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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기반 유한요소와 그 응용에 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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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MLS기반 유한요소에 한 재 개발상황에 한 개 과 향후 상할 수 있는 응용분야에 한 제안을 

하 다. 이동최소제곱근사를 이용하여 형상함수를 생성하는 MLS기반 유한요소는, 요소의 경계에서 기존 유한요소의 성질

-크로네커 델타 조건-을 가지면서도 기존 요소가 갖지 못했던 임의의  추가가 자유롭다는 장 이 있어 다양한 변

요소로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선형 는 이차형상함수를 갖는 2차원 변 요소 뿐 아니라, 균열선단과 균열면을 포함

하고 있는 2차원 균열요소와 3차원에서의 제한 인 변 요소 등이 개발되어 다양한 불연속성 문제에 용 가능함이 입

증되었다. 이러한 MLS기반 유한요소는 향후 2차원 변  3각요소, 2차원 삼각균열요소, 변  쉘요소, 균열 쉘요소, 마

칭큐 알고리즘에 합한 3차원 다면체요소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며, 본 논문에서는 그 일례로 3차원 다면체요

소를 이용한 퇴골의 요소망 생성을 보 다.

핵심용어 : MLS기반유한요소, MLS기반 변 요소, 균열요소, 다면체요소, 불연속성문제, 복잡요소망

Abstract

In this paper, review of developed MLS-based finite elements and a proposal for their applications are described. The shape 

functions and their derivatives of MLS-based finite elements are constructed using Moving-Least Square approximation. In 

MLS-based finite element, using the adequate influence domain of weight function used in MLS approximation, kronecker delta 

condition could be satisfied at the element boundary. Moreover,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MLS approximation, we could 

easily add extra nodes at an arbitrary position in MLS-based finite elements. For these reasons, until now, several variable-node 

elements(2D variable element for linear case and quadratic case and 3D variable-node elements) and finite crack elements are 

developed using MLS-based finite elements concept. MLS-based finite elements could be extended to 2D variable-node triangle 

element, 2D finite crack triangle element, variable-node shell element, finite crack shell element, and 3D polyhedron element. In this 

paper, we showed the feasibility of 3D polyhedron element at the case of femur meshing.

Keywords : MLS-based finite element, MLS-based variable-node element, finite crack element, polyhedron 

element, discontinuity problem, complex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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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MLS기반 변 요소가 개발(Cho 등, 2005)된 후, 이

동최소제곱근사(MLS, Moving-Least Square approxima-

tion)를 이용한 새로운 요소의 개발과 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이동최소제곱근사는 무요소법(Meshless method)에서 

형상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MLS기반 유

한요소들은 유한요소에서의 형상함수 생성에 이동최소제곱근

사를 이용하는 기법이다. MLS기반 유한요소들은 유한요소망간

의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계면요소법(IEM, Interface 

Element Method; Kim 등, 2002)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되

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재까지 선형  형상함수를 갖는 2차원 

MLS기반 변 요소(Cho 등, 2005), 이차 형상함수를 갖는 

2차원 MLS기반 변 요소(Cho 등, 2006a), 2차원 균열유

한요소(finite crack element; Cho 등, 2006b), 육면체기반 

3차원 MLS기반 변 요소(Lim 등, 2007a) 등이 개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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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1)  요소

(b) 이동최소제곱근사에 

사용되는 가 함수

(c) 만들어진 형상함수

그림 1

다. 한, 이동최소제곱근사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형상함수가 

유리식(rational equation) 형태로 생성되던 문제를 해결하

여 다항식(polynomial equation) 형태로 형상함수를 생성하

는 기법(Lim 등, 2007b), 이종재료의 다공성재료에서의 균

열진 문제를 MLS기반 변 요소로 해석한 연구결과(Sohn 

등, 2009)와 2차원 MLS기반 변 요소를 문제에 용

한 연구사례(Kim 등, 2007)도 보고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 MLS기반 유한요소에 한 

연구들은 새로운 요소개발과 개발된 요소들의 응용처 탐색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새로운 요소의 개발과 응용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 개발된 MLS기반 

유한요소들의 간략한 설명과 향후 개발이 상되는 새로운 

요소들, 그리고 개발되고 있는 요소의 응용처에 해 알아보

았다.

