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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difficulty in considering dynamic load in the view point of a computer resource and computing time, it is common that 

external load is assumed as ideal static loads. However, structural analysis under static load cannot guarantee the safety of design of 

the structures under dynamic loadings. Recently, the systematic method to construct equivalent static load from the given dynamic 

load has been proposed. Previous study has calculated equivalent static load through the optimization procedure under displacement 

constraints. However, previously reported works to distribute equivalent static load were based on ad-hoc methods. Improper 

selection of equivalent static loading positions may results in unreliable prediction of structural design.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selection method of the proper locations of equivalent static loads to dynamically applied loads when we consider transient 

dynamic structural problems.  Moreover, it is appropriate to take into account the stress constraint as well as displacement constraint 

condition for the safety design. But the previously reported studies of equivalent static load design methods considered only 

displacement constraint conditions but not stress constraint conditions. In the present study we consider not only displacement 

constraint but also stress constraint conditions. Through a few numerical examples,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proposed scheme 

is verified by comparison of the equivalent stress between equivalent static loading and dynamic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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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 안 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보수 인 응력 평가와 이

를 반 한 최 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 인 정하

을 사용하는 구조해석에서는 동 효과를 반 할 수 없기 때문

에 구조물의 안 성 측면에서 충분한 신뢰를 주기 어렵다. 반

면, 실질 으로 작용하는 동하 을 반 하여 구조해석이나 최

화를 수행하는 것도 실 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

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 해석시 가

치를 사용하여 동 효과를 고려하거나 구조물의 실제거동을 

표 하는 과도응답을 통해 동하 을 고려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동 해석을 통해 최 변 가 발생하

는 임계시간의 변 를 기 로 하여 등가정하 을 산출하는 방

법(Choi et al., 1998; 1999), 매 시간스텝의 하 들을 고려

하는 다 하  기법(Kang et al., 2000) 등이 제안되어 왔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등가정하 을 분포시키는 자유도

를 경험 으로 선정하는 문제 이 있었다. 이 후, 등가정하

으로 분포시키는 자유도를 경험 으로 선정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해 자유도 기반 축소모델을 구축할 때 사용되는 주

자유도 개념을 도입하여 임계시간의 동하  값을 주자유도에 

하게 분포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Kim et al., 2007). 

이 방법은 자유도 기반 축소시스템 구축기법(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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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에서 착안 것으로 축소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주자유도가 

구조물의 거동을 주로 지배하는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등가정하 을 분포시킬 치를 공학 인 에서 선정한 방

법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임계시간의 변 보다 크게 산출

되도록 하는 구속조건을 용하여 등가정하 을 최 화 하

으며, 문제에 따라서는 주자유도에만 분포시킨 등가정하 으

로 모든 구속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 해석 수행시 각 시간 스텝마다 구해진 

최  등가응력값을 구속조건으로 하여 이 보다 더 큰 응력을 

발생시키는 등가정하 을 구하는 최 화를 수행한다. 변  

성분 내에 강체모드가 지배 인 거동일 경우에는 변 와 응

력은 반드시 비례 계가 아니기 때문에 등가정하  산출시 

응력을 구속조건으로 하는 것이 구조안 성 에서 타당하

기 때문이다. 한, 등가정하  분포 자유도들을 축소시스템 

개념을 도입한 주자유도, 구속조건 요소 자유도, 외부하  자

유도로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등가응력 구속

조건을 미지의 등가정하 과 연동시키는 유한요소 정식화 과

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등가정하  분포를 해 선정되는 

자유도 구성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수치 제를 통해 등

가응력을 비교함으로써 제안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2. 등가정하  최 화 문제

일반 인 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동하  해석에서 임의의 시간에서의 등가정하 은 식 (2)

와 같이 표 된다.

     ∼ (2)

여기서, 은 동하  해석을 수행하는 총 시간스텝수이다. 

변 벡터 는 식 (3)과 같이 변환행렬을 통해 일반화 

좌표로 정의될 수 있다.

  (3)

여기서,     ⋯  , 은 총 자유도수, 는  

고유벡터이다.

식 (3)의 계를 식 (2)에 입하면, 식 (4)와 같이 표

된다.

