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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임의의 단면을 가지는 빔의 비틀림 문제를 해석 할 수 있는 방법

론을 제시하 다. 빔 유한요소에서 연속 인 뒤틀림함수를 얻기 해 각 에서 뒤틀림자유도를 정의한 

후 빔의 길이 방향으로 보간하 다. 이러한 방법의 사용은 뒤틀림구속효과와 비선형문제에 쉽게 근 할 

수 있게 한다. 한, 임의의 단면에 한 뒤틀림함수는 각 단면에서 St.Venant 방정식을 유한요소법을 통

해 수치 으로 계산된다. 단면에서 계산된 해는 3차원 일반 빔 요소의 변 장에 매핑된다. 와 같은 차

를 통해 개발된 빔 유한요소를 사용하면 임의의 단면을 가진 빔 구조물을 자유/구속 뒤틀림조건에서 비틀

림, 굽힘, 신축 변형이 복합 으로 고려하여 해석해 낼 수 있다. 이 게 해석된 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사

각단면과 L단면에서의 결과 값을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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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많은 공학  구조물의 거동을 수치 으로 해석하기 해 빔 유한요소는 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 비틀림 문제에 해 제한 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비틀림 문제의 해결을 해 뒤틀림

효과(warping effect)를 고려한 빔 유한요소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쪽 단면의 뒤틀림

변 가 구속된 경우, 단면의 뒤틀림을 제한하기 해 고정된 끝단에 축 방향 분포수직응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분포 단응력(St.Venant`s shear)과 Bi-moment가 생성되는 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서 자유뒤틀림

조건의 경우보다 복잡한 지배방정식을 가지며, 한 단면이 변하거나, 곡률을 갖는 구조  형상에 용하기 

힘들다.

  빔의 비틀림 문제에 한 수학  해석 해는 Timoshenko(1945)에 의해 자유뒤틀림조건(양 끝단 모두 뒤틀

림변 가 자유로운 경우)에서 St.Venant 비틀림 문제의 해가 구해졌다. 그 이후 Vlasov(1961)가 박 단면 빔

에 해 이론을 정립하고, 고정뒤틀림조건(한 끝단 뒤틀림변 가 구속된 경우)에서의 비틀림 문제의 해를 제

시했다. 이어서 Reissner(1979, 1983, 1992)가 균일단면 빔에서 비틀림을 포함한 복합하 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다. 재까지 빔 유한요소 해석에서 비틀림 문제를 해결하기 해 뒤틀림자유도를 추가하고 

해석 으로 구해진 뒤틀림함수를 각 에서 보간하여 연속 인 뒤틀림함수를 얻는 방법이 가장 리 쓰이

고 있다. 이 방법에서 뒤틀림함수를 결정하는데 박 단면 빔의 경우 Vlasov(1961)가 세운 이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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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our뒤틀림과 thickness뒤틀림함수를 수학 으로 구하여 쓰며, 사각단면 빔의 경우 Bathe(1982)가 뒤틀림

함수의 해석해를 용하 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해들은 단면의 형상에 해 제약 이기 때문에, 에 언

한 경우를 제외한 단면의 경우에서 쓸 수 없다는 한계 을 가진다. 본 논문의 목 은 좀 더 일반 인 구조물 

해석을 해 임의의 단면을 갖는 빔 유한요소의 개발이다. 주어진 단면의 St.Venant 해를 유한요소법을 이용

해 수치 으로 구해내고, 앞서 계산된 해를 빔 요소의 변 장에 매핑시켜 추가 뒤틀림자유도로 보간해 빔의 

강성행렬을 구해내어 복합 인 변 를 구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체 차를 요약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Procedure Overview

2. 강성행렬의 계산

  표 1의 그림과 같이 단면을 최소한으로 덮을 수 있는 사각형의 참고단면을 정의하여, 이 단면에 한 새로

운 자연좌표계를 잡아 계산한다. 다음과 같은 비틀림 심으로 이동된 빔의 변  formulation을 용한다. 각 

에 뒤틀림자유도가 정의되었으므로 연속 인 뒤틀림함수를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속성에 의해 

고정와핑조건에서 더 정확한 값을 얻어 낼 수 있다.

  ,   : 뒤틀림자유도,   : 보간함수,   : s-방향벡터   : t-방향벡터

  : 참고단면의 세로길이,   : 참고단면의 가로길이,    : 자연좌표계에서 비틀림 심의 s, t좌표

 


 
×



 
×

 (1)

 이 변 장을 미분하여 변형률 행렬을 얻을 수 있으며 앞서 정의된 사각 참고단면에 매핑된 빔의 각각의 부

피에 해 가우스 수치 분을 하여 그 합으로 강성행렬을 구해낸다. 이 때 각 부피의 가우스 분 에서의 

응되는 뒤틀림함수 값들을 불러와 사용하게 된다. 이 때 뒤틀림함수와 비틀림 심의 수치해는 미리 단면해

석에서 이루어지며, 직교좌표계에서의 값들로 불러온 값들은 이후 사각참고단면의 새로운 자연좌표계에 매핑

하여 사용한다.

