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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기념사

우리 학회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1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10주년 기념을 준비하면서 학회지 창간호와 창립준비위원회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2009년 3월 첫 학회

각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10년의 자취를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가슴 뭉클한 보람도 크지만 무엇보

창립준비위원회를 시작하여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9년 11월 창립총회를 열고, 뒤이어 학회 사무실을

다 자랑스러운 10년 전통을 이어받아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나아가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기약해야 한다

송파구에 개소하면서 2010년 3월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지 창간호를 발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는 막중한 책무를 느끼게 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학회는 10년 동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전임 회장님과 학회 구성원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친환경적이고 구조물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구조기술개발에 구심적인 역

복합신소재의 학계, 산업계 및 기술계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연구활동, 기술보급, 복합신소재구조교육개선과

할을 하고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학회를 출범하여 많은 회원들과 같이 1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10년이라는

기술선진화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학회를 대표하는 학회지 및 논문집을 정기적으로 발행으로 탄탄한 학회 인

시간과 과정, 많은 어려움과 기쁨, 여러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였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우리들의 마음

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회는 2017년 학회 논문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등재지(KCI)로

이라 하겠습니다.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 기술인증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등 전문학회로서 역할을

이에 우리 학회가 일궈낸 지난 10년의 역사를 소중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또 20년이라는 시간

다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우리학회는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구조물의 이론 및 해석을 위한 체계적

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우리 학회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집을 발간하고 기념행사를 준비하

학습이 가능한 복합신소재구조 기술아카데미를 설치하여 학회 발간 설계지침서 및 기술서적을 가지고 일반 건

였습니다.

설기술자를 대상으로 복합신소재의 지식 정보화 기반 구축 및 건설기술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 10년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은 미래의 한국복합신소재구

한편, 우리 학회는 매년 정기 학술발표대회를 통하여 많은 복합신소재구조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쌓아 왔습니

조학회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10년은 그냥 매 10년마다가

다. 우리 학회는 젊은 강소 학회로서 남다른 구성원의 열정을 가지고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한 회원 간 함께

아니라, 계속되는 10년이 될 것입니다.

호흡하며 학회 발전에 혼신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학회 10주년을 축하하고자 하며, 10년사가 나오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우리 학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핵심 건설재료로서 그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분야 새로운 비즈니

해주신 최성모, 최상현 두 부위원장님과 준비위원들께 감사드리며, 10년사 발간에 많은 후원을 해주신 관계자

스 모델 개발을 유발하는 학회 활동을 통해 학회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회 구성원 한명 한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명을 배려하고 특별회원사의 잠재력을 현실화 하는 방식으로 학회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고 있으며, 이
를 위한 산학협력위원회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 학회의 대안적 운영 시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발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창립 당시 348 명의 일반회원, 18명 특별회원을 포함 총 366명으로 출발하여 10주년 된 지금은

2019년 11월 29일

2019년 11월에는 7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강소 전문학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는 강소 학회

1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지만 전문학회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모색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회 구성원의 열정과 성의가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립 10주년을 자축하는 데 그

교수 이 규 세

치지 않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며, 한국복합신소재구
조학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끝으로「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10년사」집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회장 지 효 선

Chapter 1.
학회소개

1.1 연혁

2011

2009
3월11일
7월17일
10월22일
11월05일
11월19일
11월27일

학회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 인가 설명회 실시
사단법인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설립허가 신청
사단법인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설립인가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 완료
창립총회 개회 (홍익대학교) /장석윤 회장 취임

1월20일
3월30일
5월 7일
5월25일
6월30일
8월10일
9월30일
10월08일
12월21일
12월31일

20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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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월23일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장소: 고려대학교)
1/4 이사회 개최
3월30일 학회지 및 논문집 3월호 발간
4월22일 임시총회 및 2/4분기 이사회 개최
6월23일 3/4 이사회 개최, 제1회 논문집 편집위원 회의 개최
6월30일 학회지 및 논문집 6월호 발간
8월29일 제2회 논문집 편집위원 회의 개최
9월16일 특허출원 등록완료-빗물 저류침투시설을 위한 모듈
9월30일 학회지 및 논문집 9월호 발간
10월12일 (주)한국카본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11월25일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행사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윤순종 회장 취임
12월15일 학회 사무실 이전(서울 송파구 방이동)
12월31일 학회지 및 논문집 12월호 발간

임시총회 및 1/4분기 이사회 개최, 학회 사무실 개소
학회지 및 논문집 창간호 발간
2/4분기 이사회 개최
학회지 및 논문집 ISSN 번호 부여 받음
학회지 및 논문집 6월호 발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학술단체 정회원 가입
학회지 및 논문집 9월호 발간
3/4분기 이사회 개최
4/4분기 이사회 개최
학회지 및 논문집 12월호 발간

3월31일
4월26일
6월19일
6월30일
9월13일
9월30일
11월20일
12월06일

학회지 및 논문집 3월호 발간
학술발표회 및 이사회 개최(장소: 고려대학교)
회장단 회의 개최(세종문화회관)
학회지 및 논문집 6월호 발간
3/4분기 이사회 개회
학회지 및 논문집 9월호 발간
한국구조공학단체총연합회 가입
정기총회 및 창립 4주년 기념행사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이규세 회장 취임
12월31일 학회지 및 논문집 12월호 발간

3월30일 학회지 및 논문집 3월호 발간
4월27일 학술발표회 및 제1회 이사회 개최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5월10일 학회 사무실 이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6월30일 학회지 및 논문집 6월호 발간 (분권)
제2회 이사회 개최
9월30일 학회지 및 논문집 9월호 발간
11월23일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창립 3주년 기념 행사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12월31일 학회지 및 논문집 12월호 발간

2012

3월31일 학회지 및 논문집 3월호 발간
4월24일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제주 그랜드호텔/24일 -25일)
6월27일 2/4분기 이사회
6월30일 학회지 및 논문집 6월호 발간
9월30일 학회지 및 논문집 9월호 발간
11월28일 정기총회 및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장소: The-K호텔)
12월31일 학회지 및 논문집 12월호 발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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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월 1일
1월29일
3월31일
4월23일
6월30일
9월18일
9월30일
11월27일

12월31일

2017
한국연구재단 논문집 등재후보 선정
1/4분기 이사회
학회지 및 논문집 3월호 발간
학술발표회 및 이사회 개최
(장소: 제주 그랜드호텔/23일-24일)
학회지 및 논문집 6월호 발간
3/4분기 이사회
학회지 및 논문집 9월호 발간
정기총회 및 창립 6주년 기념행사
(장소: SC컨벤션강남센터)
/강영종 회장 취임
학회지 및 논문집 12월호 발간

1월14일
3월31일
4월21일
6월30일
9월 8일
9월30일
12월 2일

2016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1월25일
2월28일
3월31일
4월25일

3월24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의 양해각서
체결(M.O.U)
3월31일 학회지 및 논문집 3월호 발간
4월20일 학술발표회 및 이사회 개최
(장소: 제주 빠레브호텔/ 20일-21일)
6월30일 학회지 및 논문집 6월호 발간
9월30일 학회지 및 논문집 9월호 발간
12월 1일 정기총회 및 창립 8주년 기념행사
(장소: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지효선 회장 취임
12월31일 학회지 및 논문집 12월호 발간

1/4분기 이사회 개최
학회지 및 논문집 3월호 발간
학술발표회 및 이사회 개최(장소: 서귀포 칼호텔/ 21일-22일)
학회지 및 논문집 6월호 발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가입
학회지 및 논문집 9월호 발간
정기총회 및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중회의실2)
12월31일 학회지 및 논문집 12월호 발간

10

2019

4월30일
6월30일
8월31일
9월27일
9월30일
10월31일
11월29일

1월 1일
1월26일
3월31일
4월19일
6월30일
8월30일
9월 1일
9월30일
11월30일
12월31일

1/4분기 이사회 개최
논문집 2월호 발간(격월 발간)
학회지 3월호 발간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강릉 스카이베이경포호텔/25일-26일)
논문집 4월호 발간
학회지 및 논문집 6월호 발간
논문집 8월호 발간
3/4분기 이사회 개최
학회지 9월호 발간
논문집 10월호 발간
정기총회 및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 강남센터 아나이스홀)

한국연구재단 논문집 등재지 선정
1/4분기 이사회 개최
학회지 및 논문집 3월호 발간
학술발표회 및 이사회 개최(장소: 제주 오리엔탈호텔/19일-20일)
학회지 및 논문집 6월호 발간
3/4분기 이사회 개최
학회 사무실 이전(서울 강남구 역삼동)
학회지 및 논문집 9월호 발간
정기총회 및 창립 9주년 기념행사(장소: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학회지 및 논문집 12월호 발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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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립목적, 배경 및 주요활동

설립목적 및 배경

학회의 주요 연구개발 범위

흙, 식재, 석재 등 자연에서 얻은 1차 재료를 근간으로 시작된 건설기술은 콘크리트와 강재로 대표되는 2차 재료

(1) 복합신소재의 친환경적 제조 및 활용 기술

의 발견과 이용을 통하여 구조물의 난이도와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생활 터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합신소재 제조 기술 개발

전 구축에서 문명 발달의 근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2차 재료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보다 강

기존

시멘트콘크리트의 탄소배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신소재 콘크리트 제조 및 활용 기

하고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각 재료의 조합 및 융합 등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고

술 연구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 지하, 공중 심지어 우주에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초거대 공간 창출을 위해서는 복

기존

강구조의 부식발생을 보완하는 강-신소재 합성 기술 연구

합신소재(ACM: Advanced Composite Materials)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재료의 발견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

각종

산업 폐기재료(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등)의 친환경적 재활용 기술 개발

료를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2) 친환경 복합신소재의 응용기술

현재 SOC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술인들은 콘크리트와 강재를 이용한 설계방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무공해·반영구적인

복합신소재 상수도관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구조물 개발

기초이론을 습득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신소재의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적용과 활성화를

강대체용

부식방지 복합신소재 각종 건설부재의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위하여, 복합신소재 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 방법의 개발과 함께 관련 지식을 확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활동을 위

염해

및 부식방지 친환경 해양구조물을 위한 신소재적용 기술 개발

한 학회 설립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계 및 학계에서 요구되어 왔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
고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건설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제공하여 관련 건설 기술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학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건설산업 수요에 부응된 연구

학회주요 업무 및 활동계획

를 효율적으로 진행시켜 얻어진 각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건설 산업체에 기술이전 등과 같은 산학협동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는 친환경신소재의 건설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공학 분야의 적용을 목표로 다음과 같
은 사업 및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회설립 주요목적

(1) 학술연구활동
친환경적 복합신소재 관련 학회지, 논문집, 기술 정보 자료의 간행 및 학술발표회/강연회 개최로 회원의 연구

우리 학회는 복합신소재를 연구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관련 기술인들에게 복

활동 및 국내 관련 단체와의 학문과 기술 교류.

