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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finite element analyses of crack propagation along a sinusoidal interface are performed by using cohesive elements. 

BK law is used for cohesive zone to consider mixed mode traction-separation relation at the crack tip on a sinusoidal interface of a 

double cantilever beam specimen. The shape of a sinusoidal interface crack and the cohesive strength and the cohesive energies in 

mixed mode cohesive laws are varied in numerical experiments, and load-displacement curves at the ends of a double cantilever 

beam specimen are obtained to investigate the crack propagation behavior along a sinusoidal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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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계면 균열(interface crack)은 복합재의 층간 분리, 착 

조인트  코 (coating)의 손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요한 문제이다. 상 으로 계면 결합이 약한 

경우 구조물이 하 을 받으면 균열이 계면을 따라 진 하게 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계면은 부분 평면이 아닌 거칠기를 갖는 

굴곡 형태의 합이므로 여기에 한 균열 진  거동을 연구하여 

활용하는 것은 요하다. 다양한 기하학  형상을 갖는 계면 

균열에 한 연구들(Ballarini et al., 1987; Zavattieri et 

al., 2007; Cordisco et al., 2012)이 진행되었고 응용 문제

(Oh et al., 1988; Chan et al., 2008; Kim et al., 2010; 

Alfano et al., 2012)에 용하 지만 균열 진  거동의 원인에 

한 연구는 부족하 다. Li 등(2012)과 Cordisco 등(2014, 

2016)은 단일 모드의 하 을 받는 사인 곡선 형태의 굴곡 계면 

균열 문제에 응집 역을 도입하여 균열 진  해석을 수행하

는데, 복합하 에 하여 상 으로 단순한 응집법칙을 사용

하여 굴곡이 있는 균열 진  거동을 표 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응집법칙의 형상과 혼합모드 응집 에 지 등의 변화에 따른 굴곡 

계면을 따르는 균열 진  거동에 한 연구가 필요한데 실험

으로나 수치 인 분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균열 진  문제에서 특성을 알아보기 한 연구 방법으로 

Dugdale(1060)의 개념을 확장하여 균열면의 응집 트랙션

(traction)과 열림(separation) 변  사이의 계를 용한 

응집 요소(cohesive element)를 사용한 유한요소 해석이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계면 균열 문제를 해석하기 

한 방법으로 응집 요소를 사용하 다. 응집 역 모델은 응집 

요소를 균열 선단 앞에 응집 역을 부여하고 응집 역에서의 

응집 응력과 열림 변  사이의 계로 정의하여 거동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굴곡 형상의 계면을 가지는 이 외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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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xed mode traction-separation law

Fig. 3 FE model of a DCB with a sinusoidal interface

Fig. 4 Geometry of a sinusoidal interface

(DCB: double cantilever beam)의 균열 진  거동에서 굴곡 

형상과 응집 강도 그리고 혼합보드 응집 에 지 비율에 따른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응집 역 모델

2.1 응집 역 법칙

굴곡 계면의 균열 진 을 해석하기 한 기법으로 응집 역 

모델을 이용하 는데 응집 역 법칙의 형태에 따른 거동을 

나타내기 하여 비교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Fig. 1과 같은 

이  선형(bilinear) 계를 이용하는 응집 법칙을 용하 다. 

Fig. 1 Bilinear traction-separation law 

2.2 혼합모드 응집 역 법칙

복합하 을 받는 구조물의 균열은 혼합 모드의 거동을 보이게 

된다. 계면 균열의 형상에 따라서 단순 하 에서도 균열 선단

에서 혼합모드의 양상을 나타내므로 혼합 모드 손 조건을 

용할 필요가 있다. Fig. 2의 혼합모드 응집법칙의 응집 강도는 

2차 공칭응력 조건(quadratic nominal stress criterion)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




 




 



  (1)

여기서, , , 는 각각 응집 요소에서의 모드 I, 모드 II, 

모드 III 공칭응력을 나타내고 , , 는 각 모드에서 

정의되는 응집 강도를 나타낸다.

혼합모드에 한 응집 에 지는 Benzeggagh 등(1960)이 

제안한 BK 법칙을 이용하 고 다음과 같이 표 된다.

   
  



 (2)

여기서, 와 는 모드 I과 모드 II에서의 손 응집 에

지이고 , , 은 각 모드에서의 응집 에 지이다.

