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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Investigation of Surface Deformations in Resin Coated Quasi-Isotropic 

Laminates due to Thermal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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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radial stiffness associated with stacking sequence effects, and the dimensional stability issue associated with 

thermally induced surface deformation in quasi-isotropic laminates due to the effect of stacking sequence and additional resin layer 

technique,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Finally, the influence of surface resin layer techniques for fiber print-through mitigation 

in a composite mirror is tested for evaluation of surface accuracy across varying therm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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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의 적용분야는 토목 구조물에서 고

성능 항공기 더 나아가 고정밀 광학 망원경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산업분야로 퍼지고 있다. 광학분야에서도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의 무게대비 높은 강성/강도 및 낮은 열팽창계수 등

의 우수한 재료적 성질로 인해 종래의 광학재료를 대체할 차

세대 재료로 여겨지고 있는 추세이다. 광학분야에서의 탄소

강화복합재료의 적용영역은 광학기기를 지지하고 있는 보조 

구조물과 주구조물인 반사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특히 반사경을 복합재료로 구성할 경우, 기존 반

사경 대비 1/2의 중량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유로 복합재 반사경 제조기술 및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 2] 복합재로 만들어진 반사경이 

광학기기로써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정밀의 표면 

정확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여러 층의 얇은 박판의 복합재료

를 적층하고 고온, 고압의 건조경과 진행과정 후, 서서히 경

화시키는 제작 단계를 요구하는 복합재료의 경우에는 이러

한 제작 절차 및 복합재 적층으로 인해 반사경 표면에 화이

버-프린트-스루(fiber-print-through)현상이 존재한다.[3] 이것은 

복합재 반사경이 경화되는 동안 라미네이트 내의 섬유와 기

지간의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해 화학적 수축으로 발생하

는 것으로, 그림 1와 같이 이러한 고주파 표면 오류 현상이 

반사경 표면에 발생하게 되면 표면정밀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복합재 반사경의 응용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4]

《연구논문》Korean Journal of Optics and Photonics, Vol. 25, No. 4, August 2014, pp. 207-215

 DOI: http://dx.doi.org/10.3807/KJOP.2014.25.4.207

ISSN : 1225-6285(Print)

ISSN : 2287-321X(Online)



208 한국광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4년 8월

(a)

(b)

FIG. 1. Schematic diagram & fringe patterns in composite mirror 

from fiber print-through. (a) Fiber print-through after curing process, 

(b) Fiber Print-through in a mirror.

FIG. 2. Radial extensional stiffness in π/3, π/4, and π/6 laminates.

FIG. 3. Radial flexural stiffness in π/3, π/4, and π/6 laminates[7].

화이버-프린트-스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

사경 표면에 추가적으로 수지 코딩을 삽입하여 고주파 표면 

오류현상을 완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3, 4] 본 논문에서는 반

사경 표면에 추가 수지 코팅 삽입방법 및 단방향 섬유복합재

료를 사용하여 만든 복합재 반사경 내의 굽힘강성의 불균일

성으로 인한 표면변형과 그 패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

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전개될 본문에서는 3개의 장에 걸쳐 주제별로 탐구를 진행

하였다. 3개의 탐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적층순서에 의한 

준등방성 라미네이트내의 굽힘강성의 영향성, ② 굽힘강성

의 영향으로 인한 반사경내의 국부적인 표면변형 패턴, ③ 

실험을 통한 복합재 반사경내의 표면변형의 검증

II. 적층순서에 의한 준등방성 라미네이트내의 

굽힘강성의 영향성

복합재 반사경내의 굽힘강성의 영향성을 보여주기 위해 세

가지 일반적인 준등방성 라미네이트 적층방법이 사용되었다. 

첫번째 적층법은 방사형 방향내의 섬유의 각도가 [0o, ±60o]

으로 이루어진 π/3 적층법, 두번째는 섬유의 각도가 [0o, 

±45o, 90o]으로 분배된 π/4 적층법, 마지막 적층법은 섬유의 

각도를 [0o, ±30o, ±60o, 90o]으로 방사형 방향으로 더 많은 

섬유를 분포시킨 π/6 적층법이 사용되었고 각각의 라미네이

트내의 굽힘강성계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라미네이트

의 비대칭 및 섬유각도의 불균형에서 오는 복합재 라미네이

트내의 굽힘과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라미네이트이 대칭

을 맞추었고, 라미네이트의 총 적층수도 24장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라미네이트 내의 신장강성계수 및 굽힘강성계수

는 복합재 적층이론(classical laminate theory)을 사용하여 계

산/분석하였다. 