합신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구조물과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을 위한 단위 연구활동을 집약시킬 수 있는 연구 토

정기

학술발표회 개최

대를 제공하고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제정된 복합신소재 구조물의 기본 이론과 설계방법(기준)을 제공하는

연구분과/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목적으로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

학회상

시상(공로/학술/논문/기술/특별상)

는 산.학.연.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학회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한 연구를 중심 가치로 하여 학회가

학술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샵, 전시회 개최

주도적으로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제도 정비를 지원하며,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 개발의 핵심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타 관련기관의 기술자문 및 위탁연구 수행

장이 되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국제교류활동
친환경적 복합신소재 관련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을 위해 외국 관련 단체와의 활발한 교류 활동.
국제기관과의

교류 및 해외 현장견학
외국

Code 번역사업
국제학술회의

및 학술발표대회 개최
영문논문집(SCI급)

발간 추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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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립목적, 배경 및 주요활동

1.3 학회조직

(3) 시방서, 설계기준 제· 개정
복합신소재의 제조,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시방과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업무.
복합신소재구조설계 및 제작기준

총회

제조 지침 및 요령
복합신소재 표준시방서, 편람 및 표준도
(4) 홍보, Marketing, 지원업무
복합신소재 업계의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학회지 광고 게재와 전시회 개최 및 세미나 공동 개최.
광고(학회지등)
전시회
세미나 공동 개최
Korea Composite Show 후원

운영
위원회

회장

사무국

부회장

감사

(5) 기술지원업무
복합신소재 관련 업계의 녹색 기술 향상을 위하여 기술 및 교육 지원.
신소재 관련 녹색 신기술 개발 지원
위탁교육 지원
전문시방서 작성 지원
(6) 기술교육 및 지원업무
기술인력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친환경적 복합신소재 전문교육 및 녹색기술 강좌를 실시.
친환경 녹색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전문교육)
전문분야별 기술강좌
표준시방서 및 설계, 제조기준 해설강좌
(7) 출판활동
복합신소재 전문 정기간행물 및 출판물을 발간.
복합신소재구조학회지, 논문집, 영문논문집 발간
복합신소재 표준시방서 및 구조설계기준 발간

이사회

친환경적 복합신소재 전문도서 발간
건설 및 환경 제기준 발간
복합신소재 관련 용어해설집 발간
유리 섬유 복합관 설계 매뉴얼 발간

분과
위원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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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역대 회장 소개

역대

구분
회장

초대
(2009년)
부회장

2대
(2011년)

윤순종
이규세, 강영종, 지효선, 변주대,
송경섭, 송기섭, 조정미, 전병국

명예회장

장석윤

고문

윤순종

회장

이규세
강영종, 박한규, 송범, 송경섭, 오병삼,
전병국, 지효선,천석현, 최성모, 황원섭
장석윤

고문

윤순종, 이규세

회장

강영종

명예회장

박한규, 송범, 송경섭, 오병삼, 원종필, 윤석호,
지효선, 천석현, 최성모, 황원섭
장석윤

고문

윤순종, 이규세, 강영종

회장

지효선

부회장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01

02

누적학회회원 수

부회장

16

강영종, 송경섭, 송기섭, 윤순종,
이규세, 한기선, 한봉구

회장

명예회장

5대
(2017년)

회장사진

장석윤

장석윤

부회장

4대
(2015년)

성명

명예회장

부회장

3대
(2013년)

1.5 숫자로 보는 10년

학회지

원년156명

10주년 762명

총 10권, 40호

(2019.10.21.기준)

03

04

연구수탁

총 88건, 35억

논문 수

총319편
(2019.10월호 기준)

권민호, 송범, 오병삼, 원종필, 윤석호,
이택근, 천석현, 최성모, 황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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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활동 및 실적

2.1 학회 활동

학회지

논문집
우리학회 논문집은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시설구조물의 건설과 기타 산업계의 적용을 위한 단위 연구활

복합신소재구조학회지의 발간은 논문집과 함께 학회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2010년 창간된 이래

동을 집약시킬 수 있는 논문을 게재하여 연구 토대를 제공하고, 이러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복합신소재 구조물의

2019년까지 매년 4회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국내외 학술연구, 업계의 기술동향, 행사, 학회소식 등 학회활동의

적용을 위한 새로운 응용 기술과 설계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회지는 학회 유관기관 및 종신외원, 일반회원 등 전 회원에게 무료로

2010년 3월 처음 출판 당시 계간으로 연 4회 발간되었던 논문집은 현재 연 6회, 격월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배포하고 있으며, 화보, 임원소개, 권두언, 업체탐방, 특집기사, 기술기사, 학술기사, 학회소식, 복합신소재 소식,

학회 논문집은 복합신소재의 구조 응용기술, 복합신소재구조의 해석 및 실험, 복합구조응용을 위한 계측 및 유지

학회지 규정, 논문집 요약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모든 권호는 우리 학회 홈페이지(http://

관리 등에 대한 논리적이고 실험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한 독착정 학술논문으로 구성되며 2018년 한국연구재단

www.kosac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 되었습니다. 국문원고와 영문원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논문집 규정은 2012년 3월 제
정되어 2019년 1월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논문 수와 제목은 홈페이지 http://www.kosacs.
or.kr 와 저널홈페이지 http://www.j-kosacs.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창간호)

2012년 12월(개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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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개정)

2010년 3월 (창간호)

2010년 9월(개정)

2012년 6월(학회지로부터 분책되어짐)

2016년 6월(개정)

2019년 6월(현재)

www.kosa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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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회 활동

기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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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창립총회

2012년 제천 (주)경우크린텍 저류조 제조 현장 견학

2011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금강2교 건설 현장 방문

2012년 정기총회

2011년 정기총회

2013년 정기총회
www.kosa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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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기총회

2017년 복합신소재를 응용한 시설물 보수·보강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2015년 정기총회

2017년 정기총회

2016년 정기총회

2018년 정기총회
www.kosa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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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술 활동

정기 학술발표대회 개최
우리 학회는 회원의 연구활동 및 국내 관련 단체와의 학문과 기술 교류를 위하여 매년 국내학술발표대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국내학술발표대회는 2011년 고려대학교에서 제1회 학술발표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1회 개최되
어 왔으며, 참여 인원 및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연구자, 산업계에서의 인지도도 크게 높
아지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복합신소재와 관련한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인 2019년에 열린 제9회 학술발표대회는 분야별 학술논문세션, 연구단 특별세션 및 기술발표회가 개최되었으
며, 2019년 학술대회에서는 신소재 및 복합구조와 관련한 구조재료/나노기술, 구조해석/신뢰성, 구조설계/기
준, 실험계측/시험시공, 유지관리/보수보강, 동역학/내진, ICT(인공지능, 기계학습,가상현실 등) 등 다양한 분야
의 이론적 및 실험적 학술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술발표로는 복합신소재(FRP재료, 복합소재, 섬유강화재
료) 구조물의 구성재료, 자재 및 보수 보강 재료, 복합신소재 구조물의 설계방법과 시공,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보
수 보강 설계방법 및 시공 방법, 복합신소재 및 구조설계에 관련된 프로그램, 기타 복합신소재에 관련된 기술 등
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학술발표대회논문의 상세한 내용은 학회홈페이지 내 학술발표대

제2회 학술발표대회(장소: 서울시립대학교)

회논문집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3회 학술발표대회(장소: 고려대학교)

제1회 학술발표대회(장소: 고려대학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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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학술발표대회(장소: 제주 그랜드호텔)
www.kosacs.or.kr

27

2.2 학술 활동

제5회 학술발표대회(장소: 제주 그랜드호텔)

제8회 학술발표대회(장소:제주오리엔탈호텔)

제6회 학술발표대회(장소:제주서귀포칼호텔)

제9회 학술발표대회(장소: 강릉 스카이베이경포호텔)

제7회 학술발표대회(장소: 제주 빠레브호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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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실적

본 학회에서 수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활동 실적 중 연구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복합신소재구조학의 우

2.4 사업 실적

연구 수탁 건

수 연구실적을 선정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는 총 88건, 약 35억원의 연구 수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수탁 금액은 첫해에만 2억2천6백만 원이었으며, 2018년까지의 누적액은 35억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연구명: 현장맞춤형 토사재해 방어기술 개발 및 적용용역

2019년은 현재까지 13건 2.7억여원입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4년의 연구성과가 6억9천여 원으로 가장 높
았으며, 경기불황속에서도 꾸준한 연구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기간: 2017.1-2017.11, 금액 2.54억

년도

연구(건)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5

226,000,000

연구 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발생이 빈번하여 산사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 시

2012

7

253,477,000

2013

12

528,752,000

2014

15

698,000,000

한 구도시 실증단지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실용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도심지에 유입되는

2015

15

442,417,076

토석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토석류로 인한 도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성 검토가