2. 이동최소제곱근사

(Moving Least-Square Approximation)

무요소법에서 사용되는 이동최소제곱근사는 식 에 

한 근사식을 다음과 같이 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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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원 MLS기반 변 요소

MLS기반 변 요소의 시 가 되었던 선형 2차원 MLS기

반 변  요소는 그 생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a)와 같은 (4+1) 의 경우, 그림 1(b)와 같은 가

함수를 사용한 이동최소제곱근사를 통하여 그림 1(c)와 같은 

형상함수를 만듦으로서 요소의 경계에서 Kronecker's delta 

condition을 만족하게 되며, 다양한 변  요소를 만들 수 있

게 된다. 이것은 그림 2와 같은 이차함수 형태의 경우로도 쉽

게 확장이 가능하며, 이 게 생성된 요소를 활용한 외팔보 

제 해석 결과, 그림 3에서처럼 기존의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결

과와 같은 정도의 정확도로 수렴해 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의 MLS기반 변 요소는 MLS 근사를 이용

한 형상함수 생성의 특성상 유리식으로 표 되었다. 이런 형상

함수의 특성은 수치 분 측면에서 다소 단 으로 작용하게 되

는데, 그 이유는 가우스 구 법(Gaussian quadrature 

rule)을 이용한 수치 분이 다항식형태의 식의 수치 분에 

해 정확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분수형태의 식은 테일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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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2)  요소

(b) 이동최소제곱근사에 사용되는 가 함수

(c) 만들어진 형상함수

그림 2

(a) 외팔보 문제 정의

(b) 2차원 MLS기반 변 요소를 이용한 외팔보 

계산결과(von-Mises stress)

(c)요소 크기에 따른 에 지 놈의 상 오차

그림 3

(a) 요소의 모서리에서 균열이 진 되어진 형태의 균열유한요소

(b) 요소의 꼭지 에서 균열이 진 되어진 형태의 균열유한요소

그림 4

에 의해 무한차원의 다항식으로 근사되는 형태의 식이므로, 가

우스 구 법의 분 의 증가가 이루어져야만 분수형태의 식

의 정확한 수치 분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

기 해 2007년 Lim 등은 MLS근사에서 사용되는 가 함수

의 향 역을 히 정함으로써, 형상함수가 분수형태로 얻

어지는 결과를 얻어 기존의 유한요소법과 동일한 수치 분으

로 동일한 정확도의 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4. 2차원 균열유한요소

2차원 균열유한요소는 균열선단과 균열면을 하나의 요소

로 표 함으로써 균열진 문제 해석시 발생되는 요소망의 재

구성이라는 문제 을 해결하고자 개발되었다. 개발되어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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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의 균열 표 (b) 요소 내에서의 균열진  시

(c) 균열이 다른 요소로 진 한 

경우

그림 5

(a) XFEM 결과(Belytschko 등, 1999)와의 비교

(b) 유한요소법 결과(Swenson 등, 1990)와의 비교

(c)실험결과(Pustejovsky 등, 1979)와의 비교 

그림 6

열유한요소는 균열선단에서의 특이  표 을 할 수 있는 

quarter-point mapping을 사용하기 해 이차함수형태의 

MLS기반 변 요소로부터 확장되어 개발되었지만, 선형함

수형태의 MLS기반 변 요소로부터의 확장도 동일한 방식

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림 4와 같은 형태의 두 종류의 균열유한요소가 개발되

었으며, 각각의 균열유한요소는 균열면을 표 하는 요소경계

에 임의의 개수의 을 추가할 수 있어 하나의 요소내에서

의 균열진 도 표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균열진  해석

을 한 략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a)는 기의 균열상태를 표 한 것으로 균열선단

을 포함하는 요소는 개발되어진 균열유한요소로 표 하고 균

열유한요소의 주 요소는 MLS기반 변 요소를 사용하여 

요소경계에서의 호환성(compatibility)를 만족시킨다. 균열

이 요소내에서 진 하는 경우 그림 5(b)처럼 균열유한요소를 

이 증가한 형태의 균열유한요소로 체하여 표 하면 된

다. 균열이 다음 요소로 진 하는 경우 그림 5(c)와 같이 기

존의 균열유한요소가 있던 치에는 두 개의 변 요소로 

체하고 새롭게 지정된 균열선단 근처의 요소들은 그림 

5(a)와 같은 방식으로 요소를 체한다.

이러한 균열유한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를 수행한 결

과 요소망의 재구성없이도 그림 6과 같이 기존의 유한요소

법, XFEM(eXtended FEM),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

과를 얻었다.