그림 2는 준등방성 라미네이트 반사경내의 신장강성계수

를 계산하여 도시한 것으로 방사형 방향으로 일정한 계수를 

가진다. 이는 라미네이트내의 신장강성계수는 방사형 방향성

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라미네이트 물성의 

특성은 고정밀 광학분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또

한 복합재료는 매우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지고 있고 제작절

차도 기존의 재료를 가공하는 것보다 단순하여 기존의 광학 

재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6] 하지만 준등방성 

라미네이트의 굽힘강성계수는 신장강성계수와는 달리 방사

형 방향으로 일정한 계수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미네

이트 적층방법(섬유각도 및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7]

그림 3은 준등방성 라미네이트내의 방사형 방향의 굽힘강

성의 변화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수치계산의 결과처럼 

준등방성 라미네이트내의 굽힘강성계수는 방사형 방향으로 

변화하며 각각의 라미네이트에서 변화량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π/3 라미네이트내의 

강성계수의 방사형 변화량은 ±12.85%로 나타났으며, ±9.95%

의 π/6 라미네이트, 마지막으로 가장적은 변화량을 가진 라

미네이트는 ±5.65%의 π/4 라미네이트로 나타났다. 최소 굽



《연구논문》수지를 코팅한 준등방성 적층판에 대한 열변형 수치해석 ― 김경표 209

FIG. 4. Schematic diagram of numerical domain in 2D view 

(on-axis, 45, 90, and 135 degree axis, top) and 3D sliced view 

for numerical domain (on-axis, bottom).

TABLE 1. Description of stacking sequence in π/4 laminate (half 

of stacking sequence due to symmetric)

TABLE 2. Material properties for used in paper (CFRP & Resin)

(a)

(b)

(c)

FIG. 5. Boundary conditions for numerical analysis, (a) Center of 

composite mirror, (b) x-z plane of symmetry in mirror, (c) y-z 

plane of symmetry in mirror.

힘강성 계수의 방사형 방향의 변화는 π/4 라미네이트의 경우

에 관찰되지만, 강성의 변화량은 여전히 크며 이러한 특성을 

지닌 반사경이 외부 또는 내부하중(온도) 조건에 노출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굽힘강성계수로 인한 반사경 표면변형이 

발생으로 광학성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7, 8]

III. 굽힘강성의 영향으로 인한 반사경내의 국부적인 

표면변형 패턴

이번 장에서는 앞서 이론적으로 찾아낸 복합재 반사경내의 

굽힘강성의 영향성을 수치해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반사경내

의 강성의 영향으로 인한 표면변형을 보여주기 위해 MD 

Nastran을 이용한 유한요소방법이 사용되었다. 반사경 표면 

전체를 모사하는 2차원 쉘요소로 구성된 모델은 반사경의 

전반적인 표면변형(global deformation)를 표현하는 데는 적

합하나 라미네이트의 두께방향의 전단하중의 모사는 어렵기 

때문에 반사경내의 굽힘강성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부적인 표면변형(local deformation) 해석을 위해 그림 4와 

같이 축 방향으로 구성된 3차원 솔리드요소를 사용하여 반

사경내의 국부적인 표면 거동해석을 진행하였다. 

특정한 적층각으로 구성된 라미네이트는 국부적으로 바라

보는 방사형 방향의 기준축에 따라 각기 다른 섬유 적층각을 

갖는다. 그림 4에 나타나는 0o, 45o, 90o 그리고 135o의 네 개

의 축은 해석에 기준점이 되는 기준 축을 예시로 제시한 것

이다. 앞선 그림 4의 예와 같이 원래의 적층패턴의 기준점을 

0o로 잡고 방사형방향으로 기준축을 5도씩 증가시켜 각각의 

72개 기준축을 사용하는 삼차원 솔리드 요소 해석모델이 수

치해석에 사용되었고 그 결과를 통합하여 반사경 전체에 대

한 표면변위를 나타내었다. 표 1은 각각의 72개의 유한요소 

모델의 수치해석에 사용된 적층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국부

적인 해석 기준축 변화에 따른 라미네이트내의 섬유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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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rmally induced surface variation at axes between 0 

degree and 45 degree in ideal symmetric π/4 quasi-isotropic 

laminate substrate with thermal variance.

