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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 패브릭을 이용한 프리폼 성형에 대한 수치모사
박은민* · 이순영* · 최경환** · 김선경**†

Numerical Simulation of Preform Molding Using Carbon Fabric
Eun-Min Park*, Soon-Young Lee*, Kyung-Hwan Choi**, Sun Kyoung Kim**†

ABSTRACT: Preforming is crucial in resin transfer molding process using woven fabric. When shear deformation
exceeds the locking angle, wrinkles are generated in the preform, which causes defects in the RTM proces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llowable shear deformation limit of carbon fiber woven fabrics is quantified and the molding
characteristics are verified using the actual fabric forming.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creases according to the
layer setups have been examined and the results have been discussed. Numerical analyses have been also performed
using measured shear properties. These results have been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초 록: 프리폼 성형은 섬유 직조물을 이용한 RTM 성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탄소 섬유
직조물의 프리폼의 변형은 소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전단 잠김 각도를 넘어서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제품에 주름이 발생되어 RTM공정 시 불량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직조물의 전단
변형 허용치를 정량화하고 실제 직조물의 성형과 수치모사를 이용하여 성형 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섬
유 방향의 설정에 따른 주름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앞에 언급한 물성 측정 결과들을 이용하
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Key Words: 탄소 섬유(Carbon fabric), 수치모사(Numerical simulation), 드레이핑(Draping), 프리폼(Preform)

1. 서

론

일반적인 형상의 복합재료 부품을 양산 제조하기 위해
서는 금형에서 충전하여 성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
를 위해서는 금형에 섬유 직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수지를
주입하는 Fig. 1에 보인 바와 같은 RTM(resin transfer
molding)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대면적의 얇은
제품을 성형하는 공정에서는 금형의 하형만 제작하고 상
형은 플라스틱 멤브레인을 이용하고 유동을 안내하며 진
공으로 유동을 일으키는 VARTM(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도 여러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다[1-6].
이러한 RTM 공정들이 문제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프
리폼이 제품의 형상에 맞게 성형되어야 한다. 금형 내부 공
간을 섬유가 고르게 채우고 있어야 하며 섬유구조가 과도
하게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직조물의 섬유 간 전단 변
형에 의한 변화가 크게 발생하면 주름으로 인해 금형 내부
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다. 대표적으로 형폐과정에서 소
재의 두께 편차로 인해 금형에 변형이 발생될 수 있고, 패
브릭의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형 내에서 밀도가 다른 부
분에 비해 증가되어 투과성계수가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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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e of the carbon fabric reinforced manufacturing processes

해 레진의 유입과정에서 주름이 발생된 부분에 늦게 유입
되면서 공기가 갇혀 보이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두께의 편차로 인해 금형과 섬유 사이에 발생되는 공간에
레진이 흘러 들어가면서 레이스 트래킹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RTM공정에 있어서 프리폼 공정은 제품 불
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엄격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7].
본 논문에서는 프리폼 제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프
리폼의 주름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RTM공
정은 상형과 하형에서 압력을 주어 제품을 성형하기 때문
에 직조물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직조물은
연신 및 두께의 변화가 발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탄소 섬유
의 전단 변형을 통해서 소재가 3차원 형상에 적응되어야 한다.
최근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의 활용범위
가 넓어져 감에 따라 직조물의 프리폼에 대한 연구 또한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수치모사 방법 또한 생겨
나고 있다[8-10].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법과 수치적 방
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프리폼 제조 공정을 연구하고
자 한다.

2. 본

론

2.1 전단잠김각 측정
섬유의 거시적 변형을 설명하려면 한정된 영역의 직물
이 특정한 초기상태에서부터 변형되는 구조를 설정해야 한
다. 평면 직물이 3차원 공간에서 변형되려면 재료는 반드
시 전단 변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섬유 구조가 변형하게
되며 드레이핑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섬유배향을 구할 수
있다. 직조된 섬유의 경우 두 주 배향이 이루는 각도가 특
정각 이하가 되면 주름이 발생하게 되며 이 각을 전단잠김
각(shear locking angle)이라 부른다. 이와 같이 변형을 예측
하여 전단잠김각 이상의 변형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섬
유 절단을 통해 주름이 없는 프리폼을 준비할 수 있다. 여
기서는 우선 탄소 섬유 직조물의 물질 특성인 전단잠김각
을 측정하여 한계 전단 변형을 예측하고, 탄소 섬유 직조물
의 스탬핑 공정 중의 드레이핑 특성을 실험적으로 관찰하
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액자시험을 사용하여 전단잠김
각을 측정한다.

