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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최 설계를 사용하여 응력 제한을 갖는 구조물의 형상 최 설계 문제를 수행하

다.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 방법은 해석에 사용되는 기  함수와 기하 모델을 구성하는 함수가 동일하여 기하학 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설계민감도 해석  형상 최 설계에 있어서 많은 강 이 있다. 최 설계 문제에서 응력의 집 은 구조

인 괴를 래할 수 있으므로 응력 제한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법은 기하형상을 표

하는 CAD의 기  함수를 해석에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기하형상을 표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하학 으로 엄 한 모델을 

통하여 정도 높은 응력  설계민감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한요소 기반 최 설계보다 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치 제에서 응력 제한조건이 있는 구조물에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최 설계 기법을 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형상 최 설계, 응력 제한조건,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 NURBS, 설계민감도 해석

Abstract

In this paper, the design optimization of structures with stress constraints is performed using isogeometric shape optimization 

method. The stress constraints have an important role in design optimization problems since stress concentration could result in 

structural failure. To represent exact geometry in analysis, the isogeometric analysis method uses the same basis functions as used 

in the CAD geometry. The geometrically exact model can be used in both stress and design sensitivity analyses so that it can yield 

more precise optimal design than finite element one. Through numerical examples, the isogeometric approach turns out to be 

effective in shape optimization problems under stress constraints.

Keywords : shape design optimization, stress constraints, isogeometric analysis, NURBS, design sensitivity 

analysis(D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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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은 Cho와 Roh(2003, 2004, 

2005)에 의해 제안된 이래 Hughes 등(2005)에 의해 수학

으로 정립된 해석법이다. 최 설계 분야에서는 Cho와 

Ha(2007, 2009)에 의해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을 이용

한 형상 최 설계 기법이 개발되었다. 아이소-지오메트릭 해

석법은 CAD에서 기하형상을 표 하는데 사용하는 NURBS 

(Non-Uniform Rational B-spline)를 해석의 기 함수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유한요소법에서 요소망의 구성

에 따른 형상의 근사화를 방지할 수 있다. 한 고차의 기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선벡터, 곡률 등을 정확하

게 계산할 수 있어서 높은 정 도의 설계민감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정 한 형상 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최

화 과정에서 응력의 제한은 공학 으로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구조 인 괴의 가장 큰 이유가 높은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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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 이므로 최 설계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

이나 기존의 상 최 화에서는 최  강성을 확보하는 것

이 주된 목 이며 응력의 분포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각 요소의 본 미세스(Von-Mises) 응력을 구하여 이

를 허용 응력 이하로 하는 제한 조건식을 구성하 다. 본 연

구에서는 고차의 기 함수 사용으로 인해 상 으로 정확한 

응력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응력 제한조건이 있는 형상 

최 설계 문제에서 더욱 요하게 작용한다. 유한요소 기반 

형상 최 설계와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최 설계를 비교함

으로써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최 설계가 갖는 장 을 확

인하 다.

2. 문제의 구성

응력 제한조건이 있는 형 인 형상 최 설계 문제는 다

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Minimize  (1)

Subject to 


 , (2)

and 
≤ ≤

 (3)

구조물의 본 미세스(Von Mises) 응력을 허용응력  이

하로 제한하면서 구조물의 량 W를 최소화하는 설계변수 

를 구하는 문제이다. 고 응력부  고 응력 상지 에 제

한조건을 두어 모든 요소에서 허용응력 이하가 되도록 하

다. 식 (3)은 설계변수에 한 제한조건으로 설계변수의 변

화 가능 역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NURBS 곡면의 조

정 (Control point)을 설계변수로 두고 응력은 아이소-지

오메트릭 해석을 통해 얻는다.

3. NURBS

3.1 노트 벡터  기  함수

라메트릭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노트값들의 집합을 노트 

벡터라 한다.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에서 노트 벡터는 유

한요소 해석의 요소망에 응되며 기 함수의 정의에 사용된

다. 1차원 문제에서의 노트 벡터는 식 (4)와 같다.

