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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Layerwise-to-ESL Coupling Elements for Multiple Model Analysis 

신  식†      우  성*      안 재 석**

Shin, Young-Sik Woo, Kwang-Sung Ahn, Jaeseok

(논문 수일 : 2009년 4월 8일 ; 심사종료일 : 2009년 5월 18일)

················································································································································································································

요  지

이 논문에서는 복합재료 층  해석을 해 등가단층요소와 부분-선형 층별 층요소를 서로 연계시킨 결합요소를 제

안하 다. 등가단층요소는 퇴화 쉘요소에 의해 정식화되었으며, 반면에 부분-선형 층별요소의 경우 면내변 는 부분  선

형변화로, 두께방향으로의 면외변 는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제안된 유한요소모델은 p-수렴방식에 기 를 두고 있다. 변

장 보간을 해 분형 르장드르 다항식이, 수치 분을 수행하기 해서는 가우스-로바토 분을 각각 채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p-수렴 결합요소의 검증을 해 다양한 형태의 유한요소 다 모델에 해 안정된 수치해석값을 보여주는

지에 을 두었다. 채택한 제는 정해를 쉽게 알고 있는 단순한 문제로 인장력을 받는 평  는 연직하 을 받는 캔틸

버보에 용하여 제안된 요소의 성능을 평가하 다.

핵심용어 : 등가단층이론, 부분층별이론, p-수렴 결합요소, 층복합재료평 , 다 모델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p-convergent coupling element on the basis of the ESSE(equivalent single layer shell element) and the 

PLLE(partial-linear layerwise element) to analyze laminated composite plates. The ESSE is formulated by the degenerated shell 

theory, on the other hand, the assumption of the PLLE is piecewise linear variation of the in-plane displacement and a constant 

value of lateral displacement across the thickness. The proposed finite element model is based on p-convergence approach. The 

integrals of Legendre polynomials and Gauss-Lobatto technique are chosen to interpolate displacement fields and to implement 

numerical quadrature, respectively. This study has been focused on the verification of p-convergent element. For this purpose, 

various finite element multiple models associated with the combination of ESSE and PLLE elements are tested to show numerical 

stability. The simple examples such as a cantilever beam subjected vertical load and a plate with tension are adop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roposed element.

Keywords : equivalemet-single-layered theory, partial layerwise theory, p-convergent coupled element, 

laminated composite plates, multip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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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다 모델(multiple model) 해석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수학  모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해석 

역에 한 체 (mesh)의 도를 동일하게 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역별로 체 의 도를 뚜렷하게 차이를 둠으

로써 해석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법을 말한다. 즉, 최소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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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최 의 정확성을 획득하기 해 한정된 계산상의 자

원을 사용자의 목 에 맞게 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러한 다 모델 해석시에는2)비 합 유한요소 체  는 비

합 수학  모델들의 결합이 요구되기도 한다. 비 합 수학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모델이 하나일 수도 있

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 모델 해석시에는 일반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비 합한 세부 역의 경계에서의 

∙이 논문에 한 토론을 2009년 8월 31일까지 본 학회에 보내주시

면 2009년 10월호에 그 결과를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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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 연속성과 평형상태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를 들면, 

두께가 두꺼운 솔리드시스템과 두께가 얇은 쉘 부재가 연결

되어져 있는 경우, 일반 인 쉘요소만을 가지고서 모델링하

는 경우에는 솔리드 시스템에서의 거동을 정확히 측할 수

가 없다. 한 솔리드요소(8  는 20 )만을 가지고서 

모델링하는 경우, 솔리드요소의 변장비를 고려하여 모델링을 

한다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얇은 쉘 부재의 경우에는 변장비에 하여 세심하게 고