(a) (b) (c)

FIG. 7. Top and side views of normalized surface contours in π

/3 ~ π/6 quasi-isotropic laminate (symmetric, without additional 

resin layers) with thermal variance[8], (a) π/3 Laminate, (b) π/4 

Laminate, (c) π/6 Laminate.

(a)

(b)

(c)

FIG. 8. Schematic diagram for out of plane deformation in a 

mirror with additional resin layer. (a) Effect of adding a resin 

layer[4], (b) Physical behavior in mirror due to different mechanical 

properties between the mirror substrate and resin layer, (c) Resultant 

out of plane deformation in mirror with additional resin layer.

변화를 보여준다. 해석 시 사용된 복합재료의 물성치는 표 2

와 같으며,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그림 5에서 보

여지는 것처럼 모델의 대칭이 되는 중간 노드의 변위가 없다

고 가정하고, 반사경내의 대칭을 고려하여 x-z 평면 방향의 

노드에 v=0, y-z 평면 방향에 u=0으로 가정하였다.

수치해석은 크게 두가지로 진행되었다. 먼저 각각의 적층

법으로 만들어진 세 준등방성 라미네이트의 표면변형을 고

려하지 않은 모델(이상적인 조건)과 제조과정에서 형성되는 

고주파 표면변형, 즉 화이버 프린트-스루를 가정하여 라미네

이트의 표면에 추가 수지를 적용하여 고주파 표면변형을 감

쇄시킨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에 온도조건(ΔT=30℉ 또는 

16℃)을 주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의 수치해석결과는 π/4 라미네이트 유한요소 모델

(이상적인 조건)에 온도조건을 적용한 후 방사형 축에서의 

표면 변위를 0도에서 45도 축에서 측정한 것이다. 등방성 재

료의 경우 온도에 의한 반사경 평면과 수직방향(out of 

plane)의 변위는 일정한 변위가 예상되지만, 복합재 라미네

이트의 경우 축방향 변위가 방사형으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라미네이트 각 축의 신장강성계수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굽힘강성계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적층패턴

의 영향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8]

복합재 반사경내의 열영향으로 인한 방사형 방향으로의 표

면변형의 패턴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의 세 라미네

이트의 방사형 축의 표면변위의 결과를 통합하여 그림 7과 

같이 삼차원으로 표면형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7의 결과에서 온도변화에 의한 각각의 라미네이트 내

의 표면변형 패턴을 살펴보면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첫

째로 각각의 표면변형 패턴은 적층패턴로 인한 굽힘강성의 

방사형 방향 변화 및 섬유의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주요 섬유방향의 변위는 다른 방사형 

방향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변위를 가지며, 마지막으로 열 영

향에 의한 표면변형의 패턴은 고주파(sinusoidal) 파동의 형

상이며 그 패턴도 매우 난해하여 수정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가지게 된다. 만약 열 영향으로 유도된 표면변형의 곡률의 

형상이 방사형 방향으로 일정하다면, 그 표면변형에서 오는 

오류는 대부분의 광학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수정될 수 있으

나, 그림 7에 도시된 결과처럼 표면이 대칭이 되지 않은 고

차의 곡률 특성을 복합재 반사경에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건대 단방향 섬유 복합재료를 사용

하여 제조한 복합재 반사경이 고온/저온의 작동환경에 놓여 

질 때 이러한 표면변형은 필연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의 복합재 반사경의 표면에는 그림 8(a)와 같이 추가 

수지(resin)층이 적용되어 있다. 

이 테크닉은 서론에서 다루었듯이 반사경 제조상에 발생하

는 고주파 표면변형의 효과를 감쇠시키기 위해 적용된다. 그

림 8(b)와 (c)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열 영향으로 인하여 

반사경이 팽창할 때, 라미네이트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열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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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3D surface deformation contours in π/n laminates with 

additional resin layer with thermal variance. (a) π/3 Laminate, 

(b) π/4 Laminate, (c) π/6 Laminate.

