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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using a pattern transformation triggered by deformation, we propose a porous structure that exhibits the 

characteristic of negative Poisson’s ratio in both tension and compression. Due to the lack of torque for rotational motion of 

ligaments, the existing porous structure of circular holes shows positive Poisson’s ratio under tension loading. Also, the porous 

structure of elliptic holes has a drawback of low durability due to stress concentration. Thus, we design curved ligaments to increase 

the rotational torque under tension and to alleviate the stress concentration such that strain energy is uniformly distributed in the 

whole structure. The developed structure possesses better stiffness and durability than the existing structures. It also exhibits the 

negative Poisson ratio in both compression and tension of 10% nominal strain. Through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the 

performance of developed structure is compared with the existing structure of elliptic holes. The developed structure turns out to be 

significantly improved in terms of stiffness and durability.

Keywords : negative poisson’s ratio, pattern transformation, porous structures, finite element 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880-7322; E-mail: secho@snu.ac.kr

Received May 11 2017; Revised July 17 2017;

Accepted July 19 2017

Ⓒ 2017 by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    론

양의 포아송 비를 갖는 일반 인 재료의 경우, 수축상태

에서는 하 에 수직한 방향으로 재료가 팽창하고, 인장상태

에서는 그 반 의 상이 찰된다. 포아송 비 는 로 

정의되며, 음의 포아송 비(negative poisson’s ratio) 구조는 

재료의 물성치가 아닌 구조 형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재료가 

수축상황에 놓 을 때 하 에 수직한 방향으로 수축하며, 인장

상황에서 팽창하게 되는 구조를 말한다. 음의 포아송비 구조는 

Lakes(1987)에 의해 제안된 이래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 Mullin 등(2007)은 평면에 원형 구멍이 규칙 으로 

배치된 격자구조에 압축하 이 가해지면, 변형에 의해 구멍 

사이의 연결선(ligament)의 회 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 으로 

타원형 구멍들이 직교 배열된 형태로 패턴이 변화함을 발견

하 다. 그들은 유한요소해석  실험  검증을 수행하 으며, 

이 상을 가역 불안정성(reversible instability)에 의한 패턴

변화(pattern transformation)라고 명명하 다. Bertoldi 

등(2008)는 원형구멍을 갖는 모델에 해 첫 번째 고유모드

(eigenmode) 방향으로 기결함(initial imperfection)을 

부여한 후 비선형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을 

통해 후-패턴변화(post-transformation)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무한히 반복되는(infinitely periodic) 구조에 한 

해석을 해 단  체 요소(RVE; representative volume 

element)와 주기  경계조건(periodic boundary condition)

을 사용하 다. 한, Bertoldi 등(2010)은 이러한 패턴 변화가 

음의 포아송 비를 유발함을 발견하 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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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tational mechanism by eccentric loads

(b) Proposed design for porous materials

Fig. 1 Porous material structure

구멍을 이용한 구조는 인장하  하에서는 연결선의 회 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포아송 비가 양의 값만을 갖게 되는 한계 을 

가지고 있었다.

다공성 재료(porous material)에서 연결선의 회 을 이용

하여 인장하  하에서 음의 포아송 비를 구 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Taylor 등(2014)는 얇은 타원형 구멍을 인 한 

타원끼리의 장축이 수직이 되도록 배치하여 인장하  하에서의 

음의 포아송 비 구조를 제안하 으며, 타원의 종횡비(aspect 

ratio)에 따른 포아송 비의 변화를 찰하 다. Poźniak 등

(2016)은 빈 공간이 아닌 타원형 입물(inclusion)을 도입

하 으며, 입물과 모체(matrix)의 률(young’s modulus) 

비율  입물의 종횡비에 따른 포아송 비의 변화를 찰하 다. 

