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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 (Composite)

a) 복합재료의 배경

복합재료의 특성

① 복합재료의 개발 배경

• 복합체 (Composite)

• 새로운 재료에 대한 요구
- 저밀도, 고강도, 저마모, 고충격저항 및 내식성 있는 재료

• 강한 재료의 특징
- 고밀도, 고강도 및 고강성이나 감소된 충격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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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 (Composite)

복합재료의 특성

• 복합체 (Composite)

Adapted from Fig. 16.1(a), Callister & Rethwisch 9e. 

② 둘 이상 재료로 장점 조합
- 복합재료 (Composite): 기질 (Matrix) + 분산상 (Dispersed phase)
- 재료의 복합화: 약점의 보완 + 새로운 기능 부여
- 복합성질: 두개 이상 서로 다른 재료를 적절히 조합해 향상된 성질

- 자연상태 복합재료
목재: 강하고 연한 셀루로오스 섬유 + 강성 높은 리그닌 복합체
뼈: 연한 단백질 콜라겐 + 딱딱 취약한 인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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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체 (Composite)

복합체 (Composite)

복합재료의 특성

- 경량소재별 특징



복합체 (Composite)

복합재료의 특성

① 복합재료

- 이종 재료가 각 재료의 특성을 살려 인공적 가공을 거쳐 각 재료의 결점 보완

- 물리적(미시적)으로 서로 구분 기계적으로 연속상태의 재료

- 재료간 명확한 경계 존재 (원자보다 큰 사이즈)

② 재료의 디자인

i) 복합행위의 법칙 (principle of combined action) 

- 각 재료 개별 물성의 결합에 의해 좀더 바람직한 물성 구현. 

ii) 재료의 구성

- 기질 (Matrix): 연속적 기질상

- 분산상 (Dispersed phase): 불연속적이고 기질에 의해 둘러싸임

b) 복합재료의 설계

• 복합체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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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 MMC: 응력 (σy), 인장력 (TS), 크맆저항 증가
- CMC: 파괴응력 (Kic) 증가
- PMC: 탄성(E,) 응력 (σy,), 인장력 (TS), 크맆 저항 증가
② 복합체 타입
- 입자 (particle), 섬유 (fiber), 구조 (structural)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D. Hull and T.W. Clyne, An Introduction to Composite Materials, 2nd ed. 

woven  fibers

측면 관찰

0.5 mm

0.5 mm

복합체 (Composite)

복합재료의 특성

• 복합체 (Composite)

a) 기질상 (Matrix phase)

① 목적
- 응력의 분산상 (pillar)으로부터 전이

(transfer stress)
- 외부 환경으로부터 분산상 보호
② 복합체 타입
- MMC (metal), CMC (ceramic), PMC (polymer)

b) 분산상 (Dispersed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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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 (Composite)

복합재료의 특성

• 복합체내 분산 입자의 기하공간적 특성

a) 함량 (concentration) b) 크기 (size) c) 형상 (shape)

d) 분포 (distribution) e) 배향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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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의 단면

복합체 (Composite)

• 복합체 (Composite)

복합재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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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 (Composite)의 분류

복합재료의 특성

• 복합체의 형태와 모재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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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 (Composite)

복합재료의 특성

• 복합재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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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강화복합재
(particle-reinforced)

복합재료
(Composite)

섬유강화복합재
(Fiber-reinforced)

구조용복합재
(Structural)

과립복합
(Large

particle)

분산강화복합
(Dispersion

Strengthened)

연속적
(Continuous)

불연속적
(Discontinuous)

라미네이트
(Lamnates)

샌드위치 패널
(Sandwich panel)

배열된
(Aligned)

무작위로
배열된

(Randomly 
Oriented)

복합재료의 분류

• 복합재료의 분류

복합재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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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강화복합재
(particle-reinforced)

복합재료
(Composite)

섬유강화복합재
(Fiber-reinforced)

구조용복합재
(Structural)

과립복합
(Large

particle)

분산강화복합
(Dispersion

Strengthened)

연속적
(Continuous)

불연속적
(Discontinuous)

라미네이트
(Lamnates)

샌드위치 패널
(Sandwich panel)

배열된
(Aligned)

무작위로
배열된

(Randomly 
Oriented)

복합재료의 분류

• 복합재료의 분류

복합재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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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체역학 (Continuum mechanics) 관점에서 취급
- 입자상이 기지에 비해 딱딱하고 강성 높음
- Large particle: 대략 100 nm 이상 크기
- 예: 콘크리트 (기지: 시멘트, 과립자: 모래자갈)

복합재료의 분류
• 입자 강화 복합재 (particle-reinforced)

