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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arried out simulation for structural layout design for concrete structures by using the models of the

ground structure method. The micro lattice truss is modeled as assemblage of a number of unit cells. The progress of analysis repeat

to undergo finite element analysis to feed-back results of stress to the stiffness of each member. Through the repeated this analysis,

truss model is represented to form the topological materials and the structural shape with the use of the local stress condition without

mathematical optimum tools. It is successful to analyse the shape-layout problem as numerical samples on the lattice truss model.

Keywords : nonlinear equilibrium equation, structural optimization, shape-layout problem, ground structure method

1. 서 론

기존의 구조물 형태는 그 구조물의 목적이나 용도 등

에 따라 기존의 표준적인 구조물의 형태를 토대로 설계

조건을 만족하도록 재료나 크기를 인위적으로 수정하여

최종적인 형상·단면 등의 구조 형태가 결정되었다. 즉

일반 경험적인 설계수순에 따라서 구조해석을 실시하였

다. 그러나 구조물이 대형화되면 (또는 최적화 설계를 하

는 경우) 불필요한 재료를 줄이고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경량이면서 튼튼한 구조 형태를 설

계할 필요성이 있다.

1988년에 Bendsφe and Kikuchi에 의해 균질화법을 이

용한 연속체에 대한 위상 (topology) 최적화 논문
1)
이 발

표된 이후, 계산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연구가 활성

화 되고 있다. 1991년 Suzuki and Kikuchi
2)
의 논문에서

는 최적 규준법을 이용한 균질화법에 의해 위상 최적화

를 수행하여, 다소의 분산이 있기는 하지만 메쉬 (mesh)

의존성을 없앨 정도의 고도의 형태를 얻는데 성공했다. 최

근에는 Schwarz, Maute and Ramm
3)
등에 의해 적응 위상

최적화 (adaptive topology optimization) 연구가 발표되었다.

반복법에 의한 형태 형성법에 관해서는 本間·登板
4)
에

의해서 상태방정식을 자율분산적으로 구축하여, 반복계

산법을 이용해서 구조물의 형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또

한 Xie and Steven
5)
에 의해 FEM을 반복 해석하면서 불

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단순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형상 제어해 가는 점진적 구조 최적화 방법 (ESO: evolutionary

structural optimization)이 제안 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불필요한 부분의 선정이나 반복 해석 후의 불필요한 부

분의 재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 大森 등
6)
은 (1) ‘등직

선’의 도입에 의한 진화의 효율화 실현, (2) ‘근처영역’

도입에 의한 양방향 진화의 실현을 도입함으로써 삭제의

규준을 정하여 일방적인 삭제를 피한 확장된 ESO법을

제안하고 있다.

최창근 등
7)
은 ESO 법에서 종방향 하중의 고려가 어려

운 점을 BESO (bi-directional evolutionary structural optimization)

법에서 초기 단면에서 종방향 하중의 고려가 쉽다는 점

을 고려하여, 초기 위상 변화를 빠르게 구현하여 하중을

받지 않은 요소를 한꺼번에 소거시키고, 나머지 요소에

대해 가장자리 소거법에 의한 형상최적화를 개발하여 박

스거더의 횡단면 최적화 문제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리 최적화 수법에 의한 단순한 로

컬 룰 (local rule)을 정하여 응답계를 설계변수 (강성)에

피드 백 (feed-back) 시키는 비선형 반복 시스템 (본 논

문에서는 강성 제어라 함)에 의해 구조 형태를 창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수리최적화수법이나 감도해

석법 등의 수 많은 형태 최적화 수법이 제안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부재응력을 어느 값 이하로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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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을 최소로 하는 방법이었고, 많은 제약 조건이 있었

으며, 비선형의 최적해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확장된 설계 영역 내에 가상의 마

이크로 격자 트러스 (micro lattice truss)로 구성하여,

ESO법의 결점인 요소의 부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응력 응답을 설계변수로 피드 백 시키는 시스템에 의해

서 최종적으로 구조 형태를 생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형태의 매끄러움은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실용적이고 경량의 골조구조로써 충분한 형상의 배치

(lay out)를 얻었다. 이 해석법에 의해서 구조물의 형상

배치 설계나 재료 배분 문제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적

고 자유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격자 트러스 모델은 면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계

산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선형에도 적용 가능하다.

