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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모드를 사용한 직교이방성 층평 의 층간분리해석

Delamination Analysis of Orthotropic Laminated Plates Using Moving Nodal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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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직교이방성 층평 에서의 균열생성  로 이루어진 층간분리해석을 다룬다. 기존의 -유한요소가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강건성을 균열진 해석에 용하여, 균열진 시 모델링을 재구성하지 않고, 균열 선단부에 해당되는 

꼭지  모드의 치만을 이동하도록 하여, 요소망을 단순화시켰다. 이와 같은 층간분리해석에 해서 이 논문에서의 주요 

목 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층복합 재료의 층간분리해석 시, 일반 인 유한요소 모델과 비교하여 매우 간단한 요소

망을 가지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층 복합재료로 구성된 이  외팔보 해석을 통하

여, 기존 참고문헌 값과의 비교를 수행하 다. 둘째, 제안된 모델을 내부균열을 갖는 층평 의 층간분리해석에 용하여 

여러 가지 거동 양상에 한 평가이다. 이와 같은 목 을 수행하기 하여 로바토 형상함수를 이용한 완 층별요소가 고려

되었으며, 선형탄성 괴역학에 기 한 3차원 가상균열닫힘법을 이용하여 에 지 방출률을 산정하 다.

핵심용어 : 층간분리해석, 완 층별요소, 3차원 가상균열닫힘법, 이동 모드, 이  외팔보, 층평

Abstract

In this study, the delamination analysis has been implemented to investigate the initiation and propagation of crack in composite 

laminates composed of orthotropic materials. A simple modeling was achieved by moving nodal technique without re-meshing work 

when crack propagation occurred. This paper aims at achieving two specific objectives. The first is to suggest a very simple 

modeling scheme compared with those applied to conventional -FEM based model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el, analysis of double cantilever beams with composite materials was implemented and then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reference values in literatures. The second one is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interior delamination problems using the proposed 

model. To complete these objectives, the full-discrete-layer model based on Lobatto shape functions was considered and energy 

release rates were calculated using three-dimensional VCCT(virtual crack closure technique) based on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Keywords : delamination analysis, full-discrete-layer element, three-dimensional virtual crack closure 

technique, moving nodal modes, double cantilever beam, laminate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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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강화 복합 층구조물에서의 층간 괴 상은 층구

조물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괴형태  하나이다. 이와 같

은 층간결함은 복합 층재료의 강성 하를 유발시키기 때

문에,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강도보다 훨씬 낮은 강

도에서 최종 단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층간면에 한 

손상허용 평가는 요한 의미를 가진다. 층간 균열진 에 

한 항정도를 나타내는 층간 괴인성은 층간 괴가 발생

하 을 때의 응력강도계수나 에 지 방출률에 의해 정의된

다. 일반 으로 층간 괴를 유발하는 손 형태는 인장모드

(Mode I)에 의한 경우가 지배 이며, 면내 단모드(Mode 

II)에 의해 층간 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층재

료의 괴양상에 해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을 층간분리해

석 는 박리해석(delamination analysis)이라고 한다. 

기의 층간분리해석에서는 응력개념에 기 하여 해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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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Whitney 등(1974)이 층의 층간분리되는 주 의 

평균응력을 사용하여 층간분리해석을 수행하 다. 그 후, 여

러 연구자(Kim 등, 1984; Davila 등, 1993; Matthews 

등, 1999)들이 응력개념에 기 한 층간분리해석을 수행했지

만, 부분의 연구는 주로 괴역학 개념을 바탕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은 괴역학 개념 , Xie 등(2006a; 

2006b), Krueger 등(2004)은 선형탄성 괴역학 개념에 기

한 가상균열닫힘법에 의해 유한요소해석으로 에 지 방출

률을 산정하여 층간분리해석을 수행하 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선형탄성 괴역학 개념이 유효하기 해서는 비선형 재료 

변형이 층간분리되는 선단 부근의 매우 작은 역에 제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취성 재료(quasi-brittle 

materials)와 같이 선단 부근의 역이 특정 크기를 넘어 

가게 되면, 탄소성 괴역학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탄소성 괴역학개념에 기 한 착 역모델

(cohesive zone model)을 활용한 층간분리해석에 한 연

구도 수행되고 있다(Camanho 등, 2003; Jin 등, 2005; 

Turon 등, 2006; Davila 등, 2007; 하상렬, 2009).