려하지 않는 경우, 해석의 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다른 유한요소 

모델들 간의 연결을 한 요소가 개발되어왔다. 그에 한 

로서, 평면요소와 보요소, 3차원요소와 보요소, 스 링요

소와 평면응력  평 요소, 더 나아가서 3차원요소와 평면

요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들 요소를 일컬어 개념이 서로 다르지만 천이요소

(transition element), 계면요소(interface element), 연

결요소(link element), 요소(contact element) 등으

로 불려진다. 이와 같은 모델링기법은 모델링의 편이성과 함

께, 계산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

의 결과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델링기법

을 사용하는 경우, 각 요소들의  자유도 수가 다르기 때

문에 이와 같은 요소들을 직 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려움

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일반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비

합한(non-conforming) 세부 역의 경계에서의 변 의 연속

성과 평형상태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기의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연결 부 에 MCE 

(multipoint constraint equations)를 사용하여, 솔리드요

소와 쉘요소의 연결을 시도하 지만, 이와 같은 모델은 합

부의 복잡한 거동에 해서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다고 알려져 오고 있다(Surana, 1980).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을 동시에 모델링하여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순차  근방식(sequential or multistep 

methods)과 일 해석방식(simultaneous methods)으로 

나  수가 있다. Thompson 등(1990)은 2차원 모델링 

역에는 일차 단변형이론을 용하여 2차원 역을 먼  해

석을 한 후, 3차원 역에 일반 인 솔리드요소를 가지고서 

모델링한 후에 2차원 해석에서의 결과 값들을 3차원 해석에 

용시키는 순차  근방식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법을 

순차  근방식 에서도 비반복  방법(non-iterating 

methods)이라고 하는데(Knight 등, 1991), 이와 같은 해

석 방법은 2차원 역에서의 거동은 3차원 역에 반 되는 

반면에, 3차원 역의 거동은 2차원 역에 반 될 수 없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3차원 역의 해석 시에 2차원 

역과의 경계에서 이 의 해석값의 변 값이 경계조건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변 의 연속조건은 만족되는 반면에, 경계

에서의 힘의 평형조건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Mao 등(1991)과 Whitcomb 등

(1993)은 반복  방법(iterating methods)을 사용하 다. 

한편, 일 해석방식은 몇 가지의 수학  모델을 사용하여 해

석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Surana(1980), Liao 등(1988), 

Davila(1994), Feng 등(1998), Garusi 등(2002)은 다

양한 천이요소를 사용하여 체 역을 한 번에 모델링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시도하 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다른 수학  

모델들 간의 경계에서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

며, 비선형으로의 확장성도 용이하여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두꺼운 시스템과 상 으로 두께가 

매우 얇은 평 이 하는 시스템을 해석하는 경우, 두께가 두

꺼운 역은 3차원 모델을 용하고, 얇은 평  역은 2차

원 쉘요소로 모델링하여, 이들을 동시에 사용하기 한 p-수

렴 결합요소(p-convergent coupling element)를 제안한

다. 2차원 역은 Ahmad(1970)가 제안한 퇴화 쉘요소

(degenerated shell element)에 기 를 두고 두께방향으로 


-함수이론(Rohwer 등, 2005)을 용한 p-수렴 등가단층 

쉘요소(equivalent-single-layer shell element; ESSE)를 

사용한다(우 성 등, 2004). 한 3차원 역에서는 솔리드요

소와 비교하여 자유도를 상당히 인 부분-선형 층별분리 이론

을 용한 요소(partial-linear layerwise element; PLLE)

를 사용하여, 면내변 의 두께방향으로의 층간의 계는 선형

으로 가정을 하며, 두께방향으로의 변 는 일정하다는 가정을 

사용함으로써, 평면응력(plane stress) 조건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 다. 한, 2차원, 3차원  연결요소 부분 모두 p-세

분화 기법을 사용하여 모델링의 간략화를 도모하 으며, p-세

분화 기법에 자주 사용하는 계층  성질을 가지는 분형 르장

드르 함수를 형상함수로 채택하 다. 본 논문에서는 재료  성

질을 등방성이라는 가정을 사용하여 요소를 정식화한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언 되는 모든 요소들은 직교이방성