2. 형태 형성의 방법

본 연구는 국부적인 부재 응력에 주안점을 둔 구조형

태의 형성법이며, Fig. 1은 해석 과정에 대한 흐름도이다.

Fig. 2는 해석에 적용한 마이크로 트러스 콘크리트의 응

력-변형률 곡선이다. 인장에서는 파단 후에 응력이 0이

되는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인장 파단 변형률 εt= 0.0001

로 하였다. 마이크로 트러스의 특성상 (푸아송 비에 의해

압축파괴의 표현 가능) 압축파괴 기준은 설정하지 않았다.

2.1 형태 형성의 방법

어느 설계 영역 Ω는 M 부재로 된 유한의 설계 변수로

식 (1)을 만족하며, 비선형 적합방정식은 식 (2)와 같다.

(1)

(2)

여기서  u∈ R
N
은 변위 벡터를,  p∈ R은 하중 변수이

다. 최종적으로 이산계의 적합식을 만족하는 해 (u, p, x)

를 구한다. 방정식 (2)의 적합점 근방에서 국소 선형화를

하면 증분 적합식은 식 (3)과 같이 된다.

(3)

여기서 .~은 증분 변수이고, J는 아래와 같은 접선강성행

렬이다.

(4)  

   

한편, 구조 최적화를 목적으로 최소중량 최대강성도는

다음의 식 (5), (6)와 같이 기술된다.
8)
 

(5)

   

(6)

      ∀m = 1, ···, M 

본 연구에서는 수리 최적화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오

히려 각 부재의 국소적인 응력 제약조건을 적용하고 강

성의 반복계산에 의해 형태 형성의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즉, 구조 최적화의 주목적을 직

접 최소 중량에 주안점을 두면, 그 중량에 관한 국소적

인 최적(소)해만을 탐색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 구조 전

체의 균형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는 응력 분담이 설계

변수 (형태)를 지배하도록 결과적으로 응력 조건을 만족

하는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2.2 반복법에 의한 형태 형성

일반적으로 강성 변화가 구조 전체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구조 해석을 실시하는 것이 계산 정도가

높지만, 구조 전체의 수정에 대해서는 반복법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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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analysis

Fig. 2 Stress-strain curve of concrete in micro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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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어 힘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본 연구에서 강성

행렬의 수정은 각 부재의 응력 응답의 피드 백 시스템

으로 하여, 이것이 적합식을 만족하도록 강성을 제어 한다.

초기 설계 변수 x(0)를 설정하여, 하중제어나 변위제어

에 의해 적합점 (u, p, x(0))이 얻어졌다면, 이때의 부재 응

력은 식 (7) 및 (8)과 같으며 각 부재의 변형 상태의 함

수가 된다. 

,···, M (7)

,··· (8)

여기서 v는 반복횟수를, σ (v)=(··, , ··)
T
, u(v)= (··,

, ··)
T
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또한, 현재의 설계

변수 (강성) x(v)를 다음의 x(v + 1)에 환원하기 위해 환원율

γ를 정의함과 동시에 새로운 설계변수는 식 (9)와 같이

반복되고, 강성행렬도 갱신되며 식 (10)의 적합방정식의

해 (u(v + 1), p, x(v + 1))를 구한다.

(9)

(10)

 
이 해를 식 (8)에 다시 대입하여 일련의 반복 계산을

실시하고, 응력 및 변위의 구속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즉, 절점 변위와 새로운 설계 변수는 적합식의 반복계산

에 의해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γ, p, W가 주어지면 다원다중형의 비선형 반복식인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응력과 변위의 제약조건에 대해 가능하

면 단순한 로컬 룰을 적용하여 반복 계산에 의해서 구

조형태의 위상 (배치)을 명확히 한 것이다.