Shan 등(2015)은 Kagome-cut과 같은 여러 가지 주기  

개(cut) 패턴 구조를 활용하여 인장하  하에서 음의 포아송 

비 구조를 제안하 다. Gatt 등(2015)는 기존에 리 알려진 

회  사각 (rotating square) 모델이 길이등 (length scale)

에 걸쳐 계층 으로(hierarchically) 배열된 구조를 제안하 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들은 모두 짧은 연결선에 변형 에 지(strain 

energy)가 집 되고, 나머지 역은 거의 강체회 (rigid body 

rotation)에 가까운 변형을 나타낸다. 이로 인하여, 구멍 주변

부에 응력집  상이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내구성(durability)

이 매우 좋지 않은 문제 이 있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연구들은 

음의 포아송 비를 구 하는 것 자체에만 집 하여 구조물 반의 

내구성  강성(stiffness)이 하되는 한계 을 갖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휘어진 연결선 형상을 도입하여 압축과 인장 

모두에서 음의 포아송 비를 나타내는 구조를 제안한다. 이러한 

구조는 단  질량당 변형에 지 흡수량을 높여 반 인 강성을 

개선 시킬뿐만 아니라 연결선의 면 을 증 하여 응력집  

상을 완화하여 내구성의 증가 역시 기 할 수 있다. 향후 

형상최 화를 통해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의공학 분야의 

스텐트(stent)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휘어진 연결선(ligament) 기반의 제안 모델

Mullin 등(2007)은 원형 구멍을 갖는 다공성 구조에 압축 

하  가해지면, 좌굴(buckling)에 의해 연결선의 회  모멘트가 

발생함을 찰하 다. 이러한 좌굴, 즉 불안정성(instability)

에 의한 패턴 변화는 두 가지 단 을 갖는다. 첫째, 연결선의 

회  방향을 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뮬 이션  실험에서 

일 된 방향의 패턴 변화를 얻기 해서는 특정 방향으로 어느 

정도 크기의 기 결함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인장 하  

하에서는 불안정성이 없으므로 연결선의 회 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 들을 극복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Fig. 1(a)과 같이 기 설계에서 어느 정도 회 된 형태의 

연결선을 사용하 다. 이를 통해 압축  인장 시에 연결선의 

심을 기 으로 편심 하 (eccentric load)이 작용하여 불안

정성 없이 연결선의 회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선들을 

반복구조로 사용하여 얻은 다공성 구조의 최종 설계형상은 

Fig. 1(b)와 같으며, 인 한 구멍들이 서로 직교하도록 배열

되었다.

Fig. 1과 같은 제안 모델은 다양한 방식의 설계변수 매개화

(design parameterization)를 고려하기 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표 되었다. 첫째는 원호(circular arc)를 활용하 고, 

설계 변수는 원호의 반지름으로 설정하 다. 두 번째는 NURBS 

(non-uniform rational b-spline) 곡선을 활용하 으며, 

설계변수는 조정 의 치로 하 다(Ahn and Cho, 2010).

2.1 원호(circular arc)를 활용한 형상 매개화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구멍의 형상은 원호를 사용하여 

구 하 으며, 각 구멍은 반지름(R) 6mm를 가지는, 4개의 

사분(quarter) 원호로 구성되어 있다. 각 원호의 교 에서 

첨 이 나타나지 않도록 반지름(r) 1mm의 작은 원호 형상의 

이음부를 도입하여 응력집  상을 방지하 다. 이러한 원호의 

반지름 R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포아송 비의 변화를 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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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ape design of hole using circular arcs 

상용 유한요소 해석코드인 ANSYS를 이용하여 인장과 압축 

해석을 수행하 으며, 2차의 형상함수 기반의 6-  삼각형 

요소(plane183)를 이용하 다. Neo-Hookean 모델 기반의 

탄성 재료(hyper-elastic material)를 사용하 으며, 해당 

변형에 지 함수(strain energy function)는 식 (1)과 같다 

(Ansys Inc.; Mase and Mase, 1999).

 





 (1)

여기서, ≡ 그리고 ≡det 이며 는 변형구배 

(deformation gradient)이다. 단강성(shear modulus) 

는 38461(Pa), 비압축성(incompressibility) 매개변수 

는 2.4×10⁻⁵(Pa⁻¹)를 사용하 다.

체 모델은 Fig. 1(b)와 같이 9×9의 구멍 배열을 갖고, 

유한요소해석에서는 칭성을 활용하여 사분 모델에 해서만 

해석을 수행하 다. 구멍의 심간 간격은 10mm이며, 하 이 

가해지는 우측 경계에는 과도한 변형을 방지하기 하여 2mm 

두께를 추가하 다. 압축과 인장하  각각에서 4.7mm 크기의 

변 하 을 50회에 걸쳐 진 으로 가하 다. 