단면
해석

빔요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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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뒤틀림함수의 수치해

  표 1에서의 단면 해석 차에 해당된다. 이 장에서는 단면의 지배방정식인 St.Venant 방정식의 변분식을 

유도하고, 얻어진 식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수치 으로 풀어냄으로 각각의 단면의 뒤틀림함수를 구해낸다. 

한 이 결과 값을 이용하여 비틀림 심을 구해내어, 빔의 변  formulation의 을 옮겨 다. 단면의 비

틀림 변형에 한 kinematics와 equilibrium에 의해 유도된 지배 방정식인 St.Venant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비틀림함수,   : 단면의 표면에 수직인 벡터







    ∙∇          (2)

의 St.Venant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분식으로 유도되어 진다.
















  



                    (3)

  의 변분식을 유한요소법에 용하여 뒤틀림함수의 수치해를 구해낸다. 연산을 최 화 하기 해 단면의 

형태에 따라 사용할 유한요소의 종류와, 요소의 개수, 그리고 보간 차수를 고려해주어 단면에 유한요소를 생

성해주고 그에 맞는 단면 정보를 입력한다. 이 정보에 따라 원 을 결정하고 직교좌표계를 세우고, 각 요소

를 자연좌표계로 이동시켜 계산해주었다. 이 게 구해진 뒤틀림함수의 수치값을 이용하여 비틀림 심을 구

해낸다. 원 으로부터의 그 좌표  는 다음과 같다. 이 값은 식 (1)에서 사각참고단면의 새로운 자연좌표

계에    로 매핑하여 사용한다

  
 ,   : 원 에서의 뒤틀림함수,   : 무게 심에서의 뒤틀림함수

 
 



 
  

 


 
         (4)

4. 수치해석 결과

4.1. 균일 사각단면 빔 요소의 자유/고정뒤틀림 해석

  단 하나의 빔 요소를 사용하여 a/b 비율을 바꾸어 가며, 해석해와 Bathe가 제안한 뒤틀림함수(2개의 추가 

자유도)를 사용한 경우와 본 논문에서의 방법(1개의 추가 자유도)의 각각 자유단에서의 값을 비교해 보았

다. 수치해석조건은 그림 1과 같다. 표 2의 수치해석 결과를 보면 이 의 방법보다 은 자유도를 이용해 해

석해에 더 근 했음을 볼 수 있다. 

                                                      표 2 수치해석 결과 ()

   

그림 1 사각단면 캔틸 버의

       비틀림 문제

a/b
Analytical 
Solution Bathe's Study Present Study

Free Free Constraint Free Constraint

1 2.881E-8 2.887E-8 2.858E-8 2.887E-8 2.790E-8

2 8.870E-9 8.809E-9 6.833E-9 8.850E-9 6.832E-9

3 5.149E-9 5.046E-9 2.657E-9 5.093E-9 2.680E-9

6 2.645E-9 2.192E-9 4.294E-10 2.212E-9 4.326E-10

20 - 6.144E-10 1.296E-11 6.153E-10 1.297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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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균일 L단면 빔요소의 자유/고정뒤틀림 해석

  그림 2의 빔 조건에서 자유뒤틀림조건과 고정뒤틀림조건에서 각각 해석해 보았다. 표 3의 경우 자유뒤틀림

조건에서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자유단에서의 값을 비교해 보았다. 표 4의 경우 고정뒤틀림조건에서 빔의 

요소 수 N을 늘려가며 값을 비교해 보았다. 자유뒤틀림조건에서 단면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해석해의 모델링에 두께가 매우 얇다는 가정에서 생겨나는 차이이며, 이번 

연구결과 그 가정에서 오는 차이를 보정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정뒤틀림조건에서 쓰인 참고 값인 쉘 

모델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자유뒤틀림조건()             표 4 고정뒤틀림조건()

 그림 2 L단면 캔틸 버의

        비틀림 문제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 으로 유도한 뒤틀림함수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뒤틀림함수의 해석해보다 정확한 결

과 값을 얻어 낼 수 있었다. 한 곡률을 가지거나, 단면이 변하는 조건하에서 사각단면이나, 박 단면에 한

정되어 있던 빔 요소의 해석을 임의의 단면에 해 복합하 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

시하 다. 이러한 뒤틀림자유도를 추가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보다 쉽게 빔의 비선형해석에 근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앞으로 복잡한 형상에 한 해석의 참고값을 찾아 정확성을 검증하고, Wagner 효과를 고려

한 비선형 해석이 가능한 빔 유한요소 개발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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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resent Study
1 1.29E-7
2 1.23E-7
4 1.21E-7
10 1.21E-7
20 1.21E-7

Shell sol. 1.19E-7

t Analytical Sol. Present Study
0.005 1.04E-3 1.04E-3
0.01 1.30E-4 1.30E-4
0.05 1.0E-6 1.05E-6
0.1 1.3E-7 1.32E-7
0.5 - 1.17E-9
1 - 1.70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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