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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sogeometric topological shape optimization method is developed using the level sets and Heaviside enrichments. In the level 

set method, the initial domain is kept fixed and its boundary is represented by an implicit moving boundary embedded in the level 

set functions, which facilitates to handle complicated topological shape changes. The Heaviside enrichment improves the isogeometric 

analysis by adding some enrichment functions to model the internal boundaries. The proposed topological shape optimization method 

has several benefits: exact geometric models can be obtained using the isogeometric approach and the limitation of tensor-product 

patches can be overcome using the Heaviside enrichments to represent the internal voids. Even in a single patch, discontinuous 

displacement fields as well as smooth stress field can be obtained. Since the level sets offer the implicit moving boundary inside the 

domain, it is easy to represent the topological shape variations in the isogeometric analysis using Heaviside enric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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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은 2003년에 처음으로 제안된

(Cho et al., 2003; Roh et al., 2004; 2005) 이후로 발

하여 2005년에 정립되었다(Hughes et al., 2005). 아이

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은 기하형상을 표 하기 해 이용되는 

CAD의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를 해

석에 필요한 기 함수로 직  사용함으로써 요소망의 구성에 

따른 형상의 근사화를 방지할 수 있다. 한 고차의 기 함

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선벡터, 곡률 등을 정확

하게 계산할 수 있어 높은 정 도의 설계 민감도를 얻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을 이용한 형상 

최 설계 기법이 개발되기도 하 다(Cho et al., 2008). 그

러나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은 텐서 곱으로 구성되는 패

치의 한계로 인하여 복잡한 형상을 표 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많은 수의 패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 변화를 

표 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 이 있다. 한편, 확장 유한요소법

(XFEM)에서는 불연속 변 장을 헤비사이드 강화(Heaviside 

Enrichment) 함수를 이용하여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

이 개발되었다(Sukumar et al., 2001). 본 논문에서는 헤

비사이드 강화를 이용하여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법의 텐서 

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 다. 한 벨셋 방법론

이 암시  동  경계를 잘 표 할 수 있으므로 해 턴-자코

비 방정식을 풀어 벨셋 함수값을 변경함으로써 아이소-지

오메트릭 해석법에서 상  경계의 변화를 표 할 수 있도

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헤비사이드 강화를 이용한 아이소

-지오메트릭 해석법을 개발하여 빈 공간이 있는 모델 등에 

해 해석의 정확도를 검토하 다. 한 벨셋 방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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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자코비 방정식을 통한 상  변화를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법으로 표 함으로써 새로운 상 최 설계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 헤비사이드 강화을 이용한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

2.1 NURBS 기 함수

1차원 노트 벡터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 (1)

여기서, 은 기 함수의 개수이고, 는 기 함수의 차수이다. 

즉, 차수가 인 기 함수가 개 사용되면, 총  개의 

노트 값이 사용된다. 한 기 함수는 다음 식 (2)∼(3)과 

같이 재귀 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 ≤   (2)

 


 (3)

 

 
    ⋯

NURBS 기 함수는 다음과 같은 요한 성질을 가진다.

a. 




  (partition of unity)

b.  is contained in the interval  

(compact support)

c. ≥  (non-negativity)

NURBS 기 함수를 사용한 식 (5)의 유리 기 함수

(rational basis function) 와 조정 (control point) 

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으로 식 (4)와 같은 

NURBS 곡선을 얻을 수 있다.






 (4)






 (5)

앞서 정의한 NURBS 곡선을 바탕으로 식 (6)의 텐서 곱

으로써 NURBS 평면을 정의할 수 있다. 노트 벡터는 각각 

  ⋯,   ⋯이다.











 (6)

여기서, 과 은 각각 , 방향으로의 유리 기

함수이다.

2.2 헤비사이드 강화를 이용한 정식화

헤비사이드 강화는 기존의 기 함수에 내부 경계를 표 하

는 강화함수를 추가 으로 고려하여 불연속 인 변 장을 표

하고 해석의 정 도를 향상시킨다. 기존의 유한요소법에서

는 불연속 인 변 장을 표 하기 해서 모델의 모서리가 

불연속 경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헤

비사이드 강화를 이용한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에서는 내

부 경계와 모델의 모서리가 일치할 필요가 없이 암시 으로 

표 이 가능하다. 이는 임의의 상 변화가 단일 패치로 표

되므로 상 최 설계에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기존의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은 헤비사이드 강화를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변분 방정식으로 정식화할 수 있다.

