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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the peridynamic dynamic fracture analysis to solve impact fracturing of multilayered glass impacted by a high-velocity 

object. In the most practical multilayered glass structures, main layers are glued by thin elastic masking films. Thus, it is difficult 

and expensive to construct the numerical model for such a multilayered structure. In this paper, we employ efficient numerical 

modeling of multilayered structures with a nonlocal ghost interlayer model in which ghost particles are distributed between main 

layers and they ar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 peridynamic way. We also consider a simple nonlocal contact condition in 

peridynamic frameworks to solve impact and penetration of the high-velocity impactor to the multilayered structure. Finally we can 

confirm the fracture capabilities of the method using a multilayered glass model in which 7 glass layers and a single elastic backing 

layer are affixed by polyvinyl butyral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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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리와 같은 취성 재료는 충격 등에 의해 매우 복잡한 손상 

패턴과 편 발생이 동반된다. 분기 균열, 균열 불안정성, 연쇄 

균열, 2차 균열 등 다양한 취성 괴 상들은 여러 실험 연구를 

통해 측된 바 있다(Bowden et al., 1967; Ramulu et al., 

1983; 1985; Ravi-Chandar and Knauss, 1984a; b; 

Ravi-Chandar, 2004). 특히 동  취성 균열은 충격  변형에 

의한 응력 의 간섭에 향을 받아 직선으로 하던 균열이 

휘어지거나 둘 이상의 가지로 분기하고 이미 존재하는 균열면에 

수직 방향으로 2차 균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 층 유리는 

유리 재료의 복잡하고 괴 인 손상을 완화시키고 유연성을 

보완하기 해 개발된 복합 층재료로서 내충격성  부착성이 

좋은 폴리우 탄(polyurethane)이나 폴리비닐부티랄(polyvynil 

butyral) 등으로 제작된 필름을 여러 장의 유리  사이에 

층하여 구성한다. 다 층 유리는 자동차의 면유리, 강화유

리문  건축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불연속 상을 해석하기에 합하게 

구성  개발된 페리다이나믹 해석법(peridynamics; Silling, 

2000)을 통해 다 층 유리의 동  취성 괴 상을 시뮬

이션한다. 선행연구(Ha and Bobaru, 2010; 2011; Ha 

and Cho, 2011)에서는 페리다이나믹 해석법을 사용하여 단층 

유리의 다양한 동  취성 괴 상을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특히 손상 경향이 수치 으로 수렴함을 확인하 다

(Ha and Bobaru, 2010). 한 Hu 등(2013)은 층간 재료

가 없이 단순 층된 단일 유리 과 폴리카보네이트 백킹

(polycarbonate backing)에 충격을 가하여 발사체 속도에 

따른 유리  방사형 균열(radial cracks)의 크기, 크 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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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ter) 주변의 물결 균열(ripple cracks) 등을 페리다이나믹 

해석법으로 시뮬 이션하여 실험과 비교, 분석하 다. Bobaru 

등(2012)은 7개의 유리 과 1개의 PC backing이 단순 층

된 다 층 유리에 한 동  취성 괴 상을 페리다이나믹 

해석을 통해 분석하 다. 실험(Bless and Chen, 2010)으로 

검토된 다 층 유리의 다양한 동  취성 괴 상이 Bobaru 

등(2012)에서 시뮬 이션을 통해 확인되었지만, 실험 모델에서 

각 층 사이를 마스킹(masking)하는 층간 재료가 시뮬 이션 

모델에서는 모델링 제약으로 인 으로 생략되었다. 이로 인해 

실험 결과와 달리 상부 유리 들이 심각한 박리 상을 겪고 

충격  달로 인한 과도한 손상이 체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 층 유리에 Ahn과 Ha(2017)에서 제안된 

비국부 가상  층간 재료 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층간 재료를 

효율 으로 모델링한다. 한 Bless와 Chen(2010)에서 사용

된 고속 충돌/침투하는 탄체의 작용을 보다 엄 하게 고려하기 

해 비국부 페리다이나믹  모델을 고려하여 다  /

충돌 해석을 수행하 다. 페리다이나믹 동  취성 괴 시뮬

이션을 통해 층간 재료가 고려된 다 층 유리의 다양한 손상 

거동을 분석하고 PC backing의 변형에 따른 분석을 통해 고속 

충돌 탄체의 충격에 의한 손상과 구조 변형에 의한 연쇄 인 

손상을 구분할 수 있었다.

