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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용 레이돔에 적용되는 복합재의 볼트 체결부 강도에 대한 온도 및 습도 환
경의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열습환경에 노출된 레이돔 체결부에 대해 수분흡수율을 구하고, 온도와 습도 
환경에 따른 체결부 강도의 물성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때 시편은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상온건조(RTD), 
고온고습(EWT), 저온건조(CTD)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볼트 체결부의 파손하중 및 파손모드를 결정하
기 위한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의 결과가 체결부 강도와 파손모드에서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으며 체결부 파손강도 예측이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hygrothermal effect on the strength of bolt jointed section and moisture 
contents of composites exposed to hygrothermal environment for composite aircraft radome. The decrease in strength in 
the test environment is mainly attributed to the change in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matrix due to temperature and 
moisture. The composite specimens were tested in three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RTD(room temperature 
and dry), CTD(cold temperature and dry) and ETW(elevated temperature and wet). The failure mode of the bolt jointed 
composite specimens were studied using test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Finite element analysis reasonably predicted 
the failure load and mode of the joints. A reliability-based design was carried out for the bolt jointed composites of 
ra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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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합재료는 기존의 등방성 재료에 비해 비탄성, 
비강도가 높고 내마모성, 경량성 및 절연성 등이 
우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항공기 부품, 우주 항공
산업 구조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
다. 복합재료가 항공우주분야에서 금속을 대체하
는 재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복합재 구조설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복합재료 구조물
은 금속부와 연결되는 체결구조를 포함하고 있으
며 재료의 이방성 때문에 체결부의 강도와 파손 
특성이 등방성의 경우에 비해 매우 다른 특성을 
지니므로 파손강도 및 파손양상에 대한 평가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고분자 복
합재료의 특성상 온도, 습도 환경에 따라 물성변
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결부 강도에 대한 
설계허용치 데이터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연구분
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용 레이돔에 적용되는 복

합재의 볼트 체결부 강도에 대한 온도 및 습도 환
경의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열습환경에 노출된 항
공기용 레이돔 체결부에 대해 수분흡수율을 구하
고, 체결부의 하중시험을 통해 내구성 평가를 수
행하여 레이돔 설계에 반영하였다. 

2. 본 론 

2.1 시편 제작  
복합재료 체결부 시편의 형상은 Fig. 1과 같으며 

실제 레이돔 볼트 체결부 구조와 동일형상으로 동
일 재질의 평직(fabric) 프리프레그를 사용하여 제
작하였다. 시편형상은 ASTM D5961(1) 규격을 근거
로 체결부의 폭과 원공직경 비(w/D), 끝단까지의 
거리와 원공 직경비(e/D)를 고려하였으며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여 복합재료 체결부의 파손모드와 
파손강도를 예측하였고, 레이돔 체결 부에 최적화

된 구조에 대하여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
였다. 
시험 시편의 적층순서는 [45°/0°/-45°/0°/45°/0°/  

-45°/0°/45°/0°]s이고, 체결부의 폭과 원공직경 비, 
끝단까지의 거리와 원공 직경 비, w/D와 e/D는 3
으로 적용하였다.  

2.2 수분흡수 시험 
자연환경에서는 온도뿐 아니라 습도환경도 고려

되어야 하기 때문에 Fig. 2와 같이 온도와 습도 제
어가 가능한 환경챔버(TH-G-408)를 이용하여 고온
고습조건을 복합재 시편에 적용하였다. 열습환경
에 장시간 노출된 복합재 내에 수분이 침수되면 
복합재의 수지가 팽윤되고, 섬유와 수지 사이의 
계면 특성이 감소한다.(2,3) 이러한 영향은 복합재의 
기계적 특성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환경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시편은 상온건조(RTD) 시편, 열습환경이 적
용된 시편은 고온고습(ETW) 시편, 저온건조 환경
이 적용된 시편은 저온건조(CTD) 시편으로 구분
하였으며 레이돔에 가해지는 실제 운용조건인 환
경조건을  적용하였다. 저온건조(CTD) 시편은 저
온(-55.0℃) 조건에서 시험을 하였으며 열습환경이 
적용된 시편은 고온(71.0℃), 고습(85% R.H.) 조건
에서 시험하였다. ASTM D5229 기준에 의거하여 
흡습율을 정의하였으며 수분이 시편에 포화흡수 
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시편의 무게는 정밀전자 
저울(AND/HR-200)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흡
습율은 Eq. 1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1) 