Fig. 2. Picture frame test setup and the result

Fig. 2에 보인 바와 같은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그 우측에
있는 곡선을 얻고 전단잠김각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53.9o
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실험의 결과로 전단탄성계수와
잠김 후의 전단탄성계수를 얻었다. 값은 각각 0.979 MPa과
25.3 MPa이다. 액자 시험을 할 수 있는 지그를 인장시험기
(Llyod EZ20)에 체결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직조물의 인
장시험 결과 이 논문에서 E1(제 1 주축방향 탄성계수)은
0.676 GPa, E2(제2 주축방향 탄성계수)는 0.853 GPa이다. 또
한 직조물의 외팔보 시험 결과 B1(제 1방향 굽힘탄성계수)
B2(제2방향 굽힘탄성계수) 0.733 GPa과 0.702 GPa이다.
2.2 드레이핑 실험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주름을 분석하며, 탄소 섬유 프리
폼 제작 공정을 수치 모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프리폼
제조 공정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소재의 거시 두께 변화 전단 변형 등을 예측하게 된다. 드
레이핑 실험은 Fig. 3에 보인 폭 300 mm, 길이 250 mm의 탄
소 섬유 직조물을 이용하여 폭 100 mm, 길이 70 mm, 높이
50 mm의 육면체 형상의 다이에 대한 진공 성형 실험을 수
행하였다.
진공 성형 실험은 Fig. 4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평평한
판넬 위에 육면체 다이를 올리고 그 위에 실험하고자 하는
배열로 자른 시트를 덮는다.
이 후 플라스틱 시트를 덮고 시트 주위를 테이핑하여 실
험 도중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판넬과 플라스틱

Fig. 3. The carbon fabric sheet (left) and die block used in the
draping experiment (right)

Numerical Simulation of Preform Molding Using Carbon Fabric

63

4) Layer 4(평직) - Warp direction 90o, Weft direction 0o
실험 과정에서 탄소 섬유 직조물의 전단 변형 발생 정도
를 확인하고 전단 변형이 발생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어
떠한 변화를 통하여 제품의 형상에 적응하는지에 대해 확
인하고자 한다. 이 실험에서는 성형실험 후 각 층을 모두 분
해하여 층별로 일어난 변형을 관찰 비교하고자 한다.

Fig. 4. Single layer draping experiment configuration by dry
fabric preforming process using VARTM (left: actual
setup, right: schematic drawing)

시트를 붙여 실험을 하였다. 플라스틱 시트 주변을 테이핑
할 때 팽팽하게 당겨 테이핑하면 다이 부분을 성형하는 과
정에서 플라스틱 시트의 연신 한계를 넘어 찢어질 수 있으
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어 테이핑 하였다. 탄소 섬유 직조물
은 각각 warp 방향을 기준으로 0o, 90o, 45o, -45o의 순서로 적
층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레이핑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탄소 섬유 직조물이 직조섬유의 요소 변형 형
태 즉, 인장, 전단, 굽힘 등을 통하여 3차원 형상에 적응하
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2.3 프리폼 실험
드레이핑 실험에서와는 달리 일반적인 CFRP제품들은 탄
소 섬유 직조물을 단층 상태로 제작하는 것이 아닌, 축 방
향에 따른 강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층마다 각도에
변화를 두고 적층하여 제품을 제작하게 된다. 위 드레이핑
실험을 통하여 단층 상태에서의 시트 변화를 확인한 후 Fig.
5에서의 직경 63 mm 반구형 펀치와 직경 61 mm의 다이를
사용하여 프리폼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래와 같은 적층 순
서대로 층(Layer) 별 번호를 부여하여 총 4개의 층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다.
1) Layer 1(평직) - Warp direction 0o, Weft direction 90o
2) Layer 2(평직) - Warp direction 45o, Weft direction -45o
3) Layer 3(평직) - Warp direction -45o, Weft direction 45o

