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4호(2012.8) 279

섬유강화 복합재의 동  취성 괴 상 규명을 한 비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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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섬유강화 복합재에 해 균질화법과 목된 페리다이나믹 산해석 방법론을 제시하 다. 복합재료에 

해 제시된 해석모델로 동  취성 괴  손상해석을 수행하 다. Coker 등(2001)에서 제시된 비 칭 하  하의 섬유강화 

복합재의 동  괴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페리다이나믹 비국부 해석모델이 다양한 동  괴특성  극 음속으로 균열이 

진 되는 것을 잘 모사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한 칭 하 조건에 한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비 칭 하 이 더 높은 

균열  속도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 다. 수치해석 결과들이 실험 결과들에 부합함을 한 확인하 다.

핵심용어 : 동  취성 괴, 균열진 , 섬유강화 복합재, 페리다이나믹스, 비국부 모델

Abstract

In this paper a computational method for a homogenized peridynamics description of unidirectional fiber-reinforced composites is 

presented. For these materials, dynamic brittle fracture and damage are simulated with the proposed peridynamic model. Compared 

with observations from dynamic experiments by Coker et al.(2001), the peridynamic computational model can reproduce various 

characteristics of dynamic fracture and supersonic or intersonic crack growth in asymmetrically loaded unidirectional 

fiber-reinforced composite plates. Also we analyze the same model in the symmetric loading condition and figure out that the 

asymmetric loading leads to a much higher propagation speed. Consistent results have been reported in the experiments.

Keywords : dynamic brittle fracture, crack propagation, fiber-reinforced composites, peridynamics, nonlo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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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성  안정성에 한 요구로 Boeing 787 항공기와 

같은 새로운 항공 구조물에서 섬유강화 복합재의 사용이 증

되고 있다(Jeff, 2007). 섬유강화 복합재를 비롯한 다양한 

복합재 구조물들은 설계 수명동안 다양하고 복합 인 동  

하 조건에 반복 으로 노출이 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동  

하 조건에 한 안 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복합재료의 동

 괴, 손상 해석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섬유강화 복합재의 손상  괴 상을 모델링하기 해 

고  탄성학, 유한요소법, 손상  괴모델(Hallet, 2009; 

Daniel, 2009) 등에 기반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부분의 

연구는 정 (quasi-static) 하 조건에 해서 이루어져 

왔다. Tay 등(2008)에서는 요소 괴 방법론(element failure 

method)에 기반하여 섬유강화 복합재의 괴(fracture), 

박리(delamination), 분열(splitting) 등의 상을 모델링

하는 연구에 해 종합 으로 정리가 되어있다. 한 복합재

의 괴 상을 해석하기 해서는 복합재의 실제 인 괴 

모드와 균열경로에 한 사  지식에 기반한 인 인 괴 

조건이 설정되어야 했다(Guimard 등, 2009). 그러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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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조건에 한 괴모드와 균열경로 등은 비교  잘 알

려져 있지만, 동  하 조건 하에서 괴 상은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기존의 해석 방법론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의 동  

괴 실험을 통해 섬유강화 복합재 동  괴에서는 서로 다른 

괴 모드들이 공존하고 한 상호 연성이 되는 것으로 밝

졌다(Haque, 2005). 매질(matrix) 균열, 분열, 박리와 응

력  등에 의해 이러한 동  괴  손상 거동이 결정된다. 