3. 형태 해석 예 - Michell의 트러스 문제

구조의 최적 배치 문제를 다룬 가장 오래된 연구 중에

하나가 1904년 Michell의 트러스 해이다. 이 방법은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단순한 기하 형태이지만, 많지 않는

해석 해로 알려져 있다. 본 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

이크로 격자 트러스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3.1 100 mm × 150 mm 설계영역

설계 영역은 Fig. 3에 나타낸 것처럼 100 mm × 150 mm

의 사각형 영역으로, 그 내부에 배치한 원형의 비설계

영역의 주위를 핀으로 지지하고, 설계영역의 우측 중앙

에 연직 방향으로 하중 p를 재하한다. 비설계 영역은 계

산상 다른 부재에 비해 높은 강성 (EAmax)으로 설정하고,

일반적인 재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전체의 설계 영

역에서는 6 × 10, 12 × 20, 20 × 33 요소의 격자 트러스로

분할했다. 하중 레벨은 p = 3.0 × 10
-3
, 초기 부재 강성은

모두 단위 강성 (EA0 = 1.0)으로 하고, 허용 최대 강성을

EAmax = 4EA0로 한다. 환원률 γ는 6 × 10 분할 모델에서

γ, = 0.1, 12 × 20 분할 모델에서 γ = 0.06, 20 × 33 분할

모델에서 γ = 0.03으로 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환원률 γ가 분할 모델마다 다른 것은 각각의 분할 모델

에서 반복 계산시 수렴이 잘 이루어지는 γ의 값을 선택

했기 때문이다. 

Fig. 4은 각 모델에서 얻어진 최종 형태와 설계 영역

내의 응력 분포를 나타낸 응력등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4에 나타낸 것처럼, 매쉬의 분할이 증가함에 따라

최종 형태가 응력등분포와 근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각 해석 단계에서의 수렴된 부재의 최대 응

력을 나타내고 있다. 6 × 10분할 모델에서는 반복 계산이

3회에서 한번 σmax = 9.4 × 10
-4
 정도로 일정해지지만, 9회

반복에서 다시 부재 수의 삭감에 의해서 σmax가 증가하

고 있다. 12 × 20 분할 모델에서는 12회 반복에서 변동이

일어나고, 6 × 12 분할 모델과 비교하면, 매우 완만한 증

가에 머무르고, 20 × 33 분할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불안

정한 요소는 보이지 않고 시종 안정된 증가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분할 수가 많아지면 연속체로

서의 역학특성에 가깝고 안정된 수치 해석이 이루어진다

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분할 모델의 적정 크기는 계산정도의 균

형과 형태 형성 정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3.2 확장된 설계영역

Fig. 3에 나타낸 모델의 설계영역을 이용한 해석 결과,

σ
min

σ
m( )

σ
max

     m,≤ ≤ 1=

σ
v( ) W u

v( )( )     v, 0 1,= =

σ 
v( )

m( )

u 
v( )

m( )

x
v 1+( ) F γ σ

v
 ,( ),               =

         F γ W u
v( )( ),( ) v, 0 1 …, ,= =

J u p x
v 1+( ), ,( )ũ

v 1+( )
∂F

∂p
------ p̃=

u
v( ) Γ p x

v( ),( )                                      =

x
v 1+( ) F γ W u

v( )( ),( ),      v 0 1 …, ,= =

x
v 1+( ) F x

v( )( ) F F …F x 0( )( )( )( )= =

     F
v

x 0( )( ) v 0 1 …,, ,= = =

Fig. 3 Analytical model in Michell trus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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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의 하단에 나타낸 응력등선도에서 상단과 하단의

응력의 상태가 중간에 절단되어 있어 충분히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Fig. 6에 나타낸 것처럼 설계

영역을 정사각형으로 확장하였다. 

분할 모델은 20 × 20과 30 × 30을 이용하였으며, 초기

강성과 하중 레벨은 전과 동일하고 γ = 0.025로 했다.  

Fig. 7은 각 해석 단계의 총 부재 수와 최대 응력의 수

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 7(a)에 나타낸 각 단계에

서의 부재의 수렴 상태는 20 × 20 분할 모델에서 총 부

재 수가 초기 부재 수의 약 29%로 삭감되었다. 이에 비

해 30 × 30 모델에서는 약 22%로 삭감되었다.

