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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의 해석를 한 이동최소제곱 기반의 확장된 유한차분법을 제시한다. 이동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Taylor 개로부터 얻어진 근사함수에 기함수를 도입하여 계면경계의 특이성을 모사한다. 지배방정식

은 요소나 그리드없이 만을 이용해 이산화한다. 계면경계의 특이성은 에서 구성되는 근사식에 매입되기 때문에 계

면경계의 기하학  모델링으로 발생하는 수치 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계면경계 조건으로 인해 체 계방정식에 추가

되는 미지수는 없지만, 계방정식을 과결정 시스템으로 만드므로 강성도 행렬을 칭화하여 미지수와 방정식의 개수를 일치

시켰다. 이로 인한 계산량 증가는 계면경계 모델링의 간소화로 인한 수치 인 이득과 맞바꿀 수 있다. 다양한 수치  검증

을 통해 개발된 해석기법이 기거동과 를 성공 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 효율 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 다.

핵심용어 : 계면경계, 포텐셜 문제, 이동최소제곱근사, 유한차분법, 칭화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extended finite difference method based on moving least squares(MLS) method for solving potential 

problems with interfacial boundary. The approximation constructed from the MLS Taylor polynomial is modified by inserting of 

wedge functions for the interface modeling. Governing equations are node-wisely discretized without involving element or grid; 

immersion of interfacial condition into the approximation circumvents numerical difficulties owing to geometrical modeling of 

interface. Interface modeling introduces no additional unknowns in the system of equations but makes the system overdetermined. 

So, the numbers of unknowns and equations are equalized by the symmetrization of the stiffness matrix. Increase in computational 

effort is the trade-off for ease of interface modeling. Numerical results clearly show that the developed numerical scheme sharply 

describes the wedge behavior as well as jumps and efficiently and accurately solves potential problems with interface.

Keywords : interfacial boundary, potential problems, moving least squares method, finite difference method, 

symmet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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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무요소법(Meshfree Method)은 기

존의 유한요소법이나 유한차분법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장

이 있지만, 그 에서도 요소망(mesh)이나 그리드(grid)의 

제약없이 근사함수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는 은 특이

성(singularity)이나 불연속성(jump)을 갖는 특수 공학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한 매력을 발휘한다. 일 이, 

Benzley(1974) 그리고 Gifford와 Hilton(1978)는 기 함

수를 확장해서 연구자가 원하는 특성을 갖는 근사함수를 구

성하려는 시도로서 등매개변수 유한요소를 이용하여 균열로 

인한 응력의 특이성을 갖는 시험함수를 제시한 바 있으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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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기에 민감하여 일정한 수렴률을 얻지 못했다. 실제로 유

한요소법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수치기법으로서 무요소법

(Belytschko, 1994)을 처음 개발하고 활발하게 연구했던 

연구그룹은 기 함수에 상 문제의 특이성에 따라 필요한 

함수를 추가하는 내  확장법(intrinsic enrichment)과 근

사함수에 원하는 함수를 추가하는 외  확장법(extrinsic 

enrichment)을 개발해 균열 문제, 이종재료의 매입문제

(inclusion 문제)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용해 왔다(Bely-

tschko 등, 1997; Fleming 등, 1999). 한, 이와 같은 

근사함수의 확장방법은 유한요소법에도 용되어 탄성균열문

제의 해석에 활용되기도 했다(Fries 등, 2006).

본 연구에서 특이함수를 이용하여 확장법을 용한 기본 해

석기법인 이동최소제곱 유한차분법은 기존의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Particle method’와 비교될 수 있다. Onate 등

(2001) 가 최소제곱법을 기반으로 한 ‘finite point method’

를 이용하여 탄성고체문제를 해석했고, Aluru(2000) 역시 

재생 커 근사를 이용하여 ‘point collocation method' 일반

인 고체문제를 풀었다. 이 방법들은 분식없이 미분방정식

을 직  풀기 해 근사함수를 미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모 인 단 이 있었다. 한, Luo 등(2002)이 제안한 이

동최소제곱근사에 근거한 일반화된 유한차분법은 수치 분을 

배제했으나, 무요소 형상함수를 직  미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술된 방법들과 같이 다양한 공학문제의 용에 많

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

하는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함수는 기본 으로 무요소법

에서 사용하는 이동최소제곱 근사함수와 유사하다. 그러나 윤

철 등(2007a)에서 보듯이 Taylor 개의 특성을 이용해 

해(nodal solution) 만을 가지고 실제 인 미분과정 없

이 미분을 근사하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근사미분은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강형식(strong form)을 직  이산화하여 차분

식을 만드는 유한차분법과 조합되어 계산 효율성도 높고 근사

식 구성의 유연성도 높은 수치기법을 만들어 낸다.

