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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beam finite elements with higher-order derivatives’ continuity are formulated and evaluated for various boundary 

conditions. All the beam elements are based on Euler-Bernoulli beam theory. These higher-order beam elements are often required to 

analyze structures by using newly developed higher-order beam theories and/or non-classical beam theories based on nonlocal 

elasticity. It is however rare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such elements in terms of boundary and loading conditions. To this end, 

two higher-order beam elements are formulated, in which   and   continuities of the deflection are enforced, respectively. Three 

different boundary conditions are then applied to solve beam structures, such as cantilever, simply-support and clamped-hinge 

conditions. In addition to conventional Euler-Bernoulli beam boundary conditions, the effect of higher-order boundary conditions is 

investigated. Depending on the boundary conditions, the oscillatory behavior of deflections is observed. Especially the geometric 

boundary conditions are problematic, which trigger unstable solutions when higher-order deflections are prescrib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btained herein serve as a guideline for higher-order derivatives’ continuous finit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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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 구조물은 산업 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물로 교량, 

항공, 풍력 발  블 이드 등의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필수

으로 사용되는 요소이다. 철과 같은 등방성 재료의 보 구조물은 

해석  설계를 해 고  이론인 오일러-베르 이(euler- 

bernoulli) 보 모델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높은 

비강도와 다기능의 구조물에 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복합재료 

구조물이 각 을 받고 있다(Cho, 1994). 이러한 이방성 보 

구조물에 해서는 일차 단변형이론이 사용되어 왔지만 

정확한 단수정계수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Gruttmann and Wagner, 2001; Kim and Cho, 2005). 

이를 극복하기 해 고차 이론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Han et al., 2017), 고  이론에 기반을 두어 

개발하려는 연구가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었다(Kim 

and Cho, 2006; Han et al., 2012). 

면내 응력에 3차원 평형방정식을 이용하여 면외 응력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개선된 고  보 변 장을 얻을 수 있다

(Kim and Cho, 2011; Jeong and Kim, 2016a; 2016b). 

이런 방법으로 개선된 변 장은 처짐의 고차 미분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  보 이론은 기본 으로   연속성 요소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는데 처짐의 2차 혹은 3차 미분까지 

연속 으로 변하는 형상함수에 해서는 문헌상에 잘 나타나 

있지 않다(Cook et al., 2002).

본 논문에서는 처짐의 고차 미분까지  자유도로 고려하여 

요소 간에 연속 으로 변하게 하는  ,   연속성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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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오일러-베르 이 보 모델의 정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고차 보 모델은 변 장으로 고차 미분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먼  고  보 이론에 고차 연속성 

요소를 용하여 요소의 성능을 기존의 고  이론과 비교하고자 

한다. 한 고차 미분된 자유도가 추가되므로 알맞은 경계조건

을 결정하기 해 여러 조건을 용하고 거동을 분석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본    론

이 장에서는 오일러-베르 이 보 모델의 유한요소해석에서 

처짐의 2차 그리고 3차 미분까지 요소들끼리 연속 으로 변하

도록 하는  ,   형상함수를 이용하여 정 해석을 수행한다. 

새로운 고차 미분 연속성 요소들에 한 형상함수들은 부록 A에 

기술하 다. 모든 유한요소해석에 2  요소 20개를 사용하

으며,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와   요소들의 처짐 

 미분 값들을 비교 분석한다. 

2.1 단력 하의 외팔보 

자유단에 횡방향으로 집 력을 받는 외팔보(Fig. 1)는 

고 인 제로써 보 이론 등의 성능평가에 자주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기본 제로 채택하 다.

Fig. 1 The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s of a 

cantilever loaded at the end. 

오일러-베르 이 보 모델은 단변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면내 응력만 나타나고 끝단에 단력 가 가해졌을 때 처짐은 

3차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보의 평형방정식으로부터 처짐  

그 미분 값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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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Young’s modulus, 는 보 단면의 성모멘트

이다. 상첨자 ·는 에 한 번 미분을 나타낸다.

와 같이 평형방정식 =0을 사용하여 해석 으로 구하는 

방법과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수치 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요소를 사용할 경우 , 이 자유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다 구할 수 있고, 2차, 3차 미분은 차분법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자유단에 집 력이 가해지는 길이  두께비가 

10인 외팔보에 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고정단의 

경계조건에 따라 두 가지의 결과를 그림들에 도시하 는데 동

그라미와 삼각형은 기본 변  경계조건(GBC; 즉, =

=0)만을 구속한 결과이고 실선과 선은 추가 으로 고차변

를 기술한 결과이다. 

