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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진폭하 을 받는 유한 길이 의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 in Finite Length Bar under Constant Amplitude Loading

황 은 하†

Hwang, Eu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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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Newmark방법과 같은 직 시간 분법은 시간증분 구간 사이에서 하 이 변하더라도 하 값을 그 시간 구간에서 일정한 

하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진폭하 과 같은 연속 인 하 함수를 불연속 인 하 함수로 가정하고 수치계산을 수행한

다. 따라서 이러한 하 함수의 근사에 따른 오차로 인하여 정확한 수치결과를 계산할 수 없다. 이에 반해, Gurtin의 변분식

에 기 한 유한요소방정식은 하 함수를 시간이력에 하여 합성 분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시간증분 구간에서 하 이 변

하더라도 연속 인 하 함수의 곡선을 따라 가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수치결과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1차원 막 의 자유단에서 일정진폭하 을 받는 문제를 수치해석하여 Gurtin방법이 Newmark방법 보다 일정진폭하

을 받는 문제에 더 합한 방법임을 보인다. 한, Gurtin방법이 일정한 하 을 받는 문제보다 일정진폭하 을 받는 문제에 

더 효과 인 방법임을 보인다. Gurtin방법을 FORTRAN으로 로그래 하여 해석한 수치결과와 해석용 소 트웨어인 

ADINA의 Newmark방법에 의한 수치결과를 비교하여 제시된 수치해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

핵심용어 : 일정진폭하 , 유한요소법, 합성 분

Abstract

Direct time integration method such as Newmark method is numerically performed under the assumption that continuous load 

function such as constant amplitude load can be treated as a discontinuous load fuction. It is due that the load can be treated as a 

constant value at the given time period regardless of variation of load at the time increment interval. It means the numerical result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error due to approximation of load fuction. In contrast, the load function is calculated by convolution 

integral for the given time interval at finite element equation based on Gurtin's variation equation. Therefore. precise numerical 

results can be obtained by Gurtin's method because of convolution integral for the continuous load fuction curve even at the 

variation of load function in the given time interval. In this study, we prove that Gurtin's method can be more suitable than 

Newmark method in the problem of constant amplitude loading, using the numerical results for the free end of the one-dimensional 

rod. This study also shows that Gurtin's method is more effective in constant amplitude loading than in constant loading. The 

accuracy and the validity are verified by comparison between the results of in-house FORTRAN code and ADINA, a commercial 

software supporting Newmark method.

Keywords : constant amplitude loading, finite element method, convolution 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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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계의 고속화  구조물의 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기계 구조물들에 작용하는 하 형태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지고 있다. 이들 기계 구조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재료

나 부재가 충격을 받을 때 생기는 변형해석의 문제, 응력해

석의 문제해결이 요시 되고 있다(최정훈 등, 2005). 이러

한 동  탄성문제를 해석하기 한 방법으로써 지 까지는 

실험을 통한 해법에 많이 의존했다. 최근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됨으로 인하여 경제 , 인 , 물리 인 장 이 부각되면

서 많은 산업체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형 동탄성 재료의 해를 구하기 한 수치

해법으로는 유한요소법(FEM), 경계요소법(BEM)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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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범용 해석용 소 트웨어들(ADINA, 

ABAQUS 등)이 기본 으로 채택하고 있는 Newmark방법

(Bathe, 1996; Zienkiewicz 등, 1991)이 동  구조물의 수

치해를 얻기 한 방법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진폭하 을 받는 문제에서 Newmark방법과 같

은 직 시간 분법들은 시간증분 사이에서 변하는 외력함수를 

일정한 하 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일정한 진폭을 가지는 하

함수에 해서 기존의 동탄성 유한요소방정식은 불연속 인 

하 함수로 가정하고 수치계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

하여 신뢰할 만한 해를 얻기 해서는 공간상에서 충분히 많은 

유한요소로 분할해야만 한다. 한 유한요소의 크기에 따라 시

간증분의 크기도 상 으로 작아져야만 하므로 해석시간까지 

시간 증분의 반복횟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합성 분으로 표 되는 Gurtin의 변분식(Gurtin, 