(orthotropic or transversely isotropic)  시간의존성

(time-dependent)을 가지는 재료에 직 으로 확장 가능하

다. 요소의 검증을 한 제로서, 요소들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축력  휨을 받는 일정한 단면을 가지는 평  부재에 

하여 해석을 시행한다. 더 나아가서, 두께가 두꺼운 솔리드 

시스템과 두께가 매우 얇은 평  부재가 결합되어진 시스템을 

하여 제안되어지는 요소들을 사용하여 해석한 후, 참고문헌 

 기존의 고체요소의 결과들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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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층  형상함수의 구성

2. p-수렴 결합요소의 정식화

2.1 등가단층 쉘요소(ESSE)

등가단층 쉘요소(equivalent-single-layer shell element; 

ESSE)는 막변형에 지에 해서는 평면응력을 가정하고, 휨변

형  두께방향의 단변형 에 지에 해서는 Mindlin 평  

이론에 근거한 일차 단변형 이론을 이용하며, 총 변형에 지에 

한 강성행렬을 두께 방향으로 여러 개의 층을 나 어서 따로 

계산한 후, 산술 으로 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3차원상의 응

력  변형률 조건들을 층의 체 두께에 한 립면에서의 거

동으로 표 될 수 있도록 2차원으로 차원을 이는 감차

(dimension reduction or degeneration) 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두께방향으로의 각 층의 립면에 응력 이 존재하게 되

지만, 자유도의 개수는 일반 인 쉘요소와 동일하다. 그래서 

당 자유도는 5 자유도가 되며, 임의의 ()에서 3개의 직

선변 (, , ) 그리고 2개의 회 변 (, )가 존재한

다. 이와 같은 퇴화 쉘요소(degenerated shell element)에 기

를 둔 등가단층 쉘요소의 경우에는 기본 인 가정에서는 일반

인 쉘요소와 유사하지만, 강성도 행렬 구성시에 일반 인 쉘

요소에서는 8×8 강성행렬이 필요하지만, 퇴화 쉘요소에서는 강

성도 행렬의 크기가 5×5 행렬이 되어서, 강성도 행렬의 크기를 

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기하형상(좌표)의 표 은 각 

요소의 4개의 꼭지  모드(vertex mode)를 갖고서, 선형 라그

랑지 다항식을 이용하여 표 을 하고, 변 장의 표 은 식 (1)과 

같으며, 사용되는 모드는 고차형상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 

4개 이상의 모드를 사용하는 매개변수요소(sub-parametric 

element) 개념이 용된다.










 

 












 (1)














여기서, 은 해당요소에서의 의 총 개수를 나타내며, 임

의의  에서의 벡터, 

 

 

는 의 두께 방향 

벡터와 직교하고, 체좌표계 -평면에 평행한 벡터를 의미

한다. 한, 벡터 

 

 

는 두께 방향 벡터에 해서 

벡터 

를 외 (cross product)한 벡터이다. 는 2차원 계

층  형상함수(hierarchical shape function)를 의미하며, 

  는 서로 독립 인 3차원 자연좌표계를 의미한다. 를 

정의하기 해서, 먼  계층  성질과 직교성을 가지는 일차

원 분형 르장드르 다항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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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되는 2차원 계층  형상함수는 식 (2)에서 정의된 형

상함수에 의해서 정의되는데, 사용되는 매개변수요소는 그

림 1과 같이 3개의 모드로 구성된다.

꼭지  모드(vertex modes)는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어

지는 선형 라그랑지 요소와 동일하며, 사용되어지는 임의의 

형상함수 차수 에서의 주변 모드(side modes)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 ≤  (3)


   

여기에서 사용되는 형상함수 에서의 아래첨자는 그림 1에

서의 주변 모드 번호를 가리킨다. 그리고 형상함수의 차수가 

4차 이상에서 발생되는 내부 모드(internal modes or 

bubble modes)는 주변 모드와 유사하게   로 계

산되어 질 수 있으며, 여기에서 와 는 3이상의 양의 정수

를 가지며,  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형상함수는 임의의  차수에서의 내

부 모드로 사용될 수 있다.

