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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a bond-based peridynamics theory for dynamic crack propagation problems, this paper presents a design sensitivity 

analysis and optimization method. Peridynamics has a peculiar advantage over the existing continuum theory in the mathematical 

modelling of problems where discontinuities arise. For the design optimization of the crack propagation problems, a non-shape design 

sensitivity is derived using the adjoint variable method. The obtained adjoint sensitivity of displacement and strain energy turns out 

to be very accurate and efficient compared to the finite different sensitivity. The obtained design sensitivities are futher utilized to 

optimally control the position of bifurcation point in the design optimization of crack propagation in a plate under tension. A 

numerical experiment demonstrates that the optimal distribution of material density could delay the position of bifur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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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괴역학은 충격, 균열 진 문제 등의 공학  분야에서 다

양하게 이용된다. 지난 수십 년간 실험 으로 동  하 에 

한 재료의 손상 는 괴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실험 으로는 유리같이 균열의 제어가 어려운 재료를 이용하

여 균열이 분기되지 않고 균열을 빠르고 깔끔한 단면으로 잘

리도록 하는 외부 힘을 제어하려는 연구가 진행된 이 있고

(Bowden, et al., 1967), 최근에는 다양한 외부환경을 변

화시켜 보면서 미소 균열의 패턴을 변화시킨 연구도 진행되

었다(Nam, et al.,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  

방법이 아닌 최 화 기법을 이용하여 균열의 제어 문제를 이

론 으로 근하 다. 

이론 으로 균열문제는 해석 역 안에서 변 의 비연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인 연속체 이론을 용하기 어렵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X-FEM 기법이 도입되는 등 연속

체이론 기반에서 해석하려는 이 의 노력이 있었다(Belytschko 

and Black,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속체 기반 해석

이론이 아닌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을 이용하여 근하 다. 연

속체 기반에서 특별한 방법들을 도입하여 비연속 인 해를 해

석하는 다른 방법과 달리 페리다이나믹스에서는 자연스럽게 

비연속해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을 균열문제의 해석기법으로 채

택하 다.

설계민감도법은 재료, 유체, 열, 비선형 문제뿐만 아니라 변

형정도가 큰 동역학 문제에 해서도 개발되었다(Cho and 

Choi, 2000). 특히 애조인 변수법은 설계변수의 개수가 많을 

때 계산비용을 매우 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 화기법에 

많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도를 설계변수로 하여 

재료의 변형에 지에 한 설계민감도를 애조인 변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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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 다. 이를 활용하여 간단한 최 설계 제를 통해 균열

의 진행을 이론 인 근방법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

인하 다.

2. 페리다이나믹스 이론

다음과 같이 역 에 속해 있는 임의의  ∈에 하

여 페리다이나믹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여기서, 는 치 의 범  안에 들어오는 다른 입자의 

치 를 포함하는 모든 주변 들을 의미한다. 한 , , 

그리고 는 각각 변  벡터, 체 력, 그리고 짝힘을 의미한

다.

Fig. 1 Influenced region and displacement at 

두 입자사이의 상  기  치벡터를 로 정의하

고, 상 변 도 마찬가지로 로 정의한다. 

변형된 입자 사이의 상  치벡터는 와 같다. 페리다이

나믹스 이론에서는 유한요소법과 같은 국부 (local)힘이 아

닌 비국부 (non-local)힘이 작용하여  에 한 일정

한 소 역(horizon)  안에 들어오는 모든 주변 입자와의 

짝힘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반경 의 원

형 역으로 그 범 를 가정한다.

 ∈    (2)

포텐셜 를 이용하면 짝힘 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3)

는 한 결합사이의 포텐셜을 의미하며 변형에 지 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임의의  에서의 변형에 지 는 다

음과 같다.

 




 (4)

특히 미소탄성 취성 재료(Ha and Bobaru, 20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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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다. 결합이 끊어

진 상태에서는 0이 되고 다시 1로 되돌아가지는 못한다.

 





(7)

는 괴에 지로서 단  길이만큼 균열로 인해 결합이 

완 히 끊어지는데 필요한 에 지로 정의되며 이 값은 실험

으로 얻어진다.

3. 이산화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에서 실제 해석 역은 작은 부피를 가

지는 입자들로 이산화된다. 번째 시간 스탭에서 번째 입자

에 한 페리다이나믹 지배방정식 식 (1)의 이산화 형태는 

련된 부피 와 결합된 주변 입자 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

이 정리된다.