복합재료의 특성

a) Large-Particle Composites (과립복합재료)

b) 분산강화복합 (Dispersion Strengthened)

- 원자나 분자수준에서 강화 일어나며, 미세금속입자를 첨가한 금속합금
- 분산강화복합체 강화입자의 크기: 0.01-0.1 ㎛
- 예
Thoria-dispersed nickel (TD nickel):
Thoria (ThO2) 미세입자 분산 (3%) Ni 합금 → 고온강도↑
Sintered aluminum powder (SAP):
Alumina(Al2O3) 코팅한 미세 Al 분말 소결 재료: Al matrix 내 분산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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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reinforced Fiber-reinforced Structural



1) Concrete
– gravel + sand + cement + water
- Why sand and gravel?    Sand fills voids between gravel particles

2) Reinforced concrete 
– Reinforce with steel rebar or remesh
- increases strength - even if cement matrix is cracked

3) Prestressed concrete
- Rebar/remesh placed under tension during setting of concrete  
- Release of tension after setting places concrete in a state of compression
- To fracture concrete, applied tensile stress must exceed this compressive stress

threaded
rod

Nut

4) Posttensioning – tighten nuts to place concrete under compression

복합재료의 분류

• 입자강화복합재 (particle-reinforced)

5) Application to other properties
- Electrical conductivity, σe:  Replace E’s in equations with σe’s.
- Thermal conductivity, k:  Replace E’s in equations with k’s.

복합재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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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12, Callister & 
Rethwisch 9e. 
(Copyright 1971 by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① Spheroidite
steel

matrix: 
ferrite (a)
(ductile)

particles: 
cementite
(Fe3C ) 

(brittle)
60μm

Fig. 16.4, Callister & 
Rethwisch 9e. 
(Courtesy of Carboloy 
Systems Department, 
General Electric 
Company.)

② WC/Co 
cemented  
carbide

matrix: 
cobalt 
(ductile, 
tough)

particles: 
WC 
(brittle, 
hard):

600μm

Fig. 16.5, Callister & 
Rethwisch 9e. 
(Courtesy of Goodyear 
Tire and Rubber 
Company.)

③ Automobile  
tire rubber

matrix: 
rubber 
(compliant)

particles: 
carbon 
black 
(stiff) 

0.75μm

복합재료의 분류

• 입자강화복합재 (particle-reinforced)

복합재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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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강화복합재
(particle-reinforced)

복합재료
(Composite)

섬유강화복합재
(Fiber-reinforced)

구조용복합재
(Structural)

과립복합
(Large

particle)

분산강화복합
(Dispersion

Strengthened)

연속적
(Continuous)

불연속적
(Discontinuous)

라미네이트
(Lamnates)

샌드위치 패널
(Sandwich panel)

배열된
(Aligned)

무작위로
배열된

(Randomly 
Oriented)

복합재료의 분류

• 복합재료의 분류

복합재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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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의 분류

• Fiber-Reinforced Composites (섬유강화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a) 연속적 섬유 (Continuous fiber)

① Continuous fibers(or long fibers)
② Influence of Fiber Length (섬유길이의 영향)

- 복합재료의strength & stiffness 증가 위해 critical fiber length (lc) 
이상 돼야 함

- 이 길이 이하에선 결합이 섬유의 끝에서 끝나 충분한 하중전달 못함

b) 불연속적 섬유 (Discontinuous fiber)

Discontinuous fibers(or short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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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reinforced Fiber-reinforced Structural



1) Fibers very strong in tension

- Provide significant strength improvement to the composite

- Ex: fiber glass - continuous glass filaments in a polymer matrix

• Glass fibers

– strength and stiffness

• Polymer matrix 

– holds fibers in place 

– protects fiber surfaces

– transfers load to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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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의 분류

• Fiber-Reinforced Composites (섬유강화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2) Fiber Types

- Whiskers - thin single crystals - large length to diameter ratios

• graphite, silicon nitride, silicon carbide

• high crystal perfection – extremely strong, strongest known

• very expensive and difficult to disperse

– Fibers

• polycrystalline or amorphous

• generally polymers or ceramics

• Ex: alumina, aramid, E-glass, boron, UHMWPE

– Wires

• metals – steel, molybdenum, tung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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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의 분류

• Fiber-Reinforced Composites (섬유강화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a)정렬된 장섬유 (b) 정렬된 단섬유

Fig. 16.8, Callister & Rethwisch 9e. 