한편, 이와 같은 층간분리해석 시, 많은 개수의 요소를 필

요로 하며, 특히, 균열진 이 상되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조

한 요소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때로는 요소망을 재구

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유한요소법(우 성, 1990; 안재석 등, 2009)에 기

하여, 매우 간단한 요소망을 가지고서 직교이방성을 가지는 

층 재료의 층간분리해석을 수행하 다. 고려된 유한요소 

모델은 우 성 등(2009)과 Ahn 등(2011b)의 연구에서 고

려된 완 층별모델을 사용한다. 사용된 완 층별모델은 기존

의 -유한요소에서의 3차원 유한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2차

원 형상함수와 1차원 형상함수의 곱에 의한 새로운 형상함수

를 사용하여, 면내거동을 한 형상함수에 한 차수와 두께 

거동에 한 형상함수의 차수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

다. 그래서 기존의 3차원 유한요소의 차수보다 좀 더 효율

인 계산량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층간분리해석

을 수행하기 해 에 지 방출률은 가상균열 닫힘법에 기

하여 계산되며, 재 고려되는 완 층별모델에 의한 해석 결

과값을 가상균열닫힘법에 용하기 한 식이 정식화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층간분리해석은 기존의 유한요소망에 

비하여 매우 간단한 요소망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 균열진

시에 요소망을 재구성하지 않고, 층간분리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모델을 사용한 본 논문의 

목 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제안하는 모델을 검증하기 해, 

섬유복합재료로 구성된 이  외팔보 문제에 용하 다. 둘

째, 제안하는 모델을 활용하여 내부균열을 갖는 층평 에 

한 거동분석을 수행하 다.

2. -수렴 매개변수 요소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등매개변수 모델은 기하형

상을 정의하는 변수와 변 장을 정의하는 변수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와 같은 등매개변수 개념에 기 하여 고차형상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모델링 시에 각 노드별로 기하학 인 

치를 매번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링 작업이 번거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비등매개변수 모델을 사용하

여, 기하형상을 정의할 때는 꼭지  모드(vertex modes)만

을 고려하고 변 장의 경우 -차수 증가에 따라 꼭지  모드 

이외의 다른 여러 모드들의 개수가 증가되는 변 항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꼭지  모드 이외의 모드들은 기하학 인 

치를 가지지 않으면서 -차수에 따라서 자동 으로 부여되

기 때문에 사용자가 모델링 시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모드들이다. 층 시스템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기 하여, 

비등매개변수 모델개념에 기 한 완 층별요소(Ahn 등, 

2011b)를 고려한다. 변 장은 총 , ,  3개의 자유도로

서 표 된다. 각 자유도의 변 장은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존재

한다. 즉, 모드(nodal modes)와 비 모드(nodeless 

modes)이다. 여기서,  모드는 변 장  기하형상을 정

의하는 모드이고, 비  모드는 기하형상과는 무 한 오직 

변 장에만 연 된 모드이다. 하나의 요소에서 정의되는 3차

원 변 장(,  1, 2, 3)은 다음과 같다.

   
 

 


 

  (1)

1, 2, 3, 4;   1, 2, ...,;   1, 2, ..., 

여기서, 아래첨자   는 아인슈타인의 합의 약정을 따른

다. 는 -유한요소에서의 2차원 형상함수를 나타내며, 는 

-유한요소에서의 1차원 형상함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과 

은 평면상의 평면  두께 방향에 존재하는 비  모드들

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들 가정함수는 직교성  계층  성

질을 가지는 Lobatto 형상함수(Solin 등, 2004)에 기 한

다. 한 의 식 (1)에서 변수 는  모드를 나타내고 

, , 는 비  모드를 나타낸다. 비  모드 각각의 값

들은 물리  의미를 가지지 않고 단지, 변 장 체의 변형

의 정확성을 증가시켜 주는 모드들이다. 완 층별요소는 재

료  성질에 있어서는 직교이방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3차원 

탄성이론에 기 한다. 이와 같은 완 층별요소 특징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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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완 층별요소를 이용한 2개 층을 가지는 층시스템 모델링

그림 2 3차원 가상균열닫힘법을 한 모델링

인 수식화에 해서는 Ahn 등(2011b)을 참고하기 바란

다. 그림 1은 완 층별요소를 사용하여 2개 층을 가지는 

층 평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에서 기하학  치

를 가지는 모드는  모드(nodal modes) 뿐이며, 다른 

모드들은 형상함수의 차수에 따라서 자동 으로 생성된다.