2. 페리다이나믹 해석 모델

2.1 페리다이나믹 해석법(peridynamics)

페리다이나믹 해석 모델(Silling, 2000)은 공간 미분항을 

포함하지 않는 분식을 사용하는 연속체 기반 해석 기술이다. 

 와 시간 에서 페리다이나믹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  ′ 는 기   와 상호작

용하는 ′들의 집합인 비국부 해석 역이다. 는 체 력, 는 

재료의 도이다. 두  간 상호작용력 는 두 의 기 

결합 거리  ′와 상  변   ′에 한 

계식으로 표 되며, 미소탄성 재료(micro-elastic material)

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Silling, 2000).




 

 ∥∥
(2)

여기서, 는 미소탄성 포텐셜(micro-elastic potential)이

며,   ∥∥∥∥∥∥는 두  간 상  신장

(relative elongation)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력 는 두 

에 한 결합 의 방향으로 상호 작용하는 짝힘(pairwise 

force density)이며 반 칭(antisymmetric) 계(′
′)를 가진다. 미소재료상수 는 균질 변형을 

가정한 등방성 탄성재료의 변형에 지를 미소탄성 페리다이나믹 

변형에 지와 등가시켜서 계산되며 3차원 모델에 해서 18

가 된다(Silling, 2000).

페리다이나믹 이론은 식 (1)에 의해 불연속 인 힘의 계를 

모순없이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상 해석을 해 별도의 

모델링을 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구성방정식에 비가역  

재료 손상 조건을 도입하여 PMB(prototype microelastic 

brittle) 재료를 구성할 수 있다(Silling and Askari, 2005).

   (3)

여기서, 는 경로 의존 인 상수 함수(history-dependent 

scalar function)로 상  신장량 가 임계 신장량 을 넘지 

않으면 1이 되어 결합 간 상호작용이 유효하지만  ≧ 이면 

0으로 결합 간 상호작용이 무효화되며 손상된 결합은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 한  에 한 손상 정도를 다음과 같

이 계산한다.

  









(4)

이와 같이 PMB 재료에서 결합은 임계 신장량 에 도달하면 

구 손상되며, 결합이 손상되는 시 의 미소탄성 포텐셜은 

식 (2)에 의해   
∥∥가 된다. 비국부 해석 역 

내에서 복수의 결합이 손상되는 시 의 에 지를 모두 분한 

값을 재료 손상으로 인한 에 지 해방률(energy release rate) 

와 등가시키고 에 해 정리하면 임계 신장량은 다음과 

같다(Silling and Askari, 2005).

 












(5)

2.2 비국부 층간 결합 모델

다 층 유리는 취성 재료인 유리 들을 탄성이 높은 층간 

재료로 층하여 괴 안정성을 보완한 재료이다. 이때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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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action in ply material A

: Interaction with interlayer material

 : Particle of interlayer material

(fictitious particle)

: Integral area of particle x in ply

material A

: Volume of interlayer material

Fig. 1 Concept of interlayer model(Ahn and Ha, 2017)

구조는 일반 으로 유리 두께보다 매우 얇기 때문에 두 층 

구조에 한 격자 정 도를 모두 만족시키는 수치모델을 구성

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Ahn and Ha, 

2017)에서 제안된 비국부 층간 재료 모델을 통해 효율 으로 

다  층 구조물을 모델링한다. 층 구조 사이에 구성되는 

비국부 층간 재료 모델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이 때 각 역 

와 는 서로 다른 층 재료 역이다. 는 층간 재료 

역으로 인 한 두 층 재료 역 사이에서 가상 들로 

구성된다. 한 층 재료 역의  가 동일 역 내의 다른 

과 결합하는 경우(흑색 화살표)에는 식 (1)을 통해 모델

링된다. 그러나  가 층간 재료를 구성하는 가상  

∈∩와 결합하는 경우( 색 화살표)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 인 비국부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6)

여기서,    와   이다. 층간 재료를 

미소탄성 재료로 가정하면 상호작용력  는 식 (2)와 

동일한 과정으로 구성된다. 가상 의 치와 변 는 최소 

거리에 인 한 각 층 재료  와 의 치와 변 에 

해 다음과 같이 의존 으로 구성할 수 있다.




