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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열탄성 연성구조의 상 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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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의 비선형 열탄성 문제에 하여 탄성 계수  열 도 계수에 해서 보조변수법을 이용한 연속

체 기반의 설계민감도 방정식을 유도하 고, 온도와 변 장이 연성된 보조방정식을 정의하여 효율 으로 설계민감도 해석

을 수행하여 상 최 설계에 용하 다. 수치 제를 통하여 열탄성 문제에서 상 최 설계가 갖는 요소망 의존성을 살

펴보았다. 한 열 하 이 지배 인 경우와 기계  하 이 지배 인 경우를 비교하여 다  물리 연성문제에서 상 최 설

계가 갖는 하 에 한 의존성을 고찰하 다.

핵심용어 : 비선형 열탄성 문제, 보조변수법, 설계민감도 해석, 상 최 설계, 도법, 요소망 의존성, 하  의존성

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derived a continuum-based adjoint design sensitivity of general performance functionals with respect to 

Young' modulus and heat conduction coefficient for steady-state nonlinear thermoelastic problems. An adjoint equation for 

temperature and displacement fields is defined for the efficient computation of the coupled field design sensitivity. Through 

numerical examples, we investigated the mesh dependency of the topology optimization method in the thermoelastic problems. Also, 

comparing the dominant loading cases of thermal and mechanical ones, the loading dependency of topology design optimization in 

coupled multi-physics problems is investigated.

Keywords : nonlinear thermo-elasticity, adjoint variable method, design sensitivity analysis, topology design 

optimization, density method, mesh dependency, load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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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 최 설계(Topology design optimization)의 시작은 

이아웃(Layout) 최 설계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W. 

Prager 등, 1977). 이 개념은 유한요소의 모든 을 연결

하는 트러스 구조물을 만든 후 각각의 트러스 요소에 한 단

면계수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70년 에 이르러 균질화 

기법(Homogenization method)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 다

(Lions, 1981). 80년 에는 복합재료의 강성계수 계산법을 

응용하여 연속체 구조물에 용할 수 있는 이론이 발표되었다

(Bendsoe 등, 1988). 그 이후 상 최 설계는 재료 도함

수(Bulk material density function)를 이용하여 균질화법

에 비해 다루기가 쉬운 도법(Density method)이 소개되면

서 여러 공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부분의 상 최 설계는 하나의 분야(Discipline)에 국한되어 

있어서 여러 분야가 복합되어 있고, 한 비선형 거동을 보이는 

비선형 연성 문제에 해서는 상 으로 연구가 미흡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열탄성 연성문제에 해 상 최

설계 문제를 정식화하고 연성에 따른 최 설계 결과를 고찰

한다. 이를 해서는 비선형 열탄성 연성문제에서 매우 효율

이고 정확한 설계민감도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보조

변수법(Adjoint variable method)으로 유도된 선형 열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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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열 탄성체

연성문제에서의 설계민감도식(Cho 등, 2005)을 확장하여 

사용하 다.

2. 열-탄성 연성문제

그림 1과 같이 경계면 , 열린 역 로 구성되고, 등방

성, 균질성을 갖는 열-탄성체를 생각하자. 경계는 표면력

(Traction) 경계 , 변 (Displacement) 경계 , 온도

(Temperature) 경계 
 , 열속(Heat flux) 경계 

 , 

류(Convection) 경계 
로 구성된다.

온도장에서는 경계 
에서 의 온도가 주어지고, 경계 


에서는 의 열속이 주어진다. 그리고 경계 

에서는 외

부온도 ∞에 해서 열 류가 발생한다. 이 세 경계들은 서

로 겹치지 않으며, 
∪

∪
  을 만족한다. 변 장에

서는 경계 에서 표면력 가 주어지고, 경계 에서 변  

가 주어지며 다음의 조건 ∪  ∩ ∅을 만

족한다.

정상상태의 비선형 열 도 방정식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in , (1)

  on 
 , (2)

   on 
 , (3)

∞   on 
 , (4)

여기서, 는 온도의 함수인 열 도계수, 는 내부 발열

율이다. 열 도 계수는 온도의 함수로 표 되어 물성치에서 

비선형성을 가진다. 한 탄성체의 평형 방정식과 경계조건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in , (5)

   on , (6)

  
 on , (7)

여기서, 는 코시응력이고, 는 체 력이다. 다음과 같은 응력

-변형률 계를 이용하여 열 문제와 탄성 문제를 연성한다. 