3. 3차원 가상균열닫힘법

임의의 균열길이()를 가진 상태에서 균열이 만큼 진

된 경우, 방출된 에 지()는 다음과 같다.

 (2)

균열이 만큼 열렸을 때, 만큼 다시 닫히게 하는 일

()은 방출된 에 지와 같다.

 (3)

식 (3)에 기 한 가상균열 닫힘법(Rybicki 등, 1977; 

Krueger, 2004)은 유한요소해석의 결과로부터 얻은 균열선

단에 있는 요소의 력과 균일면의 변 를 이용하여 

에 지 방출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재 고려되는 -유한

요소법에 기 한 완 층별요소에 용된 3차원 가상균열닫힘

법의 기본 인 정식화는 Ahn(2011a)의 연구로부터 인용되

었다. 그림 2는 3차원 가상균열닫힘법을 사용하기 한 모델

링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 고려되는 완 층별요소에 용

되는 3차원 가상균열닫힘법의 정식화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

여기서, 의 아래첨자는 그림 1에 나타나있는 력의 

치를 나타내고, 윗첨자는 력의 방향을 나타낸다. 열림모

드, 면내 단모드  면외 단모드에 한 식은 다음과 같다.

 




  (5)

 




 

 




  

식 (4)와 (5)에서, 임의의 에 해당되는 력  는 재

료구성행렬 와 변형률 행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6)

여기서, 는 꼭지 , 선  내부 모드에 상응하는 변 를 나

타내며, 첨자 는 구하고자 하는 력에 상응하는 

모드를 의미한다. 그래서 ⌊⌋× 은 체  ×에서 에 

해당되는 벡터의 치행렬이다. 한 은 하나의 요소 안에 

포함된 모드  비 모드를 합한 총 개수를 의미한다. 

4. 해석 제

4.1 이  외팔보

이  외팔보는 그림 3에 나타나 있으며, 길이 =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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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분화 방법에 의한 유한요소 모델링 (b) 재 모델링

그림 4 이  외팔보의 층간분리해석을 한 유한요소 모델

그림 3 직교이방성 재료로 구성된 이  외팔보

m, 폭 =0.025m, 두께 =2.5mm를 가지는 이어 2개

로 구성되어 있다. 기 균열 길이는 55mm로 가정하 으

며, 직교이방성을 가지는 재료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7)

그림 4(a)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3차원 유한요소를 사

용한 -세분화 방법에 의하여, 체 역을 모두 고려한 

ANSYS에 의한 모델링(SOLID 186, ANSYS, 2007)을 

나타내고 있다. 한 그림 4(b)는 재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외팔보 거동의 두 축

에 한 칭성을 고려하여 1/4 모델링을 수행하 다. 재 

연구에서는 요소망의 단순비교 목 으로 -세분화 방식과 

-세분화 방식을 채택한 재 모델을 비교하 으며, 자유도 

비교를 통한 계산상의 효율성 측면에 해서는 기발표된 여

러 논문  문헌에서 언 된 계로 생략한다. 모델링 시의 

특징되는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그림 4(a)에서는 층간분

리가 상되는 진  경로에 조 한 요소망을 구성해야 하지

만, 재 제안하고 있는 그림 4(b)의 모델은 성긴 요소망을 

그 로 사용하고 있다. 단지, 가상균열닫힘법을 용하기 

해 층간분리가 진 이 상되는 주 에  크기만큼의 요소

가 구성되었다. 한 이동 모드(moving nodal modes)