1964; Oden 등, 1976)에 기 한 유한요소방정식(심우진 

등, 2001)은 직 시간 분법과는 달리 일정 진폭하 을 받는 

문제에 해서도 시간구간 내에서 하 함수를 합성 분하여 

구하므로 정확한 힘벡터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심우진 등

(2001)의 논문에서는 하 함수의 합성 분에 한 수식이 있

으나 일정하 함수가 주어진 문제에 해서만 용하 으며 

이를 변하는 하 이 작용하는 문제에 용하지는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Gurtin의 변분식에 기 한 유한요소방정식

(심우진 등, 2001)의 하 벡터가 시간 증분구간에서 일정진

폭하 함수의 곡선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 하여 유한 길이의 막 의 자유단에 축방항의 일

정진폭하 함수가 작용되는 문제에서 검증된 상용 로그램인 

ADINA와 Gurtin방법의 FORTRAN을 기반으로 한 유한요

소해석 결과들을 비교하여 Gurtin방법의 유리한 을 제시

하고자 한다. 한 일정하 이 작용되는 문제보다 일정진폭

하 이 작용하는 문제해석에 Gurtin방법이 더 효과 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한 제로서 막 의 자유

단에서 삼각형 하 함수, 일정한 하 인 계단함수, 일정진폭

하 함수로써 사인하 함수가 주어지는 문제들에 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 다. 

2. 유한요소방정식

2.1 Gurtin의 변분식에 기 한 유한요소방정식

선형 탄성 재료에 한 Gurtin의 변분식에 기 한 동  

유한요소방정식은 다음처럼 표 된다(심우진 등, 2001).

    


(1)

한편, 본 논문에서는 2  Truss요소를 사용하여 1차원 

막 의 자유단에서 일정하 이 가해지는 문제에 하여 해석

을 수행하 는데, 변 함수를 시간축에 하여 1차함수로 근

사화하 다. 여기서, 유효강성계수행렬  는 시간에 무

하게 항상 일정하고,  


은 시간 에서의 유효

력벡터이다.

 












 (2)

 





  
   

∆ 




 (3)

각 요소의 강성행렬과 질량행렬은 공간의 함수로 주어지

며, 힘벡터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다음과 같다.




      (4)

 


   (5)




   (6)

여기서, 는 변형률-변  행렬, 는 탄성계수 행렬, 

는 형상함수 행렬,  는 표면력벡터이다. 참고로, 식 

(3)에서와 같이 물체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힘벡터는 시간축

에 하여 분형태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간이력

에 따라 이  시간 과 다음 시간  사이에서 격하게 

변하는 하 함수의 힘벡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2.2 Newmark방법에 의한 유한요소방정식

동 문제를 해석하기 한 직 시간 분법들 에서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 인 Newmark방법인 

사다리꼴 법칙에 한 유한요소방정식은 다음과 같다(Bathe, 

1996; ADINA R&D Inc, 2009).

   


 (7)

여기서, 유효강성계수행렬  는 시간에 무 하게 항상 일

정하고, 


은 시간 에서의 유효 력벡터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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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삼각형 하 함수

(b) 사인 하 함수

그림 1 막 의 자유단에서 작용하는 하 함수들

그림 2 막 의 자유단에서 작용하는 계단함수

그림 3 하 을 받는 막 의 기하학  형상



 








 

 






 (9)

여기서, , 

, 


은 각각 변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벡터이다. 참고로, 식 (9)에서와 같이 유효

력벡터는 물체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힘벡터와 변 벡터, 속

도벡터, 가속도 벡터에 의한 합으로 표 된다. 따라서 순수 

외력에 의한 힘벡터()는 시간 에서의 하

만 계산하게 되므로 시간증분구간의 하 은 묘사할 수 없다.

2.3 오차 분석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는 일정 진폭하 함수를 비교하여 

평가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기 을 사용한다.

(1) 무차원화된 오차(Normalized Absolute Error)






 ╱


 (10)

여기서, 자료 의 오차    이고, 은 자료 의 개

수, 는 엄 해, 는 자료 의 수치값이다.