   (8)

여기서,  는 각각 4차 탄성텐서, 열팽창 계수이다.

균일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역 에 속하는 가상함수 

를 사용하고, 경계조건을 입해서 식 (1)을 약형식(Weak 

form)의 형태로 쓰면 다음과 같다. 

 , for all ∈, (9)

≡




 (10)





∞





 


≡







 . (11)

본 연구에서는 열 변형에 의해서 온도 분포가 변하지 않는

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수행하 다. 즉, 온도분포는 변형에 

향을 미치지만, 반 로 변형은 온도분포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 장에 해서도 가상일의 원리와 균일 경계조건

을 만족하는 역 에 속하는 가상함수    경계조건을 이

용해서 식 (5)을 약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for all ∈. (12)

≡





, (13)

≡



, (14)

 ≡








, (15)

여기서, 와 가상 변형률 텐서는 다음과 같다.

 


, (16)

≡ 

 















 . (17)

탄성문제에서는 변형률 텐서가 비선형 항을 갖는 기하학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식 (9)과 (12)는 각각의 해에 해 

비선형 식이므로 증 반복형 뉴턴랩슨 기법(Incre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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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ative Newton-Rapshon method)을 사용하여 해를 구

하 다. 외부 열 유속과 기계  하 을 하  스텝별로 차 증

가시키면서 이  단계의 평형식을 사용하여 각 단계에서 수렴

되는 해를 구하 다.

3. 보조변수 설계민감도 해석

열 도와 열탄성 문제에서 재료 특성치로 구성된 비 형상 

설계변수 를 고려할 때, 식 (9)과 (12)는 재의 평형상태

인 (+1)번째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8)

 


   , ∀∈. (19)

식 (18)과 (19)에 해서 설계변수 에 한 1차 변분을 

취하면 각각 다음의 식을 얻는다.


 ′ ′ ′ , (20)


 ′ ′ (21)

 ′ ′ ′ 


 ′

여기서, 식 (20)과 (21)는 ′와 ′에 해서 선형식

이므로 반복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응답해석 (+1)번째 상

태에서 구했던 수렴된 탄젠트 강성(Tangent stiffness)만 

필요로 한다. 

분형태로 표 된 일반 인 성능함수와 설계변수에 한 

1차 변분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2)

′ 

  

′
  

′   (23)

식 (23)에서 암시  종속항인 ′ 신 균일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가상의 온도 를 채택한 후 선형화된 열에 지 형식 


을 이용하면, 보조방정식(Adjoint equation)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24)

여기서, 보조응답(Adjoint response) 는 균일 경계조건을 

만족한다. 열탄성 문제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식 (23)에서 

암시  종속항(Implicit dependence term)인 ′ 신 

균일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가상의 변  를 취하고 선형화된 

변형 에 지식인 
 

 를 이용하여 

보조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25)

여기서, 보조응답 는 균일 경계조건을 만족한다. 식 (24)과 

(25)을 (23)에 입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 



′ ′ ′  (26)

′ ′ 


 ′

식 (26)을 계산하기 해서는 체 온도장에 한 미분값

인 ′가 필요한데, 계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추가 인 보조방정식을 고려한

다. 열과 탄성문제가 연성되어 있는 역에서 온도와 변 장 

사이에는 에 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온도장에서 발생

하는 에 지는 변 장의 온도에 의한 에 지와 같다. 따라서 

연성된 보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 (27)

여기서 보조응답 는 균일 경계조건을 만족한다. 이를 활

용하여 유도한 최종 인 목 함수의 설계민감도 식은 다음과 

같다.

′ 


′ ′  (28)

′ ′ ′ 

4. 상 최 설계 정식화

온도장과 변 장이 동일한 역에 존재하는 비선형 열탄성 

연성문제에서 최소 컴 라이언스 구조를 얻기 한 상 최

설계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 다.

minimiz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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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차원 직사각 평 모델

Design

variable
FDM AVM Agreement(%)

 -3.08384E-03 -3.08381E-03 99.999

 6.66987E-04 6.66925E-04 99.991

 2.18683E-03 2.18653E-03 99.987

 -6.59016E-04 -6.58993E-04 99.997

 5.44644E-04 5.44621E-04 99.996

표 1 설계민감도의 비교

subject to 


≤ (30)

여기서,  는 각각 (n+1)상태에서의 컴 라이언

스, 허용 재료량, 정규 재료 도 함수를 나타낸다. 설계변수

는 각 요소의 탄성계수, 열 도 계수와 련되는 정규 재료

도 함수이다. 

