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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the bond-based peridynamics and the parallel computation with binary decomposition, an adjoint shape design sensitivity 

analysis(DSA) method is developed for the dynamic crack propagation problems. The peridynamics includes the successive branching 

of cracks and employs the explicit scheme of time integration. The adjoint variable method is generally not suitable for 

path-dependent problems but employed since the path of response analysis is readily available. The accuracy of analytical design 

sensitivity is verified by comparing it with the finite difference one. The finite difference method is susceptible to the amount of 

design perturbations and could result in inaccurate design sensitivity for highly nonlinear peridynamics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design. It turns out that C
1
-continuous volume fraction is necessary for the accurate evaluation of shape design sensitivity in 

peridynamic discr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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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은 구조물의 안 을 하는 주요

한 원인 의 하나로 다양한 구조물의 안 에 요하게 고려

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균열문제는 변 의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본질 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반 인 방법론으로

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한요

소법은 균열이 진 할 때 요소망을 새로이 구성해야 하는 특

별한 기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은 지배

방정식에서부터 변 에 한 공간 미분항이 없고 분방정식

의 형태이므로 변 의 불연속성이 존재하더라도 균열의 진

을 자연스럽게 표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Silling, 

200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페리다이나믹 이론을 기반으

로 균열문제에 한 형상 설계민감도 해석법을 개발하 다. 

이 의 많은 연구에서 동  균열진  문제에 한 수치  

해석이 수행되었으나 설계민감도 해석은 유한요소법에 기반

하여 정 인 문제에 한 연구만 있었을 뿐 동  문제에 

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으며 균열진  문제에 한 설계민

감도 연구는 균열의 제어와 최 설계라는 에서 요하

다. 실험 으로는 균열의 선단에 발생되는 응력을 제어하여 

빠른 괴단면을 얻으려는 연구가 있었고(Bowden et al., 

1967) 최근에는 실험환경을 제어하면서 미소 스 일에서의 

균열 패턴을 다양하게 만드는 연구(Nam et al., 2012)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리다이나믹스를 이용하여 

실험 인 방법이 아닌 해석  방법으로 형상변화에 한 균

열진  문제의 설계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는 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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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idynamic model

이나믹스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이다.

설계민감도 해석법(Choi and Haug, 1983)은 지 까지 

다양한 구조문제에 해서 수학 으로 개발되어 왔는데, 변

형의 정도가 큰 탄소성 재료의 다이나믹 문제에 한 설계민

감도 해석법(Cho and Choi, 2000)도 개발되었다. 특히 형

상 설계민감도는 연속체에서 미분(Material Derivative) 

개념을 용하여 물리  역 경계면의 수직방향으로의 변화

만을 고려하여 얻어진다.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에서는 형상 

변화 에 격자와 실제 형상이 함께 움직이므로 라그랑지안 

으로 근한다. 취성 탄성재료를 사용한 모델에 하여 

형상 설계민감도해석을 수행하고 그 정확성을 유한차분법

(FDM)과 비교하 을때 매우 정확하고 효율 으로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 페리다이나믹스 이론

다음과 같이 역 에 속해있는 임의의  ∈에 하

여 페리다이나믹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여기서, Horizon 는 치 벡터 의 범  내에 속하는 

를 포함하는 모든 주변 들을 의미한다. 한 , , 그리고 

는 각각 변  벡터, 체 력, 그리고 짝힘을 의미한다.

두 입자사이의 상  기 치벡터는 로, 상 변

는 로 정의한다. 따라서 변형상태에서의 

상  치벡터는 와 같다. 페리다이나믹스에서는 유한요

소법과 같은 국부 인(local) 힘이 아닌 비국부 인(non- 

local) 힘이 작용하여  에 한 일정한 범   안에 

들어오는 모든 주변 입자와의 짝힘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

는 Fig. 1과 같이 반경 의 원형 역으로 그 범 를 가정하

다.

 ∈    (2)

탄성재료에 해서 포텐셜 를 이용하여 짝힘 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3)

여기서, 는 한 결합 사이의 포텐셜을 의미하며 임의의 

 에서의 변형에 지 는 다음과 같다.

 




 (4)

특히 미소 탄성 취성재료(Ha and Bobaru, 2011)에 

하여 짝힘을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5)

여기서, 은 선형 탄성계수로서 다음의 값을 이용한다.

 



(6)

, 는 각각  탄성계수, 푸아송 비를 뜻한다. 는 0 는 

1을 가리키는 함수로서 결합의 유무를 나타낸다. 결합이 끊어

진 상태에서는 0이 되고 다시 1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7)

여기서, 는 괴에 지로서 단  길이의 균열로 인하여 결

합이 완 히 끊어지는데 필요한 에 지로 정의되며 실험 으

로 얻어진다.

