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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 차분법을 이용한 고체역학 문제의 동 해석

Dynamic Algorithm for Solid Problems using MLS Differen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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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MLS(Moving Least Squares) 차분법은 무요소법의 이동최소제곱법과 Taylor 개를 이용하여 요소망의 제약  수치

분이 없이 만을 이용하여 미분방정식을 수치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역학 문제의 동 해석을 

하여 MLS 차분법의 시간이력해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Newmark 방법으로 시간 분을 하 으며, 

강형식을 그 로 이산화하여 해석을 수행했다. 이동최소제곱법을 이용해 Taylor 개식을 근사하여 실제 미분계산없이 미

분근사식을 얻기 때문에 고차까지 Taylor 다항식의 차수를 증가하는 것이 용이하다. 1차원과 2차원 수치 제들을 통하여 

동 해석을 한 MLS 차분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 다. 수치결과들이 정확해에 잘 수렴하 으며, 유한요소법

(FEM)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떨림 상(oscillation)  주기성(periodicity) 오차에 해 보다 안정 인 모습을 보 다.

핵심용어 : MLS 차분법, 동 해석, Taylor 개, 고체역학, Newmark 방법

Abstract

The MLS(Moving Least Squares) Difference Method is a numerical scheme that combines the MLS method of Meshfree method 

and Taylor expansion involving not numerical quadrature or mesh structure but only nodes. This paper presents an dynamic 

algorithm of MLS difference method for solving transient solid mechanics problems. The developed algorithm performs time 

integration by using Newmark method and directly discretizes strong forms. It is very convenient to increase the order of Taylor 

polynomial because derivative approximations are obtained by the Taylor series expanded by MLS method without real 

differentiation.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dynamic algorithm are verified through numerical experiments. Numerical results 

converge very well to the closed-form solutions and show less oscillation and periodic error than FEM(Finite Element Method).

Keywords : MLS Difference Method, dynamic algorithm, Taylor expansion, solid mechanics, Newmark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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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역학 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표 인 수치해석 기법으

로 유한요소법(FEM)이 리 사용되고 있으나, 특수공학문

제의 경우 유한요소법은 요소망에 의존 인 특징으로 인해 

불편을 래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연구들이 시

도되었으며, 그 에 하나의 결과가 무요소법(Meshfree 

Method)이다. 무요소법은 Belytschko 등(1994)과 Liu 등

(1995)에 의해서 Element-free Galerkin(EFG)법과 재생

커  무요소법(Reproducing Kernel Particle Method; 

RKPM)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해석 역 내에 배치된 

만으로 수치해석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Galerkin 

정식화에 근간을 두고 있어서 수치 분이 필요할 뿐만 아니

라 수치 분을 한 분셀(integration cell)의 구성으로 

인해 요소구조로부터 완 히 벗어나지 못했고, 더욱이 필수

경계조건 처리가 어려운 단 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약형식(weak form)에 의한 한계를 탈피하고자 강형식(strong 

form)에 근거한 콜로 이션 정식화를 무요소법에 용한 수

치기법들이 제안되었다(Kim 등, 2003; Lee 등, 2004; 윤

철 등, 2007a). 이 기법들은 미분근사를 빠르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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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계조건 처리가 간편하며, 편미분방정식을 강형식으로 

직  풀어내어 그동안 지 되었던 무요소법의 단 들을 극복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 나아가, 강형식 기반의 확장된 무

요소법을 이용하여 계면경계와 이동경계를 갖는 문제를 해석

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윤 철 등, 2009a; 2009b). 그

러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수치해석기법의 동 해석으로의 확

장은 시도되지 못했다. 

많은 반복계산이 요구되는 동 해석에 있어서 유한요소법

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경계요소법은 경계만 계산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움직이는 경계면의 모델링에 장 이 있지만, 분방정식에 근

간을 두고 있으며 수식 개가 복잡하고 기본해(fundamental 

solution)의 유도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로의 확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Perez-Gavilan 등, 2000; Samaan 등, 2007). 

