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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generalized finite element formulation for plastic hinge modeling based on lumped plasticity in the classical 

Euler-Bernoulli beam elements. In this approach, the plastic hinges are effectively modeled using proper enrichment functions 

describing weak discontinuities of the solution. The proposed methodology enables the insertion of plastic hinges at an arbitrary 

location without modifying the connectivity of elements. The formations of plastic hinges are instead achieved by hierarchically 

adding degrees of freedom to existing elements. Convergence analyses such as h- and p-extensions a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generalized finite element method can achieve 

theoretical convergence rates for both cases where plastic hinges are located at nodes and within an element, thus demonstrating its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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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지진, 쓰나미, 태풍, 테러리스트 공격 등과 

같은 재해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사고(Sozen et al., 1998; 

Wu et al., 2004)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일반 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극단 인 하  조

건에 해 구조물을 안 하게 설계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

하는데 단히 유용한 도구로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의 발 과 

더불어 그 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일반 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보 혹은 임 구조물의 

붕괴 시뮬 이션은 소성힌지의 연속 인 형성으로 진행된다. 

소성힌지는 보통 집  혹은 분포소성이론  하나에 근거해 

모델링된다. 집 소성힌지는 소성변형이 오직 힌지 발생 치에 

집 되어 내부힌지 혹은 핀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소성힌지가 발생한 치에서 보 요소의 변 는 연속이지만 그 

회 은 불연속이 된다. 반면 분포소성이론에 근거한 소성힌지는 

소성변형이 유한한 길이의 보 요소의 항복 역(yield zone)에 

걸쳐 나타나 변 에 높은 기울기가 발생하나 불연속이 되지는 

않는다. 일반 으로 분포소성이론에 근거한 소성힌지 모델링이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다주기만, 집 소성힌지는 모델링이 훨씬 

더 간단하여 구조물 체의 붕괴를 일련의 선형 해석과정으로 

시뮬 이션 하는 1차 소성힌지 해석(first-order plastic hinge 

analysis)에 리 쓰이고 있다(Chen et al., 2013).

본 논문은 집 소성모델에 근거한 소성힌지를 일반유한요소

법(generalized finite element)을 활용해 모델링하는 방법

을 제시한다. 일반유한요소법 혹은 확장유한요소법(extended 

finite element method)은 원래 균열 문제를 효율 으로 

다루기 해 개발되었으나(Fries et al., 2010) 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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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복합재료해석, 열역학해석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는데 리 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고 인 오일러-베르 이 보의 집 소성힌지 모델

링을 한 일반유한요소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소성힌지를 

해의 약불연속을 묘사하는 한 확장함수를 이용해 모델링

하며, 요소간의 연결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임의의 치에 

소성힌지를 삽입할 수 있다. 소성힌지는 이미 존재하는 요소에 

계 으로 자유도를 추가함으로써 형성된다. 제안된 일반유

한요소법의 정확성  유효성을 3장 수치해석 제에서 수행된 

수렴성 해석의 결과를 통해 검증한다.

2. 일반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소성힌지 모델링

본 장에서는 집 소성힌지를 모델링하기 한 일반유한요소 

이산화과정에 해 소개한다. 고 인 오일러-베르 이 보이론에 

기반한 편미분방정식을 가상일의 원리에 근거하여 분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에 하여 식 (1)로 나타난 

분식을 만족하는 일반유한요소 근사해 ∈⊂, 
     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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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역 에 정의된 힐베르트 공간 의 

일반유한요소 이산화를 의미하며, 는 보에 작용하는 등분포

하 , 는 보의 길이를 의미한다. 일반유한요소 근사해 는 

아래의 식에 의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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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   는 단 오목분할함수(partition 

of unity function), , ∈는  에 정의된 다항 

확장함수(polynomial enrichment function)이다. 는 

 에 정의된 소성힌지 확장함수이며 소성힌지가 존재하는 

요소에만 사용된다. 


 와 


 는 각각 다항  소성힌지 확장

함수에 해당하는 자유도이다. 갈러킨법(galerkin method)에 

의하면 가상변 () 한 동일한 형상함수를 이용해 표

되며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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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와 


 는 가상변 의 자유도이다. 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일반유한요소법에 한 여러 참고문헌(Duarte 

et al., 2000; Choi et al., 2011; Kim et al., 2012; Park 

et al., 2018)에 수록되어 있다. 

식 (1)이 변   가상변 의 2차 미분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함수는   특징을 만족시켜야 하며, Fig. 1(a)에 

나타난 변 와 연 된 3차의 Hermite 형상함수를 단 오목분

할함수로 사용한다. 이 함수는   특징을 만족시키는 가장 간

단한 단 오목분할함수이며 아래와 같이 Kronecker-delta 

조건을 만족시킨다. 뿐만 아니라 에 정의된 는 임의의 

에서 그 미분치가 0이 된다. 