분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미분방정식을 직  이산화하여 

계면경계문제를 해석하는 표 인 기존의 수치해석기법으로는 

Tu와 Peskin(1992)이 개발한 IBM(Immersed Boundary 

Method)과 LeVeque과 Li(1994)가 개발한 IIM(Immersed 

Interface Method)이 있다. 이 방법들의 특징은 유한차분

법을 기반으로 그리드(grid)로 정형화된 구조를 이용해 임의

의 형상을 갖는 계면경계의 특성을 묘사하기 해 기하학  

묘사에 어려움이 많고 불연속을 표 하기 한 라메타의 

도입을 해 삭오차(truncation error) 분석을 통한 많은 

계산과정이 수반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 밖에 Level Set 

Method나 Front Tracking Method와 같은 수치기법들 역

시 불연속면의 기하학  묘사를 해 추가의 방정식을 도입

하고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수치기법은 기존의 이동최소제곱 근사과정을 

큰 수정없이 따르면서 계면경계의 특성이 근사함수 구성과정

에서 내재 으로 자연스럽게 묘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

에 매우 효율 이다. 기 함수에 원하는 특이성을 갖는 함수

를 도입하는 방법을 통해 체 계방정식에 새로운 미지계수

를 도입하지 않는다. 특이해의 특성을 수학 으로 완벽하게 

모사할 수는 없지만 근해(asymptotic solution) 는 이

동최소제곱근사의 개념으로 효과 으로 근사할 수 있다. 한

편, 윤 철과 김도완(2007)은 이동최소제곱 근사함수의 외

 확장법을 제시하고 이종재료의 열 도 문제를 해석한 바 

있다. 외  확장법은 계면경계를 묘사하는 정확성이 매우 우

수한 반면, 체 계방정식에 계면경계 조건을 고려하기 한 

미지계수가 도입된다는 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차별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포텐셜 문제는 계면경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계면경계로 인한 특이성을 어떻게 근사함수 내로 도

입하고 미분을 빠르게 수치 으로 근사할 것인지가 건이

다.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함수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계

면경계의 특이성을 모사할 수 있는 특수한 함수를 기 함수 

는 근사함수 내로 매입하는 내  확장법을 제안하고, 계면

경계 문제를 효과 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동최소제곱 유한

차분법을 제시한다. 

2. 내 확장된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함수

특이성이 없는 정규해(regular solution)의 근사는 윤

철 등(2007a)이 제시한 이동최소제곱근사법으로 Taylor 

개하여 얻어진 Taylor 다항식의 계수를 주어진 함수의 미분

에 한 근사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수정없이 그 로 이용

할 수 있다. 주어진 집합의 각 에서 Taylor 다항식이 

구성되면 그 치에서 지배방정식을 이산화(discretization)

하여 차분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무요소 별법(mesh-

free point collocation method; Lee 등, 2004)에서 지배 

미분방정식을 직  이산화하기 해 고속의 무요소 미분근사

를 사용했던 것과 개념 으로 유사하다. 

본 에서는 근사함수와 미분근사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

히 소개한다. 1차원 문제의 경우, 미분 가능한 함수 ∈
가 주어졌을 때, 한  를 기 으로 향 역  이

내의 역에 한 의 Taylor 수 개식을 계산한 후 

차 이상의 고차항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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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경계를 포함한 역, 는 근사함수와 미분근사를 

계산하고자 하는 치, 는 이동최소제곱법과 조합될 때 가

함수(weight function)의 반경을 각각 의미한다. 호 안의  

첨자는 미분의 차수를 의미한다. 한, 
 

  

 