3. 페리다이나믹스의 이산화

페리다이나믹스에서 실제 해석 역은 작은 부피를 가지는 

입자들로 이산화된다. 시간 스텝 에서 임의의 번째 입자에 

한 페리다이나믹 지배방정식 식 (1)의 이산화 형태는 련

된 부피 와 결합된 주변 입자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김재 ․조선호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4호(2014.8) 299

Fig. 2 Discretization and horizon for i particle

Fig. 3 Shape variation




 

∈




 

 (8)

 입자의 주변에서 짝힘을 가하는 입자들은 식 (2)를 만족

하는 상 거리가  인 원형 반경 안에 들어오는 입자들이다. 

그러나 원형 반경의 경계 근처에 있는 입자들은 부피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짝힘으로 계산되는 입자의 부피는  입

자의 체 부피보다 작아야 한다. 이에 따라 체 율(Volume 

Fraction) 이 도입된다.

  (9)

실제 페리다이나믹에서의 짝힘을 계산하기 해서는 원형

반경 안에 들어오는 짝힘에 향을 주는  입자의 부피를 계

산해야 한다.

를 들어 입자는 입자의 원형 반경 안에 완 히 들어

오지만 입자는 입자와 일부 부피만 향을 주게 되는데 이

에 한 고려는 페리다이나믹스에서는 수치  근사로 해결하

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알고리즘이 쓰이고 있는데 본 연구

에서 정사각형으로 격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여 아래

(Hu Wenke, 2012)의 알고리즘을 활용하 다.

  (10)










 ∥∥≤
∆

∆
 ∥∥∆


 


 

∆
∥∥≤

∆

 

∆
∥∥

4. 형상 설계민감도 해석

Fig. 3와 같은 역의 변화를 살펴보자. 변환 계는 

  → , ∈로 주어지고 는 설계 변환 라미터

를 뜻한다. 

는 테일러 수를 이용하여 선형화된 계를 생각한다.

   (11)

여기서, 속도장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2)

이를 이용하여 지배방정식 식 (1)에 미분을 취하면 다음

과 같이 정리된다.




′ 
 

 


′ ′



(13)

여기서, ′ 를 의미한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짝힘

에 한 미분 항이다. 이는 와 에 한 식으로 분해된

다. 한 Horizon 경계 부근의 체 율을 고려하기 해서 

를 이용하여 식 (13)의 우변 첫 번째 항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14)

식 (14)에서 첫 번째 항은 짝힘에 한, 두 번째 항은 체 율에 

한 항이다. 식 (14)에 한 이산화 식은 아래와 같다.





∈
  

∈






 ′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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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각각 상  기 치, 상 변 에 한 미

분항으로서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

′ 



 
 ′′

′ 



 
 ′′

특히 선형화된 짝힘 식 (5)를 이용하면 ,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
∥∥∥∥

× ∥∥
⊗ 




(16)










∥∥
∥∥∥∥

× 

⊗∥∥∥∥
∥∥∥∥

∥∥
⊗





(17)

5. 애조인 변수법

∈, ∈ 에 해서 식 (1)에 애조인 변수 

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8)

식 (18)을 에 해서 변분을 취하면 다음과 같다.









 ′′




















′


′ 





′

  (19)

부분 분을 이용하여 식 (19)에 다음의 계를 이용한다.









′




′′ 












′














′














′ (20)

여기서, 형상변화의 기조건은 0이다.

′     
′     

목 함수를 마지막 시간에서의 역 분값과 체 시간에 

한 분 값으로 일반화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1)

식 (21)을 부분 분을 이용하여 변분을 취하고, 식 (19)을 

입하면 에 한 목 함수의 설계민감도를 얻을 수 있다.

′ 






















′





′

(22)

를 얻기 한 애조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3)

그리고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24)

  
 


(25)

동  문제에서 애조인 방정식은 종기치 문제(terminal 

value problem)이므로 기조건은 시스템의 가역성을 이용

하여 얻어진다. 가역  시스템은 2계 미분 방정식으로 정의

될 수 있고, 시간과 속도의 반 방향에 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일반 인 동  시스템에 해서 해석과 애조

인 시스템은 시간 칭성을 갖지만 설계민감도 방정식은 경

로에 의존하는 힘이 존재하여 시간에 한 칭성을 가지지 

못한다(Jang et al., 2014). 해석과 애조인 시스템이 시간

에 한 칭성을 가진다는 것은 시간 반 방향으로 분할 

때 정확한 해석 경로를 따라갈 수 있고 해석의 경로를 장

할 필요가 없기에 매우 효율 으로 애조인 설계민감도를 계

산할 수 있다. 그러나 페리다이나믹스에서는 결합 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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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1 Design variable 4 Design variables

AVM DDM AVM DDM

Time (sec.) 740.566 1057.467 778.881 1090.117 3215.443

Normalized 1.000 1.428 1.052 1.472 4.342

Table 1 Comparison of computation(AVM DDM)

로 인하여 해석에서의 시간 칭성을 기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애조인 시스템을 풀기 해서는 장된 해석값이 불

가피하게 필요하다.