2.2 부분-선형 층별 요소(PLLE) 

그림 2와 같은 층평 을 해석하기 해서 일반 인 층별이

론에서는 각 층의 변 장을 분리하여 정의를 한다. 부분-선형 

층별요소(PLLE: partial-linear layerwise elemen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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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X

Z

Y

2

Top-vertex modes
Bottom-vertex modes

그림 2 층평  해석을 한 임의의 층에서의 꼭지  모드 

그림 3 등가단층 쉘요소와 부분-선형 층별 요소를 

연결할 수 있는 결합요소

는 각 층의 횡수직변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즉 층의 두께방

향으로의 면외변형(out-of-plane action)이 선형이라는 가정

을 사용하여 임의의 층에서의 변 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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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앞에서 정의 내린 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요소

에서, 즉 임의의 층에서 사용되어지는  개수를 의미하며, 

층별이론에서는 과 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용되

어지는 모든 형상함수는 퇴화 쉘요소에서 언 한 형상함수와 

동일하며, 1차원 형상함수를 나타내는 는 선형뿐만 아니라 

2차 이상의 고차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수렴방식에 기

하여 부분층별이론을 사용한 문헌(Owen 등, 1987)에서는 

에서 선형함수를 사용한 결과와 2차 함수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 는데, 2차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계산량이 상당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에 한 향상은 거의 없음을 보

이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를 선형으로 가정하여, 

과 을 동일값으로 하여 임의의 층에서의 변 장을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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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쉘요소와 층별요소의 연결을 한 결합요소(CSLE)

그림 3은 부분층별요소와 등가단층요소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사용하기 한 서로 다른 2가지 모델의 경계

에서의 결합요소(CSLE: coupling element for shell and 

layerwise element)  하나를 도식 으로 보이고 있다. 

매개변수 요소에서 사용되는 꼭지  모드와 주변 모드는 그

림 3에 나타내는 바와 같고, 내부 모드의 경우에는 계산의 

경제성을 해서 등가단층 이론을 용한다. 결합요소의 변

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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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응력  변형률 계

부분층별이론과 등가단층이론 모두 횡수직응력은 무시되어

지기 때문에, 2차원, 3차원 역  이들 역을 연계시키는 

결합요소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평면응력 조건이 용된다. 

체 좌표계 X, Y, Z에 한 응력 변형률의 계는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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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장 는 휨을 받는 캔틸 버 평

(a) 1개의 층으로 모델링

(b) 2개의 층으로 모델링

그림 5 Model A의 요소망

(a) 1개의 층으로 모델링

(b) 2개의 층으로 모델링

그림 6 Model B의 요소망

 






































 
 
 










(8)


 는 기 변형률을 나타내며, 재료  성질을 등방성으

로 가정한 강성행렬 는 다음 식과 같다.

 











    
    

    

    
    

(9)

   



   


     

3. 수치해석 제

3.1. 인장 축력 는 휨을 받는 캔틸 버 평

제안되는 요소들의 검증을 해서, 그림 4와 같은 인장력 

는 휨을 받는 평 문제를 해석하 다. 탄성계수 값은 

300GPa이며, 아송 비는  0으로 설정하 다. 검증을 

한 모델은 총 4개로 설정을 하 으며, 모든 모델에 해서 X

축 방향으로는 크기를 균등하게 분배하 다. 그림 5~8은 각 

모델에서의 요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각 그림에 있는 원은 

꼭지  모드를 나타내고 있으며, 흰색 원은 3차원 모델링에 

련된 꼭지  모드를 나타내고, 검은색 원은 2차원 모델링

에 련된 꼭지  모드를 나타내고 있다. 한 실선은 3차원 

모델링에 련된 주변 모드를 나타내고, 선은 2차원 모델

링에 련된 주변 모드를 나타내며, 형상함수 4차 이상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내부 모드는 그림에서 생략하 다. 