는 층간분리가 발생하면, 만큼 진 된다. 일반 인 1차 

는 2차 형상함수를 가지는 요소의 경우에, 이와 같이 단순

한 이동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요소의 변장비에 향

을 미치는 계로 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

나 재 고려되는 -유한요소는 매우 큰 변장비에도 민감도

가 높지 않다는 강건성(robustness)의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동  방식이 가능하다. 특히, 이동  

모드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비  모드들은 기하학  

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층간분리 진  시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층 모델을 

한 완 층별요소의 형상함수 차수에 한 수렴성의 특징은 

면내 거동에 해서는 변 값은 5차, 그리고 응력은 6차 이

상에서 수렴하게 된다(Ahn, 2011b). 한 두께 방향 거동

에 해서는 3차 이상에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재 모델

에서는 하나의 요소 안에서의 평면거동에 한 차수는 8차

(식 (1)에서, =43)를 사용하 으며, 두께 방향에 한 거

동의 차수는 3차(식 (1)에서, =2)를 사용하 다. 한 

의 크기는 재 모델에서는 균열 크기의 0.1%∼1%의 

범  안에서 수렴하게 된다(Ahn 등, 2011a). 그래서 는 

0.25mm로 정하 다. 해석은 변 제어 방식을 채택하 으

며, 변  증가량()은 0.01mm∼0.25mm의 범 에서 채택

하 다. 층간분리 시작 에는 다음 식 (8)은 유효하다.




  (8)

여기서, 는 열림모드의 에 지 방출률을 나타내고, 는 

재료의 괴인성에 상응하는 경계 에 지 방출률을 의미한

다. 재 고려되는 재료의 경계 에 지 방출률값은 281J/m2

이다. 층간분리가 시작하는 시 은 식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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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층간분리 시작 , 변 와 에 지 방출률의 계

그림 6 균열길이와 변 증가량의 계

실험 h-세분화 방식 재해석

     

65N 4.6mm 71N 4.5mm 70.4N 4.56mm

표 1 층간분리 시작시의 하  크기와 변  증가량

그림 7 이  외팔보의  곡선




≈  (9)

가상균열닫힘법은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 구

간에서는 에 지 변화상태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그래서 재 모델에서는 식 (9)를 만족하는 경우, 이동

모드를 2만큼 증가시킨다. 그러면 이  외팔보의 상태는 

식 (8)을 만족하게 되고, 변  증가량에 따라서 식 (9)가 만

족되면, 다시 이동 모드를 2만큼 증가시키는 방식을 

사용하 다.

그림 5는 층간분리 시작 의 변 증가량에 따른 에 지 

방출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층간분리 시작 

후의 균열길이와 변 증가량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은 

층간분리 시작시의 하 크기  변 증가량 값을 보여주고 

있다. 재 해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참고문헌으로서 

ANSYS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Meo 등(2005)의 실험결과를 

채택하 다. 변  증가량 값은 세 값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

으며, 하 의 크기는 두 개의 유한요소해석 값이 실험값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에서 -세분

화 방식을 채택한 -FEM은 Birth and Death 옵션

(ANSYS, 2007)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층간분리 

시작 후, -FEM에서는 지그재그 형태의 거동을 보이고 있

다. 이에 반해, 재 모델에서는 실험에 의한 거동과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내부균열이 존재하는 층평

그림 8과 같이 균일한 분포하 (70kPa)을 받는 내부

균열을 가지고 있는 4개의 층(90°/0°/0°/90°)으로 구성된 

층평 (2 1m,  0.1m)이 고려된다. 각 층의 재료는 

직교이방성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재료 상수는 다음과 같다.

          

          (10)

내부균열의 치는 그림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내부의 

Layer 2와 3 사이에 존재한다. 축  축에 한 칭성

을 고려하여, 1/4 모델링을 수행하 다.  평면상의 요

소망은 그림 9와 같이 5×5 요소망을 구성하 다. 두께 방

향으로는 정확성을 높이기 한 조 한 요소 세분화를 수행

하지 않고, 층 개수만큼, 즉 두께 방향으로 4개의 요소만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다.