5. 2차원 변 요소를 활용한 문제 해석

2007년 Kim 등은 슬라이딩이 포함된 문제에 2차원 

MLS기반 변 요소를 용함으로써 면의 슬라이딩시 

기존의 유한요소법으로 용하기 어려웠던    

을 구 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의 해석결과를 도출한 바 있

다. 그림 7(a)에서 보듯이 2400개의 요소가   의 

요소망을 가지고 ABAQUS로 해석한 결과를 정해로 가정하

면, 매우 은 수의 요소를 사용한 변 요소활용 기법이 

그 정해와 매우 유사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 그림 7(b)에 

도시된 sliding이 포함된 Hertz contact의 경우에도 변

요소를 활용한 기법이 정해에 보다 더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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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공을 포함하는 3차원 문제에서 육면체에 기반한 3차원 

변 요소를 사용한 결과와 유한요소법 결과를 비교한 그래

그림 9 기 개발된 비 형  요소들-다면체요소

(a) 도시된 문제에 한 ABAQUS와의 결과비교

(b) 도시된 sliding Hertz contact이 존재하는 문제의 

ABAQUS와의 결과비교

그림 7

6. 3차원 변 요소

2007년 Lim 등은 육면체에 기반한 3차원 변 요소를 

개발하여 그림 8과 같은 요소망 불일치 제를 통해 개발된 

요소의 feasibility를 보인 바 있다. 그림 8은 내부에 동공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일축방향으로 응력이 가해지는 경우, 

응력집 계수가 정해와 얼마나 차이나는 지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 8의 우측 상단에 그려진 세가지 경우의 요소망에서 

요소경계에서 불일치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MLS기반 변

요소를 사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 유사한 자유도를 갖는 

기존 유한요소법보다 동공근처를 세 한 요소망을 사용한 불

일치 요소망 경우가 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3차원 다면체요소를 포함한 기타 MLS기반 유한요

소의 개발과 그 응용처

기존의 3차원 MLS기반 변 요소가 그림 8와 같이 육

면체기반에 한정되어 개발된 것과 달리 최근 개발되고 있는 

3차원 다면체요소는 그림 9와 같은 비 형  요소를 의미한

다. 이러한 비 형  요소들은 그림 10과 같이 기 이 되는 

요소망틀에 표면정보를 담가(soaking) 표면정보 로 기 요

소망(reference mesh)를 자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 

 일부이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할 경우, 복잡한 3차원 요

소망 생성이 매우 간편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1

은 개발된 그림 9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해석한 토끼 퇴부 

의 응력 해석 결과이다. 그림 10의 기법을 이용할 때 필요

한 모든 요소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그림 9의 요소들만 개

발된 상황으로 개발되지 않은 요소를 개발된 요소로 치환하

는 ad-hoc이 사용된 계로 이차함수 형태의 사면체요소를 

이용한 ABAQUS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 개발된 MLS기반 요소 뿐 아니라, 새로운 MLS

기반 유한요소들도 개발이 가능하리라 상된다. 를 들면, 

매우 복잡한 곡면 평  등의 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쉘요소에서

도 MLS기반 변 요소나 균열요소를 개발하여 은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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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면체요소를 이용하여 3차원 복잡요소망을 손쉽게 

생성하는 새로운 기법

그림 11 ABAQUS를 이용한 토끼 퇴부 해석결과와 다면체 

요소를 이용한 해석결과

를 가지고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한 결과를  수 있는 요

소망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며, 3차원 사면체요소를 기

반으로 하는 균열요소의 개발은 CG에서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법으로 활용이 상된다.

8.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 개발된 MLS기반 유한요소에 한 개략

인 설명을 하 고, 재 진행 인 MLS기반 다면체요소와 

이를 활용한 새로운 3차원 요소망 생성기법을 설명하 다. 2

차원 변 요소는 요소망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의 

노력 없이 용되어 요구되는 수 의 해석결과를 보여주었으

며, 2차원 균열유한요소는 균열의 진 해석에 최소한의 요소

망 수정을 통해 정확한 수치해석결과를 보여  수 있음을 여

러 제들로 증명하 다. 한, 2차원 변 요소는 문

제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을 굳이 

맞추지 않고 문제를 해석하더라도 기존의 유한요소법에

서   으로 해석한 결과와 유사한 수치결과를 보

다. 한정 으로 개발되어 제에 용되어 왔던 3차원 변

요소는 재 개발되고 있는 3차원 다면체요소의 개발로 보

다 넓은 역의 제로의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되는 MLS기반 

쉘 변 요소, MLS기반 쉘 균열요소, 3차원 사면체 균열

요소 등에 해 언 하 다. 언 되어진 새로운 MLS기반 유

한요소들은 기존에 개발되어진 MLS기반 유한요소와 동일한 

기법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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