단력 하의 외팔보 문제에서 처짐의 2차 미분이 연속으로 

변하는  요소를 사용한 결과는 Fig. 2에 도시하 다.  연속 

요소는 처짐의 2차 미분을 자유도로 가지므로 기본 변 경계

조건과 함께 까지 구속하 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의 경우에는 경계조건을 다르게 용하

을 때와 차이가 없지만 는 고차 변 경계조건을 기술함에 

따라 고정단 근처에서 진동하는 상이 발생한다. 

Fig. 2 The , results of a  cantilever beam 

loaded at the end(L/h=10)

Fig. 3에서는   요소를 사용하여 계산한 , 을 축

방향에 도시하 다. Fig 3에서와 마찬가지 상을 찰할 수 

있으며, 의 경우보다 보의 안쪽으로 더 깊게 진동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동이 되는 깊이가 다른 이유는 경계층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Prathap et al., 1994a; 1994b; 

Kim et al., 2016). 처짐의 경우에는 경계조건에 계없이 

일정한 값을 주지만 그 미분 값들은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되는 길이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고 인 경계층 

효과가 경계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실제로 

문헌(Kim and Wang, 2011)에 따르면 외팔보의 고정단에서 

처짐의 미분 값들은 0이 아니며, 근 으로 정확한 경계조건은 

응력의 가  평균값들이 0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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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 results of a  cantilever beam 

loaded at the end(L/h=10)

다음으로는 처짐의 3차 미분인 까지 연속 으로 변하

도록 한  요소를 사용하여 외팔보에 한 정  해석을 수행

하 다. Fig. 4는   요소를 사용하여 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에는 자유도로 가 추가되는데  요소와 

마찬가지로 기본 변 경계조건만 주었을 때 결과를 동그라미와 

삼각형으로 표시하 고, 고정단에서 모든 자유도를 구속한 

경계조건(====0)에 의한 결과들은 실선과 

선으로 각각 표시하 다.  요소의 경우에도 기본 변 경계

조건(GBC)만을 주었을 때에 이론 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처짐의 고차 미분을 추가로 구속한 경우에는 

고정단 근처에서 진동이 발생하 으며,  요소와 비교하여 

진폭과 되는 깊이가 커짐을 확인하 다. 처짐의 고차 미분을 

기술하면 할수록 되는 오차의 깊이도 커지게 된다. 

Fig. 4 The , results of a  cantilever beam 

loaded at the end(L/h=10)

2.2 균일 분포하  하의 외팔보

하 의 형태에 따른 거동을 분석하기 하여 Fig. 5에서

처럼 외팔보에 균일 분포하 을 받는 문제에 한 정  해석을 

수행하 다. 이 문제에 한 해석해는 잘 알려져 있으며, 처짐과 

그 미분 항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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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s of a 

cantilever subjected to a uniform pressure

분포하  하에서는 처짐의 3차 미분이 상수가 아닌 선형으로 

나타난다. Fig. 6은  요소를 사용하 을 때에 , 

결과를 경계조건을 다르게 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기본 변 경

계조건만 용하 을 때에는 이론 해와 동일지만  에서 추가

된 고차 미분 자유도까지 기술하 을 때에는 집 하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 고정단 부근에서 약한 진동을 보여 다.

Fig. 6 The , results of a  cantilever beam 

under a uniform pressure(L/h=10)

Fig. 7은 , 결과를 Fig. 6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경계조건을 다르게 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집 력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계면 부근에서 튀는 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양상은  요소를 사용하 을 때에도 확인된다. Fig. 8에 

 요소를 사용하 을 때의 ,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차 

미분 값의 변화 양상은 Fig. 4에서의 집 하  하의 외팔보 

문제에서와 수렴되는 값을 제외하면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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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s of a 

simply-supported beam under a uniform pressure

Fig. 7 The , results of a  cantilever beam 

under a uniform pressure(L/h=10)

Fig. 8 The , results of a  cantilever beam 

under a uniform pressure(L/h=10)

2.3 균일 분포하  하의 단순지지 보

이 에서는 경계조건에 따른 거동 분석을 하여 Fig. 9와 

같이 균일 분포하  하의 단순지지 보를 해석하 다.  요소를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할 경우에 정확하게 고  보 이론의 

해석해에 수렴한다. 보의 평형방정식으로부터 단순지지 경계

조건을 용하여 해석 으로 풀게 되면 처짐과 처짐의 미분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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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지지 보의 경우 처짐을 제외한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한 요소들 모두가 같은 값을 보여 다. 잘 

알려진 로 경계조건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표 인 

제이기 때문이다. 많은 고차 보 이론들의 해석을 단순지지 

경계문제로 풀기 때문에 고정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 로 고려할 수 없다. 