Fig. 3 Hole shapes in proposed and existing designs

기존의 원형 는 타원형 구멍 모델의 경우 연결선의 면 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부분의 변형에 지가 연결선에서 

발생하 다. 이로 인해 응력집  상이 발생하고 구조물의 

내구성이 하되었다. 반면에 제안된 모델에서는 연결선의 

두께가 균일하고 그 길이 역시 비교  길기 때문에 변형 

에 지와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 이 있다. 제안 모델의 

성능을 검증할 비교 조군으로서, 기존 논문(Taylor et al., 

2014; Poźniak et al., 2016)에서 제안된 타원형 구멍 

모델을 사용하 다. 제안 모델과 기존 모델의 형상을 Fig. 

3에서 비교하 다. 기존 타원 모델의 장축과 단축 길이는 Fig. 

2에 표시된 제안 모델의 R값과 다음과 같은 계를 갖는다

    (2)

2.2. NURBS 곡선을 활용한 형상 매개화

원호 기반 모델에 비하여 연결선의 곡률 변화를 더 크게 

하기 해 NURBS 곡선을 활용하여 제안모델의 구멍 형상을 

매개화하 다. Fig. 4(a)와 같이 2차 NURBS 기 함수와 

3개 조정 을 사용하여 구멍 형상을 구성하는 곡선을 표 하 다.

 (a) Variation of control point  (b) Comparison of designs

Fig. 4 Shape representation of hole using NURBS

설계변수는 3개의 조정   가운데 의 치(d)로 설정하

으며, 구멍을 구성하는 4개의 곡선이 동시에 변화하도록 매개화

하 다. 따라서 Fig. 4(b)에 나타낸 것과 같이 d가 증가할수록 

구멍 형상은 더 얇고 길어지며, 연결선은 더욱 휘게 된다.

3.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결과

제안 모델이 음의 포아송 비를 나타냄을 검증하기 하여 

원호 기반 매개화 모델을 구성하 으며,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기 형상과 변형 후 형상을 비교하 을 때, 

-방향 압축 하 에 하여 -방향으로 수축이 지배 으로 

발생하 고, 한 -방향 인장하 에 하여 -방향 팽창이 

지배 으로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된 모델이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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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PR behavior in compression

(b) NPR behavior in tension

Fig. 5 Nonlinear FEA results for proposed model

(a) Circular arc parameterization model 

(b) Elliptic hole model

Fig. 6 Poisson ratio v. hole size(compression)

포아송 비 거동을 효과 으로 잘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압축의 경우에서는 연결선이 회 하면서 그 곡률이 커짐을 알 

수 있으며 인장에서는 연결선이 압축의 경우와는 반 방향으로 

회 하며 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구멍의 형태가 사각형에 

가까워지는 패턴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체 구조의 포아송 비는 Bertoldi 등(2008)에서 제시된 

간이식을 활용하 다. 경계의 향을 피하기 하여 Fig. 2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9개의 구멍의 심 좌표의 변화를 

활용하여 포아송 비를 계측하게 된다. 각 구멍의 심 간의 

-방향 거리와 -방향 거리(=1,2)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4개의 구멍 (pair)의 포아송 비를 구하 다.

 




 


    (3)

그리고 이 4개의 의 평균값으로써 체 구조의 포아송

비를 구하 다. 이를 통해 각 하  단계별로 체 구조의 포아송 

비를 얻을 수 있다.

3.1. 원호 매개화 모델과 타원형 구멍 모델과의 비교

이 에서는 원호 기반으로 형상을 매개화된 제안 모델과 기존 

연구(Taylor et al., 2014; Poźniak et al., 2016)에서 제시

된 타원형 구멍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다. 비교 기 이 되는 

성능은 식 (3)을 이용하여 얻은 포아송 비, 그리고 구조물의 

내구성과 련이 있는 폰-미세스(von-Mises) 응력 분포이다. 

2.1 에서와 같이 설계변수는 원호의 반지름(R)으로 설정

하 으며, R이 클수록 구멍의 크기가 커지고 연결선의 두께가 

얇아지게 된다. Fig. 6을 보면 제안 모델과 타원 모델 모두 R

값이 커짐에 따라 압축 하 에서의 포아송 비의 값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멍이 커지면서 연결부 가 얇아짐에 따라 

연결선의 회 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공칭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포아송 비의 값이 증가하는데, 이는 Bertoldi 

등(3)에 제시된 원형 구멍 모델에 한 해석 결과와 일치된 경향

이다. 제안 모델과 타원형 구멍 모델의 포아송 비의 크기는 식 

(3)이 간이식임을 고려하 을 때 유사한 수 이다.