(2) 무차원화된 오차의 표 편차(Normalized Standard 

Deviation)









 
╱



 (11)

3. 수치해석 

일정진폭하 함수에 의한 유한요소방정식의 외력이 수치결

과에 미치는 향을 보기 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은 2가지형

태의 하 함수들, 그림 2에서와 같은 계단함수, 그림 3에서

와 같은 1차원 막 의 자유단에서 작용하는 문제에 하여 

Newmark방법과 Gurtin방법에 의한 수치결과와 1차원 막

문제에 한 Timoshenko의 이론해(Timoshenko 등, 1974; 

Tanaka 등, 2001)를 함께 비교하여 도시하 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그림 3에서와 같이 한쪽 끝단이 

완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 끝단에서는 막 의 길이방향으로 

압축하 이 작용하는 1차원 막 를 선정하 으며, 자유단(A

)에서는 변 를, 앙단(B )에서는 응력을 계산하 다. 해

석에 사용된 재료의 탄성계수 0.11×106kg/ms2, 도 

 2.0kg/m3, 막 의 길이  9m, 자유단에서 가해진 하

은  1kN이다. 

유한요소법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시간증분의 크

기는 수치결과에 지 한 향을 미치므로 한 시간증분의 

선정이 요하다(최정훈 등, 2005). 시간증분 ∆동안 일정 

진폭하 이 유한요소를 지나는 거리와 유한요소의 길이 

와의 상 인 계를 나타내는 무차원 변수 에 하여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 (12)

여기서, 1차원 막 의 속도  이다. 수치해석시 

동특성 시간변수 =1로 하 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는 2  Truss요소를 사용하

다. 막 를 9개의 균등한 유한요소로 분할하고, 이때의 유

한요소를 기 유한요소로 정의한다. 막 의 자유단에 가해진 

일정진폭하 이 1개의 기 유한요소를 지나는 시간을 기 시

간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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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막 의 자유단(A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 분포

(삼각형 하 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9개, 

∆==0.004264sec)

그림 5 막 의 앙단(B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응력분포

(삼각형 하 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9개, 

∆==0.004264sec)

그림 6 막 의 자유단(A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 분포

(삼각형 하 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36개, 

∆ =0.001066sec)

그림 7 막 의 앙단(B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응력분포

(삼각형 하 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36개, 

∆ =0.001066sec)

시간증분의 크기에 따른 수치결과의 오차를 비교하기 해

여 기 유한요소를 심으로 2N개로 분할하 다. 즉, 수치해

석에 사용된 체 유한요소의 개수는 1개의 기 유한요소

(2N, =0, 체 유한요소는 9개)로부터 유한요소의 개수를 

128개(2N, =7, 체 유한요소는 1152개)까지 분할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3.1 삼각형 하 함수

그림 4∼그림 7은 1차원 막 의 자유단에서 그림 1(a)에

서와 같은 삼각형 하 함수에 의한 자유단(A )에서의 변

와 앙단(B )에서의 응력을 Newmark방법과 Gurtin방법

에 의한 수치결과를 이론해와 비교하여 도시하 다. 이때 해

석에 사용된 하 함수는 다음과 같다.














 ≤ ≤ 



    ≤  

   

(14)

여기서, 은 삼각형 하 함수의 시간   에서 최

 힘벡터이다. 

식 (14)을 식 (3)의 우변 첫째항에 입하고 시간에 해 

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5)














 ≤ ≤ 





 
 

    ≤  

 
     

그림 4와 그림 5는 막 를 9개의 유한요소(2N, =0)로 

분할하 고, 시간증분의 크기를 ∆ 로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한 변 해와 응력해이다. Newmark방법과 같은 직  

시간 분법의 유효 력벡터식 (9)는 기조건(시간 =0일 

때의 변 , 속도, 가속도)이 모두 0이고, 시간  ∆에 

한 힘 한 0이 되므로 다음 시간 에서의 변 와 응력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는 자명한 결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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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 유한요소의 개수에 따른 변 의 무차원화된 오차 

(삼각형 하 함수)

그림 9 기 유한요소의 개수에 따른 변 의 무차원화된 오차에 

한 표 편차(삼각형 하 함수)

그림 10 기 유한요소의 개수에 따른 응력의 무차원화된 오차 

(삼각형 하 함수)

그림 11 기 유한요소의 개수에 따른 응력의 무차원화된 오차에 

한 표 편차(삼각형 하 함수)

Gurtin방법에서는 유효 력벡터을 구성하고 있는 힘벡터

의 합성 분식 (3)이 시간증분 구간 사이에서 하 함수를 정

확하게 분하여 계산하므로 다음 시간 에서의 변 는 오

차가 거의 없는 정확한 수치해를 구할 수 있으나 응력은 변

보다는 오차가 크나 이론해를 잘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6과 그림 7은 막 를 36개의 유한요소(2N, =2)