(a)

(b)

(c)

FIG. 10. Test mirror, system calibration, and test setup with 

Shock-Hartmann Wave-front sensor, (a) π/4 mirror substrate with 

aluminum coating, (b) Image alignment for the mirror, (c) 

Experimental setup with π/4 mirror substrate.

창계수와 낮은 강성을 가진 수지층의 표면변형은 그림 8(c)

와 같이 반사경 표면과 수직한 방향으로의 변위가 필연적이

다. 이러한 수지층이 반사경 표면에 적용되면, 수치해석 결

과로 보여준 그림 7의 라미네이트 고주파 표면변형의 패턴

이 그대로 수지층의 표면에 전달되어 좀 더 심각한 표면변형

은 필연적이다. 그림 9의 수치해석 결과는 반사경 온도의 변

화로 인한 반사경 표면에 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라미네이트 

내의 3차원 표면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화이버 프린트-스루로 인한 불규칙한 표면변형은 추가적인 

수지를 반사경 표면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감쇠 시킬 수 있

다. 다만 이것은 온도변형이 없다는 가정하에 가능하지만, 

고온이나 저온의 작동온도가 요구되는 환경상태에서는 추가

적인 수지로 인한 표면변형이 더 심각해 진다. 

IV. 실험을 통한 라미네이트 내의 표면변형 검증

이번 절에서는 앞선 절에서 다룬 준등방성 라미네이트내의 

표면변형 패턴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그림 10(a)와 같이 총 8장으로 구성된 [45, 0-45, 90]s 의 적

층패턴을 가진 π/4 준등방성 라미네이트 반사경(d=203.2 mm)

을 제작하였고, 반사경의 표면에 추가 수지 및 빛의 반사를 

위해서 알루미늄의 박판으로 코팅을 하였다. 먼저 반사경내

의 굽힘강성으로 인한 전체 표면변형을 보기 위해 Shack- 

Hartmann 이미지 테스터(Optino, SpotOptics)를 사용하였다. 

테스트 미러를 마운트에 장착하는 방법은 그림 10(c)의 두번

째 그럼처럼 미러를 마운트 위에서 삽입하는 방법이 선택되

었고, 테스트 미러와 마운트의 접촉면은 미러의 양쪽 옆면과 

아래면이 접촉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조건 방지

용 damper(스펀지)를 적용하여 마운트의 열 변형 및 중력효

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게 하였다.

섬유강화 복합재료로 제작된 반사경의 표면변형을 보여주

기 위하여 그림 10(c)과 같이 테스트 장비를 구성하였다. 먼

저 온도차에 의한 반사경 표면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상온

(70℉=21.1℃) 과 온도조건(100℉=37.8℃)을 임의로 적용한 

후의 표면변형 이미지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

과를 수치해석 모델의 굽힘강성의 이미지 결과와 비교 분석

하였다. 그림 11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11(a)의 

상온에서의 측정된 임의의 표면변형이 온도조건을 적용 후 

그림 11(b)와 같이 굽힘강성계수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휘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고, 그 이미지 또한 적층패턴과 섬

유각도에 의한 방사형 방향의 굽힘강성 변화의 수치해석의 결

과인 그림 11(c)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Wavefront sensor는 반사경 표면의 상태 및 변위를 시각적

으로 보여주는 좋은 실험 도구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실험 

방법을 통해 그림 7과 9의 결과처럼 국부적인 고주파 표면변

형의 형상을 보여주기는 한계가 있었다. 적층에 의한 굽힘강

성의 변화에 기인한 표면 기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험도구와 절차 그리고 정확한 측정값이 요구된다. 연구실

험의 결과 광학테스트 장비를 이용한 국부적인 고주파 표면

변형의 형상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확한 광학 데이

터 획득을 저해한 이유로는 테스트 반사경의 표면품질의 저

하로 국부적인 빛의 흩어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빛

이 법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각도로 시험격자에서 벗어나

는 요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광학 데이터 획득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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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1. Comparison of global surface image from experimental, analytical, and numerical results. (a) Global surface deformation contour 

image at room temperature, (b) Global surface deformation contour image at 37.8℃ (100℉), (c) Radial variation in flexural stiffness (up) 

& Global deformation image in FEM result 37.8℃ (100℉).