  
 (31)

  
    (32)

P는 집 된 재료 분포를 얻기 한 벌칙인자(Penalty 

parameter)이다. 한 상 최 설계 과정에서 정규 재료 도 

함수 가 0이 되면 수치  특이성(Numerical Singularity)

이 나타나며 이를 피하기 해 다음과 같이 최소  을 부

여하 다. 

≺  ≤  ≤  (33)

식 (28)을 이용하여 식 (29)의 컴 라이언스에 한 설계 

민감도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34)

5. 수치 제

5.1 설계민감도 정확도 검증

앞서 유도된 설계민감도식의 정확도에 한 검증을 해서

는 그림 2를 고려하자. 좌단은 단순지지 되어있으며, 좌단을 

제외한 경계에서는 류경계가 가해지고 있다. 설계 역은 

가로 0.5, 세로 1.5의 크기를 가지며 400개의 4  요소로 

분할되었다. 모델의 률은  1000(N/m2), 푸아송 비는 

 0.33, 내부 발열율 5000(w/m2), 외부온도는 10℃, 

열 도계수  10.0+0.2T(W/m․℃), 열팽창 계수  

5×10-5/℃이며 류는 평면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하며 계수는  120(W/m2․℃)이다. 

표 1에서는 보조변수법을 이용하여 구한 컴 라이언스의 

설계민감도 값과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구한 설계민감도 값

을 임의의 설계변수 에 해서 비교하 다. 거의 일치한 결

과를 보이므로 보조변수법에 의한 설계민감도는 매우 정확함

을 알 수 있다.

5.2 외팔보 설계

그림 3의 외팔보 설계문제에서 설계 역, 경계  하 조

건을 도시하 다. 외팔보의 좌단은 단순 지지되고 온도 경계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앙부에서는 발열율 Q가 있고 우단

에서 열속 가 유입되고 기계  하  F가 가해지고 있다. 설

계 역의 크기는 가로 2, 세로 0.5, 400개의 4  요소로 

분할되었다. 모델의 률은  2.1×1011(N/m2), 푸아송 

비는  0.33이다. 열 도계수  15.0-0.6664T(W/m․ 

℃), 열팽창 계수  2.5×10-5/℃이다. 정규 재료 도 함수 

를 사용하여 률과 열 도 계수에 한 설계변수를 매개화 

하 으며, 각각의 벌칙인자 NPE와 NPK는 독립 으로 부여

하 다.

  
,   

    (35)

열탄성 연성문제의 경우, 열 문제와 탄성 문제가 컴 라이

언스에 한 향의 비 이 다르기 때문에 탄성계수와 열

도계수의 벌칙인자 값을 히 조 하여야 한다. 가령, 열 

조건이 지배 일 경우, 열 도계수의 벌칙인자 값을 탄성계

수의 벌칙인자 값보다 크게 두도록 한다. 그림 4(a)와 (b)의 

경우, NPK=5, NPE=1이며, 허용재료량은 원래 재료량의 

40%로 하 다. 기계  하 을 배제하고(F=0), 발열율 Q와 

열속 만이 존재하는 경우, 시스템의 열은 좌단의 온도 경계

를 통해서만 유출되므로 상 최 설계 결과는 그림 4와 같

이 발열율  열속과 온도경계 사이의 연결성이 나타나게 된

다. 그림 4(a)는 열 도 문제에서 최소 열  컴 라이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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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외팔보 모델

(a)

(b)

그림 4 열 해석의 향

(a) q=20, Q=100

(b) q=100, Q=20

그림 5 하  크기의 향

(a) 400(10×40)개의 요소

(b) 1600(20×80)개의 요소

(c) 목 함수의 수렴성

그림 7 요소망 의존성 

그림 6 내부 발열이 있는 사각평

갖는 상 최 설계 결과이고, (b)는 열탄성 문제에서 최소 

컴 라이언스를 갖는 상 최 설계 결과이다. 열 도 문제

(a)에서는 설계 역으로 에 지 유입을 차단하기 해 열원 

Q 주변에 재료가 분포하지 않았으나, 열탄성 문제(b)에서는 

탄성변형의 향도 고려하므로 (a)와는 다른 상을 제시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기계  하   1000kN가 고정된 상태에

서 발열율 Q와 열속 의 크기 변화에 따른 상 최 설계 

결과를 보여 다.

