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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iscusses 2D models of beams for simulating the fracture of brittle materials. A simulation of an experiment on a 

concrete beam subjected to bending, in which two overlapping cracks occur, is used to study the effect of individual beam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arrangements of the beams in the overall network mesh. It was found that any regular orientation of the beams influences the 

resulting crack patterns. Methods to implement a wide range of poisson's ratios are also developed, the use of the mesh to study arbitrary 

micro-structures is outlined. The crack pattern that are obtained with mesh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lso,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tests were performed by means of a model, and non-integer dimensions were measured on the predicted mesh 

damag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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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골재들로 이루어진 재료로 재료

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게 되

며, 응력의 재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국부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균열발생이나 균열이 발생하여 

진전하는 것을 해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유한요소를 

이용하거나,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하는 

방법들도 소개되고 있다.
1,2)

 균열의 발생은 구조물의 성능

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균열의 성장을 통하여 구조물의 

붕괴에 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

법은 중요하다
3)
. 현재 유한요소에 의한 방법은 반복적인 

계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연속체 역학에 기초를 두고 콘크

리트의 파괴과정을 예측하는데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거

시단계에서의 모델방법이라 할 수 있다.
4)

 

또한, 재료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소모델은 콘크

리트와 같은 복합재료들의 해석에 많이 사용되는데, 골재, 

시멘트 매트릭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계면으로 나누어서 

해석 시 고려될 수 있는데 이산모델로도 설명된다.
5)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이산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체눈구성 시 보의 연결로 구성되고, 균열 발생 시 

보의 연결이 제거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보와의 

네트워크 연결에 의한 해석방법은 물리학에서 처음 소개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전기적인 전도체와 삼투압과 같은 

시뮬레이션 문제에 적용되어 왔다. 콘크리트의 파괴에 적

용된 것은 삼각형 형태의 망으로 연결되는 형태인 격자구

조를 이용한 것으로 격자 구조 내에 골재, 시멘트와의 매

트릭스, 그리고 부착영역으로 나누어져서 일정한 영역이 

망과의 겹침효과에 의해 구현하였다.
6,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격자망에 의한 콘크리트의 균열

진전을 묘사하기 위하여 노치를 가지는 3점 휨실험을 실

시하였으며, 이를 해석적으로 비교하여 균열진전거동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2. 격자 모델의 구성

제안된 요소모델은 보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3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선형 탄성구성 방정식으로 휨모멘트와 

축력의 조합으로 응력 값이 계산되며, 보요소의 강도를 

초과할 때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

여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보요소가 해석과정에서 요소망

의 제거로 균열진전과정이 묘사하게 된다. 또한,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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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을 줄이기 위하여 예상되는 균열발생 부분의 면적

만 격자망 요소로 모델링하고 나머지 영역은 연속체 모델

로 구성할 수 있다.
8)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에 대해 후

처리 과정을 높이고자 유한요소 해석 전용 프로그램인 

DIANA의 부프로그램(sub-routine)으로 연동시켜 결과 값

을 산출하였다. 격자망에 의한 모델 구성의 종류는 다음 

Fig. 1과 같이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정방형 모델과 삼

각형 모델 그리고 무작위로 구성되는 모델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방형 모델을 2차원으로 구성하고

자 하였다. Fig. 2는 콘크리트 내 잔골재, 굵은 골재와 시

멘트와의 부착에 대한 부분을 모델에서 구성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콘크리트 내부를 투영하여 겹쳐지는 부분

의 영역을  골재와 시멘트와의 분포비를 조절하여 구성되

며, 탄성계수(Young's Modulus)와 보요소의 강도를 입력변

수로 하여 격자망의 강성이 유지된다. 제안된 시뮬레이션 

기법에 콘크리트를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영역으로 골재

(A), 매트릭스(M), 골재와 매트릭스 사이의 중간영역(B)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a) regular square mesh

(b) regular triangular mesh

(c) random mesh 

Fig.1. Network elements type. 

(a) aggregate structure projected on top of a net

(b) assigning properties to the beam in the three phases of the 

material

Fig.2.  A constitution principle of proposed model. 

3. 시뮬레이션 모델 파라미터 결정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요소망의 탄성거동과 관

련된 변수들과 파괴문제와 관련된 변수로 나누어진다. 이

에 변수들에 대한 입력과 특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1 탄성거동과 관련된 매개변수

모델에서 탄성거동과 관련된 부분은 재료의 탄성계수

와 포아송 비(), 그리고 기하학적 특성인 보요소의 높이

(h)와 두께(t) 와 탄성계수(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눈의 형태는 정방형의 형

태로써 다음 식 (1)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였다. 

