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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ed Dimple 내부구조체를 가진 ISB 판넬의 평면 변형 충격 특성
Impact Characteristics of ISB Panel with Sheared Dimple Inner Structures Subjected on Plane

Strain Condition
*,#안동규1,  문경제1,  성대용2,  남경흠1,  한길영1,  양동열2 

*,#D. G. Ahn(smart@mail.chosun.ac.kr)1, K. J. Moon1 , D. Y. Seong2, G. H. Nam1, G. Y. Han1, D. Y. Yang2

1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2KAIST 기계공학과

Key words : ISB Panel,  Sheared Dimple, Plane Strain, Impact Characteristics

1. 서론

최근 자동차/선박/항공기등의 수송기계 관련 산업에서는 저에

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와 승객의 안정성 향상의 

사회적 요구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초경량/고내충격 

재료에 대한 소요가 증대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금속 초경량 재료중의 하나로써 상하부의 면재와 

내부구조체가 접합 또는 용접된 샌드위치형 판넬을 들 수 있다1.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로써 면재 사이에 피라미드 

구조, 트러스 구조, 딤플 구조 및 전단형 딤플 구조의 내부 구조체

를 가지면 두께가 3 mm 이하인 ISB (Internally structured bonded) 
판넬에 대한 개발을 들 수 있다2.

내부구조체를 가진 초경량 샌드위치 판넬의 경우 자동차/선박

등 수송기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굽힘/인장등 정적 특성과 충격

하중에 대한 판넬의 반응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Xue 
등은 피라미드 구조, 허니콤 구조 및 접힘형 판재를 내부구조체로 

가지는 보형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고정형 경계조건에서의 충격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3. Raford 등은 코러게이트 

(Corrugate) 형상, 알루미늄 폼 및 피라미드 구조를 내부구조체로 

가진 보형 샌드위치 판재에 대한 고정형 경계조건에 충격하중 

부가시 처짐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4. Ahn 등은 피라미드

형 내부구조체를 가진 정사각형 ISB 판넬의 접합형태에 따른 

충격 특성 변화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5.
본 연구에서는 내부에 전단형 딤플 (Sheared dimple) 구조체를 

가진 ISB 판넬에 대한 평면 변형 조건의 충격하중 부가시 판넬의 

변형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평면 변형 충격 부가시 

ISB 판넬의 하중-처짐, 에너지 흡수 특성 및 외판과 내부 구조체의 

변형/파단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동일 체적을 가진 동일 체적

을 가진 SPFC 780 재료와 ISB 판넬의 평면 변형 충격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 은 충격시험 개념도이다. 충격시험은 Fig. 1 과 같이 

상하부 회전지지롤러에 평면 변형 가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길이 대 폭의 비가 5.0 이상인 재료를 삽입한 후, 무게 11.2 kg 
이며 충격부 직경이 30 mm 인 반구형 충격 헤드로 시편에 충격이 

부가되도록 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of drop impact tests with plane strain 
condition

충격 후 발생하는 접촉하중은 충격헤드 상단부에 부착된 로드

셀로 측정하였으며, 시편의 처짐량은 충격헤드 모서리에 부착된 

LVDT 로 측정하였다. 충격하중 및 처짐량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데이터 저장장치에서 실시간 취득되며, 데이터 저장장치

는 각 채널별 초당 10,000개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되

었다. 시험 치구의 상부 지지롤러는 충격하중 부가후 시편의 

되튀김 (Rebound) 현상을 제거하고, 시편이 중앙부로 자유롭게 

유입되도록 설계되었다.  
전단형 딤플 구조체를 가진 ISB 판넬은 외판 재료인 DP590 

재료와 내부구조체를 니켈기반 브레이징을 접합하여 제작하였

다. DP590 판재의 두께는 0.5 mm 이며, 브레이징된 ISB 판넬 

및 충격 특성 비교를 위하여 제작된 SPFC 780 재료의 시편에 

대한 길이(L), 폭(W), 두께(T) 및 무게(We)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Dimensions and weights of specimens
Specimen L(mm) W(mm) T(mm) We(kg)

ISB 200 40 3.06 100.7

SPFC 780 200 40 1.82 111.9

실험에 사용된 입력 충격에너지(E) 영역은 38.4 J-65.7 J 이며, 
시편에 의하여 흡수된 충격에너지(Eab)는 로드셀과 LVDT에서 

취득된 접촉하중(P)-시편처짐(δ) 선도를 적분하여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 와 3 은 실험결과 취득된 ISB 판넬의 하중-처짐 곡선 

및 흡수에너지-처짐 곡선이다. 
Fig. 2 와 3에서 입력에너지가 64.8 J 일 때 하중-처짐 선도의 

최대하중의 감소와 최대변위의 현저한 증가가 발생하며, 에너지 

흡수 특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형된 시편을 

관찰한 결과 Fig. 4 와 같이 입력 에너지 63.7 J 까지는 시편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입력 에너지 64.8 J 에서는 시편의 

하부 면재에 파단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시편의 파손 형태는 

하부 면재에 발생하는 인장 굽힙 응력에 의한 인장 파손임을 

알 수 있었다.

Fig. 2 Results of impact tests (force(P)-deflection(δ)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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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impact tests (the absorbed energy-deflection curves)

Fig. 4 Deformation and fracture characteristics of the ISB panels

시편의 충격 흡수율 변화를 확인한 결과 입력에너지 63.7 J 
까지는 입력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흡수율이 증가하나, 입력에너

지 64.8 J 부터는 흡수율이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 개발된 ISB 판넬의 경우 1차 시편 파손후 2차 시편 

발생이 발생할때까지 충격에너지 흡수율이 증가하다가 2차 시편 

파손 후 충격에너지 흡수율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전단형 딤플 

구조체와 DP 590 판재를 브레이징으로 접합한 시편의 경우 시편

의 1차 파손 후 급격한 충격에너지 흡수능력의 감소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 Comparison of deflections of the ISB panel and those of SPFC780

Fig. 5 와 6 은 SPFC 780 시편과 전단형 딤플 구조체를 가진 

ISB 판넬 시편의 평면 변형 충격시험 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Fig. 5 와 6 로부터 평면 변형 충격 조건에서는 ISB 판넬을 사용할 

경우 SPFC 780 재료에 비하여 시편 처짐은 15.3-30.4 % 정도 

감소 시킴과 동시에 충격 에너지 흡수량도 6.0-21.0 % 정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 Comparison of the absorbed impact energy of the ISB panel and 
that of SPFC 780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부에 전단형 딤플 (Sheared dimple) 구조체를 

가진 ISB 판넬에 대한 평면 변형 조건의 충격하중 부가시 판넬의 

변형 특성을 분석/고찰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단형 딤플 

구조체를 가진 ISB 판넬의 경우 평면 변형 충격조건에서 하부 

면재의 인장 파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충격에너지 흡수 능력이 

증가하나, 하부 면재의 인장 파손 후에는 급격히 충격에너지 

흡수 능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상용 자동차의 

범퍼재료로 사용되는 SPFC 780 재료와 전단형 딤플 구조체를 

가진 ISB 판넬의 평면 변형 충격 특성을 비교하여, 전단형 딤플 

구조체를 가진 ISB 판넬이 SPFC 780 재료보다 우수한 내충격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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