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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메타물질(Metamaterial)은 단위 구조를 반복시켜 기존에 얻

을 수 없는 기계 성질을 보여주는 인공적인 구조물로 음향 밴

드갭(phononic bandgap), 음의 푸아송 구조(Auxetic)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Bertoldi et 

al., 2017). 음의 푸아송 구조는 세로 방향의 압축 움직임에 대해 

가로 방향의 압축이 발생하는 특이한 움직임이 특징적이다. 이 

구조들은 에너지 소실(energy dissipation), 감쇠 성능(damping 

properties),전단 계수(shear modulus)등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응용 분야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Novak et al., 2016; Oh et al., 2017).

최근 연구자 Frenzel 등(2017)이 압축에 의해 비틀림이 발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물질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링과 지

지대로 이루어진 이차원 구조물을 정육면체 구조에 입혔고, 

링 구조의 회전에 의해 비틀림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하

지만, 그들의 디자인은 정육면체 구조를 반복시킬수록 비틀

림 움직임이 사라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Wu 등(2018)은 

동일한 이차원 구조를 활용하여 원통 벽면 위에 입혀 압축과 

비틀림이 결합된 움직임에 대해 조사하고, 셀(cell) 개수에 따

른 효과를 조사하였다. Ma 등(2018)은 실험과 구조 해석을 통

해 2차원 구조에 대한 매개변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Farrell 등(2020)은 압축과 비틀림이 결합된 구조물의 변형된 상

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인장과 비틀림이 결합된 구조물을 설계

하였고, Chen 등(2018)은 위상 최적설계(topology optimization)

을 통해 압축에 의한 비틀림이 최대화되는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Lipton 등(2018)은 전단 변형이 발생하는 구조물을 

원통 위에 입혀서 비틀림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 압축과 비틀

림이 결합된 구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변형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 설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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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조해석이 대부분 선형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와 

같은 큰 변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우려되는 상황

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비선형 영역에서의 해석을 통해 

비틀림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 파악이 필요한 상황

이다. 

아이소 지오메트릭 해석(Isogeometric analysis) 방법론은 유

한요소 방법론과 CAD 데이터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Hughes 

등(2005)에 의해 발명되었다. NURBS 기저 함수의 사용으로 

인해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표현 가능하다. 정확한 기하학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 해석과 형상 민감도 해석

(shape sensitivity analysis)이 가능하다(Cho and Ha, 2009).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틀림과 병진운동이 결합된 

구조물을 기하학적으로 엄밀한 빔 모델링(geometrically exact 

bema model)과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 방법론을 통해 해석

하였다. 정확한 해석을 통해 병진과 비틀림이 결합된 움직임

의 메커니즘에 대해 조사하였다. 디자인된 이차원 구조물은 

자유 형상 변형(Free-form deformation)방법론을 활용하여 원

통 위에 입혀 졌다. 매개변수 연구(parametric study)를 통해 원

통 치수의 변화와 셀(cell) 개수에 따른 비틀림 각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하학적으로 엄

밀한 빔 모델링,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방법, 자유 형상 변환 

방법 등 수치해석에 활용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

는 비틀림 각도 계산 방법과 단위 구조의 해석, 비틀림 각도에 

대한 셀 개수와 원통 치수의 영향에 대해 다룬다. 

2. 배경 이론

2.1 기하학적으로 엄밀한 빔 모델링

(Geometrically exact beam)

기하학적으로 엄밀한 빔의 형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Xii  (1)

여기서, 는 빔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이며 

는 호의 길이 변수(arc length parameter)이다. , 는 빔의 중

심선에서 단면의 점을 나타내는 위치이다. i, i는 단면의 방

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이며, 다음과 같이 변형 행렬(trans-

formation matrix)를 통해 표현 가능하다.

i

e


 (2) 

여기서, e

는 전역 카르테시안 좌표계(global base vector)를 나

타낸다. 는 회전 행렬이다. 빔의 위치와 회전 매트릭스는 

Fig. 1에서 확인 가능하다. 빔의 변형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

수(state variables)는 다음과 같이 중심축의 변위와 회전으로 

나타내어진다.

≡z  (3)

식 (1)의 빔 형상 표현식과 운동량 보존식을 활용하면 다음

과 같은 비선형 변형률(strain measure)을 표현할 수 있다.







 (4)

이때 는 인장-전단 변형률이고, 는 비틀림-휨 변형률을 

나타낸다.

