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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치 시스템의 긴장설치과정 극한하 해석을 수행하기 한 명시 해석법을 제안하 다.스트라치 시스

템은 Stressed-Arch에서 유래한 용어로 슬리 와 갭이 도입된 유동하 재 내부의 긴장재에 기장력을 도입함으로써 갭이 차 닫히게 되며,

이에 따라 상 재에 곡률이 도입되면서 체 구조물이 상승하여,최종 인 아치형태의 구조물을 형성하는 독창 인 구조시스템이다.스트라치

시스템의 기장력 도입과정을 긴장설치(stress-erection)과정이라 하며, 기곡률의 도입에 따라 유동 상 재에는 과도한 기변형이 발생하

여 소성거동에 의한 강체회 이 발생하는 불안정 구조물이 된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트라치 시스템의 불안정 거동특성을 해석하기 해서

강성행렬을 사용하지 않는 명시 동 이완법을 사용하여 비선형 평형방정식의 해를 구하 고, 변 단면의 재료 특성을 반 할 수 있

는 필라맨트 보요소를 사용하여 연속된 상 재의 비선형 거동특성을 분석하 다.필라맨트 보요소의 단면은 다수의 1차원 필라맨트로 구성되

며,각각의 필라맨트에 해서 다양한 재료모델을 용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재료모델인 Ramberg-Osgood모델 Bi-linear탄

소성 모델을 용하여 긴장설치 극한하 해석을 수행하 고,그 결과를 이 의 실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 다.본 연구의 해석결과는

이 의 실험 연구결과와 유사하 으며,명시 해석법의 특성상 효율 으로 후좌굴거동 특성까지 해석할 수 있었다.

ABSTRACT：Inthisstudy,theexplicitnumericalalgorithmwasproposedtosimulatethestresserectionprocessandultimate-load

analysisofthestrarch(stressedarch)system.Thestrarchsystem isauniqueandinnovativestructuralsystem andmember

prestresscomprisingprefabricatedplanetrussframeserectedthroughapost-tensioningstresserectionprocedure.Theflexible

bottomchord,whichhassleeveandgapdetails,isclosedbythereactionforceoftheprestressingtendon.Theprestressimposed

onthetendonwillenablethestrarchsystemtobeerected.Thispost-tensioningprocessiscalled"stresserectionprocess."During

thisprocess,plasticrigid-bodyrotationoccurstotheflexibletopchordduetotheexcessiveamountofplasticstrain,andthe

structuralcharacteristicisunstable.Inthisstudy,thedynamicrelaxationmethod(DRM)wasadoptedtocalculatethenonlinear

equilibrium equationofthesystem,andadisplacement-basedfinite-element-formulatedfilamentbeam elementwasusedto

simulatethenonlinearbehaviorofthetopchordsectionsofthestrarchsystem.Thesectionofthefilamentbeam elementwas

composedbytheamountoffilaments,whichcanbemodeledbyvariousmaterialmodels.TheRamberg-Osgoodandbilinear

kinematicelasticplasticmaterialmodelswereformulatedforthenonlinearmaterialbehaviorsofthefilaments.Thenumerical

resultsthatwereobtainedinthepresentstudywerecomparedwiththeexperimentresultsofthestresserectionandwiththe

resultsoftheultimate-loadanalysisofthestrarchunitframe.Theresultsofthepresentstudiesareingoodagreementwiththe

previousexperimentresults,andtheexplicitDRMenabledtheanalysisofthepost-bucklingbehaviorsofthestrarchunitframe.

