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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끝단 형상에 따른 마그네슘 합금과 유리섬유 복합소재 

단일겹치기 본드 조인트 거동 분석

Structural Behavior Evaluation of Mg-GFRP Composite Single-Lap Bonded 

Joints With Different End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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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이종소재를 체결하는 기법에는 접착 체결, 기

계적 체결 및 하이브리드 체결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기계적 체결기법의 경우 분해가 용이하고, 표면처리가 불필

요한 장점이 있지만 중량증가 및 응력집중을 유발하는 단점

이 있다[1-4]. 이러한 기계적 체결기법은 주로 두꺼운 체결

부재의 체결시 적용된다. 이에 비해 접착 체결부(bonded joint)

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및 표면처리에 민감한 단점이 있지만,

구멍가공이 불필요하고 무게증가가 미미하기 때문에 주로 얇

은 복합재 구조물의 접합에 많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이러

한 두 가지 체결기법을 동시에 적용한 하이브리드 체결기법

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접착 체결기법은 최근 차

량 경량화 추세에 따라 얇은 복합소재 구조물 및 이종소재

간의 접합에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착 체

결기법의 경우 접착층이 하중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하

게 된다. 이러한 접착 체결부에는 단일겹치기 조인트(single

lap joint), 이중겹치기 조인트(double lap joint), 버트 조인트

(butt joint), 스카프 조인트(scarp joint) 등 여러가지 기법이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단일겹치기 조인트는 체결방법이 단

순하여 항공기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겹치기 조인트의 겹침부 끝단의 경우 기

하학적 특징에 의해 이론적으로 응력이 무한대인 특이점이

며, 실제 초기 균열이 발생하는 부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응

력집중부의 응력을 완화할 수 있다면 단일겹치기 조인트의

접합강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1].

단일겹치기 조인트의 겹침부 끝단의 응력집중 완화시키는

방법은 필렛 형상조정(shaping spew filet geometry), 접착부

재와 접착재의 강성구배부과(modulus grading of adherends

and adhesives) 및 접착부재 끝단의 테이퍼링(tapering

adherends) 등이 있다. 필렛 형상조정과 관련된 연구로 Tsai

[5] 등은 모아레 프린지(Moire fringe)기법과 유한요소해석기

법을 이용하여 복합재 단일 겹치기 접착 체결부의 응력분포

를 고찰하였다. 또한, 접착 체결부 끝단에 필렛(spew fillet)

이 존재할 경우 응력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Lang [6] 등은 끝단 필렛의 형상에 따른 단일겹치기 조인트

의 응력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완만한 도입부형상

은 응력집중을 상당히 완화기킴을 확인하였다. 특히, 반경이

6mm인 아크 형상을 잦는 필렛형상이 가장 응력저감효과가

Abstract In this study, the strength of magnesium-GFRP/epoxy single-lap bonded joints are experimentally evaluated

with different end shapes. In order to achieve this, four different single-lap joints with different end shapes are fabricated

and the failure load is measured under tensile loading tests. From the test results, the single-lap joint with a square end

exhibits the lowest failure load while the single-lap joint with reverse tapering and a spew fillet has the highest stress values.

It has 11.1% higher failure strength than the single-lap joint with a squar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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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과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재로 구성된 단일겹치기 조인트의 접착부재의 끝

단 형상에 따른 조인트의 구조거동을 시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4가지 서로 다른 끝단부 형상을 갖는

마그네슘 합금-유리섬유/에폭시 복합재 단일겹치기 시편을 제작하였다. 또한, 인장 시험을 통해 각 단일겹치기

조인트의 파단 거동을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끝단형상이 직각인 형상을 갖는 조인트의 파단 강도가 가장 낮았다.

이에 반해, 접착부재가 역방향 테이퍼를 갖는 조인트의 접합강도가 가장 높았고, 이 값은 끝단 형상이 직각인

형상 대비 약 11.1% 증가된 접합강도이다.

주요어 : 마그네슘, 유리섬유 복합재, 단일겹치기 조인트, 끝단부 형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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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으며 수직끝단형상(square ended)을 갖는 조인트 대비 수

직응력(peel stress)과 전단응력(shear stress)이 각각 87%와

60% 감소하였다.