2016

14

294,800,000

2017

6

521,000,000

2018

14

550,700,000

합계

88

3,515,146,076

책임연구원: 박종섭

토석류가 거주지역으로 유입됨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토석류 방어를 위한
구조물들이 개발 및 설치되고 있으나, 구조물 특성상 도심지에는 설치가 불가하고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도심지 특성에 맞는 토사재해 저감 요소기술 개발 및 연구결과 활용을 위

필요하며,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반드시 요소기술의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도심지 토사재해 방어를 위한 요소기술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구도시에 적용이 가능한
토사재해 방어 요소기술 개발 지원, 기 개발된 토사재해 방어 요소기술의 적용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요소기술과 기 개발된 요소기술을 구도시 실증단지에 적용함에 있어, 요소기

금액(원)

술의 실용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연구명: 신형상 강섬유 개발

학회 출판사업
학회의 출판사업은 현재까지 총 3건 발간하였습니다. 설계기준, 지침서, 기술도서 등을 다루며 자세한 출판 내용

연
 구기간: 2014.4-2016.3, 금액 2.2억

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
 임연구원: 원종필
발주처: (주)코스틸

년도

출판서적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목표는 강섬유의 형상을 변화시켜 부착성능 및 에너지 흡수능력을 최대화하여 콘크리트

2017

복합신소재시스템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설계 및 시공지침서

2019

복합신소재구조 설계지침서

2019

건설 분야에서의 복합신소재 응용기술

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hooked type 섬유는 국내외 모든 회사에서 동일하게 적용 생
산하고 있어 제품의 차별화가 없다. 따라서 부착성능이 향상된 강섬유의 형상을 개발하여 제품의
차별화를 정립하였다. 또한, 신형상 강섬유 제품은 공장에서의 생산성과 작업성을 만족할 수 있도
록 하여, 제품 생산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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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 실적

기술인증사업 운영지침
2018년 8월 30일부터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기술에 대한 기술인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운영지침은 다
음과 같습니다.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이하 학회) 산하의 기술인증사업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 인증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인증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업무의
복합신소재시스템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설계 및 시공지침서
도서출판 동화기술 2017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증운영위원회의에서 추가할 수 있다.
1. 구조설계: 복합신소재구조설계관련 새로운 방법 등
2. 소프트웨어: 복합신소재구조해석프로그램, 부재설계프로그램 등
3. 재료 및 자재: 복합신소재 구조물의 구성 재료, 자재 등
4. 보수보강: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보수보강 기법 및 시공공법 등
5. 구조공법: 복합신소재구조물의 신기술, 신공법 등
6. 기타 복합신소재구조기술관련 사항
제 2조: 제출서류
인증신청자는 인증신청 또는 갱신 시 아래의 서류 9부(저장매체 1매 포함)를 학회사무국에 제출한다. 서류가 미
비한 경우 즉시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인증신청자는 10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보완한다.
1. 인증신청서(첨부 1. 인증신청서 참조)

복합신소재구조 설계지침서
도서출판 동화기술 2019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증신청 내용 및 범위
4. 기술 또는 제품설명서
5. 국내외 적용현황
6. 신청기술의 안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7. 심사에 필요한 시험 또는 실험결과 등의 자료
8. 기타 심사자료
9. 1항-8항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저장매체
제 3조: 인증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인증업무의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중 1인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건설 분야에서의 복합신소재 응용기술
도서출판 동화기술 201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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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안별로 인증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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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 실적

제 4조: 인증심의회의 업무의 관장

제 6조: 인증업무 수행에 따른 인증비

1. 실무담당은 인증운영위원회의에서 주관한다.

1. 관할은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고, 학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후 작성, 집행한다.

2. 심의위원 정족수: 위원장을 포함 최소 5명으로 하며 심의사항에 따라 최대 9명까지 할 수 있다.

2. 인증비 구성

3. 인증심의 통과: 인증심의회의 참가자의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1) 인증비는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인증내용별로 조절할 수 있다.

4. 심의회의 준비 및 기록: 심의위원회에서 기록하여 사무국에 보관하며, 관련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2) 심의 실행내용 및 실행예산비 인증심의 실행예산은 인증계약금액의 최대 30%이하로 하며 심의실행내

5. 심사 후 각 심의위원의 지적 및 기술보완검토사항은 별도 심의검토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1부는 사무
국에 보관하고, 1부는 인증신청자에게 제출한다. 관련내용에 대한 대외비는 제9조 1항에 준한다.

용은 자료검토비, 구조해석비, 구조계산비, 실험비, 인증보고서 작성비, 심사위원기술료, 보고서인쇄비,
인증서인쇄비, 관련자료 송달료 등이며 추가 투입 실행내용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학회납입금: 인증비의 최소 60%이상 학회에 납입한다.

제 5조: 인증절차 및 평가
1. 인증업무의 진행은 인증운영위원회에서 하며, 인증업무의 진행은 인증운영위원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

3. 인증기간연장에 따른 인증비는 최초인증비의 70%이상으로 하며, 인증연장조건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결
정할 수 있다.

2. 기술인증을 원하는 기관은 예비기술인증신청서를 접수하고 예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증대상여
부를 검토하기 위해 접수한 예비기술인증신청서의 비용은 받지 않는다.
3. 인증운영위원장은 예비기술인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대상
여부 및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한다.

제 7조: 심의비 등의 지급
1. 심의위원 심사비는 심사회의 1회 기준 ￦300,000원 으로 하며 기술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회장이 결정
할 수 있다.

4. 인증운영위원회는 인증대상 여부를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 회부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2. 서면심의의 경우 1회 기준 ￦200,000원의 심의비를 지급한다.

5. 적합성이 결정되면 기술인증을 원하는 기관은 기술인증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하고 심의용 도서를

3. 인증업무 절차상 업무관계자에게도 심의위원심사비에 준하는 업무비를 인증담당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회

제출하여야 한다.

장이 결정하여 지불할 수 있다.

6. 기술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운영위회는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및 심의업무에 착
수하여야 한다.
8. 인증대상으로 결정되면 15일간 학회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해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9. 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60일 이내 인증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을 결정하여 인증신청
자에게 통보한다. 심의위원회 각 위원은 첨부 2와 같은 평가표에 심의내용을 작성하고 심의위원장은 심의
결정사항을 별도 심의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1부는 운영위원장, 1부는 인증신청자에게 제출한다.

제 8조: 인증 작성원칙
1. 기술인증범위 내용은 인증신청자의 인증요구사항에 대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
적 각 의뢰 사항별 인증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인증범위 내용
구조설계

측면

10. 심의위원회 평가를 위해서 심의개시일 10일 전에 심의자료를 각 위원 에게 제공한다.

구조재료

성능측면

11. 심의위원은 평가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공측면


12. 인증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중 알게 된 각종 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13. 법적분쟁 중 또는 법적분쟁과 연루될 소지가 있는 기술은 당 학회 기술인증사업에서 원천 배제한다.

2. 자료검토비, 구조해석비, 인증보고서 작성비는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정한다.
3. 실험은 가능한 인증신청자가 하여 관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회에서 실험을 할 경우 자재비, 인건
비, 외주비를 구별하여 작성한다.
4. 기술료는 자료검토비, 구조해석비, 구조계산비, 실험비 중 인건비, 인정보고서 작성비 합계 금액의 30%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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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 실적

제 9조: 비밀유지 및 배상
1.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인증심의업무를 통하여 얻은 각종정보 및 기술적 사항, 심의지적보완사
항은 인증신청자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명백히 인증신청자에 피해를 준 경우 계약된 기술
인증비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다.
제 10조: 이의신청
1.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인증신청자의 기술이 타인(관련기술 보유자 및 회원)의 특
허, 신기술 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이의가 접수된 경우 인증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 이의 신청자는 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1조: 개정
이 지침은 학회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지침은 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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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복합신소재의
과거/현재/미래

3.1 복합신소재 재료

이러한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합성한 개념의 발전은 19세기에 독일에서 제조된 철근콘크리트를 들 수 있다. 콘

개요

크리트는 시멘트, 물, 모래 및 자갈을 합성한 것이며, 시멘트는 1824년 Josef Aspdin에 의하여 진흙과 석회암을
인류 문명 및 기술의 발전은 재료의 발전과 밀접하며, 다양한 재료의 개발은 전 산업분야 및 생활의 모든 분야에

섞어 가마에 구워서 최초로 제조하였다. 콘크리트 자체는 인장력에 취약하여 1886년 독일에서 보강철근을 콘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 및 합성기술의 첨단화로 각종 재료의 성능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그 중 복합

리트 구조체의 최대 인장응력을 받는 부분에 배근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론적인 해석을 수행하였다.

재료는 고강도 및 경량으로 인하여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어 산업전반으로 본격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합재료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소재에서 장점만을 뽑아 또 다른 새로운 특성을 갖도록 만든 재료를 의미한
다. 소재는 성분에 따라 금속, 세라믹, 고분자 소재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소재가 단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가지며 기존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것이 바로 복합재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합재료는 우
수한 구조적 성능 및 경량으로 항공 및 우주분야의 주요한 구조재료로 적용되어 왔으며, 내부식성으로 인하여 해
양플랜트 등에 확장 적용되었으며, 스포츠 레저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고강도, 내부식성 및 경량인 복합재료는 큰 장점을 갖는다. 최근 건설분야에 대한 복합재료의 적용
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생산기술 향상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지속
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복합신소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재료적 관점

[그림 2] 철근콘크리트

흙벽돌이나 철근콘크리트와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소재를 합성한 경우도 넓은 의미로 복합재료로 간주할 수 있으

에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또는 복합신소재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ACM)의 근대적 개념은 20세기에 들어 시작되었다. 베이클라이트(bakelite)는 최초의 섬유 강화 플라스틱
(Fiber Reinforced Polymer: FRP)이었다. 베이클라이트는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와의 반응으로 생기는 열경화

복합소재의 역사

성 수지이며, 벨기에 출신의 베이클랜드가 미국에서 1906년에 발명한 합성수지의 일종이다. 경화되기 전의 제1
역사적으로 인류가 사용한 재료는 돌을 가공한 석기시대에서 출발하여, 철기시대 등을 거쳐 더욱 발전하게 되었

차 반응에서 생긴 것이 천연의 로진을 닮았기 때문에 합성수지라고 불리며, 베이클라이트의 상품명으로 공업화

으나, 이는 단일재료에 국한되었다.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를 합성하는 개념은 기원전 약 15세기 이집트

되어, 오늘의 인조재료 즉, 플라스틱의 시초가 되었다. 상업용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개발은 1930년대에 광범위

인들이 만들었던 벽돌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흙으로 모양을 빚어 햇빛에 건조시키는 경우, 흙의 건조

하게 연구되었으며,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을 결합시켜 합성 물질을 만드는 데 적합한 수지는 du Pont이 1936년

수축으로 인하여 벽돌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균열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집트인들은 벽돌을 만들 때 짚

에 개발하였다. 현대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첫 번째 조상은 Cyanamid 사의 1941년 수지이다. 유리섬유강화플

을 섞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인 황토집 또는 황토방에 쓰이는 흙벽돌에서도 찾

라스틱은 단열성이 뛰어나고 녹슬지 않는 데 다가 가공이 쉬워서 많이 사용된다.