⋯ 
 



과   

⋯



는 각각 다항식 기 와 차 까지의 미분근사들을 포

함한 미지의 벡터를 가리킨다. 를 계산하는 과정은 윤

철 등(2007a)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분 불연속 특이성을 갖는 특이해(singular 

solution)를 근사하기 해 기함수(wedge function)를 도

입한다.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의 역이 계면경계를 포함

하는 경우, Taylor 다항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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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2개의 기함수 
  

 로 확장된 기 함수이

고,       는 확장된 기 함수에 

상응하는 미지계수벡터이다. 기함수의 수학  근거는 윤

철 등(2007)을 참조할 수 있다. 는 식 (3)과 같은 잔

차식을 구성하고 최소화하여 얻으며, 그 계산과정은 기존의 

이동최소제곱 유한차분법(윤 철 등, 2007a)과 동일하다. 

 


      (3)

 식의 는 임의의 가 함수이고, 는 각 

에서 주어지는 해이다. 결과 으로 미지벡터 는 

해 들에 한 함수로 얻어지며, 기존의 유한요소법이

나 무요소법의 근사함수와 마찬가지로 형상함수를 이용해 표

될 수도 있다. 잔차식의 최소호로부터 얻어진 의 각 

항들에 해 를 로 치환하면 근사함수 와 차까지

의 미분근사 값들을 차례로 얻을 수 있다. 즉, 에 한 

근사함수 와 차 미분근사 
는 각각 다음과 

같다. 

 
  lim

→

 (4)


  lim

→

 (5)

여기서, 이나  값들은 의 성분임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2차원의 경우에도 1차원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근사함

수와 미분근사 값을 얻을 수 있다. 형상함수와 그 미분을 이

용하여 0차부터 차까지의 근사식을 모아 벡터 형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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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 (6)에서는 편의상 다 지수 표기법(multi-index 

notation)을 사용했다. 윗 식의 
는 에 한 

0차 미분근사이므로 근사식 를 의미한다. 

Taylor 다항식의 차까지의 미분계수들은 차까지의 형

상함수의 미분과 해의 조합으로 얻어지고, 형상함수의 

미분 역시 Taylor 다항식의 미분계수로부터 얻어진다. 각 

에서 지배 방정식에 한 차분식 구성시 계면경계를 벗어

난 정규 역에서의 형상함수( 는 그 미분)는 
를 사

용하고, 계면경계 근방에서는 기함수를 포함한 
를 

이용하여 형상함수를 구성한다. 식 (6)의 형상함수를 포함한 

근사함수 식들은 Taylor 다항식 구성시 사용한 기 함수에 

해 차 재생성(reproducing property)을 가질 뿐만 아

니라, 추가된 기함수에 해서도 이동최소제곱근사의 개념

으로서의 재생성을 갖는다(Kim 등, 2007b).

3. 기함수를 이용한 계면경계 모형화

3.1 1차 기함수와 2차 기함수

계면경계 문제의 해는 계면경계 근방의 특이해와 특이성이 

없는 정규해로 구분된다. 정규해는 미분가능하고 연속이기 

때문에 필요한 연속성 차수를 갖는 일반 인 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근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계면경계 근방의 해는 연

속이지만 1차 도함수가 불연속성을 갖는 Lipschitz 연속 함

수공간( )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인 다항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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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기함수와 도함수

(b) 2차 기함수와 도함수

그림 1 기함수의 단면형상

근사할 수 없으며, 미분의 불연속을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분 불연속은 기함수를 이용

해 모사할 수 있으며, 계면경계를 따라 정의된 평면함수

(Hyperplane function)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윤 철 등, 2007).


     (7)

여기서,    
⋅ 는 평면함수이고, 

는 를 계면경계로 투 시킨  에서 고려하는 계면경계

에 수직인 단 벡터이다. 결국, 기함수는 거리함수를 의미

하는데, 이를 수직벡터 에 해 미분하면 계면경계를 

지나면서 부호가 바 고 함수값에 가 일어나서 미분이 

불연속한 거동을 묘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  확장법의 장 들  하나는 계

면경계를 모형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의 미지수를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확장법은 해의 기거동을 이동

최소제곱 개념으로 근사하기 때문에 기거동을 수학 으로 

완벽하게 분리해 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7)

을 분한 식 (8)과 같은 고차의 기함수를 도입하여 근사

함수의 연속성(continuity) 는 정규도(regularity)를 향

상시키고자 한다. 