접착부재와 접착재의 강성구배부과관련 연구로 Ganesh [7]

등은 브레이드 복합재 접착부재(braided composite adherend)

를 이용하여 접착부재의 강성구배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전

단응력은 20%, 수직응력은 5%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강성구배와 테이퍼를 통한 기하학적 형상구배(geometrical

grading of adherends)가 유사한 응력완화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Haghanl [8] 등은 스틸 빔(steel beam)에 부착된

탄소/에폭시 접착부재의 끝단에 순방향과 역방향 테이퍼를

부과하여 응력완화효과를 고찰하고 필렛이 존재하는 역방향

테이퍼가 부과된 경우 전단응력은 42.3%, 수직응력은 76.0%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과 유리섬유 복합재로 제작

된 본드 단일겹치기 조인트의 접착부재의 끝단 형상에 따른

접합강도를 시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유리섬유 복합재의 경

우 철도차량의 내장재 및 전두부 등 철도차량에 적용되고 있

는 소재이다. 그러나, 마그네슘 합금의 경우 아직까지 철도

차량에 적용이 미미하다. 그러나, 향후 기존 알루미늄과 복

합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필

요하다. 특히, 마그네슘 합금이 철도차량 부품에 적용될 경

우 기존 소재들과의 이종소재 접합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

서는 이에 대한 접합부 접합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시험적으로 평가하였다.

2. 시편준비 및 시험

2.1 시편형상

본 연구에서 적용된 마그네슘 합금-유리섬유 복합재 단일

겹치기 조인트의 형상과 치수는 Fig. 1과 같다. 단일 겹치기

접착 체결부는 두께 ta=4.0mm, 폭 W=25.4mm이고 길이

L=127mm인 유리섬유/에폭시 접착 부재가 c=24.5mm의 겹

침부(overlapped section)를 가지면서 두께 tb=5.0mm의 마그

네슘 합금과 본드에 의해 체결되어 있다. 시험에 적용된 복

합재는 4매주자직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재(GEP224, SK

Chem., Korea)이다. 유리섬유/에폭시 접착부재의 적층구조는

[0/45/-45/0]4s이다. 마그네슘 합금은 포스코에서 제작된

AZ31B 마그네슘 판재를 이용하였다. 유리섬유/에폭시 접착

부재와 마그네슘 합금의 접착을 위해 FM73 접착필름이 적

용되었다. 각 소재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유리섬유/에폭시 복합재간의

이종소재에 접착재를 이용한 단일 겹치기 조인트를 제작할

때 접합부재의 끝단형상에 따른 접합강도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Fig. 1의 시편형상에서 접착제에 의해 접착되

는 접합부재의 끝단의 형상을 Fig. 2와 같이 서로 다른 4가

지 형상의 시편을 제작하여 형상별 접합강도 및 파손거동을

평가하였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끝단이

직각(square end)인 모델 (model 1), 끝단이 직각인 모델에

필렛(fillet)을 부과한 모델 (model 2), 끝단에 순방향 테이퍼

(normal tapering)를 부과한 모델 (model 3) 및 역방향 테이

퍼(reverse tapering)를 갖는 모델 (model 4)이다. 본 연구에

서 적용된 테이퍼와 필렛은 45o 각도를 갖는다.

2.2 시편제작

시편제작을 위해서는 먼저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재 시편

을 Fig. 3과 같이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여 평판형태로 성

형하였다. 성형이 완료된 유리섬유/에폭시 복합재와 마그네

슘 평판은 Fig. 4(a)와 같이 단일 겹치기 조인트의 치수에 맞Fig. 1 Configuration of the Mg-GFRP single-lap joint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GFRP and AZ31

Material 

properties

GEP224 

(glass/epoxy)
AZ31B

FM73 

adhesive film

E11 (GPa) 34.4 45 2.9

E22 (GPa) 13.2 45 2.9

G12 (GPa) 7.05 16.7 1.04

ν12 0.27 0.35 0.4

Fig. 2 The four different end shapes of the single-lap bond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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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다이아몬드 절단기로 절단하였다. 절단 후 시편의 접

합될 부분과 탭이 부착될 부분을 400번 사포를 이용하여 면

을 거칠게 표면처리하고 아세톤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

하였다. 두 소재의 접합은 FM73 접착제(Cytec, USA)를 사

용하였다. Fig. 4(b)는 표면처리된 부분에 FM73 접착제를 접

착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Fig. 4(c)는 FM73 접착재에 접

합부재를 접착하여 접착조인트의 형상을 완성한 것이고 (d)

는 접착된 조인트 시편을 오토클레이브에서 성형하기 전에

진공백 처리한 것이다. Fig. 5는 진공 처리된 접착조인트의

성형사이클을 나타낸 것이다.