아볼 수 있다. 흙벽돌은 전통적으로 흙에 벼 짚을 섞어 만든 것으로 벼의 섬유질은 벽돌의 인장력을 증가시켜주
고 갈라짐을 방지해 준다.

[그림 3]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그림 1] 흙벽돌로 만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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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복합신소재 재료

1960년대 들어서는 유리섬유보다 특성이 우수한 탄소섬유가 개발됐다.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케블라 섬유’를
시작으로 복합재료의 발전은 속도를 더하였다. 1971년에 이르러서 일본 Toray사에 의하여 아크릴 섬유로부터
(Polyacrylonitrile, PAN) 고강도.고탄성 구조재료용 탄소섬유를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보강섬유인 탄소섬유
가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금속이나 세라믹과도 결합하면서 복합신소재가 탄생하였다. 고강성·고강도를 가진 고
성능 섬유들인 붕소 (boron)섬유, 알루미나섬유, 탄화규소(silicon carbide)섬유 등이 개발돼 복합재료에 사용
되었다. 탄소섬유를 적용한 복합재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른 재료의 역사에 비하면 아직 신소재로
불릴 수 있다.

[그림 5] 다양한 형태의 섬유강화플라스틱

섬유강화플라스틱 이외에 금속 복합재도 복합신소재로서 각광받고 있다. 금속은 딱딱하면서도 변형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다. 예컨대 고무는 변형되기 쉽고 힘을 가하면 잘 늘어난다. 그에 비해 세라믹은 매우 단단해 거의
변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단단할수록 금이 가면서 순간적으로 깨지는 성질이 있다.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는 다이아몬드도 어느 각도에서 충격을 가하면 순간적으로 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나기 쉬운 정
도와 단단함은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성질이다.
그러나 금속은 단단하면서도 쉽게 변형될 수 있으며 심지어 잘 깨지지도 않는다. 금속의 특성을 강화재로 보완
[그림 4]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

해 성질을 향상시킨 것을 금속 복합재료(Metal Matrix Composite, MMC)라 한다. 금속 기지에 주로 세라믹,
섬유 등을 보강해 만든다. 특히 섬유강화합금(Fiber Reinforced Metal, FRM)은 금속 기지재에 가볍고 강한 강
화섬유를 포함시켜 금속기 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우수한 기 계적 성질을 가진다. 상온과 고온에서 단단하고

복합신소재의 현재
복합신소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비행기의 동체로 쓰일 만큼 가벼우면서도 강한 특성은 매우 흥미롭다. 보통
가벼운 것은 약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나, 플라스틱에 섬유강화재를 혼합하여 만든 복합신소재는 고분자 단

가벼운 특성을 가지는 경량형 금속복합재료와, 1000℃ 이상의 고온에서도 그 특성을 유지하는 고온형 금속복합
재료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 왔다.
섬유강화합금이 발전한 것은 섬유강화플라스틱이 채워주지 못하는 성능의 필요성 때문이다. 보통 섬유강화플
라스틱은 실내 온도에서부터 약 200℃까지는 특성을 유지하지만, 그 이상의 고온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었다.

독 소재와 특성을 비교하면 강도와 강성이 수십에서 수백 배가 높아진다. 고분자 기지 재료의 강도를 1이라 할

초고온에서도 가볍고 단단한 섬유강화합금은 주로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에 많이 사용됐다. 개발 초기에 주로 항

때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는 각각 25, 40이며, 강성은 유리섬유가 고분자 기지재료의 20배, 탄소섬유는 70배 이

공우주 산업과 군사용 목적으로 연구됐다면, 최근에는 자동차, 스포츠레저 산업 등으로 그 응용의 폭이 확대되

상이다. 이처럼 고기능 섬유는 강철보다 가벼우면서도, 강철만큼 뛰어난 강도를 갖는다. 또한 가벼운 플라스틱
과 조합되는 섬유강화 플라스틱은 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이상적인 재료가 된다. 이는 구조재로 응용돼 획
기적인 경량화를 불러왔다. 현재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는 우주·항공 산업뿐 아니라 골프채, 테니스 라켓과

고 있다. 자동차의 경량화 면에서 일부 부품이 응용되기도 한다.
금속 복합재료는 설계한 그대로 성질을 나타내는 점이 뛰어나 여러 가지 조합에 따라 사용 용도의 폭이 넓다. 앞
으로 많은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재료이다.

같은 레포츠용품까지 두루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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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복합신소재 재료

세라믹계 강화재
TiC, B4C, Al2O3, TiB2 등
탄화물/ 산화물/ 보존화합물

Fe계 합금
Fe-Cr-Ni, Fe-Cr-Al alloy 등

고온구조용 경량
내열 Fe계 금속복합 소재

복합신소재의 미래
소재 가운데서도 특히 복합재료는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산업

용융가압
함침공정

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의 시작이었고, 3차 산업혁
명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생산시스템의 탄생이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ICT)의 융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즉 로봇이나

TiC

B4C

Fe-Cr-Ni alloy

AI를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상의 변
화를 뜻한다. 한마디로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적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소재의 혁명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새

Al2O3

TiB2

Fe-Cr-Al alloy

[그림 6] 금속 복합재료의 기본개념 (출처: www.tlomarketing.com)

로운 소재를 찾기 위한 첨단 복합신소재의 연구개발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미래형 복합신소재 중 탄소나노튜브로 보강된 복합소재가 있다. 탄소나노튜브(CNT)는 그래핀이라는 탄소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진 나노스케일의 막을 벽으로 하며 길고 속이 빈 튜브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존하는 물질

그 외에 현재 개발된 복합신소재로는 세라믹 복합재료(Ceramic Matrix Composite, CMC)가 있다. 세라믹 복

중 중량 대비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연신율이 높고 열과 전기를 잘 통과시키는 특

합재료는 낮은 밀도와 매우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세라믹의 중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

징을 보여서 다기능 구조재료로서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NT는 단일탄

에도 파괴될 수 있는 세라믹의 취약점을 보강해 개발된다. 세라믹 기지 복합재료로 서 관심을 끄는 것은 실리콘,

소나노튜브(Single-Walled Carbon Nanotube: SWCNT)와 다중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알루미늄, 티타늄, 지르코늄 등의 산화물, 질화물과 탄화물 같은 비교적 새로운 세라믹들이다. 우주선이 지구 대

Nanotube: MWCNT)로 구분되며, 합성조건에 따라 지름을 달리할 수 있다. 지름-길이 비율에 따라 강도 및 물

기권을 진입할 때 생기는 마찰열을 견디기 위해 세라믹 복합재료가 사용된다. 만약 알루미늄 합금으로 우주선을

리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기존재료와의 합성이 가능하다. 최근 지진과 같은 극한 충격하중 작용이 빈번하

만들었다면 대기권을 진입하기도 전에 녹아내렸을지도 모른다. 최근 개발되는 우주왕복선과 같은 우주선은 세

고, 이상기후 등으로 온도조건의 변화가 증대하면서 이러한 극한환경 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 구조부재의

라믹 복합재로 만들어져 100회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고온의 가스터빈 연소실, 터빈 블레이드 등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노 복합재료의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제조

의 부품에 세라믹이 사용된다.

공정에 있다. 나노복합재료를 활용하려면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나노 입자들을 기지 내에 고르게 분포시켜야 한
다. 엄청나게 작은 크기의 나노 입자를 성공적으로 제어해 균일한 분산을 얻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
지 대부분의 나노복합재료 기술은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나노복합재료는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성
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raphene
CNTs
: Carbon Nano Tubes

[그림 7] 세라믹 복합재료 (출처: link.springer.com)

C60

(Buckminsterfullerene)

CNT

Graphite
[그림 8] 탄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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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복합신소재 재료

3.2 복합신소재의 적용

복합재료 활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창기의 섬유보강 복합재료(FRP: Fiber Reinforced Polymers)는 50여년전에
주로 여가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련 재료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유리
섬유(GFRP), 탄소섬유(CFRP), 아라미드섬유(AFRP)등의 섬유가 갖는 고성능의 역학적 장점들과 경량성, 고내구성
등으로 인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우주, 항공, 국방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복
합재료의 가격이 비싸서 전술한 분야에서만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대량생산
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복합재료를 스포츠 상품에 활용하는 단계의 일반 상용화에까지 이
SWCNT
MWCNT
(Single-Walled CNT) (Multi-Walled CNT)

르게 되었다. 이 시기에 복합재료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복합재료의 가격을 더욱더 낮추었으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이 되면서 국제적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국방에 관한 복합재료 시장이 점차 축소되면서 이들 산업의
관심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회간접시설물들의 노후화로 인한 개, 보수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량

[그림 8] 탄소나노튜브

소비시장이 될 수 있는 건설분야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는 복합재료의 건설
분야 활용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었으며, 선진국의 경우 관련 산업계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시용 교량
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공용중인 교량의 콘크리트 바닥판 성능

맺음말

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재료 바닥판으로 교체하거나, 교량 전체를 복합재료로 구성하는 교량의 건설이 다수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복합재료는 건설 산업분야의 차세대 건설재료로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첨단 복합신소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였다. 재료의 발전은 산업 분야 및 인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해왔다. 특히, 가볍고 강한 복
합신소재는 향후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분야의 경우, 기존의 건설재료에 비하여 복합소재가 고가

건설분야에서의 복합신소재 적용

라는 인식으로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건설분야의 기술적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첨단재료의 저변확대
와 단계적 적용이 필수적일 것이다. 복합신소재를 적용한 구조 설계 및 시공의 최적화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경

최근에 복합신소재가 건설분야에도 활발히 응용되고 있어 생산 및 사용량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복합신소재를

제성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

건설재료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에 복합신소재는 건축구조물에 주요 부재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토

로 기대된다.