   


   (8)

이것은 정규해의 근사에서 다항식 기 의 차수를 높이듯이 

기근사의 차수를 높인 것이다. 식 (7)을 1차 기함수라 

부르고, 식 (8)은 2차 기함수라 부른다. 역으로 식 (8)을 

미분하면 식 (7)의 1차 기함수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a)와 1(b)에는 1차 기함수와 2차 기함수와 그 도함수

를 도시했다. 계면경계 상 투 을 지나면서 평면함수와 

수직을 이루는 가상의 선을 따라 1차 기함수는 선형 모자

함수(hat function), 2차 기함수는 2차 다항함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기함수는 1번, 2차 기함수는 2번 

미분해야 불연속해진다. 2차 기함수를 사용하면 포텐셜 문

제의 소스(source)가 불연속한 경우에도 용 가능하다. 계

면경계 상에서 1차 기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특이성이 발

생하지만, 미분 방정식의 이산화 과정에서는 계면경계 상에

서 직  미분을 계산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 

3.2 임의의 형상을 갖는 계면경계에 한 

기함수의 성능

3.1 에서 평면함수에 근거한 거리함수를 이용해 정의

한 기함수는 원처럼 끝 이 존재하지 않는 형상의 계면경

계에 해서는 잘 작동한다는 것은 윤 철 등(2007)이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본 에서는 폐합되지 않는 호처럼 끝 이 

존재하는 임의의 형상을 갖는 계면경계에 해서도 기함수

가 정확하게 정의되고 작동되는지 여부를 수치 으로 검토하

고자 한다. 식 (9)와 같이 근 (asymptotical) 기거동

을 보이는 지수함수를 사용해 재생성 검사를 수행한다. 

  

 

 
 (9)

다항식 기 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

식은 기 함수 성분들의 선형조합에 의해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를 재생할 수 있다. 이에 한 수학 인 증명은 Kim 등

(2007a)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에서는 이에 해 

수치 으로만 검증한다. 식 (2) 는 식 (6)과 같은 근사함

수식이 식 (9)와 같은 함수를 정확히 재생할 수 있는지 시험

하기 해 식 (9)의 함수값을  신 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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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식으로 재생된 기함수： 



   

(b)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식으로 재생된 기함수의 

수직방향 도함수：


 

   

그림 2 기함수의 재생성 시험결과

Numerical representation of interface

Geometrical segment point of interface

Difference points to enforce interface condition

+Γ

( )and+ + − −
Γ Γ∈Γ ∈Γx x

−Γ

( )+
Γn x

−+ ΓΓΓ −= xxδ

+
Γx

−
Γx

( )−
Γn x

그림 3 계면경계의 수치  모형화


, 

를 수치 으로 계산했다. 그림 2(a)

는 
, 즉, 내  확장된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

식으로 재생한 계면경계에 한 기함수 계산결과이다. 그

림 2(b)에는 마찬가지로 식 (9)의 값을 해로 주어 호의 

수직방향에 해 계산한 미분근사값 ∇⋅를 도시했

다. 여기서 ∇는 수치 으로 계산한 그라디언트를 의미한

다. 이 결과로부터 일반 인 형상의 계면경계 뿐만 아니라 

폐합되지 않는 계면경계, 특히 끝 을 갖는 경우에도 미분의 

가 경계주변으로 스며들어 날카롭지 못하게 되는 상 

없이 정확하게 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의 해석

4.1 계면경계의 모형화

본 연구에서는 평면함수 개념을 바탕으로 투 (projec-

tion point)과 평면(tangential plane)을 이용해 계면경

계를 수치 으로 모형화한다. 이는 복잡한 미분과정을 수반

하지 않고 미분근사의 계산 효율성을 획기 으로 높여 주어 

이동최소제곱 근사에 합하다. 그림 3은 계면경계 조건에 

한 차분식 구성을 해 계면경계를 수치 으로 모형화하는 

개념을 보여 다. 계면경계 조건  해의 연속조건은 근사함

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족되지만, 수직미분의 

에 한 조건은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계면경계 모형화

의 해상도(resolution)를 결정하는 ‘□’로 표시된 계면경계 

형상을 정의하는 들의 간격은 기존의 차분식 구성을 한 

거리()를 고려하여 정확도와 계산효율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그림 3과 같이 계면경계를 모형화하

는 세그먼트로부터 
과 

 방향으로 각각  만큼 

떨어진 ‘•’로 표시된 들 에서 계면경계 조건식을 맞춘다. 