 ,    (4)




 ,    (5)

다항차수(=2, 3, 4)에 한 다항 확장함수로는 아래의 식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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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에서 는  의 좌표, 는 스 일링 팩터이다. 

식 (6)으로 주어진 다항 확장함수를 사용함으로써     2에 

해당하는 다항 확장함수의 자유도(


   


 )가  에서의 

변   회 의 물리 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에 한 증명은 

Son et al.(2017)에 소개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Fig. 1(b)에 소성힌지 확장함수 를 나타내었으며 아래

의 식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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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ition of unity function

(b) Enrichment function for plastic hinge modeling 

Fig. 1 GFEM shape functions for plastic hinge modeling

식 (7)에서 는  와 소성힌지 발생 치까지의 거리

이며 Fig. 1(b)에 나타난  와 에 이 확장함수가 사용

된다. 원래 식 (7)은 이 재료 경계에서의 약불연속(weak 

discontinuity)을 묘사하기 해 Moes 등에 의해 제안되었

으나(Moes et al., 2003) 회 에 불연속이 발생하는 집 소

성힌지의 거동을 묘사하기 해 사용될 수 있으며, 소성힌지 

발생 치에서   조건을, 그 이외의 치에서는 ∞ 조건을 

만족한다. 뿐만 아니라 이 확장함수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

시켜 변 경계조건을 손쉽게 용시킬 수 있다. 

 ,    (8)




 ,    (9)

일반유한요소법에서 형상함수는 이미 존재하는 형상함수에 

계 으로(hierarchically)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성힌지

가 발생하기 에는 식 (6)으로 주어진 다항 확장함수만 사용

하다가 소성힌지 발생 후에는 식 (7)로 주어진 소성힌지 확장

함수 항을 식 (2) 나타난 것처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물의 진 인 붕괴를 시뮬 이션하는 1차 소성힌지 해석

(Chen et al., 2013)에 유용하게 용될 수 있다. 갈러킨법의 

개념에 근거해 식 (2)와 (3)을 식 (1)에 입함으로써 아래의 

선형시스템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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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에서 은 형상함수행렬, 는 변 벡터이며, 표

인 유한요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치 분 편이성을 해 

자연좌표계()와 체좌표계() 사이에 선형매핑(linear map-

ping)이 사용된다. 식 (10)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1)








, 










의 식에서 와 는 각각 일반유한요소 형상함수를 이용해 

얻어진 강성행렬  하 벡터이다.

3. 수치해석 제

본 장에서는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해 Fig. 2에 제시된 수치해석 제를 표 인 유한요소법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수렴성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이 제는 스팬의 앙에 소성힌

지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물의 기하학  형상  재료물성치는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물에 선형 으로 변화하는 분포하

이 작용하며 의 값은 1이다.

Fig. 2 Model problem with an internal hinge at span 

center

이 문제의 정해()는 식 (12)에 나타난 것처럼 5차 다항

식으로 표 되며, 에 지 놈(energy norm)에 한 수렴성 해

석을 수행하기 한 변형률 에 지의 정해()는 식 (13)

으로 주어진다. 수렴성 해석에서 상 오차는 식 (14)를 이용

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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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vergence results of -extension obtained 

using the standard FEM with an even number of 

elements

3.1 동일 크기 짝수 개수의 요소를 지닌 경우

본 장에서는 짝수 개수의 요소를 지닌 요소망을 이용하여 

수치해석 제를 표 인 유한요소법과 제안된 일반유한요소

법을 이용하여 수렴성 해석을 수행한다. Fig. 3은 표 인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경우 -확장 과정(-extension procedure)

에 사용되는 요소망을 보여 다. 스팬의 앙에 치한 소성힌

지를 모델링하기 해 해당 치의 에 두 개의 회  자유

도를 지니도록 요소 간의 연결성(connectivity)을 수정한다.

Fig. 3 Uniform mesh refinement procedure for the 

standard FEM analysis with an even number of 

elements

No. of 

elements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2 12 0.0000E+00 -

4 18 2.0535E-01 N/A

8 30 2.4831E-01 0.372

16 54 1.4555E-01 -0.909

32 102 7.8247E-02 -0.976

64 198 4.0516E-02 -0.992

Table 1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standard 

FEM with an even number of elements

Table 1은 3차의 Hermite 형상함수를 이용하는 표 인 

유한요소법을 용시켜 얻은 수렴성 결과를 나타낸다. 표에 요

소의 개수, 자유도 개수, 식 (14)로 정의된 에 지 놈에서의 

상 오차, 로그-로그 스 일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었으며 표의 

결과는 Fig. 4에 그래 로 나타내었다. Szabo 등(1991)에 

논의된 바와 같이 표 인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경우 수렴성 해

석의 기울기는 (-1)=2에 수렴한다.

