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자강화 복합재료의 크리 거동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creep behavior of particulate composites

양 범 주
*
∙김  래

**
∙이 행 기

***

Yang, Beom-Joo∙Kim, Bong-Rae∙Lee, Haeng-Ki

1)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탄성 매트릭스와 탄성 강화입자로 구성된 복합재료의 크리  거동 측을 미세역학 기

반의 시뮬 이션을 통하여 수행하 다. 에폭시·고분자로 이루어진 복합재료의 경우 재료 특성상 탄성  거

동뿐 아니라 성  거동도 함께 발생하게 된다. 이 듯 탄성 거동을 보이는 재료의 경우 탄성만을 고려

한 해석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성 인 특성 한 고려되어야 한다. 탄성 복합재료의 해석을 해서 

손상을 고려한 미세역학 기반의 해석 (Ju and Chen, 1994) 과  Mesquita and Coda (2002)의 근사식을 사

용하 다. 이를 통해 구한 재료 물성은 복합재료의 크리  거동 측을 한 Kelvin-Voight (KV) 모델과 

Standard Linear Solid (SLS) 모델에 용되었다. 최종 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손상을 고려한 탄성 

모델의 측과 시험결과를 비교 수행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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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재료의 탄성 특성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다 (Schapery, 1969; 

Haj-Ali and Muliana, 2003). 일반 으로 탄성이란 하 이 가해졌을 때 액체로서의 성질과 고체로서의 성

질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을 말하며, 이러한 상을 동시에 지닌 재료를 탄성 재료로 정의할 수 있다 

(McCrum et al., 1997). 흔히 탄성 재료의 거동해석을 하여 재료는 에 지 축  혹은 탄성을 의미하는 

스 링과 에 지 소산  성을 의미하는 퍼의 조합으로 표 될 수 있다. 탄성에 한 표 인 거동으

로는 크리  상  응력완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앞서 언 한 두 가지 성분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탄성 

거동의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Lakes, 2009). 스 링과 퍼의 물리 인 조합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모델

로는 Maxwell 모델, Kelvin-Voight (KV)모델, 그리고 Standard Linear Solid (SLS)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탄성 재료의 측을 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었으며 실험결과와의 비교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Mesquita and Coda, 2002; Stankovic and Atanackovic, 2002; Yuan et al., 2006; Mahmoodi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폴리머·고무와 같이 탄성 특징을 가진 매트릭스와 탄성의 강화입자로 이루어진 복합재료

의 측을 하여 손상을 고려한 미세역학 기반의 해석이 수행되었다 (Ju and Chen, 1994; Ju and Lee, 

2000). 한 매트릭스의 성  성질을 나타내기 해서 Mesquita and Coda (2002)의 근사식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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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재료의 체 인 탄성  성 특성은 KV 모델과 SLS 모델에 용되어 복합재료의 크리  상에 

해 측을 수행하 다. 최종 으로 지속하 에 따른 탄성 재료의 크리  상에 한 해석을 수행하 으

며, 이의 결과를 Aniskevich와 Hristova에 의해 수행된 시험결과 (Aniskevich and Hristova, 2000)와 비교하

여 제안모델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 다.

2. 미세역학 기반의 탄성 복합재료 모델

미세역학 기반의 손상을 고려한 탄성구성모델 (Ju and Lee, 2000; Lee, 2001)과 근사  성 측방법 

(Mesquita and Coda, 2002)을 용하여 복합재료의 체 인 탄성  성  특성을 측하 다. 이를 통해 

알아낸 재료의 체 인 물성을 KV 모델과 SLS 모델에 용하여 재료의 크리  거동을 측하 다. 그림 1

에서 알 수 있듯이 KV 모델은 스 링과 퍼를 평행하게 배치한 구조이며 SLS 모델은 KV 모델에 스 링

을 추가한 구성이다.  KV 모델에서 응력은 스 링과 퍼에 동일하게 달되며 이때 발생하는 총 변형률은 

두 성분에서 발생하는 변형률의 합이 된다. SLS 모델 역시 모든 요소에 하 은 동일하게 달되며 변형률은 

각 요소의 변형률의 총합이 된다. 

                           

                      (a) KV model                        (b) SLS model   

그림 1. KV 모델과 SLS 모델의 개략도

3. 탄성 복합재료 모델의 시뮬 이션 용 

  

제안모델에 사용되는 손상  성에 따른 변수별 분석을 해 라미터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한 탄성 복합재료의 크리  거동 측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해 시뮬 이션 결과와 폴리머 

복합체의 실험결과를 비교 수행하 다 (Aniskevich and Hristova, 2000). 실험을 통한 탄성 복합재료의 시

간-변형률곡선과 KV, SLS 모델을 통한 측 결과 값을 그림 2에 표시하 다. 비교결과 시뮬 이션 결과와 

실험결과의 거동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의 탄성 복합재료 거동 측에 

한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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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뮬 이션결과 (KV, SLS 모델)와 실험결과에 따른 시간-변형률 비교곡선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탄성 복합재료의 크리  거동 측을 한 미세역학 기반 모델을 소개하 다. 복합재료의 

체 인 거동을 알아보기 해 손상을 고려한 미세역학과 근사  성 측방법을 KV 모델과 SLS 모델에 

용하여 수행하 다. 제안한 모델의 타당성을 한 크리  실험과 해석결과, 미세역학을 기반으로 한 본 제

안식이 탄성 복합재료의 크리  거동을 측하는데 합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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