3. 굴곡 계면 균열의 유한요소 모델

3.1 굴곡 계면 형상

본 연구에서 굴곡 계면을 따르는 균열 진  거동을 악하기 

하여 이 외팔보에 한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 다.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균열 진  시작에 계면 형상의 향을 

제거하기 하여 기 균열은 평평한 형태이고 균열은 평평한 

계면에서 시작하여 굴곡 형상의 계면으로 진 하도록 하 다. 

계면의 굴곡 형상은 Fig. 4와 같이 사인 곡선 형태의 함수인 

다음 식을 이용하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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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ad-displacement curves of DCBs with 

sinusoidal interface cracks for different interface 

aspect ratios

Fig. 6 Distributions of von-Mises stress of DCBs with 

sinusoidal interface cracks for different interface 

aspect ratios

여기서, 는 계면을 구성하는 사인 곡선 함수의 고인 높이를 

나타내며 는 굴곡의 장인 단  패턴 길이를 나타낸다. 

3.2 유한요소해석 모델  경계조건

이 외팔보의 유한요소 모델(=65mm, =4mm, = 

2mm)은 상용 로그램 Abaqus/Standard 6.14의 연속체 

요소(C3D8I)를 이용하 고 계면은 응집 법칙에 따라 거동하는 

응집 요소(COH3D8)를 이용하여 구성하 다. 재료의 물성은 

탄성계수 70GPa와 푸아송비  0.35를 이용하 다. 

Fig. 3과 같이 왼쪽 끝단에 하 을 변 로 부여하 고 오른쪽 

끝단의 가운데 부분을 구속하는 경계 조건을 부여하 다.

4. 굴곡 계면을 따르는 균열 진  해석 

4.1 계면 굴곡 형상의 향 

계면의 굴곡 형상이 균열 진  거동에 주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굴곡 균열의 형상비 에서 를 고정하고 형상비에 

따른 균열 진  해석을 수행하 다. 균열 진  해석에 사용한 

응집 법칙은 인장과 단 모드의 응집 에 지  0.5 

N/mm와   2.5N/mm이며 응집 강도는 각각 

 20.0MPa,  100.0MPa와  100.0MPa이다. 

일반 인 재료에서 단 모드의 응집 에 지와 응집 강도는 인장 

모드에 비하여 크므로 이와 같은 응집 법칙 물성을 용하 다.

Fig. 5에 서로 다른 형상비에 따라 이 외팔보의 하 -변  

선도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균열 진  이후 굴곡 형상비가 

커지면 하 도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굴곡 

형상으로 인하여 균열이 진 하기 하여 필요로 하는 균열면의 

면 이 커지고 단 모드가 더 크게 향을 주므로 괴에 지가 

증가하고 손에 도달하기까지의 하 도 증가하게 된다. Fig. 

5와 같이 평평한 균열 진 에서 굴곡 균열 진 이 시작되는 부

분에 하 -변  곡선에 굴곡이 나타난다. Fig. 6에 형상비가 

다른 굴곡 균열에 한 응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4.2 응집 법칙의 향

응집 역의 응집 응력과 열림 변 의 계인 응집 법칙의 

형태가 굴곡 균열 진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Fig. 1의 이  선형 모델을 이용하 고 응집 법칙은 

최  응집 응력(응집 강도)과 응집 에 지로 정의할 수 있다. 

응집 에 지가 동일한 경우 응집 강도에 따라 응집 법칙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동일한 응집 에 지에 응집 강도를 변화시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균열 진  거동을 비교하 다. 해석에 

사용한 응집 에 지는  0.5N/mm,  2.5N/mm와 

 2.5N/mm와 응집 강도는 각각  2.0MPa,  

 10.0MPa와  20.0MPa,    100.0MPa

를 용하 다. 

굴곡 균열이 아닌 경우 응집 에 지가 동일하면 응집 강도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하 -변  선도를 얻게 되는데(Harper 

et al., 2012), 굴곡 균열의 경우는 Fig. 7과 같이 응집 강도가 

커짐에 따라 이 외팔보의 하 -변  선도의 굴곡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하 -변  선도의 굴곡은 다른 연구들(Cordiso 

et al., 2012)에서도 보고가 되었다. 굴곡 계면을 따르는 균열 

진 은 여러 개의 굴곡에 걸쳐서 응집 역이 향을 주는데 

응집 강도가 크게 되며 상 으로 응집 의 크기를 감소

시켜 굴곡 형상의 특성이 하 -변  선도에 나타나게 된다. 