목구조물의 주요 구조부재, 보조부재, 보수 및 보강재료로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토목구조분야에서 복
합신소재는 1980년대부터 토목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에 적용하는 재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량
바닥판, 기둥과 같이 주요부재의 소재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복합신소재가 고강도이면서 부식하지 않는 재료
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및 긴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보강근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건
설분야에서의 복합신소재 응용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1) 교량 분야
① 복합신소재 바닥판
공용중인 교량의 콘크리트 바닥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재료 바닥판으로 교체하거나, 교량 전체를
복합재료로 구성하는 교량의 건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복합재료는 건설 산업분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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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합신소재 상부구조
최근에 기존 도로 및 철도 횡단을 위한 일체형 교량상부구조 형식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건설되고 있다. 중
장비 없이 손쉽게 가설되고 있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구조형식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은 복합신소재 상부구조로 가설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④ 복합신소재 케이블
[그림 1] 루이지애나에 설치된 발사코어 적용 교량바닥판 (2009년)

1992년 Scotland의 Aberfeldy에서는 아라미드 섬유에 폴리에틸렌을 더한 케이블에 GFRP 바닥판과 주
탑 등 최초로 전 부분을 복합재료로 만든 사장교 형식의 보도교를 건설하였는데 총길이 113m에 주 경간
이 63m로 현재 가장 긴 완전 복합소재 교량의 하나이다.

② 복합신소재 거더
복합신소재 교량이 인도교에서 점차 차도교로 가설되고 있다. 주로 I형 거더를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바
닥판과 합성형 형태로 가설되었다. I형 거더이외에도 콜루게이트 형태 등 복합신소재 특성에 맞는 구조형
식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기존 노후교량의 상·하부 구조를 교체하지 않고 하부구조를 재사용하면서 성

⑤ 교량 부속시설물 분야
복합신소재 교량받침, 방호벽, 난간, 익스팬션조인트, 거더덮개(enclosure)

능을 충분히 개선하고 상부구조의 자중을 줄일 수 있는 복합신소재 거더형식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개발
되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고기능, 고성능의 첨단 복합재료를 사회간접자본 시설
에 적용하려는 관심과 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림 3] 복합신소재 상부구조
가설 장면

[그림 4] 복합신소재 케이블을 이용한
보도 사장교 전경

[그림 5] 복합신소재 구조를 이용한
플랫폼 설치 전경

(2) 콘크리트, 강재 등 보강 분야
① 복합신소재 보강재
기존 노후교량의 상하부 구조를 외부에서 보강하기 위해 FRP 시트(Sheet)나 패널(panel)을 이용하는 경
우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보강철근을 유사한 단면의 FRP 보강재로 대체하거나 노
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기술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합신소재
(ACM; Advanced composite materials)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공법의 기술개발이 증
[그림 2] 복합신소재 거더를 이용한 교량 가설 장면

가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휨 및 전단부재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FRP재료는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탄소섬유보강폴리머) 시트(Sheet)가 주로 사용된다. CFRP 시트는 뛰어난 물
리적 특성을 지닌 탄소섬유를 고성능 에폭시 수지에 함침시켜 만든 프리프레그(Prepreg)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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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의 단위면적당의 강도는 강재의 10배에 상당하며, 강재의 1/5의 비중으로 상대적으로 경작업만으

② 복합신소재 보강근(Rebar), 긴장재(Tendon)

로 뛰어난 보강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기존 보강공법에서 요구되는 중량물의 운반장치나 가공, 용접 작업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보강철근을 유사한 단면의 FRP 보강근으로 대체하거나 FRP(Fiber reinforced

을 필요로 하지 않고, 소음의 문제가 없다. 또한 천정면이나 완곡면에 대한 시공성이 좋고 구조물의 여러

plastics)는 현재 토목분야 및 다른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하게 사용되며 각광 받고 있는 신소재이다.

가지 형태에 대해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혹한 환경하에 대해서도 우수한 내구성을 보이고 있
다. CFRP 시트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은 대부분 접착제의해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 CFRP 시
트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림6, 7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CFRP 시트 보강공법은 매우 우수한 보
강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종래공법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폭넓은 공법 적용성 및 시공성, 경제성을 실
현한 공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 철근콘크리트 바닥판의 철근 부식상태

(3) 기초말뚝(Piles) 분야
① 복합신소재 원형파일
[그림 6] Flexural strengthening of a reinforced
concrete slab

[그림 7] Flexural(and shear) strengthening of
a reinforced concrete beam

최근 국외에서는 강구조물(합성구조물 포함)에 대한 FRP쉬트 보강에 대한 연구가 초창기로 진행되고 있
다. Miller(2001)은 Dalaware 소재 I704교량의 1개 거더부위에 탄소섬유쉬트 보강을 통해 보강성능효과
를 검증하였으며, Tavakkolizadeh(2003)는 합성보의 하부플렌지에 FRP보강을 통해 휨성능 및 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Shaat(2008, 2009)는 단면이 손상된 합성보의 하부플랜지에 탄소섬
유 시트 부착을 통해 보강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그림 8과 같이 수행하였다.
[그림 10] 복합신소재 파일의 전경

(a) Miller 의 교량거더의 CFRP 보강

(b) Shaat의 합성보플렌지 CFRP 설치

(c) Shaat의 실험전경

[그림 8] 강구조물의 FRP쉬트 보강사례 및 실험전경
[그림 11] 복합신소재 파일의 항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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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합신소재 그리드 사면보강시스템

(4) 지반 및 사면보강 분야

유리섬유 보강 플라스틱(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FRP) 복합재는 최근 선진국 뿐만아니라 국내에

① 복합신소재 터널지보재, 보강재
기존 국내에서 주로 적용되던 터널·비탈면 보강 공법들은 주재료가 강재로써 많은 단점들(지하수 침투에

서도 기초보강분야, 대규모 굴착 및 토공분야, 댐 및 터널보강분야, 비탈면 보강분야 등에 널리 이용되고

의한 보강재의 부식, 무거운 중량에 의한 작업성 저하, 보강재 절단의 어려움, 보강재 연결부 파손)이 발생

있으며 현재 토목구조용 재료로서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RP 복합재는 제조과정에서

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수차례 FRP관의 제작방법과 수지의 종류, 경화방식 등을 변화시

섬유와 수지의 함량비, 섬유의 방향성과 품질이 복합재의 역학적인 특성을 좌우하게 된다. FRP관은 균일

켜가며 강도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최대강도를 발현할 때의 제작방법과 수지종류, 경화방식을 도출

한 단면과 거친 표면으로 이루어진 신소재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복합재로서 인장, 전단강도가 강함은 물

해 내게 되었다. FRP관을 활용한 터널 및 비탈면 보강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토목구조용 또

론 절단 및 가공이 쉽고 중량이 가벼워 취급이 용이하며 내화학성과 내부식성이 우수하여 토목구조용 재

는 지반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은 주재료가 Steel Pipe 또는 Steel bar 형태로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료로서 강재보다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시공성 및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며, 부식에 의한 강도 저하의 우려가 있다. 또
한 Steel pipe의 경우 겉 표면이 매끄럽고 요철이 없어 주면마찰저항을 필요로 하는 지반보강용으로는 취

(5) 도로 부대시설물 분야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타 재료에 비해 가볍고 부식이 없으며, 겉표면의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를 이용한 복합신소재인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요철에 의한 주면마찰력의 증대 등이 우수한 FRP 관이 개발되었다.

FRP)은 강도와 강성이 크며, 내부식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산성비 등의 외부환경에 저항성이 높기 때문
에, 도로 위에 있는 부대시설물 분야에 적용성이 우수하다. 그림 13은 FRP를 적용한 도로 전광판 및 전신주
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는 FRP를 적용한 도로 중의 안전 펜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는 FRP로 제작한 차량진입방지말뚝을 나타낸 것이다. FRP는 용도에 따라 형태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며, 도로변의 미관향상 및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서 차량진입방지말뚝으로 사용되고 있다.