  ⋯ (4)

여기서, 은 기 함수의 개수이고, 는 차수를 나타낸다. 기

함수는 노트 벡터를 이용하여 다음 식 (5)∼(6)과 같이 재

귀 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Piegl 등, 1997).










    ≤ ≤ 

 








(5)

 




 

 
    ⋯

(6)

NURBS는 기 함수로서 항상 음이 아닌 값을 가지며, 보

간함수에서 요구되는 기본 인 특성인 단 분할, 그리고 기

함수가 정의되는 역이 유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a. 




  (Partition of unity)

b.  in   . (Compact support)

c. ≥  (Non-negativity)

3.2 NURBS 곡선

NURBS 곡선은 유리 기 함수(Rational basis function) 

와 조정   의 선형결합으로 얻을 수 있다. 각각의 기

함수에 응되는 조정  가 주어질 경우, NURBS 곡선은 

다음과 같다.






 (7)






 (8)

여기서, 는 가 치로서 특정 기 함수의 비 을 조 할 수 

있으며 가 치가 같을 경우 NURBS 곡선은 B-spline 곡선

이 된다. NURBS 곡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차의 미분값에 한 연속성을 가진다.

b. 복된 노트나 복된 조정 이 번 사용되면, 미분의 

연속성이  차수만큼 감소한다.

c. 조정 들의 움직임에 따라 B-spline 곡선이 따라 변하

게 된다.

3.3 NURBS 평면

앞서 얻은 NURBS 곡선 식 (7)로부터 식 (9)와 같이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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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곱으로 NURBS 평면을 표 할 수 있다. 노트 벡터는 

  ⋯,   ⋯ 이다.











  (9)

여기서, 와 는 각각 , 방향으로의 유리 기

함수이다. 이와 같은 NURBS 평면을 이용하여 2차원 구조

물을 표 할 수 있으며, 노트 벡터를 더 도입하면 3차원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다. 한 기하 형상을 표 하는 기 함수

를 그 로 해석에 사용함으로써 정 한 형상이 반 이 되어 

보다 엄 한 해를 얻을 수 있다.

4. 아이소-지오메트릭 설계민감도 해석

4.1 미분(Material derivative)

재의 설계 역을 라 하고 변형 후의 설계 역을 라 

정의한다. 이 때 임의의 에서의 라메터 에 의한 변환

계는 식 (10)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0)

이 때 설계 속도장은 식 (1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1)

응답 에 해서 미분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12)

일반 인 형태의 역 분과 경계 분으로 주어지는 성

능함수 과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3)

 


 (14)

식 (12)를 사용한 성능함수의 미분은 다음과 같다.


′ 



′∇ (15)


′ 



′∇ (16)

여기서,    으로 곡률을 나타낸다.

4.2 형상 설계 민감도

임의의 속도장 V에서 몸체력 f와 표면력 T가 주어진 선형 

탄성 문제의 변 에 한 형상 설계민감도 식은 다음과 같다

(Choi 등, 1986).


























 (17)
















식 (17)을 보면 법선벡터와 곡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인 유한요소 해석법에서는 1차의 기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선벡터와 곡률항이 부정확하게 계

산되거나 락된다. 그러나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에서는 

이러한 법선벡터와 곡률항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엄 한 형상 

설계민감도의 계산이 가능하며, 이러한 엄 한 형상 설계민

감도는 정 한 형상 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5. 수치 제

특정 지 에 응력이 집 되는 제로서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과 L자 모양의 을 선택하 다. 응력이 집 되는 부

근의 형상을 변화시켜 으로써 응력을 완화시키고자 하 으

며, 각각의 제에 유한요소 기반의 형상 최 설계와 아이소

-지오메트릭 기반의 형상 최 설계 방법을 사용하 다. 아이

소-지오메트릭 해석의 정 도는 유한요소법에 비해 은 수

의 자유도로써 엄 해에 근시킬 수 있음이 이미 입증되어 

있다(Hughes 2003; Cho 2009). 최 설계에 앞서 두 방

법에서의 설계변수 매개화와 요소망의 재구성 과정을 통하여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최 설계가 갖는 상 인 장 을 

살펴본다.