    (4)

식 (4)의   는   각성분이  고유주 수

의 제곱인 각행렬이다. 동하  해석시 개의 모드를 사용

하는 경우, 는 (5)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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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 (5)를 식 (3)에 입하면 각 자유도의 변 를 식 (6)

의 행렬 연산을 통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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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 (6)에서 구해진 자유도를 용하여 식 (7)을 통해 각 

요소의 응력성분이 계산되며, 요소 등가응력은 식 (8)로 구

해진다.

   (7)

여기서,      ,      

이다.

  (8)

 

 
  

  
    

시간응답 해석을 통해 동하 이 작용하는 동안 매 스텝마

다 최  등가응력이 발생하는 요소 개가 식별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등가응력 구속조건 은 식 (7)과 식 (8)을 

이용하여 구해지며, Table 1과 같이 응력 구속조건을 만족

하면서 최소의 등가정하  값을 구하는 최 화 문제가 구성

된다. Matlab 모듈  비선형 구속조건 문제의 최 화가 가

능한 fmincon 모듈을 사용하여 최 화를 수행하 다. 체

인 등가정하  최 화 과정은 Fig. 1에 주어져 있다.



김 기․김의 ․조맹효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2013.4) 167

Fig. 2 Schematic for construction of ESL positions

Fig. 3 Configuration of a truss structure under dynamic 

loading and analysis condition

 Find   ⋯ ( : Total Number of ESL)

 Objective Fn. : min. 
  

    
  

 Constraint : 
  ⋯≥    ⋯

Table 1 Condition of optimization for ESL

Fig. 1 Algorithm of optimization for ESL

3. 등가정하  분포 치 선정

일반 으로 등가정하  분포 자유도는 경험 으로 선정되

어 왔다. 이 경우 자유도 선정이 하지 못하면 동하  해

석에서 발생하는 최 응력보다 은 값을 산출하는 등가정하

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가정하 이 분포될 치 선정을 공학 인 

에서 근하여 기존 연구를 통해 신뢰성이 입증된 바 있

는 주자유도 개념을 도입하 다. 축소모델 구축시 사용되는 

자유도는 구조물의 거동을 잘 표 하기 때문에 등가정하  

분포 자유도로 사용하기에 합하다. 그러나 단지 주자유도

에만 등가정하 을 분포시켜 모든 경우의 거동을 잘 모사하

는데 한계가 있다. 외부하 이 주자유도가 향을 받지 않는 

치에 가해지는 경우에는 상 으로 큰 응력이 발생하여 

구속조건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거동을 반 해  수 있는 자

유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속조건 요소의 자유도들

을 등가정하 을 분포시키기 한 추가 인 자유도에 포함시

켰다. 

한, 하 이 직 으로 부과되는 치는 해석 기 하 부

과 지  주변의 거동을 잘 모사하기 필요하므로 이 자유도도 

등가정하  자유도로 포함시켰다. 동하 을 정하 으로 치환

할 때는 등가정하 의 크기가 하게 부과되도록 주자유도 

개수를 잘 결정하여야 한다. 등가정하  분포 치가 무 많

게 되면, 최 화가 제 로 수행되지 않아 수렴된 구속조건을 

만족하는 등가정하 을 찾을 수 없다. 반면, 선정된 자유도 

개수가 무 게 선택된다면 등가 정하 의 크기가 상 으

로 크게 산출되어 지나친 하 에 의해 구조해석이 수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 자유도 비 약 3%~5% 의 자유

도를 선정하여 등가정하 을 분포시켰으며, 그 결과 구속조건

을 만족하면서도 지나치게 크지 않은 등가정하 을 산출할 수 

있었다. Fig. 2는 등가정하  분포를 해 사용되는 자유도들

을 구성하는 schematic을 보여주고 있다.

4. 수치 제

4.1 트러스 구조물

Fig. 3은 동하 이 작용하고 있는 트러스 구조물과 해석조

건을 나타내고 있다. 트러스 구조물의 앙 두 지 에 동하

이 작용하고 있으며, 양 끝단 에는 고정 경계조건이 부과되었

다. 총 10개의 차모드가 사용되었고, 해석방법은 Newmark 

method, 시간스텝은 0.0005sec이며 0.5sec(총 1,000 스

텝)까지 해석을 수행하 다.