최근에 연구 개발된 균질화 기반 페리다이나믹 모델(Hu 

등, 2011; 2012)을 사용하면 동  하  하에서 섬유강화 

복합재의 균열경로와 여러 운동학  특성들을 별도의 인

인 설정이 없이도 페리다이나믹 해석의 해(solution)의 한 

부분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한 응력 , 균열, 괴 

모드들의 자동 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엄 한 

해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정  하 으로 측되는 결

과들과는 달리, 페리다이나믹스 시뮬 이션 결과는 동  하

이 여러 괴 모드들의 공존  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

여 다(Hu 등, 2012). 균열이 섬유 강화방향으로 분열되기 

에 매질이 먼  여러 갈래로 깨지는 상(shattering) 등

이 그 가 될 수있다. 매질-섬유 분열 손상, 매질 균열, 균열 

이, 분기 균열 등 최근의 동  괴실험(Haque, 2005)에

서 측된 상들도 한 페리다이나믹 시뮬 이션으로 잘 

모사가 되었다. 페리다이나믹 해석에서는 괴 분열 모드, 균

열의 회 , 구속 등의 상을 해석하기 해 어떠한 특수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모든 괴모드는 특정 괴모드를 유

도하는 인  조건없이 페리다이나믹스 해석결과로부터 직

 얻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균질화 페리다이나믹스 방법론으로 임의 방

향의 섬유강화 복합재 모델을 구성하고, 이의 동  취성 

괴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특히 비 칭 하  하의 실제 실

험 시편에 해서 수치해석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개

발된 해석 방법론을 검증한다.

2. 페리다이나믹스 정식화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은 운동 방정식에서 응력의 미분 신

에 유한한 비국부 역 내에 있는 들의 상호작용력들을 

분하여 지배방정식을 구성한다(Silling, 2000). 따라서 수

학  정식화 과정에서 공간 미분항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페

리다이나믹스 이론은 변 의 불연속성이 시간에 따라 나타나

고 진 되는 등의 불연속 문제를 정식화하는데 매우 유리하

다. 한 페리다이나믹스는 유한한 범  내에 흩어져 있는 

질 들이 상호 작용하는 비국부 모델이 된다. 질  와 시간 

에서 페리다이나믹스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범  에 속한 두  과 으로 구성되는 

페리다이나믹스 결합(bond)에 한 짝힘(pairwise force) 

함수이며, 는 변  벡터이다. 는 체 력, 는 도이다. 

분이 정의되는 비국부 역인 는 “Horizon”이라고 부른

다. 본 연구에서 이 역은 반경 를 가지는 원이 되지만 일

반 으로 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유한요소해석법 등에서는 임의 질 의 응답, 응력 등을 계

산하기 해서 해당 질 이 포함되는 요소에 직  련된 국

부 인 들의 정보만을 사용한다. 하지만 분자동역학 등

에서는 한 분자의 특성이 국부 으로 인 한 분자들뿐만 아

니라 원거리에 있는 분자들의 비국부 인 상호작용을 포함하

여 구성된다.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은 연속체 기반 이론이지

만 분자동역학의 비국부 특성을 Horizon이라는 거시 인 비

국부 역을 통해 구 한다. 따라서 페리다이나믹 해석에서

는 의 특성이 해당 의 비국부 역 내에 포함되는 

모든 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미소탄성(micro-elastic) 재료는 다음과 같이 짝힘과 미

소탄성 포텐셜 의 계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여기서, 와 는 각각 변형  도메인에서 두  과 의 

상  변   ′와 상  치  ′가 된다.

임의의 에서 변형 에 지 도(strain energy density)

는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1/2은 한 결합에서 탄성 에 지가 해당 에 연결

된 다른 과 공유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형 미소탄성 포텐셜을 사용한다.

 

∥∥
(4)

여기서, 는 상  신장(relative elongation)값이며,  

∥∥
∥∥∥∥

로 정의된다. 이에 한 짝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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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균질화 과정 개념도(Hu 등, 2011)

 


 ∥∥


 

∥∥
(5)

함수 는 미소재료상수(micromodulus) 함수이며, 개

별 페리다이나믹 결합의 탄성강도를 나타낸다. 이 함수는 특

정 regularity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사용 가능한 함수는 

무척이나 많은 편이다. 그러나 균질 등방성 재료의 미소재료

상수는 탄성체의 일반 인 변형 에 지 도와 페리다이나믹 

변형 에 지 도를 같도록 설정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Ha 등, 2010). 재료모델은 기 모델입력 단계에서 필요

한 재료상수들( 률, 포아송비 등)을 입력받아 해석 실행 

에 자동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Ha 등(2010)에서 제

안된 원뿔형 함수(Conical function)를 사용한다.