 

















 
 



 
 



           (1)

여기서, ν는 포아슨비, l은 보의 길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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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Relation between ν and 


 for a regular triangular lattice.

Fig.4. Generation of a lattice and randomness of A=0.2s, A=0.5s.

A는 횡단면적(h·t)이다.

위 식(1)은 다음 Fig.3에 나타낸 결과 값에 근거를 하며, 

콘크리트의 체적과 골재 체적에 대한 비()에 따라 변화

한다. 또한, Fig.3의 결과는 절점 50×50의 2차원 단면을 대

상으로 모델링하여 보요소의 길이변화() 에 따른 포아

송 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A와 s는 Fig.4와 

같이 모델의 보요소 구성이 콘크리트 단면 내 골재분포에 

중첩될 때 간격비에 대한 변수이며, 이 값이 증가함에 따

라 의 값은 0.75값을 기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2 파괴거동과 관련된 매개변수    

파괴거동의 경우, 하중이 증가하는 각 단계에서 체눈으

로부터 보요소가 제거되는 것으로 균열발생이 묘사된다. 

이것은 재료의 탄성 거동과 관련된 것으로 식(2)와 같

은 파괴법칙에 근거하여 유효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 



 


 
max  

        

(2)

여기서 는 유효응력으로 균열발생 시 발생하는 응

Fig.5. Load deformation curves for three simulations with different 

values for α.

력값이고, α는 파괴거동과 관련된 계수로 파괴 시 곡선의 

피크형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β는 인장연화거동

과 연관된 것으로 인장강도 실험에서 얻은 최대응력값에 

따라 결정되는 인자이다. 또한, F는 체눈 보 요소에 대한 

축력, A는 단면적,   는 보 요소에 대한 양단 모멘

트, W는 보의 단면2차모멘트, 는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이다. 계산된 유효응력 값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초과

할 때 취성파괴가 격자 망 내의 보요소가 제거되는 것으

로 균열발생을 묘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 저장에너지가 격자 망의 연결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

다. 콘크리트는 골재, 매트릭스, 부착으로 나눌 수 있고, 

균열발생은 이들의 인장강도와 연관이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즉, 골재의 강도가 시멘트 매트

릭스의 강도보다 높기 때문에 해석 시 이에 대한 상호관

의 관계 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α는 파괴모드를 결정할 

수 있는 계수로써 값이 변화함에 따라 하중 변위 곡선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5에 값의 변화에 따른 하

중변위 곡선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α 값이 커짐에 따라 

변위 값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위 값이 급격

히 줄어드는 변형연화 현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골재 분포 및 특성    

본 연구에서 제안된 격자 망 요소는 기존의 균열모델

과 달리 콘크리트 단면 내의 골재, 시멘트, 부착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단면 내에 골재 분포를 묘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개변수를 도입하였다. 

Fig.6은 격자망 내의 보요소의 길이변화에 따른 탄성계수

(E), 축력변화(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 요소의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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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Aggregate distribution properties.

변화함에 따라 결과 값의 변화는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보

요소의 길이변화에 따른 영향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골재 체적관련 계수()로 임의 값 0.75에 대한 요

소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다. Fig.7은 콘크리트 단면 내에 

매트릭스, 부착, 골재의 영역에 따른 보요소의 길이변화와 

  값 변화에 따른 영역 요소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두 그래프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요소 내 영역의 값이 일

정하게 되는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3.4 보 요소의 강성    

골재와 매트릭스 사이의 부착영역 강성은 골재와 매트

릭스의 강성보다는 작은 값을 나타난다. 따라서, 매트릭스

와 골재의 강성에 따라 부착영역의 강성은 변화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Fig.8에 부착강도 값의 변화에 따라 하

중-변위 관계를 나타내었다. 0.25 ~ 2.0 까지 0.5씩 증가함

에 따라 최대하중은 일정한 부착강도에 도달하면 최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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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Effect of analysis variables in concrete section.

0 1 2 3

Displacement (µm)

0

4

8

12

L
o
ad

 (
k

N
) f t,B = 2.0

ft,B = 1.25

ft,B = 0.5

ft,B = 0.25

Fig.8. Stress-deformation curves for four simulations with different 

bond strengths.