Transverse 
direction

Longitudinal 
direction

- 섬유배향 및 농도 영향 (Influence of Fiber Orientation &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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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임의배향
단섬유

복합재료의 분류

• Fiber-Reinforced Composites (섬유강화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1) Aligned Continuous fibers

2) Examples

- Metal: γ’(Ni3Al)-α(Mo)
by eutectic solidification.

matrix: α (Mo) (ductile) 

fibers:γ’ (Ni3Al) (brittle)

2μm

- Ceramic: Glass w/SiC fibers
formed by glass slurry
Eglass = 76 GPa; ESiC = 400 GPa.

fractur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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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의 분류

• Fiber-Reinforced Composites (섬유강화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자료: F.L. Matthews & R.L. Rawlings, Comp. Mater.;  Eng. & Sci., CRC Press, Boca Raton, FL, 2000.
W. Funk & E. Blank, “Creep deformation of Ni3Al-Mo in-situ composites", Metall. Trans. A 19, 987-998, 1988. 



1) Discontinuous fibers (random in 2 dimensions)

2) Example  
Carbon-Carbon
① fabrication process:
- carbon fibers embedded 

in polymer resin matrix, 
- polymer resin pyrolyzed 

at up to 2500°C.
② uses: disk brakes, gas 

turbine exhaust flaps, 
missile nose cones.

3) Other possibilities
- Discontinuous, random 3D
- Discontinuous, aligned

자료: F.L. Matthews & R.L. Rawlings, Comp. Mater.;  Eng. & Sci., CRC Press, Boca Raton, 
FL, 2000. (a) Fig. 4.24(a), p. 151; (b) Fig. 4.24(b) p. 151. CRC Press, Boca Raton, FL.

(b)

fibers lie 
in plane

view onto plane

C fibers: 
very stiff 
very strong 

C matrix: 
less stiff 
less strong

(a)

5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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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의 분류

• Fiber-Reinforced Composites (섬유강화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1) Critical fiber length for effective stiffening & strengthening

2) 예시

fiber diameter

shear strength of
fiber-matrix interface

fiber ultimate tensile 
strength

- For fiberglass, common fiber length > 15 mm needed
- For longer fibers, stress transference from matrix is more efficient

Short, thick fibers: Long, thin fibers:

Low fiber efficiency High fiber efficiency
23

복합재료의 분류

• Fiber-Reinforced Composites (섬유강화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Fig. 16.13, Callister & Rethwisch 9e. 

• Continuous fibers pulled through resin tank to impregnate fibers 
with thermosetting resin

• Impregnated fibers pass through steel die that preforms to the 
desired shape

• Preformed stock passes through a curing die that is
– precision machined to impart final shape
– heated to initiate curing of the resi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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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osite Production (Pultrusion)

복합재료의 분류

• Fiber-Reinforced Composites (섬유강화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 Continuous reinforcing fibers are positioned in a predetermined 
pattern to form  a hollow (cylindrical) shape

• Fibers fed through a resin bath to impregnate with thermoset resin 
• Impregnated fibers: continuously wound onto a mandrel
• After addition of layers, curing is carried out
• The mandrel is removed to give the final product

Fig. 16.15, Callister & Rethwisch 9e. 25

복합재료의 분류

• Fiber-Reinforced Composites (섬유강화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2) Composite Production (Filament Winding)



탄소섬유 강화 복합소재 (CFRP)의 주된 특징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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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의 분류

• Fiber-Reinforced Composites (섬유강화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입자강화복합재
(particle-reinforced)

복합재료
(Composite)

섬유강화복합재
(Fiber-reinforced)

구조용복합재
(Structural)

과립복합
(Large

particle)

분산강화복합
(Dispersion

Strengthened)

연속적
(Continuous)

불연속적
(Discontinuous)

라미네이트
(Lamnates)

샌드위치 패널
(Sandwich panel)

배열된
(Aligned)

무작위로
배열된

(Randomly 
Oriented)

복합재료의 분류

• 복합재료의 분류

복합재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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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minates
• Stacked and bonded fiber-reinforced sheets

- stacking sequence: e.g., 0o/90o

- benefit:  balanced in-plane stiffness

2) Sandwich panels
• Honeycomb core between two facing sheets

- benefits:  low density, large bending stiffness

honeycomb

adhesive layer

face sheet

28

복합재료의 분류
• Structural Composites (구조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Fig. 16.16&18, Callister & Rethwisch 9e.

