD 카메라를 이
용하여 1초당 하나의 프레임 간격으로 촬영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CMOD 에 따른 분열 하중 
Fig. 4 는 다양한 온도에서 쐐기분열시험을 수행

하여 분열 하중-CMOD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최대 분열 하중은 온도가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온영역에서 입자강화 
복합재료의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Table 1 은 
다양한 온도 변화에 따른 파괴일, 균열면적 및 파
괴에너지를 정리한 것이고, Fig. 5 는 파괴에너지와 
균열 면적의 관계를 온도 변화에 따라 나타낸 그
래프이다. 이들 결과로부터 파괴에너지는 온도가 
50℃에서 -40℃로 내려갈수록 증가하고, 쐐기가 
설정에 따라 최대로 내려갔을 때 균열이 발생한 
면적은 감소한다. 특히 -60℃에서는 취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40℃에 비해 파괴에너지는 작아지

고 균열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Table 1 Fracture energy in the fracture zone for various 
temperatures 

 

Temp. 
(℃) 

 
(N•mm) 

 
(mm2) 

 
(mJ/mm2) 

50 3062.41 2717 1.13 

R.T. 4860.24 2096 2.32 

-40 23371.29 1424 16.41 

-60 9509.90 2907 3.27 
 

 
Fig. 4 Splitting load - CMOD curves for various 

temperatures 

은 Fig. 4 의 -60℃ 곡선 경사가 유리전이 거동에 
의해 균열 열림 구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균
열진전 시작과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입자강

화 복합재료의 파괴에너지 평가는 분열하중-
CMOD 곡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2 시간 경과에 따른 균열 진전 길이 
Fig. 6은 다양한 온도에서 시간에 따른 균열 진

전 길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균열진전 길이는 초기 시험 시간에서 변화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도가 50℃에서 –40℃로 감소할 때 균열 
진전 길이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0℃에

서 균열진전 길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60℃에서 유리전이거

동에 의한 취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균열진전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균열은 급격히 증가 
 

 
Fig. 5 Plots of fracture energy and area for various 

temperatures 
 

 
Fig. 6 Crack length-time curves for various temperatures 



입자강화 

   
 

Fig. 7 CTOD - time curves for various temperatures
 

 
Temp. CCD Image  

50℃ 

  

R.T. 

  

-40℃ 

  

-60℃ 

  

 

Fig. 8  Strain fields for various temperatures of the 
surface at 25 sec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자강화

의 점탄성 성질로 인해 재료 내부의

상에 대한 시간이 온도가 감소함에

것으로 판단된다. 
 

3.3 시간 경과에 따른 CTOD 
Fig. 7은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CTOD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이들

CTOD는 50℃에서 -40℃로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60
는 시험 시작 후 10초가 지난 시점부터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상은 균열 길이의 변화와 동일하게

따른 재료의 강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복합재료의 쐐기분열시험 및 파괴에너지 평가 

 
time curves for various temperatures 

  

  

 

 

 

Strain fields for various temperatures of the 

입자강화 복합재료

내부의 응력완화 현
감소함에 따라 줄어든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이들 결과로부터 

온도가 변화에 따라 
60℃에서 CTOD 

시점부터 60초까지 
있다. 이러한 현

동일하게 온도 감소에 
때문이다. 

Fig. 9  CTOD-time curves by digital image correlation
 

3.4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을

Fig. 8은 시험 시간이 25
화에 따른 x, y 변형률장의

한 것이다. 변형률장은 축 
방향 변형률, 로 나타내었다

서는 하강하는 쐐기의 그림자

면 변형률장을 측정할 수 없는

과로부터 표면 변형률장은 
균열 선단과 균열 선단부근에

성하면서 약 2~5% 정도 변형률이

에서 변형률은 아주 미미하게

라서 균열을 가진 입자강화

을 받을 경우 균열 선단에서

하여 균열이 진전되지만, 
미세한 균열이나 결함이 발생하게

한다. 특히 유리전이 온도 
성 파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변형과 함께 급격하게 균열이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하여

기 균열 선단의 변위를 측정한

적으로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은

통해 변위 및 변형률장을 
시편의 파괴 영역에 대한 분석이

4. 결 

본 연구에서는 HTPB 바인더

복합재료에 대하여 쐐기분열

열 진전 시험을 수행하였다

온, -40℃, -60℃에서 실시하였고

하중-CMOD 곡선을 도출하고

였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 
면의 변형률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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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curves by digital image correlation 

 
상관법을 이용한 변형률장 

5초일 때 다양한 온도변

변형률장의 윤곽(contour)을 가시화

 방향 변형률, 과 횡 
나타내었다. 이 때, 25초 이상에

그림자 때문에 더 이상 표
없는 시점이다. 이들 결
 50 ℃와 상온 조건에서 

선단부근에 넓은 변형률장을 형
변형률이 발생하고, -40℃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
입자강화 복합재료는 인장 하중

선단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

, 균열 선단 부근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

 부근 -60℃ 에서는 취
때문에 짧은 시간에 미미한 
균열이 진전된다. Fig. 9는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초
측정한 그래프이다. 결론

상관법은 변형된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다. 

 론 

바인더 소재의 입자강화 
쐐기분열 시편을 이용해서 균

수행하였다. 시험 온도는 50℃, 상
실시하였고, 시험을 통해 분열 
도출하고, 파괴에너지를 구하

 상관법을 이용하여 표
도출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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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온도가 50℃에서 -40℃로 내려갈수록 

파괴에너지는 증가한다. 또한 쐐기가 시험 설정에 
따라 최대로 내려갔을 때 균열이 일어난 면적은 
감소한다. 반면, 취성거동이 발생한 -60℃에서 파
괴에너지는 유리전이 거동으로 인해 분열하중-
CMOD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감
소하였기 때문에 -40℃에 비해 감소한다. 

(2) 입자강화 복합재료는 온도가 감소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균열 길이와 
CTOD 는 온도가 50℃에서 -40℃로 내려갈수록 응
력완화 현상에 대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

한다. 특히 -60℃에서 균열길이와 CTOD 는 유리

전이 거동으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증가한다. 
(3) CCD 카메라를 통해 측정한 시편의 표면은 

디지털 이미지 상관법을 이용하여 변형률장을 가
시화하였다. 이 때 표면 변형률장은 균열이 진전

할 때 균열 선단과 균열 선단 부근에서 미세한 균
열이나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 2~5%의 변형

률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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