를 분할하 고, 시간증분의 크기를 ∆ 로 하여 수치해

석을 수행한 변 해와 응력해이다. Gurtin방법에 의한 변

해와 응력해의 분포는 시간 증분 구간에서의 하 함수를 정

확하게 구할 수 있으므로 이론해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해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Newmark방법에 의한 변 해는 시간

이력의 처음부분에서는 이론해를 따라가고 있지만, 변 해가 

격하게 변하는 시간  0.077sec에서부터 수치결과의 떨

림 상을 보이고 있고 응력해는 극값의 크기 뿐만 아니라 시

간 의 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며 수치 인 오차의 떨

리는 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8∼그림 11은 막 의 자유단에서 가해진 삼각형 일

정진폭하 이 지나는 기 시간()에 하여 기 유한요소를 

2N개로 분할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자유단(A )에서

의 변 해는 시간 =0에서 변 가 발생하여 36 의 시간 

간격으로 주기 인 변 해의 분포를 보 고, 앙단(B )에

서의 응력해는 시간 =4.5 에서 응력해가 발생하여 시간 

=40.5 까지 36 의 시간 간격으로 주기 인 응력해의 

분포를 보 다. 그래서 첫 시간주기에 하여 Newmark방

법과 Gurtin방법에 의한 수치결과의 오차와 표 편차를 

도시하 다.

그림 8은 막 의 자유단(A )에서 변 해의 오차를 

이론해의 합으로 무차원시켜 도시한 것이다. Newmark방법

에 의한 변 해의 오차는 =0(유한요소가 9개)일때 

100%의 최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4(유한요소가 144

개)부터 오차가 거의 없는 안정 인 수치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삼각형 일정진폭하 함수의 체 시간크기에 

하여 시간증분의 크기를 어도 ∆≤ 8까지는 설정해주

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변 해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Gurtin방법에 의한 변 해는 이론해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일정 진폭하 함수의 체 시간크

기에 하여 시간증분의 크기가 변화하더라도 무조건 인 안

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는 막 의 자유단에서 변 해의 표 편차를 이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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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막 의 자유단(A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 분포

(계단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9개, ∆==0.004264sec)

그림 13 막 의 자유단(A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 분포

(계단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36개, ∆ =0.001066sec)

그림 14 막 의 앙단(B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응력분포

(계단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9개, ∆==0.004264sec)

그림 15 막 의 앙단(B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응력분포

(계단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36개, ∆ =0.001066sec)

의 합으로 무차원시켜 도시한 것이다. Newmark방법에 의

한 변 해의 오차에 한 표 편차는 =0에서 16.67%의 

최  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5(유한요소가 288개)

부터는 안정 인 편차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Gurtin방법에 의한 변 해의 표 편차는 반 으로 요소의 

개수에 하여 안정 인 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10은 막 의 앙단(B )에서 응력해의 오차를 

이론해의 합으로 무차원시켜 도시한 것이다. Newmark방법

에 의한 응력의 오차는 =0일때는 100%의 오차를 보

이고 있으며, =1에서 276%로 최 오차를 보이다가 

=7에서 약 4%의 오차로 거의 신뢰할 수 있는 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시간증분의 크기를 어도 ∆≤ 128
까지는 설정해 주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응력해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Gurtin방법에 의한 응력해는 =0인 경

우는 약 50%의 오차를 보이다가 차 감소하여 =3부터

는 오차가 약 4%로 거의 신뢰할 수 있는 해를 보이고 있다. 

시간증분의 크기가 ∆≤ 8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응력해

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있는 응력해를 얻기 한 유

한요소의 크기는 상 으로 Newmark방법에 의한 유한요

소의 크기의 약 16배정도 크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막 의 앙단에서의 응력해의 표 편차를 이

론해의 합으로 무차원시켜 도시한 것이다. 응력해의 최  표

편차는 Gurtin방법은 =0에서 23.57%, Newmark방

법은 47.14%의 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크기는 약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2 사인 하 함수와 계단함수

그림 12∼그림 15는 1차원 막 의 자유단에서 그림 2와 

같은 계단함수가 작용할 때, 막 의 자유단에서의 변 해와 

앙단에서의 응력해를 Newmark방법과 Gurtin방법에 의

한 수치결과를 이론해와 함께 비교하 다. 이때 해석에 사용

된 하 함수는 다음과 같다.

  (16)

여기서, 은 기 힘벡터이다.