그림 10은 균열 길이에 따른 A지 (그림 8)의 두께의 

앙면에서의 처짐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층간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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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균열길이에 따른 앙지 의 평면응력

그림 12 총에 지 방출률의 크기 변화

그림 13 균열크기에 따른 인장모드의 향

그림 8 내부균열을 가지는 사각형 구멍을 가진 층평

그림 9 가상균열닫힘법을 용하기 한 요소망

그림 10 균열길이에 다른 앙지 의 처짐

크기가 작은 경우에서는 아랫면과 윗면의 처짐 변화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층간분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층

간분리 되는 아랫면과 윗면의 처짐의 크기 변화가 크게 일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층평 의 윗면(Layer 4의 

윗면)에 횡방향 하 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균열의 크기

가 커짐에 따라 Layer 3의 처짐이 Layer 2의 처짐보다 훨

씬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내부균열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최  면내방향의 법선응력은 A지 에서 발생

한다. 그림 11은 A지 에서의 균열길이에 따른 면내방향의 

응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균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A지 의 면내인장응력은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면내압축응

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내부 균열 선단의 응력

특이로 인한 층간분리 거동을 조사하기 해서 가상균열닫힘

법을 사용하여 에 지 방출률을 산정하 다. 그림 12는 균열 

선단을 나타내는 A-A면과 B-B면의 층간분리의 크기에 따른 

총 에 지 방출률 값을 보여주고 있다. 에 지 방출률의 증

가량이 층간분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두면 모두 가 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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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B-B 면의 총에 지 방출률

이 훨씬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내부 균열이 존

재하는 층의 섬유 방향이 축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림 13은 층간분리 크기의 증가에 따른 총 에 지 방출률에 

한 인장모드에 따른 에 지 방출률의 비를 나타내고 있다. 

층간분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모드이 향이 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층간분리의 크기가 커짐

에 따라 단모드의 향이 상 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특히, A-A 면보다는 B-B면에서 단모드의 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B면에서는 균열크기가 체 

평면 길이의 20%를 넘게 되면 단모드의 향이 50%이상

이 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료의 균열 생성  를 모사하기 

하여 로바토 형상함수의 고차함수를 이용하 다. 모델링의 

단순성  해석의 간편성을 고려하기 해 매개변수 개념 

 3차원 가상균열닫힘법을 활용하여 에 지 방출률을 계산

하 다. 섬유복합재료로 구성된 이  외팔보 해석을 통한 실

험 결과  기존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3차원 유한요소의 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재의 모델링 기법은 기

존의 3차원 유한요소보다 좀 더 간편한 모델링을 구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내

부균열을 가지는 층평 의 내부균열 성장 시의 처짐  응

력에 한 향, 그리고 인장모드  단모드에 한 향 

등에 해 살펴보았다.

이  외팔보 해석의 경우, 탄성 역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결과값이 실험결과와 일반 인 -세분화 방법을 사용하는 3

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거의 일치하게 나타났으나, 층간

분리가 시작되는 하 의 크기에 있어서는 2개의 유한요소해

석 결과값이 실험값에 비하여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 균열성장 거동에 있어서는 -세분화 방식을 사용하는 유

한요소해석에 있어서는 지그재그 형태를 가지면서 강성이 

하되는 경향을 보 지만, 재의 제안된 모델과 실험결과값

은 선형형태의 유사한 형태를 보 다.

휨을 받는 내부균열을 가지는 층 문제에 있어서, 하 의 

치  균열 크기에 따라 균열을 가지는 불연속 경계면에서

의 처짐  응력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 강화 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균열 선단에서의 에 지 방출

률 값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균열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인

장모드의 향보다는 단모드의 향이 더 커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층간분리부의 치가 서로 같은 층배열을 

가지는 합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에 해서 해석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서로 층각이 다른 복합재료에서의 층간

분리 해석에 있어서는 균열진 을 측하는 여러 가지 모드

들이 다소 복잡하게 일어난다. 선형탄성론의 견지에서 보면 

이종재의 계면 균열에 한 문제는 균열 선단에서 응력장이 

매우 심하게 진동하여 균열선단에서는 특이 값을 제공하므로 

좀 더 정 한 해석 방법이 요구된다. 향후, 이와 련된 연구

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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