Particle-reinforced Fiber-reinforced Structural



•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
- 강도 높은 두개의 외피와 강성도, 강도가 낮은 중간층으로 구성

• 외피기능
- 이들 면과 평행인 방향의 하중부담

• 외피재질 (Face materials)
- Al합금, 섬유강화 플라스틱, 티탄, 철강, 베니어판

• 중간층기능
- 외피면 수직 방향 변형에 대한 저항성, 전단강성 증가, 양 외피면
재질분리

• 중간층재질 (Core materials) 
- 폴리머, 인조고무, 무기질 시멘트

• 용도
- 지붕, 바닥, 빌딩의 벽체, 비행기의 날개, 동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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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의 분류
• Structural Composites (구조복합재료)

복합재료의 특성

2) Sandwich panels



1) 폴리머 기질 복합재료 (Polymer matrix composite)
– 유리섬유 강화
– 탄소섬유 강화
– 아라미드 섬유 강화
– 기타 섬유강화- 보론, 실리콘, 카바이드, 알루미나

2) 금속 기지 복합재료 (Metal matrix composite)

3) 세라믹 기지 복합재료 (Ceramic matrix composite)

4) 탄소 기지 복합재료 (Carbon matrix composite)

5)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Hybrid composite)
- 2개 이상의 fiber를 하나의 기지에 복합화

30

복합재료의 물성
• Properties of Composites (매트릭스 따른 복합재료 물성)

복합재료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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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의 물성
• Properties of Composites (매트릭스 따른 복합재료 물성)

복합재료의 물성

1) 고분자 기질 복합재료 (Polymer-Matrix Composites: PMC)

- 고분자수지가 기질, 섬유가 강화재로 구성
- 가장 많이 사용
- 제조용이
- 가격저렴

2) 금속 기질 복합재료 (Metal-Matrix Composites: MMC)

- Matrix: ductile metal (초합금, Al, Mg, Ti & Cu alloys)
- Reinforcement: 입자or fiber 형태, 10~60 vol % 첨가

(SiC, B, C, Alumina 입자, 내화금속)
- 용도: 항공우주분야 등 특수분야 재료로 사용

(열저항성↑, 뒤틀림저항성↑, 고온산화저항성↑, 충격강도↑)



3) 세라믹 기질 복합재료 (Ceramic-Matrix Composites: CMC)

- 세라믹재료의 장점: 고온산화 및 열화저항성 우수
- 단점인 취성파괴 특성 향상위해 고안
- Matrix: 세라믹재료
- Reinforcement: 세라믹입자, fiber or whisker 형상
- 예: Al2O3(alumina) or ZrO2(zirconia) matrix 속 안정화된 zirconia   

입자분산
- 용도: 고온프레스, 절삭공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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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의 물성
• Properties of Composites (매트릭스 따른 복합재료 물성)

복합재료의 물성

4) 탄소 기질 복합재료 (Carbon Fiber-Reinforced Polymer: CFRP)

- 결정질 흑연과 비정질상이 혼재한 섬유 (or graphite fiber)
- 탄소섬유의 전구물질(precursor): rayon, PAN, pitch
- 용도: 스포츠용품 (테니스채, 낚싯대, 골프채), 항공기날개&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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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소 기질 복합재료 (Carbon Fiber-Reinforced Polymer: CFRP)



5)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Hybrid composite) 

① Aramid Fiber-Reinforced Polymer Composites
- Kevlar& Nomex aromatic polyamide

(glass fiber, carbon fiber와는 달리 고분자섬유임)
- 용도: bullet-proof vest, 스포츠용품, tire cord, missile case,

압력용기, 브레이크의 석면 대체재, clutch lining, gasket

② Glass Fiber-Reinforced Polymer (GFRP) Composites
- 분산상: 유리섬유 (glass fiber)
- 기질: unsaturated polyester
- 용도: 자동차 및 보트 본체, plastic pipe,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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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MCs:  Increased E/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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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G. Nieh, "Creep rupture of a silicon-carbide reinforced aluminum composite", Metall. Trans. A 15, 139-146,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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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날개, 랜딩기어, 헬리콥터 날개, 비행기 동체
- 자동차: 차체, 램프하우징, front end panel, bumper 
- 해양: 선체, deck, mast 
- 화학: 파이프, 저장탱크, 압력용기
- 건축 및 인테리어: panel, 주택, 의자, 테이블, 사다리
- 전자: panel, switch, insulator 
- 스포츠: 낚시대, golf club, swimming pool, skies, canoes, hel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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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of Composites (복합재료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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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산업으로 응용

복합재료의 응용분야
복합재료의 응용

• Application of Composites (복합재료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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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산업으로 응용

복합재료의 응용분야
복합재료의 응용

• Application of Composites (복합재료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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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산업으로 응용

복합재료의 응용분야
복합재료의 응용

• Application of Composites (복합재료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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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산업으로의 응용

복합재료의 응용분야
복합재료의 응용

• Application of Composites (복합재료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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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산업으로의 응용

복합재료의 응용분야
복합재료의 응용

• Application of Composites (복합재료의 응용)

부유식 해상공항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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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산업으로의 응용

복합재료의 응용분야
복합재료의 응용

• Application of Composites (복합재료의 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