5.1 설계변수 매개화  요소망의 재구성

5.1.1 유한요소 기반의 형상 최 설계

유한요소 해석법을 기반으로 형상 최 설계를 할 경우, 변

화를 주고자 하는 경계의 좌표 값을 설계변수로 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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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계변수 매개화 (b) 요소망의 재구성

그림 1 유한요소 기반 형상 최 설계

(a) 조정  망의 구성 (b) 내부 조정 의 변경

그림 2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반 형상 최 설계

그림 3 가운데 구멍이 있는 

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변수 간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형상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 한 노드

의 순서가 역 될 경우 체 인 요소망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경계를 

B-spline 곡선으로 표 한 후, 이를 보간하는 조정 을 설계

변수로 하는 방식으로 설계변수를 매개화하 다.

그림 1(a)와 같이 조정 을 설계변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지나치게 많은 수의 조정 은 오히려 조정  간의 순

서가 역 되어 요소망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정

의 치에 따라 B-spline이 변화하게 되고 따라서 B-spline 

상의 노드 치에 변화가 발생한다. 그림 1(b)와 같이 노드

의 변화량을 변  하 으로 생각하여 구조물 체 노드의 설

계 속도장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내부 요소망

의 재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  하 이 지나치게 큰 경

우 요소망의 재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유한요

소 기반 형상 최 설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5.1.2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반의 형상 최 설계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에서는 노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계변수의 매개화가 필요하지 않다. 조정 과 기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기하형상을 표 하고, 설계변수인 조

정 에 의해 기하형상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a)와 같이 상 으로 은 수의 조정 으로 구조

물을 표 할 수 있다.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경계를 구성하는 

조정 을 설계변수로 하고, 그림 2(b)와 같이 조정 의 변화

량을 변  하 으로 생각하여 내부 조정 의 치를 변화시

킨다. 유한요소 기반 방법에서 모든 노드의 설계 속도장을 

계산해야 하는 것에 비하여 구   계산 비용 측면에서 큰 

이 이 있다.











 (18)

한 식 (18)과 같이 조정 의 변화량으로부터 체 설계 

속도장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5.2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이 제는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에 평면 분포하 이 가

해지는 경우로서 칭성을 고려하여 1/4 모델로 구성하 다. 

이 때 구멍 주변에 응력이 집 되는데, 그 주변의 형상을 변

화시킴으로써 구조물에 걸리는 응력을 허용응력 이하로 제한

시키는 동시에 구조물의 량을 최소화하는 문제이다. 은 

10m의 정사각형이며, 앙에 기 반지름이 2m인 원형의 

구멍이 있다. x축 방향으로 900(N/m), y축 방향으로 1800 

(N/m)의 분포하 이 각각 작용한다. 모든 요소의 본 미세스 

응력이 30,000(N/m2)이하가 되도록 제한조건을 설정하

다. 분포하 의 비가 2인 이와 같은 문제의 해석 인 해는 장

축과 단축의 비가 2인 타원으로 알려져 있다(Vanderplaats 

등, 1993). 유한요소 기반 형상 최 설계의 경우, 120개의 

요소와 143개의 노드를 사용하 으며, 구멍 주변 노드의 좌

표 값을 설계변수로 하는 방법(그림 4(a))과 이를 보간하는 

조정 을 설계변수로 하는 방법(그림 4(b))을 사용하여 형상 

최 설계를 수행하 다. 노드의 좌표 값을 설계변수로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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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한요소 기반 (b) 매개화 유한요소 기반