FRP관을 이용한 비탈면 보강사례

[그림 13]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도로전광판 및 전신주

FRP관을 이용한 터널 보강 사례
[그림 12]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지반 및 사면보강 전경

[그림 14] FRP로 제작한 안전 펜스(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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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Pipelines) 분야
② 복합신소재 송유관

① 복합신소재 상하수도관

[그림 15] FRP로 제작한 차량진입방지말뚝(말레이시아)

그림 16은 FRP로 제작한 신호등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17은 FRP로 제작한 가로등을 나타낸 것이다. FRP
부재를 사용할 경우 표면의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림 18은
FRP로 제작한 맨홀뚜껑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19는 FRP로 제작된 그레이팅 보도를 나타낸 것이다. FRP
는 단위중량이 작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부식 등 외부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여 내구성이

[그림 20] FRP 상수도관

③ 복합신소재 지하 저장 탱크

[그림 21] FRP 송유관

④ 복합신소재 하수처리시설물

크기 때문에 도시 내 보도 등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2] FRP 지하저장 탱크
[그림 16] FRP로 제작한 신호
등(말레이시아)

[그림 17] FRP로 제작한
가로등(말레이시아)

[그림 18] FRP 맨홀(말레이시아)

[그림 23] FRP 하수처리시설

(7)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분야
① 복합신소재 풍력타워 및 블레이드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는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2MW, 3MW, 5MW 급의 Blade는 모두 복합재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폭시수지, 유리섬유와 더불어 Blade의 강성을 담당하는 소재가 Balsa와 PVC Foam
이며 최근에는 PET Foam도 차차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Balsa의 경우 가격대비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
여 응력을 많이 받는 Blade의 루트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다.
45-60 meter long

[그림 19] FRP 그레이팅 보도(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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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분야

(9) 항만분야

① 복합신소재 조립식 주택

① 복합신소재 마리나

[그림 31] 마리나
[그림 25] 조립식 주택

② 폰톤(pontoons) 및 부두(잔교)(jetties)데크
② 복합신소재 건축부속시설물

③ 복합신소재 건물 외장재

[그림 32] 적용사례: 해상구조물 설치

[그림 33] 적용사례: 해상구조물

③ 복합신소재 파일
[그림 26] 부속시설물

[그림 27] 외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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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장소에 건설되는 교량에 적용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
림 34는 해안가 주변에 건설된 보도교이며, 그림 35는 스코틀랜드에 건설된 하천을 횡단하는 보도교이다.

④ 복합신소재 건축조형물

[그림 28] 적용사례: 헬리포트장 설치
(자외선 차단 마감도장재처리)국내

복합신소재는 내부식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해안지역 등의 습윤지역 및 기타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

[그림 29] 적용사례: 고층빌딩 휀스용
FRP LUVER설치(국내)

[그림 30] 적용사례: 아파트 베란다용
설치(일본) 자외선차단도장마감

[그림 34] 해안가에 건설된 FRP 교량

[그림 35] FRP 바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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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합신소재의 적용

(2) Aerospace vehicles

건설이외 분야에서의 복합신소재 적용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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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Milita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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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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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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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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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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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rit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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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litary services

[그림 1] 건설이외 분야에서의 복합신소제 적용 분야

(1) Aeroplanes

Steel
10%
Carbon laminate
Carbon sandwich
Fiberglass
Aluminum
Aluminum/steel/titanium pyl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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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ium
15%

Other
5%
Composites
50%

Aluminum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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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합신소재의 적용

(4) Nuclear submarines

(6) Tilting trains

Composite Repairs for Nuclear Submarine Sea Tubes
Alternative to replacement of corroded sea tubes
Significant time and cost savings
Glass coated on the inside
Long term corrosion and abrasion resistance
Vigilant in dock

(7) Industrial robots

Virginia-class fast attack submarines
composite components: bow dome, and sonar and
weapons equipment
Construction of Virginia Class Composite Bow Dome

(5) Maritime vehicle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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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합신소재의 적용

(8) Human bone repair

(10) Composite leg

carbon fiber/epoxy pylon

Paralympics

(9) Medical treatment
Problems of metal bone plates
•Materials: stainless steel, Titanium
•High Modulus
•Stress shielding, Low strains
→ Bone necrosis, Osteoporosis
•Low fatigue limit
•Corrosive
•Invisible beneath the bone plate
Advantages of composite bone plates
•Modulus flexibility
(Stabilization+Micro-movement)
•Anti-corrosive
•Complex shape available
•Biocompatible

Joe Gaetani
100 meter(12.23 seconds)
200 meter(24.82 seconds)

Tony Volpentest
100 meter(11.63 seconds)
200 meter(23.07 seconds)

Trochanteric fracture

Diaphyseal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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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합신소재의 적용

(11) Sports devices
Tennis racket, Golf club, Ski, Baseball bat, Climbing wall, Ice hockey stick, Canoe, Carbon bike,
Etc.

(12) Automobiles

Composite tailgat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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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Chevrolet Avalanche's pickup 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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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복합신소재의 적용

3.3 복합신소재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13) Wind turbine blade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산업전반에 걸친 복합신소재의 시장현황과 향후 전망의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복합신소재는 유리섬유,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바잘트(현무암)섬유 등의 고강
도 강화섬유와 열경화성 또는 열가소성 수지재료와 함께 성형한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또는 섬유복합 신소재
를 의미하며, 크게 유리섬유 복합신소재와 탄소섬유 복합신소재로 구분하여 그 현황과 향후 시장전망을 산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복합신소재과 관련한 기술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시장분석 자료를 참조
하였으며, 일부 국내 복합신소재 산업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복합신소재 산업의 태동과 발전
1932-1946

Start of the industry

(14) Infra structures

1947-1960

Niche Applications

1961-1978

Industrial Applications

1979-1996

Corrosion Resistance

1997-Present
Hybrid Technology
Integration

[그림 1] 복합신소재 산업의 발전역사(출처: 한국오웬스코닝)
Glass fibre composite
transmission tower

1930년대

미국에서 유리 장섬유 및 플라스틱 수지의 상용화가 시작하면서, 보트,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수

Weight: 1/3 of steel tower
Height: 25m
(Steel tower: 35m)

1950년대

섬유강화 복합신소재는 경량, 고강도 특성을 무기로 자동차, 우주항공 등 특정 산업분야를 중심으

요를 창출하고 기존 재료에 대한 대안으로 섬유강화 복합신소재 관련 산업이 태동기를 맞이함.
로 활발히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기간에 초고강도 특성의 탄소섬유가 개발되었음. 섬유강화 복합신소재
제품의 고품질화를 위한 인발성형(pultrusion), 스프레이업(spray-up) 제조기술이 함께 개발됨으로써 산업화
및 대량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Glass/Polyester telegraph pole
Weight: 2,140N(wood: 3,600N)
Height: 13.5m
Fabrication: Centrifugal Casting,
Filament W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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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는

복합신소재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SMC, 필라멘트 와인딩 등 대규모 상
용화 제조기술이 개발되고, 열가소성 수지와 케블라(Kevlar)와 같은 아라미드 유기섬유 등 강화섬유 및 수지
재료의 다양화와 성능향상이 이루어짐. 1980년대 이후 내부식성이 요구되는 대형 탱크 구조물, 건축용 창틀
등 유리섬유 복합신소재를 중심으로한 대규모 수요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축 외장재, 교량, 보강 시스
템 등 건설분야 적용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가 시작됨.
www.kosa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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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합신소재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000년대 이후, 강화섬유, 수지 등 소재기술과 상용화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자

현황 및 전망

동차용 구조부재, 토목/건축 구조재 및 보강 시스템 등 복합신소재의 대규모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을 위한 터빈, 블레이드 등 새로운 적용분야를 개척하는 등 소재 및 기술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하고 있음.

(1) 개요
섬유강화

복합신소재는 경량, 고강도, 고내구성, 내부식, 전기절연성, 전파투과성 등 우수한 특성을 바탕으
로 강재, 알루미늄, 콘크리트 등 건설산업을 포함한 기존 재료시장의 기술적 대안으로 그 적용분야가 다양

Transportation

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Grand

View Research In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복합신소재 산업의 전 세계 시장은 2024년
까지 약 1,310억 달러(157조원)의 규모로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 기간 연 평균 7.8%의 성장률이 보
일 것으로 예상.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Lucintel의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 이후 미국의 철강산업은 1.5배, 알루미늄산업
은 3배 성장한데 비해 복합신소재 산업은 25배 성장하였으며, 2019년 현재, 9년 연속의 성장을 거듭하고
수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음.
섬유강화

복합신소재 산업은 크게 건설(32%), 운송(28%), 일반산업(21%), 소비재(11%) 및 풍력에너지
(8%)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재산업에 있어 강재의 1%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E&E, Consumer

Building

미국의

복합신소재 산업은 FRP보강근, 풍력발전 블레이드, 파이프, 탱크,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8년 약 252억 달러(30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리섬유는 이러한 복합신소재 산업의 주요 강
화재료로 사용되고 있음.
국내

복합신소재(첨단 복합재료) 시장은 2017년 4.4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71%로 성장하여 2022
년 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복합신소재

산업은 다양한 섬유, 수지 등 원재료 기술과 제품 제조기술, 응용 및 설계 기술의 다양하고 복
잡한 분야가 결합된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업계간 결합을 통한 시너지, 기술혁신 잠재력, 시장규모, 기술
시장 경쟁력, 지속발전 가능성 등 성장요인을 기반으로 건설 분야와 같은 대규모 시장의 적용을 적극 고려
할 필요가 있음.