계면경계 조건은 이론상 
±  lim

→
±

 에서 맞추어야 하

지만 실 인 수치  구 을 해 다음과 같이 가상의 매우 

좁은 간격을 나타내는  


를 도입한다. 


   , 

    (10)

본 연구에서는  사이의 거리 를 이용하여   로 

정했으며,   ∼를 사용했다. 

4.2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의 정식화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의 지배 미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in  (11a)

    on  (11b)

  
  on  (11c)







 





   on  (11d)

여기서, ∆∇⋅∇는 라 라스 연산자, 는 포텐셜의 소스

를 나타내며 계면경계를 지날 때 불연속이어도 상 없다. 

은 계면경계에서의 수직벡터이다.  첨자 ‘-’ 표시는 기지의 

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근사함수는 연속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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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계면경계에서의 해의 연속조건 식 (11c)는 자동으로 

만족된다. 그러나 수직미분 에 한 조건 식 (11d)는 추

가 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이동최소제곱 유한차분법은 그리드없이 만을 이용하여 

지배방정식에 한 차분식을 만든다. 2차원 계면경계문제의 

이산화를 해 역 내의 모든 에서 평형방정식 (11a)

에 한 차분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2)

 식은 계면경계를 포함하는 경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용된다. 경계에 놓인 의 경우, 차분식은 

아래와 같다.



   (13)

의 차분식은 이동최소제곱 유한차분법의 필수경계조건 

처리가 기존의 무요소법이 ‘Lagrange multiplier method’

나 ‘Penalty method’ 같은 기법을 사용해야 했던 것에 비해 

얼마나 간편한지를 단 으로 보여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치기법은 계면경계 모형화시 추가의 

미지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식 (11d)를 만족시키기 해 

4.1 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 

 치에서 다음과 같은 

차분식을 구성한다. 






 









 


   (14)

이제 식 (12)~(14)를 바탕으로 해석 역의 과 계면

경계 조건 만족을 한 차분 에 한 차분식을 정리하여 

체 계방정식을 구성한다. 계면경계 조건식 식 (11c)~(11d)

는 이 아닌 계면경계 근방의 
, 

 치에서 차분식을 

만들기 때문에 식 (15)의 체 계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보

다 방정식의 개수가 많은 과결정 시스템이 된다. 

 (15)

여기서, 는 일반화된 강성행렬, 는 해 에 한 벡

터, 는 일반화된 힘 벡터를 가리킨다. 미지계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일치시키기 해 최종 계방정식을 최소제곱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칭화한다. 

 (16)

의 계방정식을 풀면 해 가 얻어지고, 해를 식 

(6)에 입하여 임의의 치에서 수치해와 차까지의 미분

근사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식 (14)를 이용하면 계면경계

에서의 수직 미분  값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미분근사 과정은 실제로 미분값을 계산하는 과

정이 거의 없다. 정규 역에서는 이동최소제곱법을 용할 

때 형상함수와 그 미분들이 동시에 얻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미분계산이 필요없고, 계면경계 근방의 특이 역에서도 기

함수의 미분계산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속도가 매우 

빠르다. 기존의 무요소법이 형상함수의 도함수 계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여 계산효율성이 획기 으로 향

상되었다. 

5. 수치 제

5.1 내 확장된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함수의 

재생성 시험

기함수의 정의를 한 선 평면함수는 실제 계면경계

를 근사 으로 모형화하기 때문에 오차를 포함한다. 계면경

계 모델링에 한 내  확장된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식

의 정확도를 시험하기 해 재생성 시험을 수행했다. 계면경

계 모델링의 정확도는 해석모델의 해상도와 연 이 있는데, 

이것은 방정식의 차분을 한 의 개수와 계면경계의 형

상을 표 하기 한 세그먼트의 개수와 연 이 있음을 의미

한다. 원형의 계면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기를 표 한 식 

(17)을 사용하여 재생성 시험을 수행했다. 