(c) 아이소-지오메트릭 

그림 4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의 형상 최 설계 결과

(a) 매개화 유한요소 기반 (b) 아이소-지오메트릭

그림 5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의 최 설계 이력 

그림 6 L자 모양  모델

(a) 매개화 유한요소 기반 (b) 아이소-지오메트릭

그림 7 L자 모양 의 최 설계 이력

우, 인 한 노드간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노드의 순서가 

역 되는 등 제 로 된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좌표를 보간

하는 조정 을 설계변수로 한 경우, 조정 의 치가 조정됨

에 따라 타원에 근 한 형상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

소-지오메트릭 기반의 형상 최 설계의 경우(그림 4(c)), 2

개의 패치와 12개의 조정 으로 조정  망을 구성하 으며, 

구멍 경계의 조정 을 설계변수로 하 다. 최 화가 진행됨

에 따라 내부 조정 의 치가 조정되어 타원에 근 한 형상

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주어진 응력 제한조건을 만족시켰으며 타원

에 근 한 형상이 도출되었다. 장축과 단축의 비 한 매개

화 유한요소 기반의 경우 1.948,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반의 

경우 1.977로서 해석해에 더욱 근 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물의 최종 량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유한요소 기반의 경우 72,723으로 3.8%의 

량이 감소하 고,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반의 경우 68,007

로써 10.1%의 량이 감소하 다. 최 화 기에 량의 일

시  증가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최 설계 기법이 MMFD 

(Modified method of feasible direction)로서 제한조건을 

최우선으로 만족시키는 알고리듬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3 L자 모양 

이 제는 L자 모양  모델로서 구조물의 코  부근에 

응력이 집 된다. 코  부근의 형상을 변화시킴으로써 구조

물에 걸리는 응력을 허용응력 이하로 제한하고 구조물의 

량을 최소화하는 최 화 문제이다. 의 우측 상단부에 y축 

방향으로 4000(kN)의 힘을 가하고 모든 요소의 본 미세스 

응력이 1.2×108(N/m2)이하가 되도록 제한조건을 부여하

다. 유한요소 기반의 형상 최 설계의 경우, 400개의 요소와 

451개의 노드를 사용하 으며, 코  부근 노드의 좌표 값을 

설계변수로 하는 방법과 이를 보간하는 조정 을 설계변수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최 설계 결과는 각각 그림 8(a), 

8(b)와 같다.

노드의 좌표 값을 설계변수로 한 경우, 앞서 제와 마찬 

가지로 부드러운 형상 변화를 얻기 어려웠고 노드의 순서가 

역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 다. 좌표 값을 보간

하는 조정 을 설계변수로 한 경우, 조정 의 치가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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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한요소 기반 (b) 매개화 유한요소 기반

(c) 아이소-지오메트릭 

그림 8 L자 모양 의 형상 최 설계 결과

에 따라 응력이 집 되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형상을 얻을 수 

있었다.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반의 형상 최 설계의 경우, 1 

개의 패치와 30개의 조정 으로 조정  망을 구성하 으며 

코  부근의 조정 을 설계변수로 하 다. 마찬가지로 응력 

집 이 완화된 L자 모양의 을 얻을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코  부근의 형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주어진 

응력 제한조건을 만족시켰다. 코  부근의 형상이 변하면서 

응력집 을 완화시키고 량을 감소시키기 해서 구조물의 

체 인 량이 어드는데, 이 때 코  외의 다른 부근에 

응력이 집 되지 않는 선에서 량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된

다. 한 두 경우 설계변수의 상, 하한은 최 이 경계에 

치하지 않게 충분히 넓게 설정하 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

듯이 구조물의 최종 량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유한

요소 기반의 경우 4406.1로 8.3%의 량이 감소하 고 아

이소-지오메트릭 기반의 경우 4288.3으로 10.7%의 량이 

감소하 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최 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응력 제한조건이 있는 문제의 형상 최 설계를 수

행하 다. 이와 더불어 유한요소 기반의 형상 최 설계 결과

와 비교를 통하여 아이소-지오메트릭 방법이 갖는 이 을 확

인하 다. 아이소-지오메트릭 방법은 CAD 형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NURBS 기 함수가 그 로 해석에도 사용되므

로 정확한 기하형상을 표 하는 해석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한 형상 최 설계 과정에서 설계변수 매개화  요소망의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 이 있다. 고차의 기 함수를 

사용하여 정확한 응력과 설계민감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

에 응력 제한조건을 갖는 형상 최 설계 문제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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