Fig. 7에서는 인장 시에도 압축과 마찬가지로 구멍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포아송 비의 값이 증가하 고 이는 연결선의 

두께가 얇아짐에 따른 상이다. 압축과는 달리 인장에서는 공칭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포아송 비가 차 양의 값으로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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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rcular arc parameterization model 

(b) Elliptic hole model

Fig. 7 Poisson ratio v. hole size(tension)

Fig. 8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in compression

Fig. 9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in tension

경향을 보인다. 이는 Pozniak 등(2016)에서 제시된 경향과 

일치한다. 제안 모델과 타원 모델의 포아송 비의 크기는 식 

(3)이 간이식임을 고려하 을 때 유사한 수 을 보인다.

Fig. 8과 Fig. 9는 각각 압축과 인장 시 폰-미세스 응력 

분포를 제안 모델과 타원 모델에 하여 동일한 스 일에서 

도시한 결과이다. 압축과 인장 모두에서 타원 모델은 연결선에 

응력이 집 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반복 인 하 이 

가해질 경우 연결선에서의 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제안 모델의 경우 연결선이 타원에 비해 길어지면서 응력이 

반 으로 분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안 모델이 구조물의 

내구성 측면에서 훨씬 개선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3.2 NURBS 매개화 모델과 타원형 구멍모델과의 비교

이 에서는 NURBS 곡선 기반 형상 매개화된 제안 모델과 

기존의 타원형 구멍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 

기 이 되는 성능은 식 (3)을 이용해 계산된 포아송 비와 구조

물의 강성과 계된 변형에 지, 그리고 폰-미세스 응력분포이다. 

2.2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설계 변수는 제안 모델의 경우에는 

구멍의 각 면의 가운데 조정 의 치(d)이고, 타원 모델은 

종횡비이다. 제안 모델과 타원 모델의 면 , 즉 재료량이 거의 



변형에 의한 패턴변화를 활용한 음의 포아송비 다공성 구조

280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0권 제4호(2017.8)

(a) NURBS curve parameterization model 

(b) Elliptic hole model

Fig. 10 Poisson ratio v. hole shape(compression)

(a) NURBS curve parameterization model

(b) Elliptic hole model

Fig. 11 Poisson ratio v. hole shape(tension)

(a) Compression

(b) Tension

Fig. 12 Strain energy in proposed and elliptic hole models

동일하도록 하 으며, 두 모델 모두 설계 변경 시 체 면 은 

일정한 상태에서 구멍의 형상만 변화하도록 하 다.

Fig. 10의 압축 하 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정 의 

치를 나타내는 값이 증가할수록, 즉 구멍의 형상이 얇고 

길어질수록 포아송 비의 값이 증가한다. 타원 모델에서도 

종횡비가 작아질수록(1에서 멀어질수록), 즉 타원이 얇고 

길어질수록 포아송 비의 값이 증가한다. 타원 모델의 경우 

A=0.8과 A=0.9인 경우 구멍의 형상이 원에 가까워지면서 

낮은 공칭 변형률 역에서 양의 포아송 비가 나타난다. 반면에 

제안모델은 모든 값에 하여 음의 포아송 비를 나타낸다.

Fig. 11의 인장의 경우에서도 압축과 마찬가지로 제안 모델의 

경우 값이 증가할수록, 타원 모델의 경우 종횡비가 감소할

수록(1에서 멀어질수록), 구멍의 형상이 얇고 길어지면서 

포아송 비의 값이 커진다. 제안 모델의 경우에 원호로 

매개화된 경우와 달리 변형량 증가에 따른 포아송 비의 변화율이 

완만해지며 높은 공칭 변형률 역에서도 비교  큰 값의 

음의 포아송 비가 나타났다. 이는 연결선의 곡률 증가에 따라 

높은 공칭 변형률 범 에서도 여 히 편심 하 에 의한 회  

모멘트가 유지되어 연결선의 회 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Fig. 12에서는 변형에 지의 변화를 계산하여 제안 

모델과 타원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 다. 두 모델의 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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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RBS curve parameterization model

(b) Elliptic hole model

Fig. 13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in compression

(a) NURBS curve parameterization model

(b) Elliptic hole model

Fig. 14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in tension

재료량)이 거의 동일한 상태이고, 변  하 을 가하 으므로, 

변형에 지가 클수록 구조물이 더 많은 에 지를 흡수할 수 있는 

높은 강성을 가진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 Fig. 12는 공칭 

변형률에 한 체 구조의 총 변형에 지 변화를 나타낸다. 