핵 심 용 어 :스트라치,동 이완법,긴장응력,탄소성해석,필라맨트 보요소,보-기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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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항공기 격납고, 장시설,체육시설과 같은 넓은 스팬의 내

부공간을 필요로 하는 구조에 주로 사용되는 스트라치

(STRARCH)시스템은 그림 1의 긴장설치과정에 의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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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결정되는 특수 공간 구조시스템이다.3)

갭이 도입된 유동하 재 내부에 텐던을 삽입시키고,단부의

유압잭을 이용하여 텐던을 긴장시키면 유동하 재의 갭이 닫

히면서 트러스 연결된 웹부재를 통하여 연속된 유동상 재에

곡률이 도입된다.따라서 스트라치 임은 최종 으로 아치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2년 2월 29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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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스트라치 시스템의 개념

형태를 이루게 되는,Stressed-Arch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긴장응력 도입과정 유동상 재는 일반 으로 항복

변형도를 과한 과도한 곡률이 도입되고,재료 으로 항복

소성거동을 하며,조립형태에서 최종 아치 형태로 이될

때까지 형태 으로 변 강체회 변형을 하게 된다.따

라서 스트라치 임의 설계 해석을 해서는 와 같은

재료 ,기하학 비선형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하

며,경우에 따라 탄소성 극한하 이후의 거동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치해석 으로 이러한 고도의 비선형 해석법의 개

발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한 재의 일반 인 설계코드로

는 긴장설치과정에서 유동상 재가 항복 소성 변형하는

상태를 고려한 설계를 수행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스트라치 시스템을 개발한 스트라치사는 이러한 특수한 경

우의 해석 설계를 해서 스트라치 임 용 해석 로

그램과 해석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스트라치

시스템은 범용의 일반 인 구조시스템이 아닌 특수한 구조시

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스트라치사에 의해서만 해석

설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까지 보고된 스트라치사의 연구결과(Clarke

등,1990,1991,1994) 매뉴얼(StrarchInt.Ltd.,

1992,1999)에서는,스트라치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 인

구조 특징을 나타내는 긴장설치과정과 련된 해석법은 개

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실무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비선

형 해석 신에 간략한 설계법(Key등,1994)이 개발되어

용되고 있다.

스트라치 시스템을 개발한 스트라치사 이 의 연구자의

지속 인 연구수행에도 불구하고,스트라치 임의 긴장설

치과정 해석 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

한 스트라치 시스템의 고유한 구조 특징에 기인한다.스트

라치 임은 그림 2에서와 같이 다양한 비선형 요소와 비

선형 해석법이 요구되는 특수 구조시스템으로 연구용 비선형

해석 로그램이나 범용 해석 로그램으로는 텐던의 긴장도입

에 의한 스트라치 임의 긴장응력 시공과정을 해석할

수 없는 구조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도 도입된 사례가 있는 스트라치 시스

템의 설계 해석을 해,명시 비선형 탄소성 긴장설치

후좌굴 극한하 해석법을 개발하 다.이 해석법은 명시

해석법인 동 이완법(Han등,2003;Lee등,2011)을

사용하여 비선형 평형방정식을 풀었으며,기하학 비선형 특

성이 고려된 텐던요소,트러스요소와 기하학 ,재료 특성

을 동시에 고려한 갭요소,탄소성 보-기둥요소(Lee 등,

2011),유한요소 필라맨트(filament,fiber,layer)보요소

(Chan,1982; Mari등,1984,2000,2010; Liu,

1997)등을 사용하여 스트라치 단 임을 해석하 다.

본 해석법은 기하학 ,재료 비선형 특성을 고려한 비선

형 평형방정식을 만족시키며,강성행렬을 사용하지 않는 명시

해석법이기 때문에 극한하 이후의 후좌굴 거동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데,이 에 보고된 스트라치 단 임의 실

험 연구(한상을 등,2001)와의 비교를 통해,본 연구에서

개발된 해석법의 특성 용성 등을 분석한다.

2.동 이완법에 의한 명시 비선형 해석법

동 이완법(Han등,2003;Lee등,2011)은 강성행렬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비선형 평형방정식의 해를 찾는 범용 명시

(explicit)해석법으로 특히 불안정구조물의 해석에 유리한

해석법이다.강성행렬을 사용하지 않는 명시 해석법의 특성

에 의해 동 이완법에서는 정 비선형 문제에서 수치해석

수렴성을 확보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이러한

연구 동 감쇠기법(kineticdampingtechnique)에 한

연구(Han등,2003;Lee등,2011)가 표 이다.본 논문

에서는 이 에 발표되었던 동 이완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동 이완법은 식(1)의 동 평형방정식에서 부터 출발한다.