식 (16)을 식 (3)에 입하고 시간에 해 분항을 계산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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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막 의 자유단(A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 분포

(사인 하 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9개, 

∆==0.004264sec)

그림 17 막 의 자유단(A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 분포

(사인 하 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36개, 

∆ =0.001066sec)

그림 18 막 의 앙단(B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응력분포

(사인 하 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9개, 

∆==0.004264sec)

그림 19 막 의 앙단(B )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응력분포

 (사인 하 함수, 체 유한요소 개수: 36개, 

∆ =0.001066sec)

그림 12와 그림 13은 막 를 각각 9개(=0)와 36개(

=2)의 유한요소로 분할하고, 막 의 자유단에 계단함수가 

작용하는 경우에 한 변 해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Gurtine방법은 모두 이론해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지만, Newmark방법은 일정 크기의 오차간격으로 변 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막 를 각각 9개(=0)와 36개로 

유한요소로 분할하고, 막 의 자유단에서 계단함수가 작용하

는 경우에 한 응력해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Gurtine방

법은 요소의 분할 개수와 계없이 모두 이론해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Newmark방법은 이론해를 따라 

가고 있으나 심한 수치오차의 떨림 상을 보이고 있다. 요소

의 개수가 많을수록 떨림 상은 작았으나 응력이 변하는 

곳에서 오차의 진폭이 가장 크게 발생하 다.

그림 16∼그림 19는 1차원 막 의 자유단에서 그림 1(b)

에서와 같은 사인하 이 일정진폭하 으로 작용할 때, 막

의 자유단에서의 변 와 앙단에서의 응력을 Newmark방

법과 Gurtin방법에 의한 수치결과를 이론해와 비교하 다. 

이때 해석에 사용된 하 함수는 다음과 같다.

    (18)

여기서,  이고, 은 사인 하 함수의 최  힘

벡터이다.

식 (18)를 식 (3)에 입하고 시간에 해 분항을 계산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9)

그림 16과 그림 17은 막 를 각각 9개(=0)와 36개(

=2)의 유한요소로 분할하고, 막 의 자유단에 사인하 이 

일정진폭하 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한 변 해의 분포를 도

시한 것이다. Newmark방법은 =0인 경우는 다음 시간 

에서의 변 와 응력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변 와 응력

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는 자명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

며, =2인 경우는 시간이력의 기에는 이론해를 따라가고 

있지만 시간  18에서부터 매우 심한 수치오차의 떨림

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Gurtine방법에 의한 수치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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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기 유한요소의 개수에 따른 변 의 무차원화된 오차 

(사인 하 함수, 계단함수)

그림 21 기 유한요소의 개수에 따른 변 의 무차원화된 표 편차 

(사인 하 함수, 계단함수)

그림 22 기 유한요소의 개수에 따른 응력의 무차원화된 오차 

(사인 하 함수, 계단함수)

그림 23 기 유한요소의 개수에 따른 응력의 무차원화된 표 편차 

(사인 하 함수, 계단함수)

자유단에 사인함수이 일정진폭하 으로 주어진 경우에도 오

차가 거의 없는 정확한 변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림 18과 그림 19는 막 를 각각 9개(=0)와 36개(

=2)의 유한요소로 분할하고, 막 의 자유단에서 사인하 이 

일정진폭하 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한 응력해의 분포를 도

시한 것이다. Grutin방법에 의한 응력해는 =0일 때  

시간구간에 있어서 응력의 극값이 0.64kPa로 약간의 오차를 

보이나 =2에서는  시간구간에 있어서 이론해와 일치하

는 안정 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치결과를 보이고 있다. 

Newmark방법에 의한 응력해는 =0일 때 모든 응력값이 

0kPa인 자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2에서는 시간

이력의 기에는 이론해를 따라가고 있지만 시간  13.5

에서부터 매우 심한 수치오차의 떨림 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0은 막 의 자유단에서 사인함수와 계단함수가 작

용할 때, 막 의 자유단(A )에서 변 해의 오차를 이론

해의 합으로 무차원시켜 도시한 것이다. Newmark방법에 

의한 변 해의 오차는 사인함수인 경우는 =0일때 

100%의 오차를 보이다가 =5부터 1.68%의 오차로 

안정 인 변 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사인 일정진폭하

의 체 시간크기에 하여 시간증분의 크기를 어도 

∆≤ 32까지는 설정해 주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변 해

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Gurtin에 의한 변 해는 =1

인 경우는 약 27%의 오차를 보이지만, 그 이외의 모든 유한

요소의 개수에 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다. 