Fig. 5. Hemispherical die and punch used for preform experiment

2.4 드레이핑 수치모사
수치모사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ESI 社의
PAM-FORM을 사용하였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
을 진행할 경우 해석하고자 하는 제품에 격자계를 형성하
여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3노
드, 4노드, 6노드 방식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Fig. 6에 제시한 바와 같은 4
격자점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면상에서의 응력들 σ11,
σ22, σ12과 스트레인들 ε11, ε22, ε12 및 곡률들, κ11, κ22의 관계
를 기술하는 구성방정식은 다음의 식과 같다[8].
⎛ σ (ξ ) ⎞ ⎛ E ε + B κ ξ ⎞
⎜ 11 3 ⎟ ⎜ 1 11 1 11 3 ⎟
⎜ σ22( ξ3 ) ⎟ = ⎜ E2ε22 + B2κ22 ξ3 ⎟
⎜
⎟ ⎜
⎟
G3ε12
⎝ σ12 ⎠ ⎝
⎠

(1)

여기서 ξ는 프리폼 표면에 부착된 Fig. 6에 보인 바와 같은
좌표계에서의 수직 방향축의 변수이고, G3은 전단탄성계수이다.
3차원 표면에 평평한 재료를 형성하려면 재료가 전단변
형을 이루어야 한다. 드레이핑 시뮬레이션은 재료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재료 전단 거동의 가정으로 시작되는데, 일
반적인 재료 모델은 2 축으로 직조된 직물 및 단방향 재료
와 관련된 전단 및 슬라이드 변형에 사용된다. 이 가정을 토
대로 표면에 대한 점진적인 드레이핑을 계산할 수 있다. 수
치모사의 결과는 구조 분석을 위한 섬유 방향 데이터를 제
공하고 직물 절단을 위한 플라이 네트 모양을 결정하고 전
단 변형이 사용자 정의 한계 전단 잠김 각도를 초과할 때의
주름과 같은 제조상의 어려움을 근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기계적 물성 중 식 (1)과 관련된
것들 중 전단탄성계수는 Fig. 2의 실험에서 측정되었고, 2.1
절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식(1) 탄성계
수들은 모두 직조물에 대한 것으로 탄소 섬유의 물성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Fig. 6. Element model for the PAM-FORM numer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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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umerical mesh for draping with the rectangular block
(0o, 90o, left, 45o, -45o, right)

Fig. 7에서는 넓이 300 mm, 폭 250 mm의 탄소 섬유 직조
물을 각각 warp방향을 기준으로 0o, 90o, 45o, -45o로 배열한
드레이핑 소재의 메쉬 구성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9-12].
2.5 프리폼 수치모사
위의 드레이핑 수치모사를 통해 드레이핑 실험과의 연
관성을 확인한 후 적층 된 소재의 제품 성형 해석을 진행한
다. 실험 시에 중요한 부분은 소재의 적층 면에 따른 방향
성인데, Fig. 8에서와 같이 펀치와 다이 사이에 총 4개의 층
으로 적층하였다.

Fig. 8. Schematic layout for hemispherical die experiment

Fig. 9. Numerical mesh of each layer for preforming with the
hemispherical die

Layer 1부터 0o/45o/-45o/90o 방향으로 배열하여 해석하였
으며, Fig. 9는 펀치와 다이의 격자계 형상을 나타낸 것이
다. 프리폼에서는 드레이핑에서 나타나지 않는 탄소 섬유
직조물의 적층에 따른 소재의 성형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자 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금형의 형상은 반구형 금형으
로 기존에 많은 연구에서 소재의 성형성 파악을 위해 사용
되어왔다. 다이의 경우 실제 실험에서와 그 형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치모사를 진행할 때 다이의
형상 및 다이를 고정하는 테이블의 형상을 함께 적용하지
않으면 힘을 받은 소재가 아래로 처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
하게 되므로 다이의 형상을 변경하여 수치 계산을 수행하
였다[13].