한편, EFG법을 이용하여 균열을 포함한 동 문제를 해석한 

연구들도 다수 있었다(Belytschko 등, 1996; 2000). 그러

나 EFG법의 한계가 동 해석에도 그 로 존재하여 무요소

법 본래의 장 을 효과 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Gu 등

(2005)는 Galerkin 정식화를 포함하고 있는 기의 무요소

법에 콜로 이션(collocation) 정식화를 용시켜 동 해석

을 수행하 지만, 여 히 부분 으로 약형식을 사용하여 계

산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해석결과를 얻지 못했

다. 그 후로도 콜로 이션 정식화가 용된 무요소법을 사용

하여 동 해석에 근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 히 EFG법

에서 사용한 복잡한 미분계산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필

수경계조건 처리를 하여 난해한 분계산을 동반하고 있다

(Wen 등, 2008; Sadeghirad 등, 2009).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MLS(Moving Least Square) 차

분법은 이동최소제곱법과 Taylor 개를 조합하여 미분근사

의 효율성을 획기 으로 향상시키고 지배방정식을 수치 분 

없이 강형식으로 직  풀어 기존의 무요소법들과 차별되는 

장 을 갖는다. 더 나아가 MLS 차분법을 동 해석 분야로 

확장하여 고체역학 문제를 한 동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

고 기존에 개발된 무요소법에서 지 되었던 문제 들을 효과

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한 새롭게 개발

된 기법을 수치 제에 용하여 정확성과 효율성을 체계 으

로 분석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2. MLS 차분법의 미분근사

MLS 차분법은 이동최소제곱법을 이용한 Taylor 개를 

통하여 기존의 무요소법의 단 인 복잡한 미분계산  필수

경계조건 처리의 어려움을 간편하게 해결한다. 정 해석을 

다룬 앞 선 연구들(윤 철 등, 2007a; 2007b)에 의하여 근

사함수의 정식화 과정이 소개되어 있으나, 본 에서 간략하

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 우선, Taylor 수로부터 형상함수

를 유도하기 해 아래와 같이 임의의 기   에 하

여 번 미분 가능한 함수 의 1차원 Taylor 수를 개

한다.




∞






(1)

여기서,   는 미분의 차수를 의미하며, 다차원으로 확장될 

경우 미분의 차수는 2차원일때     , 3차원일때     

와 같이 벡터형태로 주어진다. 식 (1)에서 차 이상의 고차

항을 제외하면 Taylor 다항식을 얻을 수 있다. 2차원의 경

우를 로 들면, 아래와 같은 Taylor 다항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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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각 에 한 , 축 방향으로의 편

미분을 의미하고,    ,   는 치벡터이다. 

식 (2)를 무요소법의 국부근사함수(local approximation)

와 유사하게 다항식 기 벡터와 계수벡터를 갖는 형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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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는 다항식기 함수이고 는 의 

에서의 미분값들을 포함하는 미지의 벡터가 된다. 

다음으로, 미지의 미분계수벡터 값을 결정하기 해 

를 심으로 하여 설정되는 향 역에 포함된 개의 에 

해 다음과 같은 이동최소제곱 잔차식(residual functional)

을 구성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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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가 함수(weight function)를 나타

내고, 은 근사함수 계산에 포함될 주변 을 결정하는 

향 역을 나타내는 가 함수의 향반경을 가리키며, 는 

 치에서의 해(nodal solution)이다. 잔차식 를 

에 하여 최소화(즉, 

 )시킨 후, 를 로 치환하면 

  치에서 미분계수 를 다음과 같이 얻는다.

 





            



(5)

⋅
       ⋯ 

       ⋅

여기서,     ⋯  
는 향 역 내의 를 모아 

놓은 열벡터이다. 식 (5)로부터  치에서 함수 에 

한 미분근사식을 얻을 수 있다. Taylor 다항식에서 m차 

까지의 미분계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식 (5)는 다시 식 

(6)과 같이 일반화된 형상함수(shape function)를 이용하

여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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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는   치에서 구한 근사함수에 포함된 