    ＋      (1)

식에서   는 구조물의 가상질량(fictitiousmass)

과 성감쇠(viscousdamping)이고,    는 -시간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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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스트라치 단 임 모델

에서 구조물의 가속도와 속도이다.

식(1)에서 오른쪽 세번째항을 왼쪽으로 이항하고,정 상태의

불평형력 로다시정리하면아래식과같이나타낼수있다.

    ＋   (2)

식(2)의 동 평형방정식을 유한차분법에 의해 정리하면,아

래식과 같이변 를 속도에 해다시 정리할 수있다.

 ＋  
  



(3)

구조물의 시간스탭 에서의 새로운 좌표계    

는 식(3)에 의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구조물의

불평형력이 에 가까울 때까지 반복 계산하여 구조물의 평

형상태를 찾는다.

 ＋    
  



(4)

식(3),식(4)에서 구조물의 거동은 강성행렬에 독립 이고,

질량행렬과 감쇄행렬에 종속된다.그러나 동 이완법이 정

해석법이기 때문에 질량행렬과 성행렬은 구조물의 실제 값

이 아닌,수렴을 한 최 값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이경수․한상을

432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4호(통권 113호)2011년 8월

있다. 한 동 이완법의 안정 수렴성의 확보를 해서 구

조물의 거동을 제어해야 하는데,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

(Han등,2003;Lee등,2011)에서 사용하 던 동 감쇠

기법을 용하 으며,자세한 수치해석 개과정은 생략한다.

3.유한요소 필라맨트(filament)보요소

이 연구(한상을 등,2001)에서는 그림 2의 실물크기 스

트라치 단 임에 한 긴장설치 극한하 거동에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 는데,본 연구에서는 긴장설치과정

기곡률에 의해 소성변형이 도입되는 상 재를 모델링하기

해(그림 2참조)3차원 콘크리트 단면해석에 자주 사용되

는 필라맨트 빔요소(Chan,1982;Mari,1984,2000,

2010;Liu,1997)를 사용하 으며,실험결과(한상을 등,

2001)와의 비교를 통해 용된 해석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요소는 변 기반 Hermitecubic형상함수에 의한 유한

요소이론을 사용하여 유한변형 강체회 에 의한 기하학

비선형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그림 3),그림 4와 같이 다수

의 1차원 필라맨트(래이어, 이버)에 의해 단면의 재료

비선형 특성을 모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필라맨트 보요소는 기하학 ,재료 비선형 특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트라치 상 재를 모델링하는데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1차원 필라맨트의 응력-변형 계에 한

다양한 재료모델을 비교 쉽게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필라맨트 보요소는 변 기반 유한요소이기 때문에 극

한상태에서 강성행렬이 특이성을 나타내게 되는 단 이 있으

며,이러한 이유로 응력기반의 이버요소(fiberelement)와

구별된다. 한 필라맨트요소는 변 기반 2차원 문제에 주로

용되는 래이어요소의 3차원 확장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 이완법은 명시 해석법이

기 때문에 강성행렬을 사용하지 않는다.따라서 에서 지

한 필라맨트 보요소의 단 은 사라지며,극한상태 탄소성

후좌굴 해석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게 된다.

그림 4.필라맨트 요소에 의한 유동상 재의 단면모델링

4.재료모델의 용

필라맨트 보요소는 다수의 1차원 필라맨트요소의 응력-변

형 계식에 의해 단면의 재료 거동특성을 계산한다.이는

래이어요소, 이버요소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동일한 재

료모델이 동일하게 용가능하다.

1차원 필라맨트요소의 응력-변형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있으며,본 연구에서는 Ramberg-Osgood모델(그림 5)

과,Bi-linear탄소성 모델(그림 6)을 용하 다.