3. 임의 섬유방향에 정규화된 페리다이나믹스 모델

균등하게 이산화된 계산 격자망에 해 섬유강화방향이 일

치하는 경우에 해 균질화 과정을 거친 페리다이나믹 복합

재 모델은 Hu 등(2011)에서 제안되었다. 실제로 0° 섬유 

강화 복합재에서 섬유방향에 수직인 앙부 균열이 있는 문

제에 해 동  균열해석이 수행된 바 있다. 자세한 해석모

델 유도과정은 Hu 등(2011)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림 

1(Hu 등, 2011에서 발췌)에 개념 으로 설명되어 있듯이, 

균질화된 비등방성 페리다이나믹 재료의 한 에서의 총 

변형 에 지 도는 섬유(종방향)과 매질(다른 모든 방향) 

들로부터 복합 으로 구성된다. 균질화된 재료에서 섬유가 

보강된 종방향으로 놓인 페리다이나믹 결합은 다른 모든 방

향과는 다른 결합 강도를 가진다. 편의에 따라 섬유방향으로 

놓인 페리다이나믹 결합은 “섬유 결합(fiber bond)”으로 다

른 모든 방향의 결합은 “매질 결합(matrix bond)”으로 표

하기로 한다. 여기서, “섬유 결합”은 비록 섬유강화방향에 

한 것이지만 균질화 과정을 거친 재료의 강도이기 때문에 실

제 섬유의 재료 물성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매질 결

합”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균등하게 이산화된 계산 격자에서 섬유강화방향이 계산 격

자가 놓인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 : 정방형 계산 격자에서 

표 된 0° 섬유강화 복합재)를 고려하자. 이론 으로 섬유는 

1차원이므로 면 이 없지만 이산화 과정에서는 유한한 결합

을 사용하기 때문에 섬유의 체 이 이산화 정도에 따라 계속 

변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정해야 할 변형 에 지 

도가 이산화 정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게 된다. 실제로 

Hu 등(2011)의 Table 2에서 이에 해 조사를 한 바가 있

다. 변형 에 지 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서는 미소재

료상수 함수를 정규화해  필요가 있다. 원뿔형 미소재료상

수 함수에 해서 정규화된 버 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각 방향의 미소재료 상수는 균질화 과정을 통해 다

음과 같이 유도된다.


  



   
  (7)


  



   
  (8)

한 와 는 각각 “섬유 결합”과 “매질 결합”에 한 

무차원 정규화 계수이다. 이 정규화 계수들은 균일 격자가 

섬유방향으로 배치되지 않았거나 비균일 격자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계산된 “섬유 결합” 면 (섬

유 결합방향으로 배치된  면 들의 총합)은 섬유방향과 

격자방향 사이의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섬유방향과 격자방향에 무 하게 변형 에 지 도

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서는 보다 한 정규화 방법론

을 도입해야 한다. 균일 격자방향에 해 임의 방향의 섬유 

강화 혹은 비균일 격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들의 심이 

섬유방향으로 정확히 놓이지 못할 수 있다. 그림 2는 균일 

격자에서 세 가지 섬유 강화방향에 한  역을 표 하

고 있다(Hu 등, 2012). 색  역은 섬유방향과 격자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로 식 (6)~(8)을 사용할 수 있다. 녹

색 역은 섬유방향이 격자에 해 45도 기울어져 있는 경우

로 총  면 이 색 역의 면 보다 작기 때문에 식 

(6)~(8)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색과 녹색  역 

모두 의 심이 섬유강화방향에 놓여있기 때문에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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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로 다른 세 방향으로 섬유강화가 된 복합재에 한 

이산화된 페리다이나믹 모델, 균일 격자 사용, 색  체 : 

격자방향과 섬유방향 일치, 녹색  체 : 격자방향 비 45도 

방향 섬유강화, 청색  체 : 임의 방향 섬유강화(Hu 등, 2012)