의 형상함수를 나타내고, 
는   형상함수의 

 차 미분근사를 의미한다. 이 값을 미분근사라고 부르

는 이유는 
가 

을 실제로  차 미분해서 

얻을 값이 아니기 때문이다(윤 철 등, 2007a). 즉, Taylor 

개식을 이동최소제곱법으로 근사하여 얻는 미분계수값이지

만 수학 으로 재생성 조건(reproducing property)을 만족

시키는 매우 좋은 미분근사이다. 식 (6)은 해와 일반화

된 형상함수의 스칼라 곱으로 의 미분값을 근사할 수 

있음을 보여 다. 결과 으로 형상함수를 직  미분하는 복

잡한 계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상함수의 미분근사를 이용하

여 원래 근사하려는 함수 의 미분근사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치기법의 근사함수 계산 과정과 비교

하여 매우 효율 이다. 이러한 손쉬운 미분 계산은 고차의 

미분계산을 요구하는 강정식화에서 필수 이다. 

3. 동 해석을 한 운동방정식 이산화

3.1 지배방정식

일반 으로 선형탄성 장(field)에서 미소변형을 갖는 고체

역학 문제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운동방정식, 자연경

계조건식, 필수경계조건식으로 구성된다. 내부 역을 , 자

연경계를 , 필수경계를 라고 할 때 각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in  (7)

⋅    on  (8)

    on  (9)

여기서, 는 응력텐서, 는 체 력, 는 도, 는 가속도를 

나타낸다. 한, 은 자연경계에서의 단 수직벡터, 는 표

면력, 는 변 경계값, 는 고체문제의 미분방정식에서 궁

극 인 해(solution)로 구하려는 변 를 나타낸다. 응력과 

변형률의 계를 나타내는 구성방정식과 변형률과 변 의 

계를 정의하는 합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0)

 


∇∇ (11)

여기서, 은 변형률텐서, 은 변형률텐서의 트 이스

(trace),   ⊗  은 2차 단 텐서,   는 Lamé 

상수이다. 평면응력(Plane stress)에 한 Lamé 상수는 식 

(12)와 같고 평면변형률(Plane strain)의 경우 식 (13)과 

같다.

 



 


(12)

 


 


(13)

여기서, 는 탄성계수, 는 포아송비이다. 

식 (10)과 (11)의 구성방정식과 합방정식을 운동방정식 

식 (7)에 용하면 체 력을 무시하 을 때, 식 (14)와 같은 

Navier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방정식은 변 로 표 된 

운동방정식으로 볼 수 있다.

∇∇∇⋅    in  (14)

여기서, ∇∇⋅∇는 Laplace 연산자이다. 자연경계조

건 식 (8)을 변 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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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의 필수경계조건은 변 로 표 되어 있으므로 그

로 사용할 수 있다. 변 를 유일한 미지값으로 하는 지배방

정식들을 결합하여 체 계방정식(system of equation)을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배 방정식의 강형식을 그 로 

이산화하여 차분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본 해석방법은 약형식

을 근간으로 수치 분을 해야 하는 다른 수치기법들에 비해 

계산 효율성에서 많은 이 을 갖는다. 

3.2 시간 분(Time integration)

운동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의존 인 가속도 항을 

이산화하기 해 시간 분을 수행한다. 시간 분법은 일반

으로 explicit방법과 implicit 방법으로 나 어진다. 유한요

소에서 explicit 방법은 역행렬 계산  수식 개가 상 으

로 간편하여 계산속도가 빠르지만, 시간단계(∆)에 한 안

정성 조건(stability condition)을 만족시켜야 한다. 반면, 

implicit 방법은 수치  안정성 측면에서 시간단계의 결정이 

자유롭지만, 역행렬 계산과 상 으로 복잡한 수식 개로 

인해 explicit 방법에 비해 계산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해석하

고자 하는 문제의 특성에 따라 두 방법을 선택 으로 사용한

다. 그러나 MLS 차분법은 explicit 방법과 implicit 방법의 

계산량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른 계산을 해 explicit 

방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Newmark 방법(Newmark, 1959)을 기

본으로 시간 분하고, explicit와 implicit 방법을 비교하 다. 

번째 시간단계의 변 와 속도를 구하기 한 Newmark 

방법의 계식은 식 (16)~(17)과 같다.