압축과 인장 모든 경우에 하여 제안 모델이 타원 모델에 비해 

더 많은 변형에 지를 흡수할 수 있다. 이는 제안 모델의 강성이 

기존 타원형 구멍 모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선된 

내구성을 기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내구성 측면에서의 비교를 수행하기 해 제안 모델과 

타원형 모델의 폰-미세스 응력 분포를 동일한 스 일에서 찰

하 다. Fig. 13에서는 압축 하 의 경우인데 타원형 모델

에서는 장축 부근에서 높은 응력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안 모델에서는 구조물에서 체 으로 고른 응력

분포를 보인다. 이는 변형에 지를 효율 으로 흡수하는 최  

구조임을 시사한다. Fig. 14의 인장 하 의 경우에서도 제안 

모델의 경우 타원 모델에 비해 연결선의 면 이 넓어지면서 

응력이 체 으로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원 

모델의 경우 짧은 연결선에서의 응력 집  상이 두드러진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변형에 의한 패턴변화를 이용하여 압축과 

인장 하  모두에서 음의 포아송 비를 나타내는 다공성 구조를 

제안하 다. 기존의 논문에서 제시된 모델이 갖는 불안정성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하여 휘어진 연결선을 도입함으로써 

편심 하 이 가해지도록 하 다. 이를 통해 불안정성 없이 

일 된 패턴변화를 압축과 인장 모두에서 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안 모델은 원호와 NURBS 곡선 두 가지에 의해 

형상 매개화 되었으며, 변형에 따른 포아송 비의 변화 양상은 

기존 논문에서 제시된 타원형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을 

갖는다. 첫째, 압축과 인장 양방향 모두에서 10%의 공칭 

변형률 내에서 안정 인 음의 포아송 비를 나타낸다. 특히, 

NURBS 곡선으로 매개화된 제안 모델에서 연결선이 곡률이 

증 됨에 따라 인장 하  시 높은 공칭 변형률에서도 편심 

하 에 의한 회  모멘트가 높게 유지되어 포아송 비의 값이 

크게 나타났다. 둘째, 휘어진 연결선의 도입을 통해 연결선의 

면 이 증 됨에 따라 응력집  상이 완화되었고 동일한 

재료량과 변  하 량에서 변형에 지를 구조물 반에서 

균일하게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 이는 변형에 지 계측  

폰-미세스 응력분포 찰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기존 타원형 

구멍을 이용한 모델에 비해 제안 모델이 히 개선된 강성과 

내구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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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변형에 의해 유발된 패턴변화(pattern transformation)에 기반하여 압축(compression)과 인장(tension) 하  

모두에서 음의 포아송 비(negative poisson’s ratio)를 나타내는 다공성(porous) 구조를 제안한다. 기존에 개발된 원형 구멍을 

이용한 구조는 연결선(ligament)의 회  모멘트 부족으로 인해 인장 시 양의 포아송 비를 나타내는 한계 이 있었으며, 타원

형 구멍을 이용한 구조는 응력집  상으로 인하여 내구성(durability)이 약한 문제 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휘어진 

연결선의 배열을 통하여 인장하  하에서의 회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응력집  상을 완화하고 변형에 지(strain 

energy)를 구조물 반에서 고르게 흡수하도록 설계하 다. 이를 통해 10%의 공칭 변형률(nominal strain) 범  내의 압축

과 인장 모두에서 음의 포아송 비를 가지며, 기존 모델에 비하여 강성(stiffness)과 내구성이 개선된 구조를 개발하 다. 비선

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기존 타원형 구멍 모델과의 비교를 수행하 으며 제안된 모델이 구조의 강성과 내구성 측면에서 

히 개선됨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음의 포아송 비, 패턴변화, 다공성 구조,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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