Fig. 7(b)에 나타낸 최대 응력의 수렴 상황은 30 × 30 분

할 모델에서 설계 영역 내에서의 최대 응력은 20 × 20 분

할 모델의 최대 응력에 비해 약 60% 정도였다.

Fig. 8은 30 × 30 분할의 해석 결과에서 얻어진 형태에

작용하는 응력 분포의 변화 과정을 등고선도로 나타내고

있다. Fig. 7(a)의 각 단계에서의 총 부재 수의 수렴 상황

과 비교해 보면, 10 단계 부근에서 거의 최종 형태인 22%

삭감에 근접하고, 형태 변화는 종료한 것으로 생각되며,

Fig. 7에 나타낸 것처럼 설계 영역 내의 응력 분포도 최

종의 응력등분포에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확장된 설계 영역에서의 해석 결

과가 보다 최적의 형태가 안정적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2차원 모델에서의 배치 문제
 

4.1 형태 해석의 응용 예

형태 형성 해석의 응용 예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Fig. 4 The results of simulating the creation of optimized design

Fig. 6 Expanded analytical model

Fig. 5  The maximum stress at state of convergence

Fig. 7  The state of convergence of maximum stress and

number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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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보에 대해 해석을 실시하여 내부

의 강도 발현 부분을 구명 하고자 한다. 연속체의 응력

해석에서는 범용 FEM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내부 응

력이 구해지지만, 연속체에서 불연속체로 되는 경우의 응

력 해석은 항복 조건과 파괴 규준 등에 의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특히, 콘크리트 재료는 취성 재료이고, 균

열 거동을 하기 때문에 해석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Fig. 9는 해석 대상인 콘크리트 보를 모델링한 것이며,

설계 영역의 자유도가 3 × (4 × 24) = 288이고, 부재 수는

302개인 격자 트러스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트러스 부

재는 일정의 변형률에 도달하면 취성 파괴되는 탄취성

모델을 채택하였다. 트러스 부재 응력의 대소에 의해서

보 내부의 어느 부분이 강도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찾을

수 있다. 즉, 형태 형성 해석의 특징인 제약 조건을 이

용하여 부재 응력이 응력 조건을 만족하는 인장 부재가

강성 제어에 의해 다음의 해석 단계에서 만족하지 못하

게 될 때, 그 부분이 취성 상태 (균열 발생)라고 가정한다.

Fig. 10은 해석 결과의 응력상태를 나타낸 것이며, Fig.

10(a)의 아치형태의 압축부분은 아치 작용이, 하단 및 절

곡된 형태로 나타낸 인장부분은 절곡 휨 철근과 같은 형

태이며, 양 단부에서 후크 (hook)와 같은 형태까지 부재

응력을 재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인장응력이 작용하고 있

는 부분에 주철근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설계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휨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중앙부의 상·

하단에 위치하는 부재 응력은 크게 나타나고, 중립부 근

처에서는 무응력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藤井 등
9)
의 그라운드 구조법 (ground structure method)

이나 균질화법에서도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압축력과 인장력이 교차하는 전단 파괴 부근에서는 응력

집중의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부재 강성을 제어하면서 반복시키면 단계 10에서 최대

휨 모멘트의 하단부에서 3개의 인장부재가 취성 파단하

여 무응력 상태가 되고, 그 주위 부재의 인장응력이 커

진다. 이것은 부재의 파괴 후의 거동을 잘 표현한 것으

로 트러스 부재의 취성 파단은 콘크리트의 균열을 의미

한다. 계속해서 반복 계산하면, 그 균열이 위쪽으로 진

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정착부의 후크 부분에도

파단이 발생하고, 전단력을 부담하는 영역도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단계의 응력 상태와 상이한 응력

상태를 보인다.