 

∈




 

 (8)

입자의 주변에서 짝힘을 가하는 입자들은 (2)를 만족하는 

상 거리가 인 원형 반경 안에 들어오는 입자들이다. 그러

나 원형 반경의 경계 근처에 있는 입자들은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짝힘으로 계산되는 입자의 부피는 입자의 

체 부피보다 작아야 한다. 이에 따라 부피율(volume 

fraction) 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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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에서의 짝힘을 계산하기 해서는 소

역 안에 들어오는 짝힘에 향을 주는 입자의 부피를 계산해

야 한다. 따라서 소 역의 크기는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에서 해

석결과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요하게 다루어진다.

Fig. 2 Horizon of  particle on discrete grids

를 들어 입자는 입자의 원형 반경 안에 완 히 들어

오지만 입자는 입자와 일부 부피만 향을 주게 되는데 이

에 한 고려는 페리다이나믹스에서 수치  근사로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알고리즘이 쓰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정사각형으로 격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여 다음의 식

(Hu Wenke, 2012)을 활용하 다.

 










 ∥∥≤
∆

∆
 ∥∥∆





 

∆
∥∥≤

∆

 

∆
∥∥

(10)

4. 애조인 변수법

페리다이나믹 지배방정식이 모든 시간 동안 라그랑지 멀티

라이어의 곱에서도 식이 만족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














 



  (11)

그리고 애조인 변수 가 설계변수에 해 독립이므로 

체 식에 하여 미분을 취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12)

















 ′


′ 

식 (12)을 부분 분함으로써 다음의 계를 얻는다.





′ (13)

  





′ ′














′

여기서, 는 에 해서 다음과 같은 칭성을 가진다.







(14)

한 이를 이용하여 다음의 교환 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 (15)

   



′





 ′

와 ′가 에 하여 독립 이기 때문에 식 (13)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된다.


















 (16)




′ ′










′





 


 

′와 ′는 기조건에서 설계변수에 무 하므로 ′ 
0, ′  0. 주어진 종료시간(terminal time)에 하

여 과도동역학(Transient dynamics)에서의 일반 인 성능

함수(Performance measure)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7)

여기에 설계변수에 한 변분(variation)을 취하고 정리

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얻는다.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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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8)에서 앞서 구한 식 (16)을 빼면 애조인 변수법을 

이용한 목 함수 에 한 설계민감도를 얻을 수 있다.

′ 


  (19)











  



여기서, 는 애조인 변수로서 이를 구하기 한 애조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0)

그리고 종료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1)

  
 


(22)

식 (20)~(22)의 애조인 시스템은 종료시간에서의 경계 

조건을 가지는 종기치 문제(terminal value problem)이고 

시간에 해 역방향을 가지는 동  시스템임을 의미한다. 일

반 인 2계 미분 동역학 문제에서의 애조인 방정식은 원래의 

시스템과 시간에 한 칭성을 가진다(Jang, et al., 

2014). 그러나 페리다이나믹 시스템에서는 로 인해 칭성

을 잃게 되므로 애조인 시스템을 해 해석에서의 값을 장

해 두어야 한다(Kim and Cho, 2014). 

5. 최 설계 기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균열진  방향을 제어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균열을 해석하기 해서는 구조물에 걸리는 

응력, 는 변형에 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에서는 구조물 입자 사이의 거리가 임계값을 넘어가면 

결합(bond)이 끊어지면서 균열이 발생한다. 그리고 결합이 

끊어지는 임계거리는 변형에 지의 실험값과 비교하여 결정

된다. 한 균열의 분기는 응력의 집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이  실험논문에 의해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균

열이 발생할 때 원하는 치의 변형에 지를 최소화시켜 균

열의 분기를 조 하는 방향으로 최 설계를 진행하 다.

구조물의 변형에 지는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이를 이

용해서 목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inimize 















(23)

Subject to 


≤ (24)

 ≤ ≤  (25)

여기서, 는 변형에 지를 이고자 하는 목  역을 나

타내고, 는 변형에 지 도를 의미한다. 선형 탄성재료에 

하여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6)

제약조건으로는 체 역의 질량을 일정량 이하로 설정하

으며 약 80개의 부분 역으로 나 어 매개화하 다.

6. 수치 제

Fig. 3과 같은 직사각형 평 에서 0.01m의 길이를 

가지는 기 균열을 고려하자. 본 제 모델에서는 푸아송 

비는  1/3으로 설정하 다. 한 크기는 0.025m×
0.0125m이고 쪽과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균일한 힘

(3MPa)을 가하 다.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   ,   

Velocity-Verlet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시간 간격은 5

이며 체 역은 5,000개의 이산화된 격자로 나 었다.

Fig. 3 Rectangular plate with an initial crack

소 역 크기(Horizon size) 는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각 

격자의 폭인 ∆ 의 3배로 설정하 다. 소 역 크기는 작아

질수록 괴되는 역도 작아지기 때문에 균열의 경로에 매

우 요한 요소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

과를 참조하여 결정하 다(Ha and Boraru, 2010).