Infrastructure

Others

Construction 32%
Residential,
Commercial, Water
transportation&
storage

Transportation 28%
Cars, Trucks, Buses,
Trains, Marine

Carbon fiber(+3.7%)
Glass fiber(+1.6%)

Consumer 11%

Appliances,
Electronics, Recreation

Industrial 21%

Factories, Mining,
Offshore platforms

Global Market Size(Indexed to Glass Fiber)

Wind 8%

Aluminum(+1.2%)
Wood(+0%)

0.1
1
14
26

Steel(+0.8%)

111

[그림 3] 섬유강화 복합신소재의 산업별 시장 및 시장규모(출처: 한국오웬스코닝)

[그림 2] 섬유강화 복합신소재의 적용분야 및 사례(출처: 한국오웬스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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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합신소재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중국의

유리섬유 복합신소재 산업은 지난 20년간 세계 최대의 유리섬유 복합신소재 공급시장으로 성장하

연평균
성장률
8.71%

였으며, 전기, 운송, 건설, 수처리, 풍력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그 시장규모는 미국의 약 2배에 달함.
*유리섬유 생산량은 385만톤으로 Jushi, Taoshan, Chongqing사가 전체의 60% 차지
*약 5000여개의 제조회사에서 매년 4,630만톤의 유리섬유 복합신소재 제품 생산
6억 6,770만 달러

세계적인

유리섬유 기업은 신규 생산시설의 증설로 유리섬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 Owens Corning사, 프랑스 Chambery 유리섬유 공장 증설

4억 3,980만 달러

*중국 Chongqing Polycomp International(CPIC)사, 연간 11만톤 규모 유리섬유 생산시설 신규투자 및
공급계약 체결

2017

2022

[그림 4] 우리나나의 복합신소재 시장 규모 및 전망(출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국 Jushi China사, 미국 South Carolina에 8만톤 규모의 유리섬유 생산시설 건설하였으며, 이집트에
20만톤 규모의 유리섬유 공장 건설중
*일본 Nippon Electric Glass사, 미국 PPG사의 유리섬유 사업을 인수하여 복합신소재 사업의 확장 및 미

(2) 유리섬유 복합신소재

국 시장진출 노력

Lucintel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유리섬유 원재료 시장은 2018년에 2.8%가 성장하여 생산량 1,130

국내

유리섬유 기업으로는 한국오웬스코닝, 한국화이바 등 주요 유리섬유 생산기업에 의해 대부분의 유리

만톤, 매출액 기준 21억 달러(2.5조원)으로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8%를 예상하여 미국 내 유리섬

섬유가 국내에 공급되고 있음.

유에 대한 수요는 1,36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수지재료의

경우, 애경산업, 세원화성과 같은 전통적인 수지 생산기업에 의해 복합신소재 제조를 위한 불

수요와 공급측면에 있어서 전 세계 유리섬유 생산능력은 2018년 기준으로 약 5천만톤으로 현재 91%의 가

포화 폴리에스터, 비닐에스터 등 산업용 열경화성 수지가 생산되고 있고 있음.

동률을 보이고 있음.

건설분야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에폭시 수지의 경우, 국도화학, 금호피앤피, 블루큐브케미칼, 헥

유럽의 유리섬유 복합신소재 산업의 2018년 현재 시장규모는 114만톤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여 6년

시온코리아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청원화학과 같은 2차 수지 가공업체에 의해 산업별 요구특성에 맞게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열가소성 복합신소재의 성장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음.

제조공급되고 있음.

European GRP Market(kt)

유리섬유

복합신소재 산업은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구조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Shipment in Billion Pounds

있으나, 향후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건설 응용분야를 포함한 산업용 구조재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며, 향
12

후 시장 확대가 예상됨.

10

*FRP보강근, 창호, 전신주 등 건설분야 유리섬유 복합신소재의 건설재료 시장 점유율은 전체 산업에서 복

8

합신소재 시장 점유율 평균인 약 2%에 못 미치는 1% 미만

6
4

(3) 탄소섬유 복합신소재

2
0

2013
Demand

탄소섬유

복합신소재 산업의 2018년 기준, 전 세계 수요는 약 85,000톤으로 매년 10~15%의 성장률을 유

2018

지하고 있음.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항공우주 프로그램, 풍력발전 터빈/블레이드 및 건설분야를 포함한

Capacity

[그림 5] 세계 유리섬유 수요/공급
(출처: Composites Manufacturing)

[그림 6] 유럽 유리섬유 복합신소재 시장규모
(출처: Composites Manufacturing)

유럽의 경우, 지역에 따라 유리섬유 복합신소재 산업의 주요 적용분야 다양함.
*독일(전기/전자산업), 터키(건설/인프라), 노르웨이/스웨덴(석유가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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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의 탄소섬유 이용 증가가 그 요인임.
Carbon

Composites의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탄소섬유 복합신소재 산업은 2010년 33,000톤
에서 연평균 11% 성장하여 2022년에는 120,500톤에 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액적으로는 2021
년에 3.7조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Zion Research Analysis), 2022년에 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Grand View Research).

www.kosa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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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합신소재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탄소섬유

복합신소재 시장은 지속적인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미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고 있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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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로 탄소섬유 복합신소재의 미래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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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는

도레이(Toray), 도호테낙스(Toho Tenax), 미쓰비시 레이온(Mitsubishi Rayon) 등 일본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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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님. 자동차 시장에서의 대중화, 건설 시장에서 합리성

졸텍(Zoltek), 에스지엘(SGL) 헥셀(Hexel), 사이텍(Cytec) 등 미국과 유럽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우주항
공 및 자동차 산업분야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음.
국내

탄소섬유 기업은 효성첨단소재, 한국카본, SK케미칼 등으로 탄소섬유 원재료, 직물, 프리프레그를 생
산하고 있음. 2017년 기준으로 국내 탄소섬유 생산량은 5,665톤이고, 국내 수요량은 3,460톤으로 대부분

20

스포츠/레저 산업 및 건축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국내 탄소 프리프레그(prepreg) 생산량은 900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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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요량은 1,028㎡에 이르고 있음.
(단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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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세계 탄소섬유 복합신소재 시장현황 및 전망 (출처: Carbon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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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복합신소재 시장에서 항공우주 및 풍력발전 분야는 각각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자동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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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산업분야는 각각 1/6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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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복합신소재 응용시장에 있어 건설 분야는 기존의 항공우주, 풍력발전, 자동차 및 스포츠 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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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복합신소재의 건설분야 응용시장 증대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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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주목받는 신규 응용시장으로서 건축 및 토목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내진보강 등 탄소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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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내 탄소섬유 시장 규모 현황(2017)
(출처: 한국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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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내 프리프레그 시장 규모 현황(2017)
(출처: 한국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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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유리섬유 및 탄소섬유 복합신소재의 시장현황과 전망을

압력용기

국내외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섬유강화 복합신소재는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인프라/건설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 건설재료와의 기술적, 경제적 경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토목, 건축 등 건설분야에 매우

기타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학회는 경량, 고강도, 고내구성, 고강도 등 우수한 특성을 가
0

50
현재시장

100

150

잠재적 신규 창출시장

지는 섬유강화 복합신소재의 원천 설계, 제조기술과 적용분야를 연구개발하고, 설계기준 등 국가표준 개발 및 관
련 기술의 교육 홍보를 통해 향후 건설 복합신소재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탄소섬유 산업의 분야별 시장 잠재력(출처: Composites Manufacturing)

탄소섬유의 공급에 있어, 전 세계 생산능력은 2018년 현재 14만 톤으로, 미국, 유럽 및 아시아에서 지속적
인 생산시설 증설 및 신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은 전 세계 탄소섬유 수요의 25~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체생산에 의한 탄소섬유 생산은 이에 못
미치는 12~15%로 전 세계 탄소섬유 생산량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향후 시설, 인력, 기술을 기반으
로 향후 10만톤 이상 세계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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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구조학회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강구조학회장 신경재 입니다.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는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인프라 시설물 건설을 위한 학술 교류를 통해 건설 기술

먼저,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학회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

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정으로 오늘과 같은 학회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재료인 복합신소재를 사용한 친환

복합신소재구조공학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학회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헌신과 열정을 쏟아주신

경 시설 구조물 건설을 위한 응용 기술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귀 학회가 뚜렷한

역대 회장님들과 임직원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대한토목학회를 대표해서 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오신 장석윤 초대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과 지효선 회장님 및 임원

냅니다.

진 모든 분께 큰 박수와 축하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 건설산업에서 구조분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물은 건설의 꽃이자 건설기술을 상징하는 대표

우리 건설산업에서 구조분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동안 SOC 시설

적인 시설물로서 국민들이 평소의 삶 속에서 건설기술을 평가하고 수용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최근 구

구조물에는 주로 철강재와 콘크리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에 사용된 재료들은 부식 및 노후화

조물의 초대형화, 초장대화, 초고층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콘크리트와 강재의 대안 재료 또는 하이브

현상으로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고 많은 유지 보수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를 해

리드 재료로서 복합신소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탁월한 강도와 경량성, 내

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시설 구조물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복합신

부식성 및 성형성을 두루 갖춘 미래의 건설신소재로서 구조공학의 혁신을 이끌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재는 고강도, 내부식성, 경량성, 우수한 가공성 등의 장점으로 노후화된 소형 교량 상부 바닥판 교체 급속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주변의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적으

시공과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시설, 복합소재 말뚝, 교량용 방호 울타리, 빗물 저류 침투시설 등 다양한

로 저성장 기조 위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미-중간의 패권전쟁, 한-일간의 기술전쟁은 우리

구조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껏 높이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9년이 한국복합신소재학회가 창립한지 10년이 흘렀다는 소식에 저로서도 매우 감회가 깊습니

이러한 위기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

다. 귀 학회가 전문학회로서 소재, 설계, 시공 등 새로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니다.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는 생존을 위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

고 알고 있습니다.

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불굴의 도전정신과 진취적인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강구조학회는 금년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두 학회가 다루

사고방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통해 공학의 한계를 확장하

는 분야는 서로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번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귀 학회가 우리 한국강구조학회를 비롯

고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가 건설기술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 여러 학술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건설분야의 학술 진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

데 선봉장이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센 물결속에서 구조분야에서

“‘내일’의 산업에 ‘오늘’ 투자하지 않는 경제는 ‘어제’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의 새로운 핵심소재를 이용한 첨단 융복합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향후 건설 시장에 복합신소재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여 건설 재료의 혁신을 이루는데 귀 학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우리의 항로를 안내하는 북극성이다.”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가 한 말인데 오늘 우리가 꼭 새겨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드립니다. 아울러, 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년 동안의 학문적 발자취를 수록한 “학회 창립 10
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리며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국내 최고

“학회는 북극성을 찾아주는 나침반이다.”

의 학술단체로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열 번째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 종 세

2019년 11월 29일
(사)한국강구조학회 회장 신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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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축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채흥석입니다.