알고리즘 1 균일 격자에 해 임의 방향 섬유강화 혹은 비균일 

격자에 해서 수치 으로 근사화된 정규화 계수(Hu 등, 2012)

1: 수평방향에 한 섬유방향 와 각도  입력

2: 종방향, 횡방향 균일 변형 용

3: 고  역학 기반 종방향, 횡방향 변형 에 지 도 (, ) 

계산

4: 페리다이나믹 결합의 수평 방향에 한 상 각 ′  계산

5: If  ≤ ′≤   
6: “섬유 결합”으로 할당

7: Else

8: “매질 결합”으로 할당

9: Endif

10: “섬유 결합”과 “매질 결합”에 해 각각 페리다이나믹 변형 

에 지 도(
 , 

 )를 계산

11: “섬유 결합”과 “매질 결합”에 해 정규화 계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 
 



 , 
 





그림 3 동  괴 시뮬 이션을 한 섬유강화 복합재 시편 형상 

(청색 사각 역은 그림 5에서 해석결과가 표시될 역임)

결합”을 결정하기가 용이하다. 세 번째 청색  역은 임

의 방향 섬유강화모델에 한 시이다. 이 경우는  

앙으로 섬유강화방향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섬유 결합”을 명

확하게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이와 같은 일반 인 경우에 

해 섬유강화방향에 해 히 2 각도의 삼각뿔에 해서 

“섬유 결합”을 구성할 들을 선택한다. 를 들어 페리다

이나믹 결합을 구성하는 들이 앙이 수평방향에 해서 

[, ] 범 에 들어가면 그 결합을 “섬유 결합”으로 

간주한다. 그 외 다른 결합들은 모두 “매질 결합”이 된다.

격자에 한 섬유방향,  값, 격자 간격과 horizon 크기 

등에 따라서 정규화 계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반 인 형

태의 정규화 계수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비정규 격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서는 정규화 계수의 일반형을 정의하기

가 더욱 곤란하다. 따라서 알고리즘 1(Hu 등, 2012)과 같

이 수치 인 방법으로 근사화된 정규화 계수를 계산하여 식 

(9)와 같이 미소재료 상수를 정의한다. 그림 1의 방법으로 

결정된 “섬유 결합”과 “매질 결합”에 해 종방향과 횡방향의 

균일 변형(homogeneous deformation)에 한 변형 에

지 도를 계산하고, 이를 동일 변형에 해 고  탄성 역학

으로부터 계산된 변형 에 지 도(, )와 비교함으로

써 정규화 계수를 얻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식화 과정은 

Hu 등(2012)을 참고할 수 있다.


  

 
      


 
  

 (9)

4. 동  취성 괴문제 구성  시뮬 이션

섬유강화 복합재의 동  괴 상을 해석하기 해 실험 

조건(Coker 등, 2001)과 동일한 모델을 구성한다. 해석모

델은 그림 3과 같이 한쪽 면에 기 균열을 가지는 얇은 직

사각형 으로 폭 0.203m, 높이 0.127m의 크기를 가진다. 

그림 4의 왼쪽 그림과 같이 비 칭 하 이 시편에 갑자기 가

해지고 시간에 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와 같은 하 조건

은 모드 II 균열 를 유발할 것이다. 실험(Coker 등, 

2001)에서는 빠른 속도로 충돌하는 물체에 의해 유사한 충

격  하 조건을 구성하 다. 본 논문의 시뮬 이션에서 하

의 크기는 40MPa이다. 낮은 하 (25MPa)에서는 수평 

균열이 단순 진 하고 분기되는 반면 높은 하 에서는 더 큰 

손상과 함께 균열이 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등방성 재료에 한 페리다이나믹스를 이용한 동  취성 괴 

해석 시뮬 이션(Ha 등, 2010; 2011; 하윤도 등, 2011) 