여기에서 은 시편의 수분흡수율, 는 규정된 

시간 동안 흡습된 후의 시편 무게, 0은 흡습 전

 
Fig. 1 Configuration of the bearing test specimen 

 

 

Fig. 2  Overview of tested specimens exposed to 
hygrotherm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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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편 무게이다. 
Fig. 3은 노출시간에 따른 ETW 시편의 수분흡수

율이 나타나 있다. ASTM D5229 규격에 근거하여 
426일 이후 흡습율의 상대 증가율이 0.02% 내로 
안정화되어 수분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4) 
일반적으로 복합재의 강화섬유에 수분이 흡수되

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지와 
섬유간의 계면이나 수지 자체에서 수분흡수가 진
행되며 수분 흡수에 의한 수지의 팽창 및 계면 특
성 저하는 복합재의 수분흡수율을 높이는 요인으
로 열습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흡수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5,6) 

2.3 체결부 강도 시험 
Fig. 4는 복합재료 체결부의 핀 하중 시험을 위

한 하중시험장치(INSTRON 5985)이다. 핀 하중 시
험은 체결 핀을 이용하여 시편 원공에 하중을 가
할 수 있는 구조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하중은 변
위제어 하에서 1.0mm/min로 가하였다. 

Fig. 5는 RTD 시편, ETW 시편, CTD 시편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이다. RTD 시편의 베어링 강도는 
평균 242.0MPa이고 표준편차는 6.0MPa, CTD 시편 

 
Fig. 5 Result of pin-loading test in RTD, CTD and ETW 

conditions 

 

 
(a) RTD specimens 

 
(b) CTD specimens 

 
(c) ETW specimens 

Fig. 6 Failure modes of tested specimens in CTD, RTD 
and ETW conditions 

 
의 경우 평균 327.0MPa이고 표준편차는 32.7MPa, 
ETW 시편의 경우 평균 212.0MPa이고 표준편차는 
5.0MPa로 나타났다. RTD시편과 비교하여 ETW 시
편의 강도는 12.4% 감소하였으며 CTD 시편의 강
도는 35.1% 증가하였다. ETW 시편의 경우 고분자 
수지의 연성화가 촉진 되어 섬유와 수지 간의 계
면특성 감소에 의하여 기계적 강도 저하에 큰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7,8) 

 

Fig. 3 Moisture content of composites exposed to 
hygrothermal environments 

 

 
Fig. 4 Set up of pin-lo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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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체결부의 파손 모드는 베어링파손(bearing 
failure), 인장파손(net tension failure), 전단파손(shear 
out failure)으로 분류된다. 체결부 홀의 폭과 원공 
직경비 등에 따라서 파손모드가 결정되며 파손모
드들 중에서 베어링파손 모드는 볼트 체결 부위에
서 국부적으로 파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재 전체
의 파손을 유발하지 않는다. 국부적 영역에서의 
파손은 전체 구조물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1차 파손모드가 베어링파손 모드가 되도록 
최적설계 되어야 한다. 

Fig. 6은 RTD, CTD, ETW 시편의 파손모드를 나
타낸다. 시험결과를 보면 RTD, CTD, ETW 조건에
서 베어링파손의 형태로 최종 파손이 발생하도록 
설계 반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체결부 강도 예측 
체결부의 파손강도와 파손양상을 파악하기 위하

여 설계 변수인 체결부 홀의 폭/직경/두께 및 적
층순서를 달리하여 검토하였으며 최적의 체결부 
형상을 적용하여 파손강도를 예측하였다. 