한국복합신소재 구조학회의 창립 10주년과 그간의 발자취를 담은 10주년사 책자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

먼저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기념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립니다.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강재를 보완할 수 있는 4차 산업시대의 핵심소재이면서 친

지난 10년간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는 콘크리트 및 강재를 사용해왔던 우리 건설현장에 새로운 복합 신소

환경적, 기술집약적소재인 복합신소재 개발 및 응용기술을 선도하는 학회입니다. 또한, 수년간 친환경 소재

재를 사용하여 친환경 사회간접자본 시설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학술적 토대를 제공하여 관련 건설기술이

개발이라는 시대요구에 부응하여 학술적 토대를 마련했고, 건설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집약적 소재개발과 연구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 · 복합의 시대로 세계는 지금 눈부신 기술의 진보로 국가와 국가 간, 산업과 산업 간의

요즘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건축물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

경계가 허물어지는 무한 경쟁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친환경 복합신소재의 개발과 활

강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섬유복합재 개발 및 응용기술 연구에 저

용은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신소재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

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내진보강사업에도 함께 하기를 기대

을 통해 신규 SOC 사업과 노후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하며 이를 위해 복합신소재구조학회가 산.학.연.관의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제반 연구활동 및 제도적 정비를

다시 한번 창립1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번 기념포럼 마련을 위해 애쓰신 지효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존경의 뜻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창립 10주년과 기념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도 복합신소재의 구조설계적용 및 성능향상의 소재로서 응용에 적극적

감사합니다.

으로 노력할 것이며, 친환경적 소재와 관련하여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박 종 면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채 흥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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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10주년 회고사

초대회장 장석윤

2대회장 윤순종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가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처음으로 2009년 11월 27일에 창립한 지 10

1993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홍익대학교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교수직에 첫 부

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간에 회원 여러분들의

임하였던 나에게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으나, 그 중 가장 큰 도전은 복합신소재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회의 운영은 물론 그간의 학술연구를 비롯하여 관련 시방서의 제정과 논문집의 발간

다시피했던 한국 땅에서 그와 관련한 연구를 이어나가야 하는 일이었다.

등을 통하여 훌륭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 왔음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 계속 복합신소재와 관련한 연구를 해오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 중 하나는 이러한 열악한 국내 상황

Frame에 사용되는 1차원 부재로부터 평판 및 쉘 구조형식의 경우의 2차원구조, 또는 3차원 구조형식에 이

속에서도 연구의 의지를 이어나갔던 동료 선후배 연구자분들과 함께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를 설립한

르기까지의 복합신소재구조물의 경우 다양한 구조 형식에 따른 제조공정 및 설계이론도 다양하고 이에 따

것이다. 복합신소재라는 선진 연구 분야를 연구하는 과정 중 과감하면서도 진취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

른 구조거동이 복잡합니다. fiber의 경우 unidirectional woven fabric으로부터 2D woven fabric, 3D woven

구하고, 기존 국내에 존재하던 학회에 속해 활동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그러

fabric과 Matrix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야기되는 설계 및 제조기술은 매우 중요하고

한 틀을 깨고 자신만의 연구 방향을 관철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우리 학회의 설립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려할 때 비등방성의 문제로서 다원 고차 편미분 방정식들

연구자가 가져야 할 자세 중 과거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

의 문제로서 해석이 매우 복잡하고 복잡한 구조형식의 경우 안전성을 갖는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래를 내다보고 그에 맞는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복합신소재의 건설분야 적용은 기존 부재의 보수보

복잡한 문제를 비교적 단순화하고 안전성을 갖는 구조형식과 해석 방법을 연구하는 노력을 해야하고 또한

강부터 시작해서 데크, 거더와 케이블, 교량, 다양한 종류의 건물, 항공 및 우주산업까지 무궁무진한 분야에

구조부재의 연결부의 형상을 안전성을 갖는 구조형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조기술의 경우도 구조부재의

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아직도 많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연구자

구조형식에 젂합한 제조기술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회를 중심으

들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연구범위 또한 편중 되다 결국 고립되는 경우가 많

로 산학이 서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다. 우리학회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은 이러한 숨은 선진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독려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또한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신소재에 대해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발전해 나가며, 그와 더불어

앞으로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의 복합신소재구조물의 설계 및 제조기술과 품질 향상을 위한 검사 기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술에 이르기까지 학회를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그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회고사의 목적 중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나라고 하면, 이 회고사의 핵심은, 돌이켜보면, 한국에 돌아와 복합신소재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기 시작
할 때 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장석윤

조금씩 나아갔기에 지금의 학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에는 또 현재에 맞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다행인 점은 이제 그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들을 이 학회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서로 거리낌없이 나누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학회의 존재 이유이며,
지금까지의 10년은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선후배 연구자들께서 선진 연
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발전시키는 일만이 남았다. 10년 동안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큰
도약을 했듯이, 우리 복합신소재구조학회 및 학회 회원 개개인의의 더 큰 창의적 도약을 기대한다. 마지막
으로, 함께 미래를 향해 도전합시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니까!

홍익대학교 교수
윤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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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10주년 회고사

3대회장 이규세

4대회장 강영종

10주년 회고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옛 생각을 하면서 창립준비위원회의 기록 및 학회지 창간호를 꺼내

먼저 우리 학회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얼마전 학회 사무실로부터 회고록에 대한 연락을 받

보았습니다. 창립총회 및 학회 사무실 개소 당시 사진들을 보면서 잠시 추억을 해보았습니다. 2009년 3월

고 제일 먼저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5년 11월에 세분의 전임회장님들에 이어 회장

장석윤 명예회장님을 모시고 첫 학회창립준비위원회를 시작하여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9년 11월 창

으로 취임하면서 드린 약속들을 실행하기도 전에 이듬해인 2016년 1월 8일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립총회를 홍익대학교에서 열고, 뒤이어 학회 사무실을 송파구에 개소하면서 2010년 3월 한국복합신소재구

으로 학교를 잠시 비우면서 회장직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감당

조학회지 창간호를 발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해야 했던 명예로운 짐을 당시 부회장이셨던 지효선 현 회장님에게 대부분을 부탁하면서 사실상 회장

친환경적이고 구조물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구조기술개발에 구심적인

이 아닌 고문역할만을 하면서 지내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빈

역할을 하고자 학회를 출범하여 많은 회원들과 같이 1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과 과정, 많

자리를 넘치게 채워주신 지효선 교수님을 비롯한 당시 학회 임원진과 운영위원 모두에게 이 기회를 빌

은 어려움과 기쁨, 여러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였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우리들의 마음이라 하겠습

어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니다. 또한 그 시간에 축적된 우리들의 정신 두고두고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회장에 취임하면서 학회의 주요 과제로 회원배가, 논문집의 발전, 연구과제 활성화, 그리고 기술보

이에 우리 학회가 일궈낸 지난 10년의 역사를 소중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또 20년이라는 시

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제들은 한 번의 노력이나 결실로 만족되는 성격이 아니어서 아마

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우리 학회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집 및 기념행사를 준비하였습

계속과제로 남겠지만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짧은 학회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경이로운 발전이 있었습

니다.

니다. 이는 다른 학회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학회 운영위원과 임직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지난 10년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은 미래의 한국복합신소재

아껴주며 학회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 가능했었고 저는 이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의 공직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교단에 다시 섰을 때 교정 생활의 분위기

구조학회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 저는 오랜만에 다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강의나 토론을 할 때 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발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평형(Equilibrium)이 뭡니까?” 하고 자주 묻습니다. 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모든 힘을 다
합하면 ‘영’이 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럼 모든힘을 다 더해서 ‘영’이 안되면
2019년 11월

무었입니까?” 라고 추가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진리처럼 써왔던 평형

선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뒤집은 질문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을 만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

이규세

니다. 평형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형이란 존재하기 위해 만족해
야 할 필요조건입니다. 미생물인 구조물조차도 하중의 변화라는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구조물 스스로
꼭 알맞은 변형을 만들어 평형을 만족하고 세상에 존재를 지속합니다. 환경변화에 평형을 맞추는 반응
을 내는 것은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존재를 위해서는 절대적입니다.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입
니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생산성을 높여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설물의 확충이라는 시대가치를 살아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가치는 강(Steel)과 콘크리트라는 두 재료를 사용하여 충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시대의 초기인 1970년도에 시특법상 1, 2종 시설의 수는
1,000개 정도이나 2018년에는 93,000 개를 넘어 거의 100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40년 정도의
시설물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이제 노후 시설물의 급증시대가 도래되었음은 자명합니다. 안전이라는 사
회적 가치의 중요도도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설을 통한 시설물의 확충이라는
개념보다도 이미 확충된 상당한 시설물의 효과적인 성능관리가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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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10주년 회고사

A.3 에필로그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으로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는 강과 콘크리트에 비해 시설

학회가 시작된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숨 가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르

물 성능관리에 장점이 많은 신 건설재료인 복합신소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관산학연

게 흘러가는 세상사가 새삼 느껴집니다. 핸드폰에 이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세상이 점차 종이와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10년 전에 창립하였습니다. 당연히 복합신소재는 미래를 주도할 건설재료입니다.

서먹해지고 있는 요즘, 아마도 지금부터 10년후 또는 20년후에는 학회의 발전을 회고하는 기념책자는

시대적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인지하고 대비하였기에 학회의 운영과 관리가 지금처럼 미래 지향적으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았으면 하는 것은 학회에 대한 학회구성원님들의 애정과 희생

매진하면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는 놀랄만한 발전과 더불어 사회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학회라

일 것입니다.

는 명예가 뒤따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건설관련 학회와 달리 복합신소재구조학회는 새로운 소재의 발견과 이용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리잡기 쉽지 않은 학회로 생각됩니다. 10주년 기념책자를 준비하면서
고려대학교 교수

한번 더 확인한 것은 우리 학회를 구성하는 분들의 열정이었고, 어려운 현실에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강영종

10주년이라는 결실을 맺게 한 동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념 행사와 기념 책자 준비
에 도움 주셨던 위원님들과 다른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념호 준비위원회 총괄
최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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