6. 병렬 기법

큰 스 일의 모델링과 계산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서 병렬 기법에서 요한 것은 각각의 로세서에 할당되는 

부하의 균형(load balancing)과 통신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진분해(Binary decomposition; Bowden 

et al., 1967)을 이용하여 페리다이나믹 해석과 설계민감도

에 용하 다. 이진분해에서 역을 각 로세서에 할당하

기 한 분할법은 순차 으로 역크기가 거의 비슷하도록 

두 부분으로 나 는 것이다. Fig. 4와 5에서는 임의의 역

을 8개의 로세서에 할당하도록 나 는 과정이다.

역 분할 후에는 통신이 필요한 주변 역의 로세서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해 각 입자의 치마다 Horizon 안

에 들어오는 주변 입자를 모두 찾아서 주변 로세서를 결정

해 다. 이 과정은 ×( : 모든 입자의 개수)의 계

산비용을 필요로 하여 계산 비용이 높지만 해석과정 에 처

음 단 한번만 수행해 다. 본 연구에서는 MPI 라이 러리

를 활용하 고, 클러스터 CPU는 Intel Xeon E5-2600로 

16개의 core를 이용하 다.

Fig. 4 Binary decomposition for symmetric domain

Fig. 5 Binary decomposition for unsymmetric domain

7. 수치 제

Fig. 6와 같이 0.01m 길이의 기 균열을 가지는 직사

각형 평 을 고려하자. 재료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720×108(Pa),   2440(kg/m3),  135. 본 제 모

델에서는 푸아송 비는  1/3으로 설정하 다. 한 크기는 

0.025m×0.01m이고 쪽과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균일

한 힘(3MPa)을 가하 다. Velocity-Verlet 알고리즘을 사용

하 고, 시간 간격은 0.01이다. 체 역은 144,000개의 

이산화된 격자로 나 었다.

Fig. 6 Numerical model

목 함수는 마지막 시간에서의 특정한 치의 변 로 선택

하 고, 설계변수는 하 조건이 가해지는 면은 바 지 않는 

범 에서 오른쪽 끝이 볼록하게 변화하도록 설정하 다.

 
(26)

먼  애조인 변수법(AVM)과 직 미분법(DDM)으로 계산

한 형상 설계민감도 값의 시간 비교를 한 결과를 Table 1에

서 보여 다. 1개의 설계변수에 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을 때는 애조인 시스템을 풀어야하는 문제때문에 AVM이 

DDM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설계변수가 많을수록 DDM에 

비해서 AVM이 훨씬 효율 인 방법임을 보여 다. 이는 설계

변수가 많아도 애조인 시스템은 단 한번만 수행하면 여러 설

계변수에 한 설계민감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상 설계민감도 해석에서는 체 율(volume fraction)에 

한 미분이 필요하므로 당한 체 율의 선택이 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 으로 쓰이는 부분  선형함수(piece- 

wise linear function)의 volume fraction, 식 (10)은 형

상 설계민감도 해석에 당하지 못하다. 식 (27)은 모든 구

간에서 미분 가능한 체 율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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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easure 
Original FDM DDM

Agreement

(%)

x-disp(A) 3.9323010E-06 2.7083760E-17 1.9784150E-17 136.8963

y-disp(A) -1.1686970E-04 4.7781850E-14 4.7783380E-14 99.9968

x-disp(B) -1.1244950E-05 2.7396500E-15 2.7333090E-15 100.2320

y-disp(B) -5.8736300E-05 -2.1817630E-14 -2.1812370E-14 100.0241

x-disp(C) -8.5931950E-07 -5.8458860E-15 -5.8376510E-15 100.1411

y-disp(C) -9.5889680E-08 4.1614690E-17 4.1519290E-17 100.2298

Table 2 Comparison of design sensitivity using piece-wise 

volume fraction

Fig. 7 Result using piece-wise volume fraction at 8

Fig. 8 Result using quadratic volume fraction at 8

Performance

measure 
Original FDM DDM

Agreement

(%)