Fig. 10 The , results of a  simply-supported 

beam under a uniform pressure(L/h=10)

본 연구에서는 부정확한 경계조건을 부가하 을 때의 거동을 

분석하기 하여, 단순지지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처짐의 고차 

미분 값들을 구속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0, =free, 

==0). 처짐의 2차 미분이 연속으로 변하는   요소

의 경우 =0 조건은 단순지지 경계에서의 모멘트 리

(moment free) 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해석해와 

같은 결과를 보여 다. 따라서 이 에서의 제에 한 결과는 

  요소의 결과만을 Fig. 10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듯이 

부정확한 경계조건은 경계층 효과와 유한 상을 유발하지만, 

보의 내부에서는 해석해에 수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  

오차의 경계층 효과는 보의 경계에서 내부로 약 10%~20% 

정도 됨을 알 수 있다. 앞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진동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으며, 보다 안정 으로 빠르게 해석해에 수렴

한다. 이는 단순지지 경계조건이 경계층 문제를 상 으로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사실을 확정한다고 할 수 있다. 

2.4 균일 분포하  하의 힌지-고정 보

마지막으로 혼합 경계조건에 한 고차미분 연속성 요소들에 

한 성능평가를 하여 Fig. 11과 같은 균일 분포하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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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s of a 

hinged-clamped beam under a uniform pressure

Fig. 12 The , results of a  hinged-clamped 

beam under a uniform pressure(L/h=10)

Fig. 13 The , results of a  hinged-clamped 

beam under a uniform pressure(L/h=10)

힌지-고정 보를 고려하 다. 

오른쪽 경계는 외팔보와 같은 고정단 경계조건이고 왼쪽은 

단순지지 조건이므로 앞서 해석을 수행한 두 조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 문제에 한 해석해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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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들에서 부가한 경계조건의 조합으로 표 되는 이 번 

제에서는 단순지지와 고정단 경계에서의 거동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먼  Fig. 12에는   요소를 사용하여 계산한 

, 결과를 도시하 다. 고  경계조건의 결과와 비교

하여 고정단 부근에서만 진동 상이 확인되었다. 한편   

연속성 요소의 결과는 Fig. 13에 나타내었다. 고  경계

조건은 해석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반면에, 고차미분 값들을 

경계에서 기술한 경우에는 모든 경계들에서 진동 상을 보인다. 

Fig. 12와 Fig. 13을 비교하면, 부정확한 경계조건은 경계

에서의 거동에만 향을 미치며, 처짐의 미분 차수가 높게 

연속하는 요소 일수록 구조물의 내부로 되는 정도가 심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단순지지 경계보다는 고정단 경계

에서 그 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   연속성 유한요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계조건과 하 조건에 한 정 해석을 수행하고, 요소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 다. 요소의 성능에 향을 주는 요한 

인자들은, 고차 연속성 정도와 경계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집

하 과 분포하 에 의한 거동의 차이는 없었으며, 경계조건의 

차이만이 경계면에서의 거동에 향을 주었다. 얻어진 결과들은 

경계조건들의 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유단 경계조건: 고차 미분 연속성 요소들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자유단에서는 모든 힘들이 0이기 때문에 

고  경계조건과 단력  모멘트 자유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유단에서 단력이 

가해질 때에도 =0 조건은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단순지지 경계조건: 자유단 경계와는 다르게 고차 미분 

연속성 요소들은 경계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요소의 경우에는 처짐의 2차 미분이 0이기 때문에 

해석해와 차이가 없는 반면에,   요소를 사용했을 때는 

처짐의 3차 미분이 추가 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경계 

부근에서 진동 상을 보 다.

∙고정단 경계조건: 모든 고차 미분 연속성 요소들이 경계

에서 처짐의 진동 상을 보 다. 고정단에서는 고차 미분 

값들이 기술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의 내부에서는 해석해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 다. 

경계조건들에 따른 거동을 분석한 결과 보의 내부에서는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계층 효과는 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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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록 내부로 되는 깊이가 격하게 어드는 반면, 부정

확한 경계조건에 의한 수치  경계층 효과는 되는 깊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보에 한 경계조건들의 향을 비교 분석하 지만, 련 정보가 

문헌상에 거의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고차 미분 연속성 요소를 

사용하는 것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No. 2016R1D1A1

B01009576).

References

Cho, M. (1994) Review on Higher Order Laminated 

Composite Plate Modelings, Trans. Korean Soc. 

Mech. Eng., 34, pp.517~526.

Cook, R.D., Malkus, D.S., Plesha, M.E., Witt, R.J. 

(2002)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Finite Element 

Analysis, John Wiley & Sons, inc., United States, 

pp.719.

Gruttmann, F., Wagner, W. (2001) Shear Correction 

Factors in Timoshenko’s Beam Theory for Arbitrary 

Shaped Cross-sections, Comput. Mech., 27, pp.199 

~207.