   ∀











 (7)

여기서, 

 




















그리고

  




















 (8)

여기서, 각각 CP는 조정 , ECP는 확장된 조정 의 개수이

다. 는 경계 분을 한 수정된 NURBS 기 함수이다. 

강화함수(Enrichment function)는 NURBS 기 함수와 

헤비사이드함수의 곱으로 구성된다. 분 지 이 빈 공간의 

안쪽이면 1, 바깥쪽이면 0의 값을 갖게 된다. 

특히, 헤비사이드 함수값으로서 극소의 값을 사용하지 않아

도 강성행렬의 특이 (Singularity)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삼각형으로 잘린 요소의 크기가 매우 작을 경우 강성

행렬이 불량조건(Ill-conditioned)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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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ol net                 (b)Parametric

(c) Physical space

Fig. 1 Enrichment scheme in isogeometric analysis

 

Fig. 2 Transformation of triangular cell

야 한다. 헤비사이드 함수를 정의할 때 벨셋 함수를 활용

하면 편리할 뿐 아니라 이를 해 턴-자코비 방정식을 이용하

여 변경하여 으로써 상 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3.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으로의 용

3.1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에서 강화 조정  결정 방법

강화 조정 을 결정할 때 요한 은 강화 조정 에 응

되는 각 형상함수의 합이 1이 되는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Partition of unity). 1차 형상함수를 사용한다면 

불연속면이 지나는 요소에 인 한 조정 을 강화시키면 되지

만 고차 형상함수를 사용함에 따라 인 한 조정 만으로는 

불충분할 뿐 아니라 조정 이 형상함수와 무 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강화 조정 을 결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아이소-

지오메트릭 해석법에서 강화 조정 을 결정하는 방법은 Fig. 

1에 설명되어 있다.

각각의 조정 으로부터 매개화 공간에 기 함수가 0이 아

닌 값을 갖는 역을 Fig. 1(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 이로부터 기 함수값과 조정 의 선형 결합에 의해 Fig. 

1(c)와 같은 물리  공간에 해당되는 역을 표 할 수 있

다. 내부 빈 공간의 경계에 물리  공간에서 표 된 역이 

포함된다면 그 조정 은 강화 조정 으로 간주한다. 를 들

어 Fig. 1에서 조정  A의 물리  공간에서의 역에 내부 

빈 공간의 경계가 포함되므로 강화 조정 으로 결정할 수 있

으며, 조정  B는 내부 빈 공간의 경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강화 조정 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식으로 아이소

-지오메트릭 해석법의 경우에도 모든 지 에서 형상함수의 

합이 1이 되는 성질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차수가 올라

감에 따라 강화 조정 의 개수가 추가되어 계산 시간이 증가

하는 단 은 있으나, 단일 패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상을 

표 할 수 있는 큰 이 이 있다.

3.2 수치  분 방법

요소가 불연속을 포함할 경우에는 기존의 가우스 분법

(Gauss quadrature rule)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정된 분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불연속을 포함하는 요소를 기존의 가우스 분법을 용할 

수 있도록 부분 삼각형으로 분할한다. 이와 같은 분법은 

총 분 지 의 수는 증가시키지만 체 자유도 수를 증가시

키지는 않는 특징이 있다.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에서 수치  분은 매개화 공간에

서 이루어진다. 매개화 공간의 요소를 구성하는 각각의 노트 

값에 부호를 고려한 거리로써 벨셋 함수값을 정의할 수 있

으며 요소를 분할하기 하여 두 개의 교차 이 필요하다. 