     ∆ ∆



  (16)

   ∆    (17)

여기서, 이론 으로 와 가  0.5, 0.5≤≤1의 조건

을 만족할 경우 안정성 확보를 해 ∆ 크기의 제약을 받게 

되고, ≥0.5 경우에는 ∆에 계없이 안정 인 수치해

석이 가능하다. 한,  0,  0.5인 경우에는 표 인 

explicit 방법인 CDM(Central Difference Method)에 상

응하게 되고,  0.25,  0.5일 때는 implicit 방법의 하

나인 TM(Trapezoidal Method)에 상응하게 된다. 식 (16)

과 (17)을 결합하여 변 와 가속도에 한 계식으로 정리

하면 와 를 동시에 포함한 다음 식을 얻는다.

      (18)

∆

 


 


 

이제, 운동방정식 식 (14)에 포함되어 있는 가속도항을 

시간 분하기 해 식 (18)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식 

(14)를 내부 역 에 한 미분연산자 ℒ를 이용하여 아래

와 같이 나타낸다. 

ℒ ∇∇∇⋅ (19)

식 (19)로부터 ℒ이므로, 식 (18)의 가속도 항들

에 입하여 +1단계의 변 에 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ℒ (20)

 
∆ 


ℒ


∆ 


ℒ

여기서, 는 단 텐서이다. 식 (20)은 Newmark 시간 분

을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변 만으로 나타낸 지배방정식이

다. 여기에 식 (6)에 제시한 미분근사식을 이용하여 공간에 

한 미분연산자의 이산화과정을 거치고 경계조건식을 결합

하면 체 계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유한요소법의 경우, 시간 분법을 explicit 방법과 implicit 

방법으로 구분하는 요한 기 의 하나는 체 계방정식에 

한 역행렬 계산의 유무이다. Explicit 방법은 질량행렬을 

lump시켜 각화하는 방법을 통해 역행렬 계산을 피할 수 

있어 implicit 방법보다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에 한 안정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 

사용된다. 이런 에서 보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MLS 차

분법은 explicit 방법과 implicit 방법에 큰 차이가 없다. 이

론 으로 Newmark 시간 분법을 사용할 때 에 0을 입

하여 explicit화(化) 시킬 수 있으나, MLS 차분법의 체 

계방정식에서 역행렬 계산이 여 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explicit 시간 분을 이용해도 역행렬 계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의 증가는 거의 없고 안정성 조건만 추가로 만

족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다. 결국 동 해석을 한 MLS 차

분법은 안정성 조건의 제약이 없는 implicit 방법을 사용하

는 것이 더 합리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간 분이 포함된 이산화 방정식을 수치계산 할 때 

시간 분방법에 따라 주기오차(periodicity error)가 발생한

다. 를 들어, CDM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해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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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TM은 시간에 따라 

주기가  길어지는 특징을 보인다(Bathe 등, 1973). 유한

요소법을 사용한 동 해석에서는 이와 같은 시간 분에 따른 

주기오차가 확연히 나타나지만, MLS 차분법에서는 유한요소

법에 비해 주기가 정해와 훨씬 가깝게 거동했다. 이를 입증

하기 해 제4장에서는 수치 제를 통해 explicit 방법과 

implicit 방법의 주기오차를 포함한 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

고 개발된 알고리즘의 계산 효율성도 함께 분석했다.

3.3 지배방정식의 이산화(discretization)

앞서 제시한 지배방정식(식 (9), (15), (20))들을 식 (6)

의 근사미분을 이용해 각각 이산화하여 차분식을 만들고 조

립하면 하나의 계방정식으로 통합할 수 있다. 식 (20)과 같

은 운동방정식을 이산화하기 해 변 의 2차 미분을 포함한 

계산이 필요하고, 식 (15)와 같은 자연경계조건식에서는 변

에 한 1차 미분을 포함한 계산이 필요하다. 2차원 문제

의 경우, 운동방정식의 미분연산자 ℒ를 아래와 같이  

행렬식으로 이산화하여 정리할 수 있다.

 



























(21)

 단 로 이산화된 역에 한 차분식을 구성하기 

해, 임의의  에서 지배방정식을 행렬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22)

여기서, 는 의 향 역에 포함된 들의 번호이다. 