Fig. 8에 동일한 응집 에 지에 응집 강도가 다른 경우에 한 

균열 열림과 응집 역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응집 에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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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oad-displacement curves of DCBs with 

sinusoidal interface cracks for different cohesive 

strengths with the same cohesive energy

Fig. 8 Distributions of von-Mises stress and cohesive 

zone of DCBs with sinusoidal interface cracks for 

different cohesive strengths and the same 

cohesive energy

Fig. 9 Load-displacement curves of DCBs with 

sinusoidal interface cracks for different cohesive 

energies of mode I and mode II

Fig. 10 Distributions of von-Mises stress and 

cohesive zone of DCBs with sinusoidal interface 

cracks for different cohesive energies of mode I 

and mode II

응집 강도가 작은 경우 응집 역의 크기가 상 으로 크게 

되어 균열 진 에 따른 혼합모드 향이 작지만 응집 강도가 

높아지면 Fig. 8과 같이 응집 역의 크기가 상 으로 작아

져서 혼합모드의 향이 나오게 되어 이 외팔보의 균열 진

에서 Fig. 7과 같은 하 -변  선도에 굴곡이 나타나게 된다.

4.3 혼합모드 응집 에 지 비의 향

계면에서 나타나는 굴곡 형상으로 계면을 따르는 균열 진

에서 균열 선단에 혼합모드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모드 하에서 거동을 모사하기 하여 모드 I과 모드 II 

하 의 비로 혼합모드 하 을 나타내었고 식 (1)의 혼합 모드의 

응집 강도와 식 (2)의 응집 에 지를 용하 다. 혼합모드 응집 

에 지 비  변화에 따른 균열 진  해석을 수행한 

결과의 이 외팔보의 하 -변  선도를 Fig. 9에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0.5로 고정하고 와 를 변화시켰다.

혼합모드 응집 에 지 비가 커짐에 따라 단 모드의 응집 

에 지가 커지고 균열이 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괴 인성도 

상승하 으며 굴곡 균열의 형상에 따른 이 외팔보의 하 -변  

선도에 굴곡이 나타났다. 즉, 단 모드의 응집 에 지가 상승

함에 따라 동일한 응집 역의 크기에 하여도 균열 진 에 

따른 계면 형상으로 인한 하 -변  선도의 변화가 보다 명확히 

나타나게 된다. Fig. 10에 혼합모드 응집 에 지 비율에 따른 

균열 열림과 응집 역을 응력 분포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굴곡 계면의 균열 진  거동을 알아보기 하여 

혼합모드 거동을 반 한 응집 모델을 이용하여 이 외팔보의 

계면 굴곡 형상, 응집 강도 그리고 혼합모드 응집 에 지 비에 

따른 균열 진  거동을 해석하고 비교하 다. 굴곡 균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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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굴곡 계면을 따른 균열 진 을 응집 요소를 사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고 균열 선단에서 복합 모

드 하 을 고려하기 하여 BK 법칙을 용하 다. 정  굴곡 계면을 갖는 이  외팔보에 하 을 부여하고 복합 모드 응

집 법칙에서 응집 강도와 응집 에 지에 따른 하 -변  선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응집 강도가 커지면 응집 역 크기가 

상 으로 작아지고 균열 진 에 따른 하 -변  선도에 굴곡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인장과 단 응집에 지 비

율에 따라 하 의 증가와 하 -변  선도에 굴곡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굴곡 계면의 형상에 따른 균열 진  거

동의 향을 분석하 는데 균열의 형상비가 커지면 균열 진 을 한 더 큰 균열 분리 에 지가 요구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굴곡 계면의 형상과 응집 법칙을 변화시켜 괴 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균열 진  거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핵심용어 : 균열 진 , 응집 법칙, 굴곡 계면, 응집 에 지, 응집 강도

형상비가 커져서 균열 진 을 하여 더 많은 굴곡의 계면 분리 

에 지가 요구되는 경우 하 -변  선도의 하 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일한 응집 에 지에 응집 강도가 커지는 경우 

응집 역의 크기가 상 으로 작아지게 되어 계면을 따르는 

균열 진 에서 하 -변  선도에 굴곡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 인장과 단 응집 에 지의 비율에 

따라서 이 외팔보의 계면 균열 진 에 따른 하 -변  선도에서 

하 의 증가와 굴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굴곡 계면을 따르는 균열 진 에 한 

특성 연구의 다양한 연구와 활용이 이어질 것으로 기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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