    ≤ 

   
(17)

의 정확해로부터 계면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18)

오차의 평가는 식 (19)와 같이 정의되고 계면경계 근방에

서 발생하는 국부 인 오차를 표할 수 있는 ∞오차를 이

용해 수행했다.

∞
 

 
   

(19)

여기서, 는 에서의 수치해를 가리킨다. ∞가 

bound되면 체 역에서의   오차는 자동으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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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원 기함수에 한 재생성 시험결과(1차 기함수만 사용)

(b) 1차원 기함수에 한 재생성 시험결과

(1차, 2차 기함수 사용)

그림 4 내 확장된 근사함수의 재생성 시험에 한 수렴률

그림 5 2차원 기함수에 한 재생성 시험결과

(1차 기함수만 사용)

그림 4(a, b)는 임의의 1차원 기함수(3차 함수)에 한 

∞ 오차의 수렴률을 조사한 것이다. 1차 기함수만 사용하

는 경우에는 2차 정확도(second order accuracy)를 얻었

고, 1차와 2차 기함수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4차

에 이르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1차원 문제의 

경우, 한 개의 으로 표 되는 계면경계를 수치 으로 모델

링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

차원 문제의 경우, 계면경계의 기하학  형상을 평면함수

에 근거한 기함수를 이용하여 수치 으로 모델링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오차가 수렴율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2차 

기함수까지 모두 사용해도 1차 기함수만 사용한 경우와 차

별되는 향상된 정확도를 얻기 어려웠다. 그림 5에는 식 (17)

과 같은 2차원 계면경계 문제에 해 1차 기함수만 사용한 

경우 산정된 수렴률을 도시했으며, 이 경우 내 확장된 이동

최소제곱 Taylor 근사함수가 2차의 정확도를 갖는다. 

5.2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의 해석

본 에서는 그림 6과 같이 로 표기된 원형 계면경계를 

갖고 계면경계를 따라 존재하는 소스항 때문에 계면경계에서 

미분 를 갖는 타원형 편미분 방정식을 고려한다. 평형방

정식과 경계조건은 식 (11a)∼(11d)와 동일하고 이론해는 

다음과 같다.

      ≤ 

      
(20)

이 문제에 한 소스는 다음과 같이 연속이 아니다. 

    
  ≤ 

     
(21)

수치해와 미분에 한 ∞ 오차의 수렴률을 평가하기 

해 등간격으로 배치된 225, 625, 1225개의 을 갖는 모

델에 해 해석을 수행했다. 필수경계 조건은 식 (20)에 주

어진 이론해를 사용해 부과했다. 그림 7(a)에는 계산된 수치

해를 도시했는데, 계면경계를 따라 기거동이 잘 묘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b)에는 수직방향() 미

분에 한 수치해를 도시했는데, 계면경계를 지날 때 미분의 

가 경계주변으로 스며들어 선명해지지 않게 되는 상 

없이 잘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a)에는 1차 기함수만 사용한 경우의 수치해와 

해의 그라디언트(gradient)에 한 수렴률을 나타낸다. 그림 

8(b)는 1차, 2차 기함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의 수렴률이

다. 내 확장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기존에 제안된 외

확장법(윤 철 등, 2007)으로 계산된 결과를 함께 도시했다. 

1차 기함수 뿐만 아니라 2차 기함수까지 사용되면 근사

함수의 정규도가 향상되므로 수렴률이 격하게 향상될 것으

로 기 되었으나, 수치해석 결과 기 만큼 큰 수렴률 향상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것은 실제 미분방정식을 푼 수치해가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함수의 재생성 시험에서와 같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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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원형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

(a)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의 수치해(  

 )

(b)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의 해의 수직방향() 

미분(

 




 

 )