FIG. 12. Deflection fixturing inside temperature oven for BOR mirror. FIG. 13. Boundary condition in FE Model for BOR mirror.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굽힘강성의 방사형 변

화와 열영향성에 의한 반사경내의 국부적인 표면변형을 계

산하기 위하여 Bennett Optical Research(BOR)[2] 에서 제조

된 π/4 복합재 반사경이 사용되었으며, 그 실험절차는 다음

과 같다. 먼저 그림 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열챔버

(heat chamber) 안에 회전디스크 위에 BOR 반사경을 설치하

고 온도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가열챔버의 온도를 상온 21℃

(70℉)에서 37.8℃(100℉) 그리고 65.5℃(150℉)도의 상태로 

유지하여 반사경 내의 축 방향의 표면변위를 측정하였다. 온

도조건에 의한 각 축의 국부적인 표면변형의 형상을 기록하

기 위하여 그림 12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16메가 픽셀 소니 

디지털 카메라가 사용되었고, 이미지-J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촬영된 각 축의 표면변형 이미지의 픽셀수를 계산하여 표

면변위를 정량화 하였다. 또한, 실험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한 

BOR 반사경의 유한요소 모델도 3차원 유한요소 모델로 형

성하고, 실험조건의 경계조건을 그림 13와 같이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은 온도조건 37.8℃에서의 BOR 반사경내의 방사

형 축의 실험과 수치해석의 표면변형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실험에 사용된 BOR 반사경은 추가 수지를 포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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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ocal surface deformation results in BOR mirror from experimental along with predicted results, at 37.8℃.

FIG. 15. Maximun out of plane deformation in each radial axis 

in BOR mirror, at 37.8℃.

은 상태로 각각의 방사형 방향에 대하여 대칭(symmetric, 추

가 수지 미포함) 임에도 불구하고 실험 및 수치해석의 결과

와 같이 전체적인 표면변형과 국부적인 표면편향이 발견되

었다. 이 결과는 라미네이트 반사경 내의 표면변형의 근본적

인 원인이 적층패턴의 영향으로 인한 굽힘강성의 변화가 표

면변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림 15은 각 축의 표면변형 최대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30, 75, 105도 에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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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Local surface deformation results in BOR mirror from experimental along with predicted results, at 65.5℃.

FIG. 17. Maximum out of plane deformation in each radial axis 

in BOR mirror, at 65.5℃.

대부분의 실험과 수치해석의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며 최

대편차가 11% 변동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부적인 축(30 75 105)에서의 과도한 최대 변형 결과의 경

향은 실제 반사경내의 표면 파동 현상이거나 실험장치로부

터의 오류로 판단된다.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온도조

건을 65.5℃으로 설정하여 실험 및 수치해석을 재 수행하였

고 그 결과값을 그림 16과 17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면변형 

패텬의 결과는 37.8℃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실험 및 수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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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된 값의 편차가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지층이 도포된 준등방성 라미네이트 반사

경내의 온도변화 발생시 방사형 방향으로의 굽힘강성의 불

균일성으로 인한 표면의 굴곡 패턴을 해석과 실험으로 검토

하였다. 준등방성 라미네이트의 신장강성계수는 방사형 방향

으로 일정하나 굽힘강성계수는 적층순서에 따라 방사형 방

향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특성은 반사경 표면 정밀도에 영향

을 주며, 또한 국부적 고주파 표면변형의 원인이 된다. 더불

어 복합재 제작공정상에 발생하는 화이버 프린트-스루를 감

쇄시키기 위한 추가 수지 적용방법은 더 심각한 표면의 뒤틀

림과 국부적인 표면파동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방

향 섬유 복합재료에서 오는 적층패턴 및 순서의 영향성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라미네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총 플라이

수를 늘려 방사형 방향으로 섬유를 증가시키거나(중량증가

요인) 섬유의 방향성에 의존도가 낮은 랜덤 배양 단섬유 복

합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후에는 화이버 프린트-스루의 영향으로 인한 표면 기복을 완

화시키기 위해, 탄소나노튜브를 표면층에 적용 및 랜덤 배양 

단섬유 복합재료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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