Fig. 4와 Fig. 5에서는 해석이 진행되면서 3.1와 10

에서의 각 입자의 괴정도와 변형 에 지를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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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균열선단 주변에 있는 입자

는 매우 높은 변형에 지를 장하고 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균열선단 주변 변형에 지의 양을 일 수 있

다면 균열의 진  방향을 조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4 Crack propagation(Top: 3.1, Bottom: 10)

Fig. 5 Strain energy(Top: 3.1, Bottom: 10)

그에 앞서 유도된 설계민감도 해석결과를 Table 1에서 보

여 다. Table 1에서는 변 에 해 애조인 변수법으로 계산

한 설계민감도 값을 유한차분법과 비교하 고 Table 2에서는 

변형에 지의 설계민감도를 유한차분법과 비교하 다. 애조인 

변수법으로 계산한 설계민감도는 균열이 진 되더라도 유한차

분법으로 계산된 값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Design sensitivity of displacement

time node AVM FDM Accuracy

620
700-y 1.20515E-09 1.20545E-09 99.975%

290-y -5.27507E-11 -5.27561E-11 99.990%

2000
700-y -4.63696E-07 -4.63696E-07 100.000%

290-y 1.00230E-07 1.00230E-07 100.000%

Table 2 Design sensitivity of strain energy

time node AVM FDM Accuracy

620
700 2.21076E+03 2.21077E+03 99.999%

290 1.25825E+05 1.25832E+05 99.995%

최 설계를 진행하기 해서 Fig. 6과 같은 인장응력 하

의 모델을 고려한다. 평 의 크기는 Fig. 3과 동일하고 A로 

표시된 치가 변형에 지를 최소로 하도록 하는 목 함수의 

치이다. 이는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3.1에서 변형에

지가 가장 큰 지 이며 Fig. 4에서와 같이 분기가 발생되

는 치이다. 이 치의 변형에 지를 이는 최 설계를 진

행하여 균열의 분기 치를 조정하여 균열진 을 제어하는 

최 의 재료분포를 얻고자 한다.

Fig. 6 Crack propagation model for optimal design

최 설계에 필요한 은 1952, 는 3416 그리고 

은 0.5로 최 화 모델을 선택하 다. 한 설계변수에 

한 매개화는 Fig. 7과 같이 80개의 격자로 모델링하 다. 

Table 3에서는 기의 A 치에서의 변형에 지와 최 화가 

끝났을 때의 변형에 지를 보여주고 있다. 

Fig. 7 Parameterization of desig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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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train energy

Design Initial Optimal

Objective function 20316.9817 9311.1687

최  재료분포로 만들어지는 변형에 지는 기 값에 비해

서 약 45.8%로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물의 균

열진  형태는 균열선단에서의 응력의 크기에 따라 분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해 최  도분포로 같은 

해석 모델을 이용해 10까지 해석을 수행하 다. 

Fig. 8 Crack propagation before(Top) and after(Bottom) 

Optimization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래의 분기가 일어나는 A

보다 분기의 치가 더 뒤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균열선단에서의 응력의 크기가 분기를 결정한다는 이

의 연구 결과와 같다(Bowden, et al., 1967).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을 이용해서 균열진

문제에 한 형상 설계민감도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활용하

여 최 설계를 수행하 다. 균열진  해석을 해서 용한 

페리다이나믹스는 비국부 (non-local)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연속체 이론에서 불연속성을 표 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자연

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설계민감도 해석에서는 애

조인 변수법을 이용하여 매우 효율 이고 정확한 설계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다. 특히 균열이 진 되어 불연속성이 많아

지더라도 유한차분법과 비교하여 정확한 설계민감도 값을 얻

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다만 페리다이나믹에서는 애조인 

시스템이 해석과 시간 칭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애조

인 시스템을 풀기 해서는 페리다이나믹 해석에서의 계산과

정을 장하고 있어야 한다. 인장응력을 가지는 간단한 평  

구조물에 해 분기되는 치의 변형에 지를 최소로 만드는 

재료 도 분포 형태를 최 설계 기법으로 얻었다. 얻어진 재

료 도 분포를 이용하여 페리다이나믹 해석을 수행하 을 때 

원래의 균열 분기 이 뒤로 많이 려나 분기의 치를 제어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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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균열 진 문제에 하여 페리다이나믹스 이론을 이용하여 설계민감도 해석  구조 최 설계를 수행하

다. 페리다이나믹스는 해의 불연속성을 다루기 어려웠던 기존의 연속체 이론에 비해 균열 진 문제와 같은 불연속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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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는 치를 조 하기 하여 정해진 시간구간에서 변형에 지 값을 이는 방향으로 최 설계를 수행하 다. 최

의 재료분포로 해석을 수행한 결과 균열의 분기 을 늦출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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