2.3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10톤 용량의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였다. 시험

시 접합부의 파단이 발생할 때까지 하중을 증가시켰으며, 하

중은 13mm/min의 속도로 부과하였다. 시험시 하중-변위 선

도를 얻기 위해 시험데이터는 0.1sec의 주기로 취득하였다. 각

시편당 3개 이상의 시편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

험시 본드 체결부의 파단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 전자

현미경 (SEM Tech TC83)을 이용하였다. Fig. 6은 시험장치

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ig. 6 Tensile test setup

3. 시험결과 및 분석

3.1 하중-변위 선도

Fig. 7은 끝단이 직각인 조인트 시편의 하중-변위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하중이 증가하면서 하중-변위선도는 거의 선

형적으로 증가하며, 최대변위 약 2.22mm에서 최대파단하중

의 평균값은 7652.7N이었다. 최대하중에 도달한 후 본드층

파단에 의해 급격한 하중저하가 발생하였다. Fig. 8은 끝단

이 직각인 조인트 시편의 접합부 끝단부에 필렛(fillet)을 추

가한 시편의 하중-변위 선도이다. 일반적으로 단일겹치기 조

인트의 겹침부 끝단(overlap end)의 경우 기하학적 특징에 의

해 이론적으로 응력이 무한대인 특이점이며, 실제 초기 균

열이 발생하는 부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응력집중부의 응력

을 완화시키기 위해 끝단부에 접착제를 이용한 필렛을 형성

하게 된다[5].

하중이 증가하면서 하중-변위선도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

가하며, 최대변위 약 2.45mm에서 최대파단하중의 평균값은

Fig. 3 The autoclave for curing the Mg-GFRP single-lap bonded

joint: (a) vacuum bagging process and, (b) vacuuming

process

Fig. 4 Fabrication process of the Mg-GFRP single-lap bonded

joint

Fig. 5 Curing cycle of bonded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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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4.4N이었다. 이것은 이전 필렛이 존재하지 않는 모델대

비 약 8%의 파단하중이 증가된 것이다. 특히, 이전 모델과

달리 파단 후 급격한 하중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하중인 한

번 저하 후 다시 상승하고 2차 최대하중에서 급격한 하중

저하가 발생하였다. Fig. 9는 끝단에 45o의 순방향 테이퍼를

부과한 시편의 하중-변위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파단

하중의 평균값은 7857.07N으로 최대변위 약 2.48mm에서 발

생하였다. 이것은 이전 필렛이 존재하지 않는 모델(model 1)

대비 약 2.67%의 파단하중이 증가된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단일겹치기 조인트의 접합부재의 끝단에

순방향 테이퍼를 부과하여 응력집중이 발생하는 끝단의 부

재의 강성을 저감시킬 경우 단일겹치기 조인트의 파단 강도

를 향상 시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은 끝단에

45o의 역방향 테이퍼를 부과한 시편의 하중-변위 선도를 나

타낸 것이다. 최대파단하중의 평균값은 8503.3N으로 최대변

위 약 2.60mm에서 발생하였다. 이것은 이전 필렛이 존재하

지 않는 모델(model 1)대비 약 11.1%의 파단하중이 증가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조인트 모델 중 가장 파단하중

Fig. 7 Load-displacement curves of the single-lap bonded joint

with a square end

Fig. 8 Load-displacement curves of the single-lap bonded joint

with a square end and a fillet

Fig. 9 Load-displacement curves of the single-lap bonded joint

with a normal tapering end

Fig. 10 Load-displacement curves of the single-lap bonded joint

with a reverse tapering end.