와 는 이산화하려는 지배방정식에 따라 다른 

값을 취한다. 를 들어, 와 는 상 지배방정

식에 따라 각 방향에 한 history항, 표면력, 변 경계값들

을 포함하는 값이 될 수 있다. 모든 에 해서 각각의 

이산화된 차분식을 조립하면 다음과 같은 체 계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 (23)

여기서, 는 모든 의 해를 포함하는 벡터이다. 술

했듯이, 
와 는  이 속한 역의 지배방정

식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데, 내부 역과 자연경계  필

수경계에 속하는 지배방정식의 종류에 따른 
는 식 

24과 같다.


  (24a)










  



∆




 

  

∆




  



∆



,  in 


  (24b)










  

 



  

 



  

 



  

 


,  on 


 












 

  



 

  
,  on  (24c)

는 식 (25)와 같다. 

  (25a)



∆ 




  



  










 




,  in 

  

,  on  (25b)

  

,  on  (25c)

식 (24b)에서 와 는 각 방향의 단 수직벡터이다. 

결국 식 (24a)는 운동방정식 식 (20)의 계수를, 식 (24b)

는 자연경계조건식 식 (15)의 계수를, 식 (24c)는 필수경계

조건 식 (9)의 계수값을 각각 나타낸다. 만약,  0, 

0.5를 입하면 운동방정식 식 (20)을 explicit 형태로 다음

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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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간에 따른 변  계산결과 비교(1차원 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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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 를 0으로 한 상태에서 체 계방정식을 계산하여 

다음 단계 변 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동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 이때, 이  단계의 변 에 한 history 값들과 

매 시간단계의 하 경계  변 경계 값을 용해야 된다. 

계산된 변 를 바탕으로 식 (16)과 (17)을 이용하여 +1 

단계에서 속도  가속도를 update 할 수 있다. 

변형률과 응력은 합방정식과 구성방정식으로부터 직  

계산할 수 있다. 변형률은 합방정식 식 (11)을 아래와 같

이 이산화하여 구한다. 







  (27a)







  (27b)







  






  (27c)

식 (27a)~(27c)에서 얻은 변형률들을 구성방정식 식 

(10)에 용하여 다음과 같이 응력값을 계산한다.

 





  






  (28a)

 





  






  (28b)

 





  






  (28c)

4. 수치 제

4.1 고정단을 갖는 1차원 보의 진동

고체역학의 동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MLS 차

분법 알고리즘을 수치 제들을 통하여 검증하 다. 첫 번째 

제는 그림 1과 같은 충격하 을 받는 1차원 캔틸 버 보 

문제이다. 정해(exact solution)는 Clough 등(1975)을 참고

할 수 있다. 단순보를 모형화하기 하여 21개의 을 사

용했으며, 는 7.24×10-4lb/in3 이고, 는 30×106 psi로 

가정했다. 보 해석시 시간단계 ∆는 2×10-5sec로 용하고, 

충격하 은 그림 2(a)처럼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용시켰으

며, 2차(quadratic) 기 함수를 사용했다. Explicit, implicit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단순보 앙 에서 변 와 속도를 정해 

 유한요소법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3, 4에 도시했다. 

여기서, explicit는  0,  0.5를 사용하 고, implicit

는  0.25, 0.5을 사용했다. 그림 3과 4에서 보듯이 

같은 시간 분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된 

MLS 차분법이 유한요소법보다 변 와 속도의 계산결과에 

있어서 정해에 더 가까운 결과값을 보여 다. 한, 그림 3

의 implicit 유한요소법의 변  결과는 주기가 길어지는 주

기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MLS 차분법의 결과는 정해와 좀 

더 가깝게 주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의 속도계산 결과를 

보면 MLS 차분법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변 에 한 해석결과의 정확성이 우수하다는 것

을 간 으로 확인시켜 다. 그림 5에서는 시간단계를 

1000번 진행시킬 때까지 explicit와 implicit 방법의 계산시



윤 철․김경환․이상호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2012.4) 145

-10
-8
-6
-4
-2
0
2
4
6
8

10

0 0.0005 0.001 0.0015 0.002

Ve
lo

ci
ty

 (i
n/

se
c.