    (5)

그림 5의 Ramberg-Osgood모델은 4개의 제어변수에 의해

식(6)의 가력(loading)상태와 식(7)의 역가력(unloading)

상태의 재료 거동특성을 계산한다.




 

   
 
 

 (6)



 


    
  

 

 (7)

식에서 ,은 재상태의 응력과 변형도이고,,

는 재료의 항복응력과 이때의 항복변형도이고,,는 역

그림 3.3차원 보요소의 국부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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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력 상태의 응력과 변형도이며,,는 Ramberg-Osgood

제어 상수이다.

5.스트라치 단 임의 긴장설치과정 해석

그림 7은 긴장응력 도입 후 단 임의 변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유압잭의 긴장과정을 통해 유동하 재 내부에

삽입된 텐던에 인장력이 도입되면,갭이 닫히면서 웹부재를

통해 연속된 상 재에 곡률이 도입된다.이때 앙부 합부

상하부 랜지에는 심축을 기 으로 항복변형률을 과하

는 변형도가 발생한다.그림 8은 본 단 임의 해석모델

본 연구의 해석법에 의한 변형형상을 나타낸 것이다.그림

9는 실험 연구(한상을 등,2001)에 의한 부 별 변형도를

나타낸 것으로,그림9에서 세로축은 유압잭킹 단계인데,실

험과정 텐던의 응력은 측정하지 않았다.그림9의 상 재

부 별 변형도의 크기를 통해서,단 임의 경우 그림 8

의 상 재 (a),(b)부 는 항복변형도 ×  미만

으로 탄성 상태에 있고, 앙부 ③ 으로 근할수록 항복

변형도를 과하여 ③에서는 소성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Ramberg-Osgood재료모델
그림7.긴장응력도입에의한단 임의변형형상(한상을등,2001)

그림 6.Bi-linear재료모델

(b) (d)

(a) (c)

(f)

(e)

Tendon force (T)

① ② ③ ④ ⑤

Depth
(D=4.965m)

그림 8.단 임 해석모델 긴장응력에 의한 변형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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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3000 -2000 -1000 0 1000 2000 3000 4000

Experiment : (a)-point strain
Experiment : (c)-point strain
Experiment : (e)-point strain
-------------------
Experiment : (b)-point strain
Experiment : (d)-point strain
Experiment : (f)-point strain

Strain(10-6)

Jacking step

(a) (c) (e)(f) (d) (b)

그림 9.긴장단계에 따른 실험체의 부 별 변형도(한상을 등,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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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column, plastic hinge model
FEM : bi-linear,Et=0.001E
FEM : bi-linear,Et=0.1E
FEM : bi-linear,Et=0.2E

FEM : Ramberg-osgood, alpha=0.4, gamma=5.0
FEM : Ramberg-osgood, alpha=0.4, gamma=10.0

Tendon force(kN)

Vertical displacement(mm)

beam-column 
with ideal plastic hingebi-linear plastic model

(Et=0.001E)

Perfect plastic model

lower bound

그림 10.재료모델 텐던력에 따른 앙부(그림 7,③)의 수직변

그림 11.Ramberg-Osgood모델(=0.4,=5.0)의 변형형상

그림 10은 본 연구의 해석법으로 재료모델 텐던력에 따른

그림 7 앙부 ③의 수직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완 탄

소성 Bi-linear재료모델(  ) 소성힌지를 고려

한 보-기둥요소(Lee등,2011)의 경우 73.5kN(7.5tonf)에

서 갭이 완 히 닫히고,경화 상을 고려한 재료모델의 경우

88.2kN(9.0tonf)정도에서 갭이닫힘을 알 수있다.

긴장설치과정 스트라치 단 임은 이동단과 핀지지의

단순지지 정정구조물이기 때문에 만약 구조물의 자 을 무시

했을 때,갭을 완 히 닫히게 하는 필요한 텐던의 최소 필요

인장력 은 아래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8)

식에서 는 소성모멘트이고,와 는 각각 소성계수

와 단 임의 깊이(상 재와 하 재 사이의 거리)이며,정

정구조물인 단 임의 텐던력은 식(8)의 간단한 식에 의

해 66.6kN(6.8tonf)로 계산된다.