단계 29에서 좌우 비대칭을 보이는 것은 마이크로 격

Fig. 8 The progress of creation of optimized design

Fig. 9 The model of concrete beam (2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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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델의 반복계산과정의 수렴과정에서 국소적인 계산

상 오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지 조건의 영

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해석 결과로부터 간단한 격자 트러스 모델을

이용하여 부재의 거동의 추적과 보 내부의 강도 발현 부

분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콘크리

트 보의 형태 해석을 통해서 주철근이나 전단철근의 최

적의 배치를 찾을 수 있다.

4.2 단순 보 모델

보 모델을 이용한 균질화법 등에 의한 위상최적화는

스판이 길게 됨에 따라 보의 중앙 부분에 솔리드 (solid)

요소와 공극요소의 밀도 분포가 체커 보드 패턴(checker-

board pattern)과 같이 상호 나열된 수치적 불안정 현상

이 많이 나타나고, 구조물에서 어디를 경계로 해야 하는

가의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Suzuki and Kikuchi
2)

는 최적규준법을 이용한 균질화법에 의한 위상 최적화를

실시하여 매쉬 의존성이 작고, 정도가 높은 해석 결과를

얻었지만 다소의 채커 보드 패턴이 남아 있다. 최근에는

적용된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최적 규준법 대신에

수리 계획법에 기초한 직접해법 (SLP: sequential liner pro-

gramming, SQP: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이 이용

되어 지고 있다 

SLP법을 이용한 균질화 설계법에서 얻어진 단순 보 모

델의 최적해는 Fig. 11에 나타내고 있다. 이 수법에 의한

최적해도 체커 보드 패턴에 의한 수치적 불안정요소가

남아있어 실용적인 구조 형태에 응용하기에는 아직 해결

되지 않은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Fig. 12(a)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해석 모델을 나타내

고 있다. 설계 영역은 외관 비를 1/6로 한 500 × 3,000 mm

로 했다. 매쉬 분할은 20 × 120으로 하고, 25 × 25 mm의

단위 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모델 좌우 대칭성을 고

려하여 1/2 영역에서 해석을 하였다. 각 파라미터는 EA0

= 1.0, EAmax = 10EA0로 하고, 하중 레벨은 p
~

=1.0 × 10
-3
으

로 했다.

Fig. 12는 해석 결과이며, 반복 계산의 각 단계에서 얻

어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 12에 나타낸 것처럼, 단

계 1에서는 보 모델 중앙부의 상부와 하부에 압축과 인

장이 집중되고, 중앙부에는 부재와 공극이 상호 분포하는

Fig. 10 The progress of creation of optimized design in concrete

beam

Fig. 11 Topology optimization by using a homogenization

method (SLP method)

Fig. 12 The analytical results in beam (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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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커 보드 패턴이 발생한다. 단계 3에서는 재하점과 지지

점 부근에 공극이 나타나고, 상부와 하부에 집중되었던

부재도 분산된다. 단계 5에서는 채커 보드 패턴과 공극부

의 경계에 부재가 나타나고, 최종 단계에서는 명확한 와

렌 트러스 (Warren Truss)와 같은 위상이 나타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Fig. 11에 나타낸 것처럼 완만한 곡

선의 트러스와 같은 형태가 얻어진 예도 많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은 확실한 와렌 트러스의 형태가 얻

어진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한 합리적인 구조물 형

태를 암시한다. 최종 단계의 부재 수는 초기 부재 수의

약 42%로 수렴되고, 문제가 되었던 채커 보드 패턴에 의

한 수치적 불안정 요소도 완전히 없어진 결과를 얻었다. 

4.3 양단 고정 보 모델

Fig. 13에 나타낸 것과 같은 양단 고정이며 중앙에 띠

분포 하중 p가 작용하는 영역을 설계 영역으로 한 위상

최적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Fig. 14에 나

타낸 Ramm 등에 의한 적응 위상 최적화법에 의한 해가

유명하다.
3)
 이것은 균질화 설계법적인 방법으로 위상을

구하고 (위상 최적화 (topology optimization)), 다음으로

유한 요소 매쉬를 나누고, 그 형상에서의 위상을 구하는

(형상 최적화 (shape optimization)) 수순을 여러 번 반복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앞에서 서술한 수치적 불안정

요소를 해결하고, 위상은 원활한 경계를 갖는 매우 명료

한 방법이지만 계산 시간이 길고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된다.