3. 결과 및 결론
3.1 드레이핑 실험 결과
드레이핑 실험 결과 Fig. 10에 보인 바와 같이 시편의 warp
와 weft의 각도가 0o, 90o일 때, 제품 모서리부분에 주름이 발
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름이 발생된 부분에 소재의 각
도를 확인한 결과 warp의 배열 각도가 0o일 때, 주름진 부
분에 나타난 섬유의 회전 각도는 52o로 관찰되었다. Warp
방향 기준 배열 각도가 90o일 때도 0o일 때와 동일하게 주
름이 발생한 부분의 섬유 각도를 측정한 결과 48o로 확인
되었다. 90o 배열된 상태에서 성형 된 모서리 부분에 주름
이 발생되지 않는 곳도 볼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성형
전 탄소 섬유 직조물이 성형 전에 접힌 채로 변형 과정이 진
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성형 과정에서 주름은 발생이 되었으나, 다이의 모양
에 맞추어 변형되기 전에 직조물 자체에 주름이 발생하여
그 구간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소재
의 배열 각도를 45o, -45o로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45o, -45o로 배열했을 때가 0o, 90o 배열일 때 보다 측면 부분
의 형 재현 정도가 더 높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45o와 -45o
의 경우에서 측면에서 전단변형이 과도하게 나타나 섬유

Fig. 10. Draping experiment results with the rectangular block:
0o, 90o, 45o, -45o in the order of upper left, upper right,
lower left, lowe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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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raping simulation results with the rectangular block
(thickness variation): 0o, 90o, 45o, -45o in the order of
upper left, upper right, lower left, lower right
Fig. 11. Draping experiment results with the hemispherical die:
0o (Layer 1), 90o (Layer 4), 45o (Layer 2), -45o (Layer 3) in
the order of upper left, upper right, lower left, lower
right

각도가 58o와 63o로 나타난 점이다. 이 형상은 전단 잠김 후
에도 계속 변형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3.2 프리폼 실험 결과
프리폼 실험에서는 드레이핑 실험과는 달리 다이의 형상
의 상측에 코너 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성 형상에 따
른 변형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3차원 형상에 적응하기 위
해 warp와 weft섬유의 전단 변형되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
히 확인할 수 있었다. 반구형 펀치와 다이를 이용한 실험에
서 0o 상태로 배열한 layer 1과 90o 상태로 배열한 layer 4의 형
상 적응 방식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에 보인
바와 같이 Layer 1과 layer 4에서 각각 탄소 섬유의 전단 변
형 발생 각도가 각각 50o와 51o로 전단잠김각이 유사하게 관
찰되었다. 공통적으로 전단잠김각보다 작은 값이 나타났다.
성형 과정에 있어서 금형이 열림과 동시에 발생하는 스프
링백 현상에 의해 전단 변형이 미세하게 변화할 수 있다.
프리폼 성형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 절 3.1에
서의 드레이핑 실험 결과와 그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나지
만, 프리폼 성형에서는 적층 과정을 통해 레이어별로 소재
의 성형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고 스프링백 현상에 의해 금
형의 치수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연
속적으로 각도와 두께를 측정하는 것은 변형이 쉬운 프리
폼의 특성상 수행될 수 없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각도가
측정되었고 두께 측정결과는 제시할 수 없었다.
3.3 드레이핑 수치모사 결과
드레이핑 수치모사 결과 0o와 90o에 대해서는 Fig. 1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Fig. 10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