Han, J.-W., Kim, J.-S., Cho, M. (2012) Efficient 

Thermal Stress Analysis of Laminated Composite 

Plates using Enhanced First-order Shear Deformation 

Theory,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25, 

pp.505~512. 

Han, J.-W., Kim, J.-S., Cho, M. (2017) Generalization 

of the C0-Type Zigzag Theory for Accurate Thermo-

mechanical Analysis of Laminated Composites, 

Compos. Part B: Eng., 122, pp.173~191. 

Jeong, Y.-M., Kim, J.-S. (2016a) Improvement of 

Euler-Bernoulli Beam Theory for Free Vibration and 

Buckling Analysis via Saint-Venant’s Principle, 

Trans. Korea Soc. Mech. Eng. -A, 40, pp.381~387.

Jeong, Y.-M., Kim, J.-S. (2016b) A Thermal Stress 

Improvement of Beam Structures via Saint-Venant 

Principle by Considering Out-of-plane Warping 

Functions,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29, 

pp.229~235. 

Kim, J.-S., Cho, M. (2005) Enhanced First-order Shear 

Deformation Theory for Laminated and Sandwich 

Plates, ASME: J. Appl. Mech., 72, pp.809~817.

Kim, J.-S., Cho, M. (2006) An Accurate and Efficient 

Analysis of Composite Plates Based on Enhanced 

First-order Shear Deformation Theory,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19, pp.407~418. 

Kim, J.-S., Cho, M. (2011) A Novel Methodology of 

Improving Stress Prediction via Saint-Venant’s 

Principle,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24, 

pp.149~156.

Kim, J.-S., Han, J.-W., Cho, M. (2016) Boundary 

Layer State Prediction of Composite and Sandwich 

Plates Via An Enhanced Higher-Order Shear Defor-

mation Theory, Compos. Struct., 153, pp.928~937. 

Kim, J.-S., Wang, K.W. (2011) On The Asymptotic 

Boundary Conditions Of An Anisotropic Beam Via 

Virtual Work Principle, Int. J. Solids & Struct., 

48, pp. 2422~2431.

Prathap, G., Vinayak, R.U., Naganarayana, B.P. 

(1994a) Beam Element Based on a Higher Order 

Theory-Ⅰ. Formulation and Analysis of Performance, 

Comput. & Struct., 58, pp.775~789.

Prathap, G., Vinayak, R.U., Naganarayana, B.P. 

(1994b) Beam Element Based on a Higher Order 

Theory-Ⅱ. Boundary Layer Sensitivity and Stress 

Oscillations, Comput. & Struct., 58, pp.791~796.

부록 A: 고차 미분 연속성 요소의 형상함수

처짐의 2차 미분까지 연속하는 2    연속성 요소에서 

변 는 형상함수와  자유도로 다음과 같다. 

 ⌊     ⌋ (A1)

여기서,  자유도 벡터는 

 ⌊ ′ ″  ′ ″ ⌋ (A2)

그리고 형상함수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3)

 

  (A4)

 

  (A5)



이기 ․김 식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0권 제4호(2017.8) 341

요  지

본 논문에서는 고차미분 연속성을 가지는 형상함수에 기 하여 오일러-베르 이 보 유한요소모델을 정식화하 으며, 다

양한 경계조건들에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 다. 이러한 유한요소 모델들은 새로이 개발되는 고차 보 이론들과 논로컬 탄

성이론에 기 한 보 이론들의 유한요소해석에 필요하다. 그러나 고차 연속성을 가지는 유한요소에 한 성능평가는 문헌에

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고차 유한요소들을 정식화하여 외팔보, 단순지지, 고정-힌

지 등의 경계조건들을 용하고 정 해석을 수행하 다. 고 인 경계조건들 이외에도 고차 경계조건들이 보의 거동에 미

치는 향을 비교분석하 다. 경계조건에 따라서는 처짐의 미분 값들이 경계주변에서 진동하는 상이 찰되었으며, 이는 

기하학  경계조건들에 하여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고정단과 같은 경계에서의 변 의 고차미분 조건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을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고차 미분 연속성을 가지는 유한요소 이용에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핵심용어 : 고차미분 연속성 요소, 오일러-베르 이 보 모델, 유한요소해석

 

  (A6)

 

  (A7)

 

  (A8)

여기서, 는 자코비안의 크기이다. 

처짐의 3차 미분까지 연속하는 2    요소에서의 변 는 

형상함수와  자유도로 다음과 표 할 수 있다. 

 ⌊       ⌋ (A9)

여기서,  자유도 벡터는 다음과 같고

 ⌊ ′ ″ ″ ′  ′ ″ ″ ′⌋ (A10)

형상함수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