Ramm 등
3)
이 제안하고 있는 양단 완전 고정 보에 대해

서 본 연구의 해석 수법을 적용한 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설계 영역은 5 × 20 m이고, 하중이 상단 중앙부 2 m

에 작용한다. 매쉬 분할은 20 × 80이며, 250 mm × 250 mm의

단위 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모델의 좌우 대칭성을

고려하여 1/2 영역에서 해석을 실시하였다. 각 파라미터

는 EA0 = 1.0, EAmax = 10EA0으로 하고, 하중 레벨은 p~ =

2.0 × 10
-4
으로 하였다. 

Fig. 15는 각 해석 단계에서 형태 변화의 형상을 나타

낸 것이다. Fig. 15의 좌측은 형태 해석에 의해서 얻어진

위상을, 우측은 설계 영역 내에서 응력의 상태를 응력등

선도로 나타낸 것이다. 단계 4에서는 적응 위상 최적화

에 의해서 얻어진 형태와 매우 유사한 위상이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총 부재 수는 초기 부재 수의 약 19%까지

삭감되었다. 적응 위상 최적화에 의한 해와 비교해 보면,

지지점에 연결된 부재가 각각 2개이고 보다 견고한 형

태로 되어 있다. 재하점 하부에 큰 3각형 트러스 형태를

한 두꺼운 부재가 하중을 지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

으며, 이와 같은 형태는 Ramm의 위상최적화 결과에서

도 나타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하중에 의한 영향이

라 판단된다.

Fig. 13 Initial structure

Fig. 14 Adaptive phase optimal topologies by Ramm and

Maute
3)

Fig. 15 The analytical results of creation of optimized design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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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등선도에서는 응력이 클수록 짙은 색으로 나타나

고 있다. 여기에서 최종 형태의 응력 분포는 상·하 부

재에 집중되었지만, 중앙부의 부재에서는 거의 균등한 응

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콘크리트구조물을 트러스로 구성된 요소로

이산화하여 해석하는 것에 의해 부재 내의 미소한 내력

의 흐름을 산정하고, 내력이 큰 곳에는 필요한 강성을

증가시키고, 내력이 작은 곳에는 강성을 저하시킴으로서

전달력을 강성의 형태로 가시화하는 것이 가능하여 형태

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이론상

무한한 트러스 격자로 이산화 하는 것에 의해 연속체 문

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Michell

의 트러스 개념과도 통하며, 본 연구 결과는 현대의 계

산기 능력의 향상에 의해서 사실상 형태 형성의 계산과

잘 일치하는 성과이며, 고전 역학적 과제의 하나의 해답

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콘크리트 구조를 수리 최적화나 감도해석법

을 이용하지 않고 설계 영역 내를 가상 마이크로 트러

스 구조로 구성하여, 그 트러스 부재력를 설계 영역 내

의 힘의 흐름으로 하여 설계 변수에 그것을 피드백 시

키는 것에 의해, 구조 형태를 배열 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특히 수치 해석 예에서 구조 설계의 유효성과 부재 수

의 소수화·경량화 등 합리적인 콘크리트구조물의 형태·

형상 (구조미)을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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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그라운드 구조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형태의 최적화에 대한 수치 실험을 하였다. 마이

크로 격자 모델은 단위 셀의 집합체로 구성되었다. 해석 과정은 각 부재의 응답계를 강성에 피드백 시켜서 유한요소해

석을 반복하였다. 이 해석의 반복을 통하여, 트러스 모델은 수리적 최적화 수법이 아니라 국소적인 응력 상태를 이용하

여 위상적인 구조 형태와 구조적 형상을 표현하였다. 격자 트러스 모델을 여러 예제에 적용하여 형상 배치 문제를 해

석하는데 성공하였다.

핵심용어 : 비선형 평형 방정식, 구조 최적화, 형상 배치 문제, 그라운드 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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