이는 본 연구의 수치해석결과인 그림 10의 해석결과와 유사

한 값임을 확인 할 수 있는데,그림 10을 통해서 해석 으로

갭이 완 히 닫히는데 필요한 텐던력은 재료모델에 따라

73.5kN(7.5tonf)에서 88.2kN(9.0tonf)사이임을 알 수 있

으며,식(8)이 재료의 경화 상을 고려하지 않은 완 탄소성

상태의 하한치(lowerbound)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본

연구의 수치해석결과는 공학 으로 유효한 값임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10에서 완 탄소성 Bi-linear 재료모델

(  )을 용한 필라맨트 보요소의 결과와 소성힌

지의 보-기둥요소 결과가 동일한 텐던력을 나타내므로, 은

수의 부재로 구조물을 모델링할 수 있는 보-기둥요소의 공학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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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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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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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 (a)-point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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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 : (e)-point strain
--------------------
FEM : (b)-point strain
FEM : (d)-point strain
FEM : (f)-point strain

Tendon force(kN)

(a) (c) (e)(f) (d) (b)

Strain(10-6)

그림 12.Ramberg-Osgood모델(=0.4,=5.0)의 부 별 변형도

그림 11,그림 12는 그림 10의 해석결과 ,Ramberg-

Osgood모델(  ,  )의 긴장응력과정에 의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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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형상 텐던력에 따른 부 별 변형도를 나타낸 것으로,본

연구의 필라맨트 보요소에 의한 부 별 변형도 크기는 그림

9의 실험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6.스트라치 단 임의 극한하 해석

본 연구의 해석법을 이용하여 극한하 후좌굴해석을 수

행하 고,그 결과를 이 의 실험연구결과(한상을 등,2001)

와 비교하 다.그림 13,그림 14는 각각 이 연구의 극한

하 실험체 본 연구의 해석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단 임의 극한하 실험(한상을,2001)

loadload
① ② ③ ④ ⑤

(b) (f)

(a) (e)

(h)

(g)

그림 14.극한하 해석모델

그림 15는 극한하 해석결과 재료모델에 따른 ①

(그림 14)의 수평변 를 나타낸 것으로,재료특성은 긴장응

력해석과 동일하며,긴장설치과정에 의해 상 재 단면에 도입

된 기응력의 고려여부에 따른 해석결과이다.최 하 지지

능력은 실험결과 4000kN(410tonf)으로 측되었고,해석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하 -변 곡선은

기응력의 고려여부에 따라 약간 차이가 발생하 는데,긴장

설치과정에 의한 기응력을 고려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일치하 다.그러나 Bi-linear모델과 Ramberg-Osgood모델

모두 기응력의 고려 여부와 상 없이 최 하 지지능력은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는데,이는 긴장설치과정을 통해

상 재에 도입된 기변형 응력이 스트라치 단 임의

체 인 구조 성능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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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재료모델에 따른 하 -변 곡선(수평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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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Ramberg-Osgood모델의 부 별 하 -변형도 곡선

실제로 그림 15,그림 16의 Ramberg-Osgood모델에 의

한 변형도,변형형상 결과를 검토해 보았을 때,극한하 실험

해석에서는,긴장설치과정 변형이 가장 었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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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필라맨트요소에 의한 좌굴 후좌굴 변형형상(극한하 :4100kN)

(b)에서 상 으로 큰 변형이 발생하 다.이는 실험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로 그림 17와 같이 변형이

가장 크게 발생한 그림 14(b)부 에서 상 재의 하부 랜

지에 재료 괴에 의한 국부좌굴이 발생하여,이때의 하

이 극한하 으로 계측되었다.