  


(7)

2.3 비국부 (nonlocal contact) 모델

서로 다른 물체 사이의 충돌 괴 해석을 해서 본 연구에

서는 Fig. 2와 같이 비국부 (nonlocal contact) 모델을 

구성한다. 인 한 두 물체 A와 B 사이에 비국부  역을 

설정하고 각 물체의  역 내 들에서 상  물체 

들과의 거리를 산정하여  여부를 결정한다. 서로 다른 물

체의 이 일정 거리() 이하로 가까워지면 다음 식과 같은 

penalty force를 계산하여 각 의 상호작용력에 추가한다.

∥ ∥
 


∥ ∥ (8)

여기서,  이고      이다. 유한요소법 

등에서도 거리를 통해  여부를 별하고 강성 수정 혹은 

penalty term를 고려하는 유사한  모델이 사용된다. 

그러나 페리다이나믹 해석 모델은 개별 물체 내에서도 비국부 

해석 역을 통해 개별 에 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국부  역 구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한 

기존 국부 해석법에 한  해석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내부 

반복계산 등을 통한 안정화 과정이 없이도  해석이 안정

으로 이루어진다.

Fig. 2 Nonlocal contact model

3. 다 층 유리 충돌 괴 해석 

3.1 다 층 유리  충돌체 모델링

Fig. 3과 같이 7개의 소다라임(soda-lime) 유리 과 1개의 

폴리카보네이트 백킹으로 구성된 다 층 유리 구조를 고려

한다. 각 유리 은 한 변의 길이가 0.2m인 정사각형이며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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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amage pattern in cross-sectional 

view(experimental results, Bless and Chen, 2010)

(a) Damage on(+) face(#1, #2, #3 from left)

(b) Damage on(-) face(#1, #2, #3 from left)

(c) Damage index

Fig. 6 Peridynamic damage patterns on (+) and (-) 

faces in #1~#3 glass layers at 35

backing은 한 변의 길이가 0.24m인 정사각형 탄성 으로 구

성된다. 최상단(#1)과 최하단(#7) 유리 의 두께는 6.4mm

이지만 나머지(#2~#6) 유리 의 두께는 12.7mm이다. PC 

backing의 두께는 13.3mm이다. 유리   PC backing은 

0.6mm 두께의 PVB(polyvinyl butyral) 층간 재료로 

masking이 된다. 각 재료들의 물성치는 Table 1에 정리하

다. 소다라임 유리의 에 지 해방률(energy release rate)은 

135J/m2로 유리의 취성 손상 기 이 된다. 충돌체는 Fig. 4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50구경(caliber) 탄체로서 머리 부분의 

곡률 반경이 몸체 직경의 3배인 3CRH(3 calibre radius 

head) 구조이다. 탄체는 최상단 유리 (#1)의 앙에 기 

속도 1,120m/s로 충돌하여 충돌  침투 괴를 일으킨다. 

탄체의 물성은  7,800kg/m3, 210GPa,  0.27이다. 

유리   PC backing의 페리다이나믹 모델링에 사용된 

은 총 2,096,716개이며, 균일  간격 약 1.24mm로 

구성되었다. 비국부 계산 역은 반경 약 4.96mm의 구형으로 

설정하 다. 탄체는  간격 약 0.8mm로 총 5,829개의 

이 사용되었다. 안정 인 Explicit transient dynamics 

해석을 해 균일 시간 간격 가 사용되었다.