2.2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Isogemetric analysis) 방법론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 방법론은 NURBS 기저 함수를 사용

하며, NURBS 기저함수는 다음과 같은 노트 벡터(knot vector)

  ⋯ (5)

에서 정의된 B-spline 기저함수




   i f 

≤ 



 otherwise
     (6)




 


























  (7)

Fig. 1  Geometrically exact beam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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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중치(weight) 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8)

빔의 중심축은 NURBS 기저 함수와 제어점들의 선형 조합

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비선형 해석을 위해 이산화된 변위와 회전 증분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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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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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3 자유현상변환(Free-form deformation)을 활용한 모델 설계

원통 벽면 위에 빔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하여 Fig. 2에서 소

개되는 자유현상변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차원 구조물에 

설계된 빔 형상

X  






B



 (11)

은 초기 부모 영역(initial parent domain)에서의 매개변수 위치

(parametric position) 로 변환 가능하다.

 


 


 (12)

여기서, 와 는 부모 영역의 가로 세로 길이이다. 부모 영역의 

제어점(control point)을 원통에 맞게 설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원통에 입혀진 빔의 정확한 기하학적 위치를 구해낼 수 있다.

X 














B


 (13)

보간법(interpolation)을 활용하면 빔의 정확한 기하학적 위

치를 지나는 새로운 3차원 빔의 제어점들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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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 예제

3.1 비틀림 각도 계산

변위 하중(displacement load) 가해졌을 때 발생한 구조물의 

비틀림 각도는 변형 전 마주보고 있는 두 점을 연결한 벡터 r


와 변형 후 같은 두 점을 연결한 벡터 r

의 내적을 통해 계산되

었다.

 cos


∥rD·rI∥

rD ·rI
 (15)

3.2 단위 구조의 해석

Fig. 3(a)와 같은 이차원 구조물을 원통의 네 부분에 자유형

상변환을 활용하여 입히면 Fig. 3(b)와 같은 단위 구조가 완성

된다. 여기에 5%의 압축 변형률을 변위 하중(displacement 

load)으로 구조물의 윗부분에 가해 주었다. 이때, 구조물의 아

래 부분은 고정 경계 조건(fixed boundary condition)을 가해 

주었다.

Fig. 2  Free-form deformation Fig. 3  (a) 2D unit cell, (b) 3D compression-twis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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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변형 후의 모습을 변위 절대값과 함께 나타낸 해석 

결과이다. Fig. 5의 각도계산에 의하면, 회전각도는 5% 압축 

변형률에 대하여 2.92°가 나왔다. 

3.3 비틀림 각도에 대한 셀(cell) 개수의 영향

단위 구조를 축 방향으로 여러 개 쌓았을 때 나타나는 변형 

형상을 알아보기 위해 단위 구조를 3개, 5개를 쌓은 후 5%의 

압축 변형률을 가해 그 변형을 확인하였다. Fig. 6은 변형 형상

을 확인하기 위해 변형전의 형상과 변형 후의 형상을 동시에 

표현한 그림이다. 셀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틀림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변형률에 따른 비틀림 각도를 

각 모델에 대해 Fig. 7에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해석 결과 구조물의 비틀림 각도는 셀의 개수에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4 원통의 크기가 비틀림 각도에 미치는 영향

해석 결과로 알게 된 사실은 압축-비틀림이 결합된 움직임

은 원통에 입혀진 이차원 단위 구조의 압축에 대한 전단 움직

임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개

변수 연구를 진행하였다.

원통의 반지름을 증가시켜 가며 비틀림 각도를 조사해 본 

결과 Fig. 8에 그래프로 표시한 것과 같이 비틀림 각도가 반지

름의 크기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서

로 다른 반지름을 가지는 구조물에 대한 해석 결과는 Fig. 9에 

변위의 절대값과 함께 도시하였다. 