)

Time (sec.)

Exact Im.(FEM) Im.(MLSDM)
Ex.(FEM) Ex.(MLS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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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차원 틸 버 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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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보 문제, 그림 2(a)하  용)

간이 체 개수가 증가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한요

소법과 MLS 차분법을 비교했다. 수치 분 과정이 없는 

MLS 차분법과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해 유한요소법

의 수치 분과 련된 부분은 계산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

다. 유한요소법의 경우, lumped 질량행렬을 사용했기 때문

에 explicit 방법에서는 K의 역행렬 계산시간이 폭 감소하

여 의 수가 증가하여도 계산시간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다. MLS 차분법의 경우는 explicit와 implicit 방법 사이에

서 식 (24a)의 를 포함하고 있는 항만큼의 계산량 차이가 

발생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두 방법 모두 implicit 유

한요소법보다는 계산시간이 게 걸렸다.

4.2 2차원 캔틸 버 보(beam)의 진동

표 인 캔틸 버 보 문제(Timoshenko 등, 1970)를 

통해 2차원 동 해석에 한 MLS 차분법의 정확성을 검토

하 다. 기본 으로 MLS 차분법에서 Taylor 다항식의 차수

를 올리는 것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2차 다항식과 함께 3

차 다항식(cubic)도 함께 고려하여 결과를 비교했다. 캔틸

버 보의 2차원 형상은 그림 6과 같다. 총 45개(9×5)의 

을 이용하여 모델링했다. 평면응력을 가정했으며, 탄성계수는 

3×107N/m2, 포아송 비  0.3, 도  1kg/m3, 시

간단계 ∆ 5×10-4 용했다. 자유단에 1000N 수직력

에 한 결과로 나타나는 포물선 형태의 표면력을 작용시켰

으며, 그림 2의 두 가지 하 형태를 모두 용했다. 본 제

는 동 해석에 한 정해가 없기 때문에 정 해석의 정확해

를 기 값으로 고려했다. 자유단 앙 의 변 를 상으로 

하여 그림 2(a)와 같이 시간이 경과할 때 하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에 한 y방향 변 를 그림 7에 도시했다. 2차

(quadratic)와 3차(cubic) 기 함수를 이용한 해석결과를 

비교했다. ∆를 같게 놓았을 때, explicit와 implicit 방법

의 quadratic 결과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 의 진폭이 정 해석 값(2×
 0.0178)

과 잘 일치하고 있다. Implicit 방법의 시간 분과 cubic 기

함수를 사용한 경우의 결과값이 quadratic 결과값보다 안

정 인 거동을 보이고 있다. 한, 모든 경우에 해 주기가 

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 그림 8은 그림 2(b)와 같은 순간

인 충격하 이 가해졌을 때, quadratic과 cubic 기 함수

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해석의 안 성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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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ransient load에 의한 변  계산결과

(2차원 보 문제, 그림2(b)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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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 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  계산결과

(직사각형 조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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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 에서의 시간에 따른 표면력(traction) 계산결과 

(직사각형 조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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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표면력 계산결과(그림 11)의 특정부분 확  

(직사각형 조각문제)

2

4

P

A

B

P = 1 N
E = 1 x 105 N/m2

= 1.0 kg/m3

υ = 0.25

그림 9 2차원 직사각형 조각 문제

하여 충분히 긴 시간(5.0 sec)까지 해석을 수행했다. 하 이 

0이 되는 1  이후로 자유진동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ubic 기 함수에 의한 해석결과가 quadratic 기 함

수의 결과보다 안정 인 진폭을 보여주고 있다. 

4.3 일정하게 힘을 받는 직사각형 조각(strip)

그림 9와 같이 세 면이 롤러로 고정되어 있고, 상단에 등

분포하 을 받는 직사각형 조각문제를 해석하 다(Dominguez, 

1993). 상단에 작용하는 등분포하  P는 그림 2(a)처럼 시

간에 따라 일정하게 작용시켰고 시간단계 ∆는 4×10-4sec

를 용하 다. 평면 변형률 상태를 가정하고, 231개(11× 

21)의 으로 모델링했다. 그림 10은 하 이 작용하는 상

단 A 에서 시간에 따른 변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explicit 방법과 implicit 방법에 의한 해석값을 이론해와 비

교했다. 앞의 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에 해 explicit 

방법과 implicit 방법의 결과값이 비슷한 양상을 보 다. 바

닥면 B 의 시간에 한 응력변화는 그림 11에 도시했다. 