동하  해석에서 각 스텝마다 모든 요소에서 응력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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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No.
Fx Fy Fz

Node 

No.
Fx Fy Fz

10 -1.60 42 0.15 0.51 0.38

12 1.61 43 0.18 0.42 -0.13

15 -2.17 44 0.22 0.03 -0.04

18 -2.55 -2.52 46 0.33 1.50 1.15

20 2.65 48 0.39 -0.86 -0.94

26 -2.46 50 0.50 2.26 1.95

28 2.78 52 0.53 -1.58 -1.84

29 2.26 -1.86 55 -2.51

30 -0.32 -1.98 -1.91 58 2.93

34 -0.20 -1.32 -1.23 60 -2.67

36 1.76 66 2.94 2.87

37 -0.01 0.89 -0.43 68 -2.86

38 -0.03 -0.40 -0.51 69 2.40

39 0.82 0.97 74 1.71

40 0.03 0.82 0.97 76 -1.75

41 0.18 0.11 0.46

Table 3 ESL of the selected positions in the truss structure

(단 : kN)

Element

No.

Maximum Equivalent Stress(MPa)

Dynamic load Optimization Static analysis

90 2.42 3.59 4.34

113 4.56 4.56 7.69

114 4.45 4.60 7.44

115 4.53 4.53 5.78

116 4.43 4.43 6.11

126 4.43 4.43 6.62

128 4.51 4.51 5.65

138 3.88 3.90 5.06

140 4.12 4.18 4.41

Table 4 Comparison of the equivalent stress in the 

truss structure 

Fig. 4 Constraint elements and the maximum stress 

of each element

Fig. 5 Positions for ESL of the truss structure 

 Find   ⋯

 Objective Fn. : min. 





 

 Constraint :   
 ⋯≥2.42MPa

  
 ⋯≥4.56MPa

             ⋮

  
 ⋯≥4.12MPa

Table 2 Condition of optimization for ESL in the truss 

structure

하여 각 스텝에서 최 응력을 발생시키는 요소를 선정하

다. Fig. 4는 최 응력이 발생하는 요소와 최 응력값을 보

여주고 있다. 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요소가 각 스텝에서 

최 응력이 발생하고 있는 요소로써 총 9개의 요소가 선정되

었고, 등가정하  최 화시 해당 요소들의 응력값이 구속조

건으로 부과되었다.

Fig. 5는 등가정하 을 분포시키기 해 선정된 자유도 

치들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치들은 주자유도, 구속조건 

요소 자유도, 외부하  자유도로 구성된다. 주자유도 30개, 

구속조건 요소 자유도 39개, 외부하  자유도 6 개가 선정되

었는데, 복되는 자유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 으로 62

개의 자유도가 등가정하  분포 치로 선정되었다.

Table 2는 등가정하  최 화 수행 조건으로써, 구해지는 

등가정하 은 Fig. 4에 나타낸 요소들의 최 응력값보다 큰 

응력을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큰 하 이 되지 않도

록 최소의 값으로 구해진다. 등가정하  최 화는 9.3 가 

소요되었으며, 계산된 등가정하  값들이 Table 3에 주어져 

있다. Table 3에서 회색 역은 등가정하  치로 선정되지 

않은 자유도이다. 응력 비교 결과가 Table 4에 주어져 있다. 

최 화를 통한 최  등가응력이 동 해석에서 발생한 최  

등가응력보다 크게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등가하 을 

용한 정 해석에서도 동 해석의 응력보다 보수 인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4.2 평  구조물

Fig. 6은 평 모델과 작용하는 동하   해석조건을 보여

주고 있다. 평  앙에서 동하 이 작용하고 있으며, 네 변은 

고정되어 있다. 동하  해석을 해 20개의 차모드를 사용

하 고, Newmark 시간 분 방법으로 시간스텝 0.001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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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o.

Maximum Equivalent Stress(MPa)

Dynamic load Optimization Static analysis

271 15.13 15.13 16.18

276 33.92 34.07 38.09

277 33.92 33.92 37.96

301 33.92 34.03 37.81

421 13.94 14.27 14.49

Table 7 Comparison of the equivalent stress in the 

plate structure

Fig. 6 Configuration of a plate under dynamic loading 

and analysis condition

Fig. 7 Constraint elements and the maximum stress 

of each element

Fig. 8 Positions for ESL of the plate structure 

 Find   ⋯

 Objective Fn. : min. 