Fig. 11 Failure loads of the four different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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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았다. 이것은 끝단부에 테이퍼 가공에 의한 접착부재

의 강성저하에 의한 응력집중의 감소가 원인 중 하나이고,

역방향 테이퍼 하부에 풍부한 접착 필렛이 형성된 것이 주

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이상의 시험을 통해 얻어

진 최대파단하중을 정리한 것이다.

3.2 파단거동평가

Fig. 12는 네가지 단일 겹치기 접착 조인트의 파단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접착부재의 끝단이 직각인 모델 (Fig. 12

(a), model 1)의 경우 초기 균열은 응력집중이 발생하는 직

각부(Fig. 12(a)의 A점)에서 발생하고 이 균열은 하중이 증

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전하다가 임계거리만큼 진전된 이

후에는 급격히 진행되어 최종파단에 이르게 된다. 최종파단

시 마그네슘 접착부재와 GFRP 접착부재사이의 본드 층 분

리 이외에 GFRP 층의 층간분리도 부분적으로 발생하였다. 접

착부재의 끝단에 순방향 테이퍼를 부과한 모델(Fig. 12 (c),

model 3)의 경우 초기균열발생위치와 파단거동은 모델 1과

유사하였다. 끝단에 역방향 테이퍼를 부과한 모델 (Fig. 12

(d), model 4)의 경우 초기균열은 모델 2와 유사하게 마그

네슘 부재에 형성된 필렛의 상부에서 발생하고 하중이 증가

하면서 GFRP 접착부재의 끝단에서 2차 균열이 발생하면서

진전하게 된다. 이후 2차로 발생한 균일이 하중증가에 따라

급격히 진전하면서 최종파단에 이르게 된다. 

이상의 파단거동을 통해 단일 겹치기 접착 조인트의 경우

초기 균열이 응력집중이 발생하는 접착부재의 끝단(Fig.

12(a)의 A점)에서 발생하지 않은 모델이 파단하중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단일겹치기 접착 조인트의 설계시에

는 접착부재의 끝단에 필렛의 부과 또는 역방향 테이퍼링을

통해 초기균열 발생위치를 변경할 경우 조인트의 접합강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3은 파단하중이 가장 낮은 모델 1과 파단하중이 가

장 높은 모델 4의 파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유리섬유/에폭

시와 마그네슘 합금간의 단일겹치기 조인트들의 시험 전후

형상은 변화는 Fig. 14와 같이 마그네슘 합금의 경우 최종

파단과정에서 영구변형이 발생하여 마그네슘 합금 부재에 굽

힘변형이 발생하였다. 반면, 유리섬유/에폭시 부재의 경우

Fig. 13과 같은 층간분리와 같은 파손은 발생하지만 굽힘하

중에 의한 굽힘 파단이나 형상변형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모델 1의 경우 본드층의 분리와

합계 GFRP 복합소재 단층의 층간분리가 동시에 발생하였

다. 모델 4의 경우에는 GFRP 층의 층간분리는 관찰되지 않

고 본드층의 분리만 관찰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과 유리섬유 복합재로 제작

된 단일겹치기 본드 조인트의 접착부재의 끝단 형상에 따른

접합강도를 시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끝단에 45o의 역방향 테이퍼를 부과한 조인트의 최대

파단 하중이 가장 높았고, 끝단이 직각인 조인트가 가장 낮

은 파단 하중을 보였다. 

2. 접찹부의 끝단부에 접착제를 이용한 필렛 부과 및 끝

단의 테이퍼링에 의한 접착부재의 강성저하는 끝단부 응력

감소를 유발하여 조인트의 파단강도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

하였다.

3. 접합부 끝단부에 필렛이 존재하지 않는 모델들은 초기

균열이 응력집중이 발생하는 직각부에서 발생하고 이 균열

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전하다가 급격히 진

행되어 최종파단에 도달하였다.Fig. 12 Crack progress process of the each joint

Fig. 13 Fractured surfaces of the joints in model 1 and model 4.

Fig. 14 Plastic deformation of the magnesium adherend: (a)

before the tensile test and, (b) after the tensile test.



김정석·임재용·이우근

396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7권 제6호(2014년 12월)

4. 접찹부의 끝단부에 필렛이 존재하는 모델은 초기 균열

이 필렛에서 발생하였고, 2차 균열이 직각부에서 발생하여

결국 2차 균열의 진전에 의해 최종파단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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