결과와 유사하다. 균열이 진 하기 에 균열  주변에서 

응력 가 특정한 패턴의 간섭을 일으키면서 특별한 손상 패

턴을 만들어낸다. 본 시뮬 이션에서는 그림 4와 같은 하

을 힘 하 이 아닌 변형 하 조건으로 가했다. 이와 같은 하

조건 하의 섬유강화 복합재의 동  괴실험에서 균열은 극

음속(supersonic, intersonic)으로 가 된다(Coker 등, 

2001). 그림 4의 오른쪽 그림은 비 칭 하 이 가해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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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 칭 하 과 경계 조건( ), 비 칭 하 이 갑자기 

작용된 직후 충격 에 의한 변형 에 지 도 분포 형상, 

색이 고응력 역(아래)

참고사항: Trailing wave는 Wave front의 

비국부 dispersion 효과 때문에 발생

[2μs] [8μs] [9.5μs]

[11.25μs] [12.75μs] [15.5μs]

그림 5  속도벡터 경향(quiver plot)과 균열  과정에 한 손상지수 맵(damage map): 

비 칭 하  하에서 그림 1의 청색 사각 역만을 표

종방향(섬유강화) 률  80GPa

횡방향 률  8.9GPa

단계수  3.5GPa

포아송 비 0.25

재료 도 1478kg/m
3

횡방향 괴에 지 0.168kJ/m
2

표 1 재료 물성치충격 에 의한 변형에 지 도의 분포를 나타낸다. 색이 

고응력 부분이고 청색 역은 응력이 매우 낮은 부분이다. 

한 페리다이나믹 해석모델의 비국부 효과로 인해 wave 

front가 비국부 으로 분산되는 비국부 dispersion 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Trailing wave가 측된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복합재료는 실험(Coker 등, 2001) 

에서 사용된 Graphite/Epoxy로 물성치는 표 1에 정리하

다. 섬유가 강화된 종방향으로 80GPa의 률()을 가지며 

횡방향 률은 8.9GPa()이다. 단계수()는 3.6GPa

이다. 포아송비()는 0.25이며, 재료 도는 1478kg/m3가 

된다. 한 괴에 지는 횡방향에 해 0.168kJ/m2가 된

다. 괴에 지를 통해 각 방향으로 페리다이나믹 결합이 끊

어지는 강도를 결정한다(Ha 등, 2010; 2011; 하윤도 등, 

2011 참조). 등방성 취성 재료 모델에 한 수렴성 검토

(Ha 등, 2010)를 통해 horizon 크기와 계산 격자망(균일 

격자 가정)의 크기 비( 라메터 )가 략 4이상이면 당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테스트에서는 horizon 크기는 

3mm이고 은 5로 정하 다.

그림 5는 시간에 따른 균열 생성, 진  경향을 보여 다. 

균열이 균열  근처에서 국부 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편 

체를 측하지 않고 그림 3에서 표시된 청색 사각 역에 

해서만 시뮬 이션 결과를 표시하 다.  속도 벡터의 

quiver plot을 통해 응력 (충격 )의 진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손상지수 맵을 통해 시간에 따른 균열 진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손상지수 맵은 임의의 과 그 

 주변의 horizon 내에 있는 들에 해 균열이 있기 

의 온 한 페리다이나믹스 결합의 수에 한 균열이 발생하

여 끊어진 결합의 수의 비율이 된다. 를 들어 0이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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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균열  속도

된 결합이 없는, 즉 손상이 없는 상태가 되고 1이면 해당 

이 주변의 모든 에서 완 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한다. 