Model A는 3차원 모델인 PLLE만을 가지고서 모델링한 경

우이며, 그림 5는 Model A의 1개의 층으로 모델링한 경우

와 2개의 층으로 모델링한 경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Model B는 2차원 모델인 ESSE만을 가지고서 모델링한 경

우이며, 그림 6은 Model B의 1개의 층으로 모델링한 경우

와 2개의 층으로 모델링한 경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Model C는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이 혼합된 요소인 

CSLE만으로 모델링한 경우이며, 이와 련된 요소망은 그

림 7에 나타나있다. Model D는 CSLE을 가지고서 ESSE

와 PLLE를 연결한 형태이고, 이와 련된 요소망은 그림 8

에 나타나 있다.

표 1은  하 이 작용하는 경우, 즉 부재의 면내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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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odel C의 요소망

그림 8 Model D의 요소망

x 좌표 정해
Model A 

[1,0]

Model B 

[0,1]

Model C 

[1,1]

Model D 

[1,1]

0.02m 8.0 8.0 8.0 8.0 8.0

0.04m 16.0 16.0 16.0 16.0 16.0

0.06m 24.0 24.0 24.0 24.0 24.0

0.08m 32.0 32.0 32.0 32.0 32.0

표 1  하 이 작용하는 경우 각 지 의 변 값(×10
-4
m)

x 좌표 정해
Model A Model B

[1,0] [2,0] [0,2] [0,3]

0.02m 1.13 1.13 1.13 1.50 1.27

0.04m 4.10 4.10 4.10 5.47 4.61

0.06m 8.30 8.30 8.30 11.07 9.34

0.08m 13.11 13.11 13.11 17.48 14.75

표 2(a)  하 이 작용하는 경우 각 지 의 변 값(×10
-4
m)

x 좌표 정해
Model C Model D

[1,2] [1,3] [1,2] [1,3]

0.02m 1.13 1.51 1.27 1.13 1.13

0.04m 4.10 5.48 4.62 4.37 4.20

0.06m 8.30 11.12 9.38 9.26 8.66

0.08m 13.11 17.57 14.82 14.96 13.81

표 2(b)  하 이 작용하는 경우 각 지 의 변 값(×10
-4
m)

(a) Model B

(b) Model C

(c) Model D

그림 9  하 이 작용하는 경우 x=8m에서의 처짐값에 한 

수렴성 테스트

시에 각 지 에서 발생하는 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모델에 해서 동일한 값이 나오고 있다. 한 축력 방향의 

응력값 한 모든 모델에서 평  체에 걸쳐서 12GPa 으

로 균일하게 나왔다. 표 1에 표시되어 있는 [*,*] 기호의 앞

의 숫자는 PLLE 모델과 련되어진 층수를 의미하고, 뒤의 

숫자는 ESSE 모델과 련된 층수를 의미한다.

표 2는  하 이 작용하는 경우, 부재의 휨거동 시에 각 

지 에서 발생하는 처짐값을 나타내고 있다. Model A의 경

우 층수와 상 없이 정해와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2차

원 모드가 존재하는 Model B~D의 경우에는 층의 수에 따

라서 값이 바 고 있으며, 두 층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세 층

을 사용하는 경우, 해의 개선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원 모델과 련된 요소의 경우, 두께 방향으로 층의 수만큼 

가우스 분 이 존재 한다 그래서 막내 변형 에 지를 계산

하는 경우에는 층의 수를 하나만 사용하여도 충분하지만, 휨

변형 에 지의 경우에는 두께 방향으로 가우스 분 이 하

나만 존재하면, 휨 변형에 한 에 지가  계산되지 않

는 계로, 두께 방향으로 최소한 둘 이상의 층이 모델링 될 

필요가 있다. 그림 9에서는 ESSE 는 CSLE이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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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응력특이를 가지는 부재의 형상

그림 11 결합요소를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

그림 12 하 이 작용하는 경우 X-축 방향 길이에 따른 

변 값()