응력값의 비교를 해 상용 소 트웨어인 ANSYS(ANSYS, 

2006)를 이용하여 Newmark 방법을 용하고 4  요소

를 사용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함께 도시했다. 그림 12는 

그림 11의 응력변화 그래 에서 떨림 상(oscillation)이 집

으로 발생하는 특정부분을 확 한 것으로 MLS 차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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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해석결과가 유한요소법에 뒤지지 않으면서 정해에 

근 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력변화가 격한 모서리 

부분에서 최  응력값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떨림 상은 

MLS 차분법의 결과가 유한요소법의 결과보다 더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implicit 방법으로 Taylor 다

항식의 차수를 3차로 올려 계산할 때의 결과는 2차 다항식 

결과와 비교하여 떨림 상이 획기 으로 감소되면서 정해와 

좀 더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요소 는 요소망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무요소법의 장 을 극 화하기 하여 이동최소제곱법과 Taylor 

개를 결합한 MLS 차분법을 기반으로 고체역학 문제 해석을 

한 동 해석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검증하 다. Newmark 

방법을 이용하여 Navier 방정식을 시간 분하고, 수치 분 

없이 강형식을 그 로 이산화하여 차분식을 구성했다. MLS 

차분법은 이동최소제곱법으로 개한 Taylor 다항식으로부

터 미분근사식을 유도하여 수식 개나 로그래 이 간편하

고 기 함수의 차수를 변화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며 수학

으로 명료하다. 동 해석 알고리즘은 MLS 차분법이 본래 갖

고 있던 장 들이 동 해석에서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MLS 차분법 동 해석 알고리즘에 의해 얻어지는 수치해

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1차원, 2차원 벤치마

크 제들을 다루었다. 모든 문제에서 MLS 차분법의 수치해

가 이론해와 잘 일치하 으며, 계산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유

한요소법에 뒤지지 않는 정확성을 얻었다. 특히, 미분계산을 

수반하는 응력해석 결과를 통해서 미분근사의 정확도가 우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 함수의 차수 증가를 통해 해

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유한요소법

의 해석결과와 비교하 을 때 시간 분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기오차의 향도 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강정식화를 근간으로 하는 MLS 차분법의 특징상 explicit 

방법이라 할지라도 체 계방정식을 풀기 해 강성행렬의 

역행렬계산을 피할 수 없다. 결과 으로 MLS 차분법을 이용

하여 동 해석을 수행할 경우, explicit 방법과 implicit 방

법의 계산 효율성의 차이가 크지 않아, 안정성(stability)의 

문제가 없는 implicit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 인 선

택이다. 1차원 제를 통해 본 연구방법을 유한요소법과 비

교한 결과, explicit 유한요소법의 효율성에는 미치지 못했지

만 implicit 유한요소법 보다는 우수한 계산효율성을 보 다. 

이러한 차이는 본 수치해석기법이 수치 분을 생략한 이 이 

있지만, explicit 방법의 경우에도 역행렬 계산을 피할 수 없

는 단 으로 인한 trade-off에 기인하며 다차원 문제에 용

되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계산량의 큰 증가 없

이 근사함수의 차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의 

격한 희생 없이도 계산결과의 정확성을 효과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 이 될 수 있다. 다만, MLS 차

분법이 요소(element)의 강 을 살릴 수 있는 얇고 긴 형상

을 갖는 보, (plate) 문제에서 유한요소법과 같이 잘 작동

할지는 아직 밝 지지 않았으며, 특히 곡면 (shell)에 해 

MLS 차분법의 형상함수 계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상이 

된다. 한, 향후 추가 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비선형 재

료모델을 포함하는 균열  시뮬 이션 기법까지 확장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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