0부터 1까지 청색에서 색으로 변하는 color map을 사용

하 다. 균열면 주변에 있는 들은 략 40~50%의 결

합이 손상이 되어 연녹색 손상 맵을 보이고 균열  주변에

서는 더욱 작은 수의 결합만이 손상되기 때문에 보다 청색에 

가까운 손상 맵이 나타난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하  

경계에서 발생된 충격 가 약 2 이 에 균열 을 만나지

만 략 9까지는 균열이 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섭과 반사를 되풀이하면서 강해지던 충격 가 략 9 

직후에 충분히 높은 응력 집  계수를 균열  주변에 발생

시키면서 균열이 진 되기 시작한다(9.5 이후 참조). 균

열은 섬유방향을 따라 진 되면서 splitting mode를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은 경향은 Coker 등(2001)의 실험에서도 

측되었다. 수직축(섬유강화방향)에 해 약하게 기울어진 충

격 들이 계속 간섭을 하다가 략 15 근처에서 흥미롭게

도 수평축에 해 약 18~20도 기울어진 특이한 충격 가 

측된다. 유사한 경향이 한 실험을 통해 측된 바 있다. 

균열진  속도는 빠르게 가속되다가 특정 시 에서 극 음속

이 된다(그림 6 참조). 균열 속도는 페리다이나믹 해석 결과

를 토 로 후처리 과정을 통해 계산된다. 손상지수가 0.35이

상이면서 가장 상단에 있는 을 균열 으로 선정하여 시

간 이력에 한 균열 의 치 차이를 이용하여 진  속도를 

측정한다. 균열 은 균열면에 완 히 양분(50% 이상 손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균열  은 주변의 과 체로 약 

35~40%의 손상을 구성한다. 진  속도를 측정하는 시간 

간격은 후처리 과정에서 히 선택하여야 하는데 본 시뮬

이션에서는 1 간격으로 정하 다. 균열진  속도 계산 

방법  수렴성 검토 등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Ha 등

(2010)의 3.3장을 참고할 수 있다. 계산된 균열진  속도는 

실험 으로 측된 7,000~8,000m/s보다 다소 빠르다. 본 

시뮬 이션에서는 계산자원의 한계로 인해 비교  넓은 비국

부 역(3mm horizon)을 사용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

일치가 발생하 다고 단된다. 실제로 섬유강화 복합재 동

 취성 괴해석을 해 1mm 보다 작은 horizon을 사용

한 경우(Hu 등, 2011), 균열진  속도의 크기 뿐만 아니라 

경향까지 실험결과에 잘 부합하 다. 본 시뮬 이션 모델에

서 1mm 이하의 horizon을 사용하기 해서는 매우 큰 계

산용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병렬화해야만 한다. 

이에 해서는 향후 연구가 될 계획이다. 칭하 에 해

서도 해석을 수행한 결과 균열진  속도가 비 칭 하 에 

비해 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실험에서도 보

고된 바 있다. 3mm horizon으로 최  균열진  속도는 

략 4000m/s정도가 되었다. Hu 등(2011)의 연구와 같이 

1mm 이하의 horizon을 사용하면 Coker 등(2001)의 실험

에서 측정된 값에 더욱 근 할 것이라고 상한다.

5. 결    론

취성 물질에 한 동  괴 시뮬 이션에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다. 특히 섬유강화 복합재 등은 그 요

성에도 불구하고 엄 한 괴해석모델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

어왔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다양한 요한 동  괴특성들

을 해석해 낼 수 있는 페리다이나믹스 모델에 균질화 기법을 

용하여 섬유강화 복합재의 동  괴해석 시뮬 이션을 수

행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페리다이나믹 해석 방

법론 연구를 비 칭 하  모델로 확장 용하기 해 Coker 

등(2001)의 실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모델에 해서 비

칭 동  하  하의 동  괴해석을 수행하 다. 이를 통

해 실험 으로 도출된 다양한 균열진  특성이 개발된 해석 

방법론으로 잘 모사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페리다이나

믹 해석모델이 극 음속 균열진  상까지 잘 모사할 수 있

음을 검증하 다. 섬유강화 복합재의 동  괴해석을 해 

많은 방법론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본 연구는 비 칭 하

을 받는 복합재의 극 음속 균열 를 측할 수 있는 수

치 해석모델에 한 첫 번째 연구결과로 조사되었다. 향후 

진행되어야 할 해석모델의 형화, 병렬화 등은 완 한 섬

유강화 복합재 동  괴해석기술 개발을 한 다음 단계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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