(a) =0.02m

(b) =0.0195m

(c) =0.0175m

(d) =0.015m

그림 13 인장하 이 작용하는 경우 솔리드 내의 각 지 에서의 

두께에 따른 변 값

지는 경우, 형상함수의 차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아울러, 층의 

수를 늘림으로써 값이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

며, 표 2에서의 정해값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2 응력특이를 가지는 부재

이번 제에서는 결합요소의 용성을 확장하여 그림 10과 

같은 응력특이를 가지는 두께가 두꺼운 부재에 얇은 평 이 

연결되어 있는 캔틸 버 문제를 고려하고자 한다. 재료 물성

치는 앞의 제와 동일하고, 유한요소 모델은 그림 11과 같

다. 제안되어지는 모델의 검증을 해 쉘요소로만 모델링한 2

차원 모델(Surana 1980)과 ANSYS의 SOLID 45 요소로

만 구성된 3차원 모델링에 의한 결과값들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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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하 이 작용하는 경우 각 치에서의 처짐량

(a) =0.02m

(b) =0.0195m

(c) =0.0175m

그림 15 휨이 발생하는 경우 솔리드 내의 각 지 에서의 

두께에 따른 면내 변 값

그림 12는 인장하 ()이 작용하는 경우 그림 10에서의 

X축을 따라 변화하는 부재 두께의 앙에서의 X축뱡항으로

의 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2차원 모

델, 3차원 모델  결합요소를 사용한 모델 세 가지 모델 모

두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 으로 두께가 

심하게 변하는 곳을 가지는 부재의 경우에는 두께 방향으로 

변 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rana, 

1980). 그림 13은 두께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 (=0.02m) 

 그 근처에서의 두께 방향의 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 인 솔리드요소를 가지고서 모델링 경우에는 두께가 

격하게 변화하는 지 (=0.02m)에서 변 가 심하게 변화

하는 것을 잘 표 해 주고 있으며, 2차원 쉘요소만을 가지고

서 모델링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거동을 표 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제안되어지는 모델은 비교  두께방향의 

변 양상을 잘 표 해 주고 있으며, =0.02m 지 에서 멀

어질수록 3차원 모델과 유사한 거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솔리드요소의 거동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

유는 결합요소가 가지는 오차에 한 향보다는 솔리드 부

분에 사용되어지는 PLLE모델이 평면응력의 가정을 사용하

는 계로 두께가 격하게 변화하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4는 휨하 이 작용하는 경우 두께의 앙 부분에서

의 x축 길이에 따른 처짐량에 한 그래 이다. 앞에서의 면

내거동과 마찬가지로 2차원 모델, 3차원 모델  제안되어지

는 모델 3가지 모두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는 두께가 변화하는 지 (=0.02m)  그 근처에서의 

축 방향에 한 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면내 거동과 마찬

가지로, 두께가 변화하는 지 에서의 두께에 한 변  양상

이 심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쉘 부재의 연결이 

시작되는 지 (=0.003m)에서 변 값이 심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한 2차원 모델에서는 제 로 표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제안되는 모델에서는 비교  3차원 

모델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4. 결론  고찰

본 연구에서는 3차원  2차원 유한요소 모델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효율 인 해석을 한 결합요소를 제안하 다. 

3차원 탄성이론을 가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 때 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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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모두 3차원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상당히 비경제 인 

모델링 방법이며, 유한요소 해석 시에 필히 고려되는 형상비

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컴퓨터 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

는 최근에 그 활용범 가 넓어지는 형 구조물 해석시에 효

율성이 격히 떨어 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

인 3차원 모델과 2차원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여 계산의 효율

성을 높이면서도, 3차원 해석의 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여, 그 용성을 몇 가지 기본 제를 가

지고서 살펴보았다. 한 모델링의 간편성을 해서 p-세분

화 기법을 사용하 다. 향후 제안되어지는 모델을 기 로 한 

층평  정   동 해석에 한 확장이 가능하다고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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