원통의 높이를 증가시켜 가며 비틀림 각도를 조사해 본 결

과 Fig. 10의 그래프와 같이 비틀림 각도가 높이의 제곱에 비례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통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구조물의 비선형성이 증가

하여 원통의 둘레가 넓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원통의 

높이를 증가시켜서 비틀림 각도를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ig. 4  Deformed shape of unit structure with magnitude of 

displacement

Fig. 5  Twisting angle calculation

Fig. 6  Analysis of multi-cell model

Fig. 7  Graph of multi-cel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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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여기서, M은 축 방향의 셀 개수, H는 원통의 높이, R은 원통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4. 결 론

압축과 비틀림이 결합된 빔 구조물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

하여 기하학적으로 엄밀한 빔 모델링과 아이소-지오메트릭 해

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비틀림 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 구조를 여러 개 겹치거나 원통

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비틀림 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어진 변형률에 대하여 비틀림 각도는 셀

의 개수에 비례하며, 원통의 종횡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점

을 알아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물은 

이차원 구조의 전단에 의해 비틀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Bertoldi, K., Vitelli, V., Christensen, J., Van Hecke, M. (2017) 

Flexible Mechanical Metamaterials, Nature Rev. Mater., 2(11), 

pp.1~11.

Chen, W., Ruan, D., Huang, X. (2018) Optimization for Twist 

Chirality of Structural Materials Induced by Axial Strain, 

Mater. Today Commun., 15, pp.175~184.

Cho, S., Ha, S.H. (2009) Isogeometric Shape Design Optimization: 

Exact Geometry and Enhanced Sensitivity, Struct. & Multidiscip. 

Optim., 38(1), pp.53~70.

Farrell, D.T., Mcginn, C., Bennett, G.J. (2020) Extension Twist 

Deformation Response of an Auxetic Cylindrical Structure 

Inspired by Deformed Cell, Compos. Struct., 238, p.111901. 

Frenzel, T., Kadic, M., Wegener, M. (2017) Three-Dimensional 

Mechanical Metamaterials with a Twist, Sci., 358(6366), pp. 

1072~1074.

Hughes, T.J.R., Cottrell, J.A., Bazilevs, Y. (2005) Isogeometric 

Analysis: CAD, Finite Elements, NURBS, Exact Geometry and 

Fig. 8  Graph of twisting angle for various cylinder radius

Fig. 9  Parametric study on radius of cylinder (a) 20mm, 

(b) 40mm, (c) 80mm

Fig. 10  Graph of twisting angle for various cylinder height

Fig. 11  Parametric study on height of cylinder (a) 30mm, (b) 

60mm, (c) top view of 60mm model



압축-비틀림이 결합된 격자구조의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

292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4권 제5호(2021.10)

Mesh Refinement, Comput. Methods Appl. Mech. & Eng., 194 

(39-41), pp.4135~4195.

Lipton, J.I., MacCurdy, R., Manchester, Z., Chin, L., Cellucci, D., 

Rus, D. (2018) Handedness in Shearing Auxetics Creates 

Rigid and Compliant Structures, Sci., 360(6389), pp.632~635. 

Ma, C., Lei, H., Hua, J., Bai, Y., Liang, J., Fang, D. (2018) 

Experimental and Simulation Investigation of the Reversible 

Bi-Directional Twisting Response of Tetra-Chiral Cylindrical 

Shells, Compos. Struct., 203, pp.142~152. 

Novak, N., Vesenjak, M., Ren, Z. (2016) Auxetic Cellular 

Materials - A Review, Strojniski Vestnik/J. Mech. Eng., 62(9), 

pp.485~493. 

Oh, M.-H., Choi, M.-J., Byun, T., Cho, S. (2017) Porous 

Structures with Negative Poisson’s Ratio using Pattern 

Transformation Triggered by Deformation,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30(4), pp.275~282. 

Wu, W., Geng, L., Niu, Y., Qi, D., Cui, X., Fang, D. (2018) 

Compression Twist Deformation of Novel Tetrachiral Archit-

ected Cylindrical Tube Inspired by Towel Gourd Tendrils, 

Extreme Mech. Letters, 20, pp.104~111. 

요  지

본 논문에서는 CAD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NURBS 기저함수를 사용하는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Isogeometric analysis) 방법과 기

하학적으로 엄밀한 빔 모델링(geometrically exact beam model)을 활용하여 회전과 병진 운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메타물질

(metamaterial)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차원 셀 구조는 자유형상변환(Free-form deformation) 법과 적절한 내삽법(Interpolation)

을 통해 원통 위에 입혀졌다. 원통의 치수와 셀 개수가 비틀림 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 연구(parametric study)를 통해 확인되었

다. 비틀림과 병진 운동이 결합된 구조의 메커니즘에 대해 수치 예제를 통해 알아보았다.

핵심용어 : 메타물질,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 압축-비틀림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