그림 5(a)와 (b)의 경우 NPK=3, NPE=2이다. 열 하

 의 비 이 작은 경우(a), 기계  하  가 가해지는 우

측 하단으로 재료분포가 이루어지나, 의 비 이 큰 경우

(b), 열속 가 유입되는 우측 앙부로 재료가 배치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5.3 사각 평  설계

본 제에서는 열탄성 문제에서 요소망과 하 조건에 하

여 상 최 설계가 갖는 의존성을 고찰한다.

5.3.1 요소망 의존성

본 제에 한 설계 역, 하   경계조건은 그림 6에 나

타나 있다. 재료의 물성치는 앞서 제와 동일하며, 요소 

체에 해서 내부 발열율은 100(w/m2)로 주어진다. 네 

모서리에 온도와 변 가 고정되어 있으며, 기계  하 은 없

는 상태이다. 벌칙인자 값은 NPK=4, NPE=1로 두었다.

상 최 설계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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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배 인 열 하 (b) 지배 인 기계  하

(c) 목 함수의 수렴성

그림 9 하 조건 의존성

그림 8 정사각 평  모델

400개의 요소를 사용한 경우(a)에는 설계 역 경계부근에 

재료가 치우쳐서, 경계부근을 제외한 곳에서는 재료의 분포

가 선명하지 않다. 그러나 1,600개의 요소를 사용한 경우

(b)에는 재료의 분포를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도 다른 상설계 결과를 제시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상 최 설계가 근원 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망 

의존성을 보여주며 이로 인하여 상 최 설계 정식화는 유

일해(Unique solution)를 항상 제시하지는 않는 문제임

(Ill-posed problem)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최 설계 과

정에서는 그림 (c)와 같이 목 함수가 설계변경에 하여 단

순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5.3.2 하  조건 의존성

본 제에서는 정사각평 에 해 열 하 이 지배 인 경

우와 기계  하 이 지배 인 경우에 해 고찰하 다. 설계

역, 하   경계조건은 그림 8과 같다.

이 제에 한 상 최 설계 결과는 그림 8과 같으며 사

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앞서 제와 동일하다. 열 조건이 지

배 인 경우(그림 9(a))에는 외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벌칙인

자 값은 NPK=4, NPE=1로 두었다. 한편, 기계  하 이 

지배 인 경우(그림 9(b))에는 외력  10000N를 가하

으며, 벌칙인자 NPK=2, NPE=3으로 두었다. 두 가지 경

우에 해 벌칙인자를 다르게  것은 각각의 문제에 해 

얼마나 지배 인 향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 다. 한 

열조건과 기계  조건 문제 각각의 차수 차이로 인하여 동일

한 향을 미치더라도 다르게 부여하여야 한다.

열 조건이 지배 일 경우(a)에는 재료는 체 요소에서 발

생하는 열을 최 로 방출시키기 한 형상을 하고 있는 반면

에 기계  하 이 지배 일 경우(b)에는 기계  하 과 경

계를 연결하는 역학 으로 효율 인 재료분포를 제시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열 조건이 지배 일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발

견되는 방열 의 단면 형상과 유사하다. 이는 상 최 설계

의 결과가 물리 으로 타당한 결과를 제시함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의 비선형 열탄성 문제에 한 지

배 방정식에서 출발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열 도와 열탄

성 해석을 수행하 다. 탄성 계수  열 도 계수에 해서 

보조변수법을 이용한 연속체 기반의 설계민감도 방정식을 유

도하 고, 온도와 변 장이 연성된 보조방정식을 정의하여 

효율 으로 설계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여 상 최 설계에 

용하 다. 기존의 상 최 설계가 부분 열 문제 는 탄

성 문제만을 다룬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열문제와 탄성문제 

모두를 고려하 다. 열탄성 문제의 수치 제를 통하여 상 

최 설계에서 요소망 의존성을 살펴보았으며, 다  물리 연

성문제에서 하 에 한 의존성을 고찰하 다. 기존의 탄성

문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성이 강한 연성문제의 

상 최 설계를 다루므로 벌칙인자의 값이 무 큰 경우 해

석의 수렴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치 제의 재료분포

에 있어서 간 도가 발생되는 문제 이 있으나 체 인 

상의 악에는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성문제에 

한 상 최 설계 방법론은 실제 물리 상에서 많이 발생

하고 있으므로 공학  의미가 있으며, 열탄성 이외의 다른 

연성문제에도 동일한 방법론이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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