표 인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렴성 해석과 유사하게 2차, 

3차, 4차의 다항 확장함수를 지닌 일반유한요소법을 이용해 

-확장 과정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2부터 Table 4에 

나타내었다. 해석에 사용된 요소망을 Fig. 5에 나타내었으며 

표 인 유한요소법이 경우와 달리 소성힌지가 존재하는 

에 식 (2)의 두 번째 항(non-smooth interpolation)에 해당

하는 자유도를 추가시킴으로써 소성힌지를 정확하게 묘사한다. 

표의 결과는 로그-로그 스 일로 Fig. 6에 그래 로 나타내었다.

Fig. 5 Uniform mesh refinement procedure for the 

GFEM analysis with an even number of elements

No. of 

elements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2 12 0.0000E+00 -

4 18 2.0535E-01 N/A

8 30 2.4831E-01 0.372

16 54 1.4555E-01 -0.909

32 102 7.8247E-02 -0.976

64 198 4.0516E-02 -0.992

Table 2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an even number of elements and =2

No. of 

elements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2 16 0.0000E+00 -

4 24 0.0000E+00 N/A

8 40 2.0677E-02 N/A

16 72 6.0071E-03 -2.103

32 136 1.6034E-03 -2.077

64 264 4.1352E-04 -2.043

Table 3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an even number of elements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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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elements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2 20 0.0000E+00 -

4 30 0.0000E+00 N/A

8 50 7.7749E-04 N/A 

16 90 1.1441E-04 -3.260

32 170 1.5308E-05 -3.163

64 330 2.1261E-06 -2.976

Table 4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an even number of elements and =4

Fig. 6 Convergence results of -extension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an even number of elements

표와 그림의 결과로부터 몇 가지 흥미로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유한요소 이론(Szabo et al., 1991)에 의한 -확장의 

수렴속도(convergence rate)는 (-1)로 주어진다. 제안된 

일반유한요소 다항 확장함수 차수 =2,3,4에 따른 최종 단계

에서의 수렴속도는 각각 0.992, 2.043, 2.979이다. 이로부터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의 수렴속도는 이론치와 아주 잘 일치

하여 그 정확성을 입증함을 알 수 있다. 한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 개수의 자유도를 이용할 경우 4차의 다항 확장

함수를 이용한 경우(=4) 가장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흥미롭게도 =2의 경우 오직 두 개의 요소를 

사용한 경우 정해를 구할 수 있으며 =3, 4의 경우 네 개의 

요소를 사용해도 정해를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의 단 오목분할함수가 3차의 다항식이어서 

국부 으로는 다항 확장함수의 차수보다 더 높은 다항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 나타나는 상으로 보이며 유사한 거동이(Son 

et al., 2017)에도 논의된 바 있다. 은 개수의 요소를 사용

해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으므로 유한요소이론에 의한 상과 

차이가 있으나 제안된 기법에 유리한 상으로 단된다.

Table 5에서 Table 7에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으로 각각 

4, 16, 64개의 요소를 활용한 -확장(-extension) 수렴성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동일 결과를 Fig. 7에 로그-로그 스

일의 그래 로 나타내었다. 다항 확장함수의 차수가 올라감

에 따라 지수함수 수렴속도(exponential convergence rate)

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한요소이론(Szabo et al., 

1991)에 의해 측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여 제안된 일반유

한요소법의 정확성을 잘 입증한다.

Polynomial 

order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2 18 2.0535E-01 -

3 24 0.0000E+00 N/A

4 30 0.0000E+00 N/A

Table 5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4 elements

Polynomial 

order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2 54 1.4555E-01 -

3 72 6.0071E-03 -11.080

4 90 1.1441E-04 -17.750

Table 6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16 elements

Polynomial 

order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2 198 4.0516E-02 -

3 260 4.1352E-04 -16.830

4 325 2.1261E-06 -23.619

Table 7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64 elements

Fig. 7 Convergence results of -extension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an even number of elements

3.2 동일 크기 홀수 개수의 요소를 지닌 경우

본 장에서는 홀수 개수의 요소를 지닌 요소망을 이용하여 

수치해석 제를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의 수렴성 해석을 수행

한 결과를 분석한다. Fig. 8에 나타난 것처럼 동일 크기 홀수 

개수의 요소를 이용할 경우 소성힌지가 요소의 내부에 치



일반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집 소성힌지 모델링

386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1권 제6호(2018.12)

Fig. 8 Uniform mesh refinement procedure for the 

GFEM analysis with an odd number of elements

No. of 

elements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3 18 7.9584E-02 -

5 24 2.9694E-01 4.577

9 36 2.2904E-01 -0.640

17 60 1.3818E-01 -0.989

33 108 7.6038E-02 -1.016

65 204 3.9914E-02 -1.013

Table 8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an odd number of elements and =2