x-disp(A) 3.9508290E-06 1.3445630E-16 1.2601310E-16 106.7003

y-disp(A) -1.1691520E-04 4.7764920E-14 4.7765680E-14 99.9984

x-disp(B) -1.1132720E-05 2.8026330E-15 2.7944240E-15 100.2938

y-disp(B) -5.8672810E-05 -2.1595950E-14 -2.1594050E-14 100.0088

x-disp(C) -7.8528290E-07 -6.1632230E-15 -6.1554410E-15 100.1264

y-disp(C) -3.6210100E-08 2.4707550E-16 2.4568030E-16 100.5679

Table 3 Comparison of design sensitivity using quadratic 

volume fraction

Performance

measure
Response AVM FDM

AVM/

FDM(%)

x-disp(A) -2.03982E-06 -1.61084E-15 -1.60925E-15 100.0991

y-disp(A) -2.57914E-05 -1.20744E-14 -1.20764E-14 99.9841

x-disp(B) -4.44852E-06 -3.37040E-15 -3.36776E-15 100.0784

y-disp(B) 1.06805E-07 6.25185E-16 6.25925E-16 99.8819

x-disp(C) -4.37716E-06 2.47313E-16 2.47936E-16 99.7488

y-disp(C) 3.09236E-05 1.43148E-14 1.4322E-14 99.9494

Table 4 Comparison of adjoint design sensitivity

시뮬 이션은 식 (10)을 쓴 결과(Fig. 7)와 식 (27)을 

쓴 결과(Fig. 8)가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감도 해석결과는 비슷하지 않다. 두 결과 모두 

부분의 치에서 유한차분법(FDM)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

를 보이지만 일부 치(x-disp(A))에서의 목 함수에 한 

설계민감도 값이 다르다. 이는 유한 차분법보다는 해석  설

계민감도에서 생기는 체 율(volume fraction)에 의한 오차

라고 추정된다. 식 (27)을 용했을 때 설계민감도는 유한차

분법과 훨씬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2차 체 율(quadratic volume fraction) 함수를 이용하

여 애조인 변수법으로 유도한 형상 설계민감도 값을 유한차

분법(FDM)과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 다. 목 함수는 

식 (26)과 같고 이를 이용하여 유도되는 목 함수에 한 설

계민감도식은 다음과 같다.

′ 






















′





′

(28)

그리고 애조인 시스템과 그에 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

이 유도된다.






 (29)

 


(30)

   (31)

Table 4에서는 애조인 변수법으로 계산한 설계민감도를 

유한차분법과 비교하 다. 목 함수의 A, B, C 치는 Fig. 

7, Fig. 8에서의 치와 동일하다. 유한차분법에서의 설계변

수의 변화량은 원래 형상의 0.001%로 정하 다. 유도된 형

상설계민감도 해석값을 유한차분과 비교하 을 때 매우 정확

하게 얻어짐을 확인하 다.

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을 이용해서 균열진

문제에 한 형상 설계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다. 페리다이

나믹스 이론은 균열 때문에 야기되는 변 의 불연속성을 표

하는데 특별한 기법 없이도 자연스러운 개가 가능하고 

기 균열도 유한요소법보다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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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페리다이나믹스 이론과 이진분해 기법의 병렬연산을 이용하여 동  균열진  문제에 한 애조인 형상 설계민감도 해석

법을 개발하 다. 페리다이나믹스에서는 균열의 연속 인 분기를 다룰 수 있으며, Explicit 시간 분법을 채택한다. 설계민감

도 해석은 애조인 변수법은 경로의존성 문제에는 합하지 않으나 여기서는 응답해석의 경로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채택하

여 사용할 수 있었다. 얻어진 해석  설계민감도는 유한차분과 비교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 다. 유한차분법은 설계섭동량

에 민감하여 비선형성이 강한 페리다이나믹스 문제에서 부정확한 설계민감도를 제시할 수 있다. 정확한 설계민감도 해석을 

해서는 이산화과정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체 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페리다이나믹스 이론, 동  균열진 , 애조인 변수 기법, 형상 설계민감도 해석, 경로의존성 문제, 병렬연산 기법

계민감도는 애조인 변수법을 이용하여 개하 기 때문에 많

은 설계변수가 존재하더라도 매우 효율 인 설계민감도 해석

이 가능하다. 그러나 애조인 시스템을 풀기 해서는 페리다

이나믹 모델에 따라 해석경로를 장해야 한다. 형상 설계민

감도 해석에서 체 율의 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연속성을 만족할 때 더 정확한 설계민감도를 얻을 수 있

었다. 페리다이나믹스와 설계민감도 해석에 병렬기법을 용

하여 효율 이고, 큰 스 일의 모델 해석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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