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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법에 의한 적층판의 역학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Laminated Plates by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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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충격 문제를 거론하며 Mindlin 판 이론을 확장한 1차 전단 변형 이론에 근거하

여 충격 하중을 받는 임의의 형상 라미네이트 응답 특성의 해명을 목적으로 아이소파라메트릭요

소에 의한 정식화를 시도한다.

keywords : 유한요소법, 적층판, 1차전단변형이론

1. 서 론

복합 재료는 두 개 이상의 소재를 일체화시킴으로써, 각각의 단일 소재만으로는 갖고 있지 못한

특성을 실현한 재료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리 섬유와 탄소 섬유 등을 강화재로 배치 해,

에폭시 등의 플라스틱 수지로 굳힌 것으로, 이들은 "FRP (섬유 강화 플라스틱)」라고 불리고 있

다. 이러한 장 섬유 복합 재료로 이루어지는 적층판은 기존의 관용 재료에 비해 비강도(강도/비중

량)와 비탄성률(탄성계수/비중량)이 매우 높고 강화재의 조합 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강도를 목표

로 「설계 할 수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구조 경량화가 요구되는 많은 공학적 분야에서 사용되어

그 용도도 점점 확대 방향에있다.

그러나 복합 재료는 일반적으로 강한 이방성을 나타내는 데 등방성 재료와는 아주 다른 역학 특

성을 가진다. 따라서 복합 재료의 설계에 있어서는 그 동적 거동의 파악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2. 역대칭 적층판의 좌굴 및 진동방정식

본 연구에서 충격 문제의 분석 방법으로서 하중에 의한 에너지 평가 매트릭스의 조립, 운동 방정식 및 분

석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1) 에너지 평가

N, M, Q 의 각각에 대한 왜곡에너지를 구하여 다음과 같은 굽힘변형에너지 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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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상함수 분석은 2차 사변형 아이소파라메트릭 요소를 사용한다.

(3) 매트릭스 조립

강성 매트릭스는 확장된 응령-변형관계식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립하고, 각각의 강성 매트릭스를 결합하

여 전체의 강성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4) 수치적분

요소 매트릭스의 조립은 수치적분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Gauss법을 이용하였다.

(5) Newmark-β법

본 연구에서는 충격 응답 해석 방법으로 Newmark-β법을 사용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적층판의 충격 문제에 대해 아이소파라메트릭요소에 의한 공식화를 시도했다. 그 예로서 역

대칭 앵글 플라이 판에 대해 정적분석 결과 변위는 적층 수가 적을수록 커지고, 적층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

교 이방성해에 근접하여 거의 10층 정도에서 수렴한다. 탄성계수 비가 작을수록 변위는 커지고 비율이

커질수록 변화율은 작아진다.

적층 각도에 따른 영향은 지지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전단변형에 의한 영향은 두께 비율이 20이하로 현저하

게 나타난다. 동적해석의 결과로서 적층 수, 적층 각도, 탄성계수비에 관계없이 변위 응답은 동일한 파형이

된다. 등분포하중은 정적인 경우의 거의 2배의 피크값은 취하고 동적 응답 배율은 지지와 관계 없이 거의 유

사한 거동을 보여주는 것의 약 2배의 값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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