Soda-lime PC PVB

Density(kg/m
3
) 2,440 1,200 1,100

Young’s modulus(GPa) 72 2 0.1

Poisson’s ratio 0.22 0.37 0.42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oda-lime glass, 

polycarbonate(PC), and polyvinyl butyral(PVB)

Fig. 3 Multilayered glass model

Fig. 4 50 caliber(3CRH) impactor

3.2 페리다이나믹 충돌 괴 해석

페리다이나믹 손상 해석 결과 검토를 해 비슷한 구성의 다

층 유리에 한 충돌 괴 실험 결과(Bless and Chen, 2010)

를 Fig. 5에 개념 으로 나타내었다. 탄체와 PC backing은 

손상을 입지 않고 유리 들만 손상을 입었으며, 탄체는 최상부

로부터 2번째 유리 (#2)까지 침투하 으나 완 히 통하지는 

못하 다. #2 유리 까지는 충돌/ 통에 의한 압축성 손상 특성

이 주를 이루었으나 #3~#6까지는 충격   변형이 달되면서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Hertz type의 손상 패턴이 확인되었다.

Fig. 6은 해석 시간 35에서 #1~#3 유리층의 손상 정도를 

두께 방향 좌표계인 ()축의 상(+)면과 하(-)면에 해 각

각 표 하 다. 를 들어, 최상단 #1 유리층의 상(+)면은 

탄체와 첫 번째로 충돌하는 면이고 하(-)면은 두께 6.4mm

만큼 아래쪽을 (-)축 방향에서 바라본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2 유리층의 상(+)면은 #1 유리층 하(-)면에서 PVB 

층간면 두께만큼 아래에 존재한다. 유리층의 손상 정도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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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glass layer

(b) #3 glass layer

Fig. 7 Experimental damage patterns in #1 and #3 

glass layers(Bless and Chen, 2010)

(a) Damage on (+) face (#4, #5 from left)

(b) Damage on (-) face (#4, #5 from left)

(c) Damage on (+) face (#6, #7 from left)

(d) Damage on (-) face (#6, #7 from left)

(e) Damage index

Fig. 8 Peridynamic damage patterns on (+) and (-) 

faces in #4~#7 glass layers at 35

(4)와 같은 각 의 손상 지수를 통해 표 하 다. 손상 지수

는 Fig. 6(c)와 같으며 타겟 과 인  들 간의 결합이 

모두 손상된 경우는 색(=1.0), 손상이  없는 경우는 

청색(=0.0)으로 나타내었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1 

유리층은 탄체가 통하여 앙에 직경 약 0.044m의 구멍이 

발생하 다. 한 #1 상하면에 비슷한 손상 패턴이 측되며 

통구에 인 한 4개의 뭉친 방사형 균열(bundled radial 

cracks) 이후에 원형의 물결층 균열(circumferential ripple 

cracks)이 잠시 나타나며, 방 로 방사형 균열(radial 

cracks)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7(a)에서 나타나듯

이 실험(Bless and Chen, 2010)을 통해서도 유사한 손상 

경향이 확인된다. Fig. 6(a)에서 #2 상면은 통되어 크 이터

(crater)가 발생하며 주변으로 바늘 균열(niddle cracks)으로 

추정되는 촘촘한 방사형 균열층이 보이고, 이후는 방 로 

방사형 균열이 측된다. Fig. 6(b)에서 #2 하면은 통되지 

않고 앙에 과  압착된 손상면이 발생한다. #3 유리층의 

손상은 이 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앙부는 탄체 

충돌에 의한 압착 특성(compressed region)이 나타나며 주변

으로 물결 무늬 손상(ripple cracks)이 지배 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손상 특성은 Fig. 7(b)와 같이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

된다.