중은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석결

과 최종 파괴양상을 Fig.9에 나타내었는데, 강도 값이 증

가함에 따라 파괴양상은 취성으로 골재의 영향이 고려된 

직선균열로 나타났다. 또한, 부착강도가 0.25인 경우, 골재 

분포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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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ormed mesh for ,t B
f =0.25MPa 

(b) deformed mesh for ,t B
f =0.5MPa

(c) deformed mesh for ,t B
f = 1.25MPa

 

(d) deformed mesh for ,t B
f  = 2.0MPa

Fig.9. Cracked and deformed meshes for four simulations with 

different bond strength.

4. 격자 망 요소에 대한 적용

제안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무근 콘크리트 보를 

제작하였으며, 노치(notch)를 형성시켜 파괴실험을 실시하

였고, 하중-변위 관계를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입력변수는 3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중심으로 반복

계산을 하였으며, Table 1에 입력변수를 종합하여 나타내

었다. 여기서, b는 해석대상 시험체의 두께,     

는 각각 해석모델링 시 골재영역, 시멘트영역, 부착영역에

서의 강도를 의미하며, 

 


 도 각 영역에서의 

탄성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Fig. 10은 3점 휨 실험한 방법

을 나타내었으며, Fig.11은 최대 모멘트 구간에서 균열발

생을 예상함에 따라 해석시간(run-time)을 줄이기 위하여 

격자망을 최대 모멘트 구간에만 적용하여 해석을 실시한 

모델링을 나타내었다.

Table 1. Input parameters for simulations

Beam elements l = 5/3 mm h=0.68 l
b= specimen 

thickness

strengths ft,A = 10MPa ft,M = 10MPa ft,B = 10MPa

stiffness EA = 70GPa EM = 25GPa EB = 25GPa

α=0.005 β = 2.0

Fig.9. Three-point bending test specimen.



채영석․송관권․민인기

Journal of the KOSOS, Vol. 28, No. 6, 201362

Fig.10. Three-point bending specimen and grid analysis modelling.

Table 2. Overview of types compared in a bending test

Mesh type Abbreviation

Triangular mesh with particle structure
(Number of node and element 672, 1283)

TYPE A

Triangular mesh with particle structure
(Number of node and element 2542, 4966)

TYPE B

Triangular mesh with particle structure
(Number of node and element 10004, 19772)

TYPE C

또한,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격자 망 내의 보

요소의 체눈간격을 A~C로 3가지로 나누어 실험결과와 비

교하였으며, Table 2에 요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

내었다.

해석결과, Fig.11(a) ~ (c)에 나타냈듯이, 노치(notch) 선

단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Type 별로 

균열이 골재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해석은 입력된 매개변수 값으로 형성된 격자 망이 콘

크리트 부재의 단면에 중첩되어 일정한 영역을 골재와 부

착, 매트릭스의 형태로 구성되는 해석방법으로 균열발생

이 굵은 골재가 아닌 부착과 매트릭스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Fig.12(a) ~ (b)에는 실험결과 값

과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는데, 해석에서는 골재 체적비인

() 값를 변수로, 체눈 type를 변수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 결과, 골재 체적비 0.75~0.8의 범위가 실험결과와 비슷

한 거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Type의 경우, B의 

경우가 비교적 정확한 거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체눈의 간격을 조밀하게 할 경우, 높은 결과

가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본 해석의 경우, 

2시간 이상의 해석 시간이 소요되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기에 체눈의 간격은       의 비율이 적당하

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2차원 격자 망에 의한 보요소를 콘크리트 단

면에 중첩효과를 유도, 콘크리트 단면 내 발생하는 균열

발생을 골재 체적비를 고려하여 묘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TYPE A

(b) TYPE B

(c) TYPE C

Fig.11. Simulation of a bending test on a specimen using different 

elemen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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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Compare P-δof analyzed mesh types and Pk values to 

experiment specimen.



단면의 골재분포를 고려한 콘크리트의 휨균열 진전 거동해석기법

한국안전학회지, 제28권 제6호, 2013년 63

1) 균열의 발생을 묘사하는데 필요한 골재 체적비()

는 실질적으로 0.75∼0.8 사이로 나타났으며, 실험결과와

도 비교적 정확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망 내 보요소의 체눈 간격비는       의 비

율이 해석시간과 균열발생 묘사에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

며, 체눈의 간격은 절점과 요소의 비가 1: 1.9(Type B)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해석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기준이므로 해석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부재의 파괴 모드와 관련된 계수인 α=0.005로 나타

났으며, 이는 휨 파괴에 지배적인 값으로 사용되어도 무

방하리라 생각된다. 

4) 제안된 모델은 격자 모델로써 콘크리트 균열 발생 

및 진전거동 예측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

후 3차원으로 확장시켜 균열의 발달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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