Newmark방법에 의한 변 해의 오차는 계단함수인 경

우는 =0에서 6.2%로 상 으로 작은 오차를 보여주

고 있다. 이에 반해, Gurtin에 의한 변 해는 모든 유한요소

의 개수에 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다. 다시 말

해, 일정 진폭하 함수의 체 시간크기에 하여 시간증분

의 크기가 변화하더라도 무조건 인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은 막 의 자유단에서 사인함수와 계단함수가 작용

할 때, 막 의 자유단에서의 변 해의 표 편차를 이론해의 

합으로 무차원시켜 도시한 것이다. Newmark방법에 의한 변

해의 편차는 사인함수인 경우는 =0에서 23.57%로 최  

표 편차를 보이다가 =4부터 안정 인 변 해의 표 편차

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Gurtin에 의한 변 해의 표 편

차는 =1에서 3.9%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반

으로는 모든 요소분할 개수에 하여 안정 인 표 편차를 

보이고 있다. Newmark방법에 의한 변 해의 표 편차는 계

단함수인 경우는 =0에서 1.57%이나 Gurtin방법에 의한 

변 의 표 편차는 모든 유한요소의 개수에 해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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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결과를 보여 다. 

그림 22는 막 의 자유단에서 사인함수와 계단함수가 작용

할 때, 막 의 앙단(B )에서 응력해의 오차를 이론해

의 합으로 무차원시켜 도시한 것이다. Newmark방법에 의한 

응력의 오차는 사인함수인 경우는 =0일때는 100%, 

=1에서 296.56%의 최  오차를 보이다가 =7부터 

2.46% 미만의 오차로 거의 신뢰할 수 있는 해를 보이고 있

다. 응력해는 체 시간크기에 하여 시간증분의 크기를 

어도 ∆≤ 128까지는 설정해 주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응력해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Gurtin방법에 의한 응력

의 오차는 =0에서 경우는 약 36.3%의 오차를 보이다

가 차 감소하여 =3부터는 오차가 약 1.58%로 거의 신

뢰할 수 있는 해를 보이고 있다. 일정 진폭하 함수의 체 

시간크기에 하여 시간증분의 크기를 ∆≤ 8정도로도 

신뢰할 수 있는 응력해를 구할 수 있다. 신뢰성 있는 응력해

를 얻기 한 유한요소의 크기는 Newmark방법에 의한 유한

요소의 크기의 약 16배만큼 크게할 수 있다. Newmark방법

에 의한 응력해의 오차는 계단함수인 경우는 =0에서 

19.85%로 최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Gurtin

방법에 의한 응력의 오차는 모든 유한요소의 개수에 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다.

그림 23은 막 의 자유단에서 사인함수와 계단함수가 작

용할 때, 막 의 앙단(B )에서 응력해의 표 편차를 이론

해의 합으로 무차원시켜 도시한 것이다. Newmark방법에 

의한 응력의 표 편차는 사인함수인 경우는 =0일때는 

23.57%, =1에서 45.11%로 최  표 편차를 보이다가 

감소하여 =4부터 1.1%미만의 표 편차로 거의 신뢰할 수 

있는 응력해를 보이고 있다. Gurtin방법에 의한 응력의 

오차는 =0에서 경우는 약 8.56%의 표 편차를 보이다

가 차 감소하여 =2부터는 오차가 약 0.91%로 거의 신

뢰할 수 있는 해를 분포를 보이고 있다. Newmark방법에 

의한 응력의 표 편차는 계단함수인 경우는 =0에서 

4.58%이나 Gurtin방법에 의한 응력의 표 편차는 모든 유

한요소의 개수에 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다. 

4. 결    론

1차원 막 의 자유단에서 여러 가지 축방향 하 을 받는 

문제에 하여 Newmark방법과 Gurtin방법에 의한 동  

유한요소방정식을 이용하여 정 하게 수치해석을 수행,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1) Gurtin방법이 

Newmark방법 보다 일정진폭하 을 받는 문제에 합한 방

법이다. (2) Gurtin방법이 일정한 하  받는 문제보다 일정

진폭하 을 받는 문제에 더 효율 인 수치방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오공과 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논

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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