No. of 

elements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3 24 7.5664E-04 -

5 32 8.9971E-03 8.606

9 48 1.6632E-02 1.515

17 80 5.3531E-03 -2.219

33 144 1.5102E-03 -2.153

65 272 4.0094E-04 -2.085

Table 9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an odd number of elements and =3

No. of 

elements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3 30 0.0000E+00 -

5 40 3.6338E-05 N/A

9 60 5.1511E-04 6.539

17 100 9.2535E-05 -3.361

33 180 1.3602E-05 -3.262

65 340 1.8891E-06 -3.104

Table 10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an odd number of elements and =4

Fig. 9 Convergence results of -extension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an odd number of elements

하게 된다. 표 인 유한요소법의 경우 소성힌지가 오직 

에만 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직 제안된 일반유한

요소법에 의해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 

앞서 짝수 개수의 요소를 지닌 요소망을 이용해 수행한 경우와 

유사하게 2차, 3차, 4차의 다항 확장함수를 지닌 일반유한요

소법을 이용해 -확장 과정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8부터 Table 10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Fig. 8에 나타난 것

처럼 소성힌지가 존재하는 요수의 두  모두에 식 (2)의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자유도를 추가시킨다. 표의 결과는 로그-

로그 스 일로 Fig. 9에 그래 로 나타내었다. 3.1장의 결과와 

유사하게 =2, 3, 4의 일반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경우 이론

으로 측되는 선형수렴속도를 얻을 수 있으며, 마지막 수렴단

계에서 각각 1.013, 2.085, 3.104의 값을 보 다. 이로부터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은 소성힌지가 요소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한요소이론이 측하는 수렴속도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그 효율성과 정확성을 입증함을 알 수 있다.

Polynomial 

order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2 24 2.9694E-01 -

3 32 8.9971E-03 -12.154

4 40 3.6338E-05 -24.701

Table 11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5 elements

Polynomial 

order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2 60 1.3818E-01 -

3 80 5.3531E-03 -11.300

4 100 9.2535E-05 -18.185

Table 12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17 elements

Polynomial 

order

No, of 

DOFs

Relative error in 

energy norm

Slope in 

log-log scale

2 204 3.9914E-02 -

3 272 4.0094E-04 -15.992

4 340 1.8891E-06 -24.010

Table 13 -extension results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65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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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vergence results of -extension obtained 

using the GFEM with an odd number of elements

Table 11에서 Table 13에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으로 각

각 5, 17, 65개의 요소를 활용한 -확장 수렴성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동일 결과를 Fig. 10에 로그-로그 스 일의 그래

로 나타내었다. 소성힌지가 요소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3.1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항 확장함수의 차수가 올라감에 

따라 지수함수 수렴속도가 나타나며 유한요소이론의 측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로부터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은 구조물을 

묘사하기 한 요소망의 구성에 계없이 임의의 치에 소성

힌지를 삽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얻어진 해의 정확성은 어도 

표 인 유한요소법과 동일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고 인 오일러-베르 이 보의 집 소성힌지 

모델링을 한 일반유한요소법을 제안하 다. 이 기법은 소성

힌지를 해의 약불연속을 묘사하는 한 확장함수를 이용해 

모델링하며, 요소간의 연결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임의의 

치에 소성힌지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 소성힌지는 

이미 존재하는 요소에 계 으로 자유도를 추가함으로써 형성

된다. 제안된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수치해석 제에 

해 -, -확장 수렴성 해석을 수행하 다. 본 논문의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을 이용해 집 소성힌지가  

 요소 내부에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하여 

-  -확장의 이론 인 수렴속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제안된 기법의 정확성을 입증한다.

(2) 주어진 자유도 개수에 해 4차의 다항 확장함수를 이

용한 경우 가장 낮은 상 오차가 발생하여 집 소성힌지 

모델링에 있어 가장 효과 이 방법임을 알 수 있다.

(3) 고차의 다항 확장함수를 이용할 경우 한 개 혹은 두 개의 

은 수의 요소를 사용하더라도 거의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는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이 변 와 연 된 

3차 Hermite 형상함수를 단 오목분할함수로 이용하여 

고차의 다항 확장함수를 이용할 경우 국부 으로 확장

함수보다 더 높은 차수의 해를 모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재 제안된 일반유한요소법을 확장하여 임 구조물의 

붕괴를 묘사하는 1차 소성힌지해석에 용시키는 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며, 제안된 기법이 요소를 교체하거나 혹은 요소간의 

연결성의 변화시키지 않고 자유도를 추가함으로써 소성힌지를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 구조물의 붕괴해석에 효율

으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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