Fig. 8은 해석 시간 35에서 #4~#7 유리층의 손상 정도

를 상하면에 해 각각 표 하 다. #4~#6 유리면의 손상을 

상하면에 해 비교해 보면, 상면 앙의 손상에 비해 하면으로 

갈수록 앙부 손상이 확실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으로도 이 부분은 compact disk라고 하여 균열 진 보다는 

압착에 의한 손상 형태가 나타난다. 반면에 #7 유리면의 하면 

Fig. 8(d)에는 부분의 손상이 앙에 집 되어 꽃모양(floret) 

형상이 나타나며 이 한 실험 으로 측된 바 있다(Fig. 8 

in Bless and Chen, 2010). 이상과 같이 층별로 다양한 손상 

양상을 찰할 수 있었으며, 실험으로 측된 손상과 유사한 

경향의 페리다이나믹 손상이 계산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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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mage on (+) face (#4, #5 from left)

(b) Damage on (-) face (#4, #5 from left)

(c) Damage on (+) face (#6, #7 from left)

(d) Damage on (-) face (#6, #7 from left)

(e) Damage index

Fig. 9 Peridynamic damage patterns on (+) and (-) 

faces in #4~#7 glass layers at 27.8

(a) Damage on (+) face (#4, #5 from left)

(b) Damage on (-) face (#4, #5 from left)

(c) Damage on (+) face (#6, #7 from left)

(d) Damage on (-) face (#6, #7 from left)

(e) Damage index

Fig. 10 Peridynamic damage patterns on (+) and 

(-) faces in #4~#7 glass layers at 29.5

Figs. 9~11에서는 각각 PC backing이 변형되기 (the 

1st neutral state)인 27.8, 아래로 최 한 변형된 시

(the convex state)인 29.5, 그리고 탄성 복원에 의해 

다시 평면이 되는 지 (the 2nd neutral state)인 31.8에 

해 #4~#7 유리 상하면의 손상 경향을 나타내었다. 참고로 

Fig. 7은 PC backing이 the 2nd neutral state를 지나서 

계속 탄성 복원하여 로 볼록한 상태(the concave state)에

서의 손상을 표 하 다. Figs. 9~10(a, b)와 Figs. 11, 

8(a, b)를 비교하면, #4와 #5 유리층의 외곽에 극명하게 나타

나는 방사형 균열이 탄체 충돌 충격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탄성 

복원에 의한 손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4 유리층 상면 

앙에 탄성 복원에 의한 손상이 집 되고 있다. 한 PC 

backing에 의한 탄성 복원이 발생하기 에는 #4, #5, #6 유리

층의 앙으로부터 물결이 번지듯 원형 손상(ripple cracks)

이 되어 가다가, 탄성 복원에 의해서는 십자 모형의 뚜렷

한 균열 양상(extensive quadrants)이 나타난다. #7 유리층 

하면은 다른 층과는 달리 모든 과정을 통해 앙에 손상이 집

되면서 독특한 꽃모양(floret) 균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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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mage on (+) face (#4, #5 from left)

(b) Damage on (-) face (#4, #5 from left)

(c) Damage on (+) face (#6, #7 from left)

(d) Damage on (-) face (#6, #7 from left)

(e) Damage index

Fig. 11 Peridynamic damage patterns on (+) and 

(-) faces in #4~#7 glass layers at 31.8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체와 고속 충돌을 한 다 층 유리 구조물의 

충돌/침투 괴 상을 페리다이나믹 동  괴 해석을 통해 

구 하 다. 탄체와 다 층 유리의 충돌/침투 상을 표 하기 

해 단거리 상호작용력에 의한 비국부  모델을 용하 다. 

한 다 층 구조를 효율 으로 모사  해석하기 해 가상 

을 이용한 비국부 층간 결합 모델을 용하 다. 비국부 

층간 결합 모델에서는 층 유리에 비해 상 으로 두께가 얇은 

층간 재료를 가상 으로 체한다. 7개의 소다라임 유리층과 

PC backing이 얇은 층간 재료로 masking된 다 층 유리의 

페리다이나믹 충돌/침투 괴 해석을 통해 탄체 침투에 의한 

crater  침투 깊이, Hertz type 균열, 방사형 균열  물결 

무늬 균열과 꽃모양균열 등 실험 으로 확인된 다양한 충돌/침투 

손상 경향이 모사됨을 확인하 다. 한 PC backing의 탄성 

거동에 한 각 유리층의 손상 경향을 살펴 으로써 충돌  

압착에 의한 손상과 탄성 복원에 의한 손상 특성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탄체의 형상 는 기 속도에 따른 다  층 유리 구조물의 

충돌/침투에 의한 손상 패턴 경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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