났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0o와 90o의 경우에는 기하학
적 형상과 섬유구조의 주축방향이 일치하게 되는데 이경
우에는 모서리를 중심으로 하여 주름이 발생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또한, 모서리 하단부를 중심으로 두께가 두
꺼워지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는 섬유들이 뭉쳐 모여서
거시적 밀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일이다. 또한 이부분에
서는 연신이 거의 되지 않으면서 전단변형이 활발하게 나
타나는 결과로 주름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이에 대한 계산
은 Fig. 10에 나타난 실제를 잘 모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 Fig. 12는 두께 변화를 색으로 표시하여 기하학적으로
나타난 주름과 함께 계산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데, 실험에
서 두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
교를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Fig. 12의 45o의 경우에는 주변의 형상과 섬유 이방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계산이 쉽게 수행되기 어렵고 그 예측
결과의 부정확성도 커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 12에 관
찰되는 복잡한 주름 현상들은 모두 이 이방성의 효과가 물
체와 만났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다층적인 주름이 겹쳐진
것으로 추측된다. 큰 주름에 관해서는 일부 Fig. 10의 실험
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험결과에는 계산결과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주름을 관찰하기는 어렵다.
Fig. 12의 수치모사 결과를 보면 실험에서 존재하였던 모
서리 상의 여러 지점에서 시작되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
간 주름들이 어느 정도 재현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
에서는 이러한 주름들이 뚜렷이 대칭적으로 나타났으나 수
치계산 결과에서는 전체적인 주름 모습이 대칭적인 것은
재현이 되었으나 일부 무작위적인 변형 결과가 제시된 것
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공으로 얻을 수 있는 변형을 계산
상에서 과도하게 예측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3.4 프리폼 수치모사 결과
이 반구 형상의 프리폼은 여러 기존 연구에서 계산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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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의 변형을 예측하여 섬유 배향을 알아내고 이로부터
기계적물성, RTM 공정 중의 투과성 계수 등 필요한 물성
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결

Fig. 13. Draping simulation results with the hemispherical die
(thickness variation): 0o (Layer 1), 90o (Layer 4), 45o
(Layer 2), -45o (Layer 3) in the order of upper left, upper
right, lower left, lower right

행되었던 바와 매우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에
서 사용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1418]. 전체적인 변형은 Fig. 11의 실험 결과와 Fig. 13에 제시
한 계산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각선 방
향으로 나타나는 거시 주름은 두 결과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다.
이 프리폼의 수치 모사에서의 특징은 두께가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이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Fig.
13의 좌 하단 그림의 붉게 동그라미 쳐 진 부분은 0.26 mm
로 얇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
이 이 두께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 부
분 바로 위쪽에 0.31 mm로 두께가 두꺼워진 노란 구간이 존
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계산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께 변화가 대
칭적인 다이 형상에 대해서도 프리폼의 비등방성으로 인
하여 등방하지 않으며 Fig. 13에서 볼 수 있듯이 주축의 대
각선 방향으로 강한 주름이 발생하고 두께도 두꺼워져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금속 판제의 드로잉과 같은 등방
성 판재의 성형 에서는 이러한 이방성에 따른 비대칭적 결
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구 형상의 실험과 수치모사는 벤치마크로서 여전히 유
효하지만 실제 RTM 등에서 사용하는 프리폼에서는 반구
와 바닥의 경계와 같은 심한 변화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이러한 수치모사에서 실험
과 유사한 전단각이 예측된다면 적응 가능 범위 안에서 프

론

본 논문에서는 탄소섬유직조물을 이용하여 RTM 공정프
리폼을 성형할 때 나타나는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섬
유직조물의 전단물성을 측정하였고, 반구형다이와 직육면
체 다이에서 드레이핑 중의 변형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
하였다. 또한 동일한 형상에 대하여 수치모사를 수행하여
수치모사와 실험의 부합 정도를 검토하였다.
수치모사에 있어서 격자계를 분할할 때 소재의 warp방
향과 weft방향을 맞추어 해석을 하는 것은 금형에 의해 변
형되는 소재의 전단 변형 발생량이 전단 잠김 각도를 넘어
서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제품의 두께 변화는 비교 분
석을 위한 변수의 수가 충분하지 않지만, 현재까지의 결과
로 확인했을 때 실험 상에서 탄소 섬유 직조물의 두께가 변
화되는 구간과 계산결과에서 확인된 구간이 유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투과성계수, 기계적물성을 예
측할 수 있으며 RTM이나 직접 압축성형을 위한 프리폼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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