그림 7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의 수치해석 결과

(a) 1차 기함수를 사용한 경우 해와 미분의 수렴률

(b) 1차, 2차 기함수를 사용한 경우 해와 미분의 수렴률

그림 8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의 상 오차 수렴률

차 정확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사

용된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함수가 해의 기거동을 완벽

하게 빼내지 못하고 이동최소제곱 개념으로만 근사하는 것과 

평면함수를 이용한 계면경계 모델링이 기본 으로 선형근

사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한 차분식의 개수와 미지계수

의 개수를 맞추기 해 칭화한 것도 계방정식 강성행렬의 

조건수를 나쁘게 하여 오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8(a, b)에서 보듯이, 내 확장법이 수에 따른 

상 오차의 크기 자체는 외 확장법보다 작았고, 그 차이는 

해의 그라디언트 보다는 해 자체에서 두드러졌다. 이것은 내

확장법이 계면경계 근방에서 해의 그라디언트 보다 해의 

기거동을 보다 더 잘 근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내

확장법의 상 오차 수렴률이 외 확장법보다 안정 으로 

떨어진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것은 내 확장법

이 기거동과 미분의 를 이동최소제곱근사의 개념으로 

빼내는 것과 달리, 외 확장법은 근사함수 내에서 함수 인 

방법으로 빼내기 때문에 상 으로 미분의 에 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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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안정 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 확장법이 기함수를 기

함수에 매입하는 과정만 추가되었을 뿐 기함수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기존의 이동최소제곱법 계산 차를 따라 근

사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 과 함께 최종 인 계방정식

에 계면경계 모형화로 인해 다수의 미지계수가 추가되는 외

확장법과 달리 내 확장법은 추가의 미지계수 도입없이도 

정확하고 효율 인 계산이 가능하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차분식 구성을 해 필요한 고차미분을 매우 

간소한 차를 통해 얻을 수 있어 미분방정식을 이산화하는 

과정이 매우 효율 이라는 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6. 결    론

본 논문은 계면경계를 갖고 있는 포텐셜 문제를 효율 이

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해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함수를 

내재 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평면함수를 근간으

로 정의된 기함수를 다항식기 에 내재 으로 도입하여 확

장시킨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식이 유한차분법을 근간으

로 구성된 체 계방정식에 추가 인 미지계수를 도입하지 

않고도 계면경계의 기거동과 를 성공 으로 모형화 했

다. 내 확장된 미분근사식이 실제 미분을 계산하는 과정없

이도 Taylor 개에 상응하는 일 성(consistency)을 갖는

다는 것을 보 고, 이와 같은 미분근사법을 계면경계를 갖는 

타원형 미분방정식을 강형식의 형태 그 로 푸는데 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선형함수를 1차 

기함수로 활용했고, 기함수 묘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1차 기함수 외에 추가 으로 2차 기함수까지 도입하여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함수의 정규도를 높 다. 재생성 

시험을 통해 내 확장된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식이 임의

의 형상을 갖는 계면경계의 기거동을 2차 정확도로 모형화 

할 수 있음을 보 다. 1차원 계면경계에 한 재생성 시험의 

경우 1차와 2차 기함수를 함께 사용할 때 2차의 정확도를 

뛰어 넘는 근사의 정확도 향상을 보 다. 그러나 2차원 계면

경계문제의 경우, 평면함수를 이용한 기함수의 정의가 

근본 으로 선형근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1차원 경우와 같은 

정확도의 획기 인 향상은 없었다. 

한편, 내 확장법으로 계면경계를 갖는 포텐셜 문제를 직

 풀어 얻은 수치해를 외 확장법 결과와 함께 제시했다. 

내 확장법이 체 계방정식에 계면경계로 인한 추가의 미지

계수를 도입해야 하는 외 확장법과 달리 미지계수의 도입 

없이도 기존의 이동최소제곱 Taylor 근사식에서 사용하는 고

속 미분근사를 그 로 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의 

정확도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 다. 다만, 내 확장된 이

동최소제곱 유한차분법의 계면경계문제에 한 정확도는 재

생성 시험 결과에 미치지 못 했지만, 이는 계면경계 모형화

의 편리함과 이로 인한 계산량의 증가가 거의 없다는 것에 

한 상충 인 교환(trade-off)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이종재료에서의 열 도문제, 복합재료

의 응력 특이성 문제, 유체-유체 는 고체-유체 간의 상호

작용 해석과 같은 다양한 계면경계 문제에 확장되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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