그림 19.보-기둥요소에 의한 좌굴 후좌굴

변형형상(극한하 :3100kN)

Purlin

P

plate local buckling

buckling mode

그림 17.극한하 상태에서 실험체의 국부좌굴 좌굴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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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치 설계법(StrarchDesignManual,1999)에 의

한 상 재의 최 설계축력은 2450kN(250tonf)로 계산되

며,이 축력을 그림 15의 하한치(lowerbound)로 표기하

다. 한 소성힌지 보-기둥요소에 의한 최 축력은 3100kN

(320tonf)으로 극한하 의 80%수 으로 계산되었는데,이

는 재료의 경화 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실

험 해석결과로 미루어 단 임의 설계축력은 극한하

에 해 60%의 안 율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그러나 이 실험 연구에서는 실물크기 1개의 실험체

에 한 연구만 수행하 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본 연구의

해석법 해석결과의 범용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추후 다

양한 검증 제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극한하 상태에서 실험체는 그림 17과 같이 상 재의 하부

웹에서 재료항복에 의한 국부좌굴이 발생하 다.이때의 수평

변 는 그림 15에서와 같이 30mm 정도이며,스트라치 시스

템이 기하학 비선형보다 재료 비선형 특성에 더 큰 향

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한하 상태에서 변형이 집 되는 보요소의 필라맨트요소

들이 재료 인 소성 괴상태에 있기 때문에,필라맨트요

소를 이용하여 뉴튼랩슨법으로 해석을 수행하면,극한하 상

태 이후의 후좌굴 상태에서 강성행렬이 특이 상을 보이

게 된다.이러한 후좌굴 해석을 한 해석법으로 변 증분이

나 호장법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이는 이상 인 상태에서 이

론 인 근이며,실제의 문제에서 구조물의 거동이 기하학

,재료 비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비선형을 나타

내기 때문에 의 후좌굴 해석법을 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동 이완법은 강성행렬을 사용하지 않는

명시 해석법이기 때문에,극한상태 이후의 후좌굴 거동특성

을 해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실제로 본 연구의 동 이완

법을 이용하여 필라맨트,보-기둥요소(Lee등,2011)를

용한 해석을 수행하 을 때 그림 18,그림 19와 같은 성공

으로 좌굴 후좌굴해석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근사해법

인 보-기둥요소에 비해 정 해석법인 필라맨트요소에 의한

해석이 실제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보다 정확히 모사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3차원 구조물의 단면특성에 한 비선형 거동특성

재료 비선형 특성에 을 둔 이버 요소와 달리 본

연구의 필라맨트요소는 재료 비선형 거동특성 뿐만 아니라,

변 에 의한 기하학 비선형 거동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용한 수치해석법인 동 이완법

은 명시 정 비선형해석법으로 강성행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후좌굴 역에서의 강성행렬의 특이 상을 극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그러나 일반 으로 강성행렬을 사용하는

뉴튼랩슨법에 비해 수렴을 해 보다 많은 반복계산횟수가

필요한 단 이 있다.

7.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치 단 임의 긴장설치과정 극

한하 해석을 해 명시 해석법을 제시하 다.

스트라치 시스템은 긴장설치과정 상 재에 변형이 발

생하는 구조시스템이다.따라서 형태 으로 재료 으로 비선

형 특성을 나타내는 스트라치 임의 설계 해석을 해

서는 기하학 ,재료 비선형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해석법이 필요하고,재료 괴에 의한 후좌굴거동 특성을 효율

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각각의 요소기술 이론을

통합하여 복합 인 비선형 특성을 나타내는 스트라치 시스템

의 해석법을 개발하 다.

본 연구의 해석법에 의한 수치해석결과 이 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긴장응력 극한하 해석

의 2단계 해석과정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치 임의 설계 구조 특성에 한

분석은 생략하 다.

향후 추가 인 검증 제를 수행하여 범용성을 확보한다면,

본 연구의 해석법은 스트라치의 해석뿐만 아니라,다양한 기

하학 ,재료 비선형 문제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특히 단면의 특성을 반 해야하는 후좌굴해석 문제에 효

율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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