  

 Constraint :   
 ⋯≥15.13MPa

  
 ⋯≥33.92MPa

  
 ⋯≥33.92MPa

  
 ⋯≥33.92MPa

  
 ⋯≥13.94MPa

Table 5 Condition of optimization for ESL of the plate 

structure 

Node

No.
Fz

Node

No.
Fz

Node

No.
Fz

Node

No.
Fz

141 1.06 266 5.75 316 6.33 393 2.44

167 1.60 281 0.89 332 1.81 404 0.19

183 1.44 282 1.81 335 5.67 407 1.16

187 3.28 283 3.05 336 6.81 410 2.87

189 3.42 285 5.88 338 7.94 411 3.38

191 2.84 286 7.12 339 7.74 414 3.76

206 0.67 287 7.97 341 5.95 416 3.02

212 4.75 288 8.34 357 1.65 418 1.86

214 4.87 289 8.11 360 4.96 434 1.52

216 3.87 291 6.26 361 5.96 437 2.25

218 2.36 306 0.91 366 5.21 438 2.29

231 0.76 307 1.86 368 2.95 439 2.26

232 1.46 308 3.11 379 0.15 463 1.04

241 4.94 312 8.10 385 3.98 464 1.03

243 2.87 313 8.45 386 4.71

257 1.67 314 8.23 391 4.14

Table 6 ESL of the selected positions in the plate structure 

(단 : N)

용하여 1,500 스텝까지 동 해석을 수행되었다. 

매 스텝마다 등가응력을 계산한 결과, 최종 으로 5개의 요

소에서 최  등가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해당

요소와 각 요소의 최  등가응력은 Fig. 7에 나타내었다. 

등가정하 을 분포시키기 해 주자유도 80개, 구속조건 

요소 자유도는 96개, 외부하  자유도 1개가 선정되었다. 이 

 회 자유도와 복되는 자유도를 제거하여 체 자유도 

비 3%에 해당되는 총 94개 자유도가 선정되었고, 해당 

치들은 Fig. 8에 나타내었다. 등가정하  최 화는 Table 5

의 조건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로 5개의 구속조건을 만족

하면서 94개 자유도에 분포되는 등가정하 이 Table 6과 같

이 계산되었다. 등가정하  최 화는 10.8 가 소요되었고, 

Table 6에서는 상 으로 큰 값을 갖는 Fz 성분만을 나타

낸다.

Table 7은 동하 , 등가정하  최 화, 정 해석을 통한 

구속조건 요소에서의 최  등가응력값을 비교한 것이다. 만

약 동하 이 작용하는 에만 등가정하 을 부여할 경우 

구속조건으로 설정된 요소들에서 동하  해석보다 보수 인 

해석결과를 얻을 수 없거나 환된 정하  값이 지나치게 크

게 산출되어 매우 비효율 인 구조해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제안된 방법으로 계산된 등가정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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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figuration of a cylinder tube under dynamic 

loading and analysis condition

Fig. 10 Deformed shape of the cylinder tube at the 

critical time 

Fig. 11 Constraint elements and the maximum stress 

of each element

Fig. 12 Positions for ESL of the cylinder tube

 Find   ⋯

 Objective Fn. : min. 





  

 Constraint :   
 ⋯≥12.14MPa

  
 ⋯≥15.04MPa

  
 ⋯≥17.27MPa

  
 ⋯≥31.20MPa

  
 ⋯≥31.20MPa

Table 8 Condition of optimization for ESL of the 

cylinder tube

Element

No.

Maximum Equivalent Stress(MPa)

Dynamic load Optimization Static analysis

311 12.14 13.54 17.68

331 15.04 15.04 21.02

371 17.27 17.99 25.84

389 31.20 35.47 46.04

392 31.20 35.60 45.29

Table 9 Comparison of the equivalent stress in 

cylinder tube

용함으로써 동하 보다 보수 인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안정성을 고려한 최 화 설계시 바

람직한 결과로 사료된다.