Fig. 7은 체결부의 파손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
델을 나타낸 그림으로 Fig. 4의 시험과 동일조건으
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하중조건은 볼트 홀 주위
의 접촉력의 정확한 분포를 구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볼트주위의 하중을 근사적으로 Cosine 
Distribution한다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9)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은 상용 프로그램인  MSC/ 
NASTRAN을 사용하였고, 전·후처리 프로그램은 
MSC/PATRAN을 사용하였다. 
재료의 기계적 물성치는 Table 1에 명시하였으며 

평직(fabric) 프리프레그로 시편을 제작하여 소재의 

Table 1 Coupon test result for Radome 

Properties Value Spec. 
(ASTM) 

Modulus 23.6GPa 
Strength 557.0MPa Tensile 0° 

Poisson’s ratio 0.141 

D3039 

Modulus 21.9GPa 
Strength 507.0MPa Tensile 90° 

Poisson’s ratio 0.116 

D3039 

Compression 0° Strength 411.0MPa D695 

Compression 90° Strength 397.0MPa D695 

Modulus 4.1GPa 
In-Plane Shear 

Strength 71.5MPa 
D5379 

 

 
Fig. 7 FE Modeling of Pin loading specimen 

Table 2  Comparison of experimental with FEM result 

 Test Analysis Difference 

Peak Load 242.0MPa 257.8MPa 6.5% 
 

 
(a) xxs (Max. Stress 293.6MPa)  

 
(b) yys (Max. Stress 278.1MPa) 

 
(c) xyt  (Max. Stress 72.1MPa) 

Fig. 8 Stress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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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치를 구하였다. MIL-HDBK-17 Volume 1에 따라
서 시편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시험값은 B-basis 
value를 적용하였다.(10) 
파손해석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영역을 단위로 

하여 어떤 방법으로 파손을 판정할 것인가를 결정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층에 대하여 응력
성분들을 구하고 이 값이 재료의 강도와 같아질 
때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구조물에 
국부적인 파손이 발생하면 파손영역 에서의 강성
이 저하되기 때문에 각 단층의 국부 적인 파손모
드로 최종 파손이 발생하는 파손 모드로 간주하였
다.(11) 파손판정은 평직(fabric) 복합재 적층판에 적
용되어지는 최대응력 판정식을 사용하였다.  
최대응력 판정식(12):  
 
                                         (2) 
 
식 (2)에서 1s , 2s , 12t 는 각각 섬유방향 및 섬

유수직방향 응력과 전단응력이고, Xt, Xc, Yt, Yc, S는 
각각 섬유방향 인장 및 압축강도, 섬유수직방향 
인장 및 압축강도, 전단강도이다.  
파손모드는 주된 파손이 나타나는 위치를 기준

으로 결정하며 인장파손(net tension failure)의 경우 
원공의 전방부를 중심으로 60~90도 영역에서 파
손이 나타나고, 베어링파손(bearing failure)은 0~30
도 영역에서, 전단파손(shear out failure)은 15~75도 
영역에서 주된 파손이 나타나게 된다.  

Fig. 8은 선형 유한요소해석의 결과를 나타낸 그
림으로 체결홀에 가해진 하중이 257.8MPa일 때 
최외곽 1번째 층(Layer)에 작용하는 응력분포를 나
타낸 그림이다. 최대응력 발생은 섬유방향에서 나
타나지만 전단방향에서 전단응력 값이 전단 파손
강도보다 크기 때문에 국부적인 파손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주된 응력분포가 원공의 전방부 
0~30도 영역에서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실
험결과와 일치하는 베어링 파손을 의미하며 Table 
2와 같이 시편의 베어링 강도는 유한요소해석 방
법으로 예측한 값과 비교해보면 약 6.5%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습환경을 고려한 항공기용 레
이돔의 체결부 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RTD 시편의 베어링 강도는 242.0MPa이고, 
ETW 시편의 베어링 강도는 RTD 시편에 비해 

12.4%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수분과 고온이 동
시에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섬유와 수지간의 계면
특성 감소에 의하여 기계적 강도 저하에 큰 영향
을 주어 베어링 강도가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하
였다. 

(2) 항공기용 레이돔의 실제 운용환경조건에서 
수분흡수율은 약 0.62%이며, 수분포화 기간은 465
일 정도로 확인하였다. 

(3) 복합재료 체결부 시편의 베어링 파손강도는 
유한요소해석방법으로 예측한 결과 오차는 약 
6.5%로 확인하였으며 체결부 파손강도 예측이 가
능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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