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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모델의 강성수정을 통한 구조물의 진동해석의 개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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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은 

거의 필수적인 해석 도구가 되었다. 설계 단계에서는 물

론이고 문제 해결에도 반드시 이용하는 도구로 유한요

소법이 그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형상이 복잡하거나 감쇠가 큰 경우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석이 실제와 차이가 생기기 쉽다.

저자들은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봉의 강성행렬과 

질량행렬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1-2].  여기에서는 강봉 대신에 판요소의 진동해석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강성

행렬을 찾아보기로 한다.

2. 주파수응답함수

  비감쇠 자유진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

여기에서 조화가진력이 작용한다고 하면 주파수응답함

수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3)

           (4)

     

                                 (5)

여기에서

               (6)

  주파수응답함수를 식 (6)을 이용하여 구할 경우, 계산

양이 많기 실제적으로는 모드좌표로 변환하여 주파수응

답함수를 구한다[3].

3. 해석 모델과 해석기법

해석에 적용한 모델은 폭 400.0mm, 길이 400.0mm, 

두께 3.0mm인 평판을 사용하였고, 강성과 질량행렬은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얻었다. 그림1에 실험에 사용한 

유한요소모델을 보이고, 그림2에 수정한 강성행렬을 이

용한 주파수응답함수를 보인다.

   그림 1. 모델            그림2. 수정모델의 주파수 응답함수

4. 결론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석으로는 실제 구조물의 주파수

응답함수를 일치시키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유전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강성행렬을 수정하여 거의 모든 영역의 

주파수응답함수를 일치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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