4.3 실린더 튜

Fig. 9는 동하 하의 실린더 튜  형상과 해석조건을 나

타내고 있다. 해석모델의 크기는 길이방향은 4m, 반경방향

은 1m이며, 면외방향과 축방향으로 동시에 정 의 동하

이 작용하고 있다. 왼편 모서리는 고정경계, 양쪽 측면 모서

리에서는 칭경계가 부과되었다. 20개의 차모드가 사용되

었고, 시간스텝 0.0001sec으로 1,500 스텝까지 해석이 수

행되었다.

Fig. 10은 동하  해석과정에서 최  등가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실린더 튜  변형형상이다. 해석시간 0.0051sec

일 때, 요소번호 398번에서 31.20MPa의 최  등가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매 스텝마다 최  등가응력을 계

산하 고, 그 결과로 Fig. 11에 나타낸 5개의 요소가 구속조

건 요소로 선정되었다.

Fig. 12는 등가정하  분포를 해 선정된 자유도 치를 

보여주고 있다. 총 113개의 자유도가 선정되었으며, 이것은 

총 자유도 비 5%에 해당된다. 등가정하 의 최 화 조건

은 Table 8과 같으며, 최 화 소요시간은 11.28 이다. 최

화 결과로 구해진 등가정하 을 용하여 계산한 등가응력 

비교결과가 Table 9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제시된 수치

제 결과와 유사하게 등가정하 을 통해 보수 인 결과를 얻

을 수 있으며, 정 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결과가 검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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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을 고려하는 구조해석은 산자원과 시간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외력을 이상 인 정하 으로 가

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정하  조건으로 해석된 결과는 구조물의 안 설계 측면에서 충분한 신뢰를 주기 어렵다. 

최근에는, 동하 의 향을 받는 구조물의 효과 인 구조해석을 해 동하 을 등가정하 으로 변환하는 기법이 제안되어 

왔다. 이 기법은 최 화를 통해 구속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등가정하 을 구하는데, 구속조건은 임계시간의 변 를 사용하

고, 등가정하  분포 자유도는 경험 으로 선정하여 왔다. 그러나 안 설계 에서는 응력 구속조건을 용하는 것이 타당

하며, 경험  자유도 선정은 몇 개의 자유도에 과도한 하 이 부과되거나 구조물의 거동에 향력이 없는 자유도들이 선정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가응력 구속조건을 고려하는 등가정하  최 화 방법을 제안하고, 축소시스템 개념을 도

입한 주자유도, 구속조건 요소 자유도, 외부하  자유도로 구성되는 등가정하  분포 자유도의 구성방법을 제안한다. 수치

제에서는 제안된 방법으로 구해진 등가정하 을 사용하여 등가응력을 구하고 동하  해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방

법을 통한 구조해석 방법이 구조안 성 측면에서 타당함을 보인다.

핵심용어 : 등가정하 , 동하 , 주자유도, 축소모델

5. 결    론

실제 운용 인 구조물은 동하 의 향을 받고 있으며, 구

조안 성 측면에서는 동하 을 고려한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모든 동하 을 고려한 구조해석은 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등가정하  개념이 도입되어 동하 의 향

력을 반 할 수 있는 정 하 을 사용하여 구조설계를 수행하

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등가정하 을 분포시킬 자유

도는 경험에 의존하여 선택되어 왔으며, 등가정하 이 만족해

야 하는 구속조건은 변  조건에 국한되어 왔다. 등가정하  

치의 경험 인 선택이나 변 로 국한된 구속조건은 구조물

의 평가와 해석, 설계의 신뢰도에 심각한 향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가정하  최 화에서 용되는 구속조건

으로 모든 스텝에서 등가응력을 계산하여 최  등가응력을 

갖는 요소를 선정한 후 해당 요소의 최  등가응력을 구속조

건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등가정하 의 

한 분포를 해 주자유도, 구속조건 요소 자유도, 외부하  

자유도로 구성되는 자유도들의 그룹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수치 제를 통해 동하 과 등가정하 에 의한 최  

등가응력을 비교하여 제안방법을 통해 구조 안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더불어 

등가정하  분포를 해 선정된 자유도의 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안된 기법으로 구해진 등가정하 을 

사용하여 역분할 기법과의 연동을 통해 형구조물의 최

화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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