이 교차  는 두 개의 노드 A, B의 치와 벨셋 함수값

으로 결정된다. 이 계식은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Fig. 2에서  좌표계는 매개화 공간을 의미하고, 

 좌표계는 물리  공간을 의미한다. 좌표계에서 각 

요소마다 13개의 가우스 분 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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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이 증가함에 따라 계산 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

나, 단일 패치에서 상 변화를 표 할 수 있는 효율성을 생

각하면 무시할 만한 수 이다.  좌표계와  좌표계 

간의 변환 계는 다음의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좌표계에서 삼각형이 직선일지라도,  좌표계에

서의 삼각형은 조정 의 차수와 치에 따라서 곡선의 형태

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강화 조정 을 사용하지 않고 삼각 

요소만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강성행렬의 특이  문제를 피하기 하여 

빈 공간에 해당하는 요소에 매우 작은 값을 곱해야 할 뿐 아

니라, 불연속 인 변 장을 얻을 수도 없다. 특히, 불연속 경

계 주변의 정확한 해를 얻기 하여 강화 조정 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신뢰할 만한 해석 결과를 얻기 하여 

삼각 요소 뿐 아니라 강화 조정 을 사용해야 한다.

4. 벨셋 기반 아이소-지오메트릭 상 최 설계

불연속 인 변 장이 벨셋 함수와 헤비사이드 강화를 활

용하여 정확하게 표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상 변화는 

해 턴-자코비 방정식을 풀어서 벨셋 함수값을 변경함으로

써 나타낼 수 있다. 벨셋 기법을 기반으로 상 최 설계

가 정식화되었으며 해 턴-자코비 방정식을 풀기 한 상

 설계 역(Topological design domain)의 설정을 소개

하 다.

4.1 애조인(Adjoint) 설계 민감도 해석

컴 라이언스(Compliance) 범함수(Functional)에 하

여 식 (11)과 같은 라그랑지안(Lagrangian)을 생각해 보자.

 





∇ (11)



여기서, 는 애조인 방정식의 해이다. 식 (11)에서 정의한 

라그랑지안에 형상 미분을 취하고 각 항들을 정리하면 식 

(12)를 얻는다.


′  


∇·∇

  (12)

여기서,

   ∈
∇· ∈ (13)

4.2 상 최 설계 정식화

주어진 상 최 설계 문제의 목표는 허용 질량을 넘지 않

는 선에서 컴 라이언스를 최소화하는 부재의 배치를 찾는 

것이다. 상 최  설계 문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inimize  


 (14)




∇ 

Subject to 


≤ (15)

여기서, 는 허용 부피이다. 제약 조건이 있는 최 설계 

문제를 풀기 하여 다음의 라그랑지안 를 고려한다.

  (16)

여기서, 는 라그랑지 승수이고, 는 여유변수(Slack variable)

이다. 식 (16)에 쿤-터커(Kuhn-Tucker) 최  조건을 용하

면 식 (17)을 얻는다.

 ′


∇·∇   (17) 

여기서,

 









∇·∇
(18)

식 (16)에서 정의한 라그랑지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속

도장(Velocity field)를 정해야 하는데, 이를 해 식 (19)

와 같은 테일러 수 개를 고려한다.


′⋯ (19)

경계의 변형(Boundary variation)을 나타내기 해 법

선 속도(Normal velocity)를  과 같이 취하여 식 

(17)을 다음 식 (20)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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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finition of signed distance function in 

parametric space

Fig. 4 Isogeometric topological shape optimization 

process

 ′


∇·∇   (20)

법선 속도를 식 (21)과 같이 설정하면, 

 ∇·∇ (21)

식 (20)을 다음과 같이 식 (22)처럼 쓸 수 있다.





⋯ (22)

식 (22)로부터 법선 속도를 식 (21)과 같이 설정하 을 

때 라그랑지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식화를 할 수 있다.

4.3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에서의 상  설계 역

유한요소를 기반으로 한 헤비사이드 강화에서는 요소를 정

의하는 각 노드에 부호를 고려한 거리로 벨셋 함수 값을 

정의한다. 그러나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에서는 노드에 

응하는 조정 이 실제 기하형상 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 으로부터의 부호를 고려한 거리로써 벨셋 함수를 정

의하는 것은 부 합하다. 따라서 Fig. 3의 노트 강화에 의해 

구성되는 각 노드에 부호를 고려한 거리로써 벨셋 함수값

을 정의하고, 해당 공간을 상  설계 역으로 정의한다. 이 

역에서 해 턴-자코비 방정식을 풀어냄으로써 벨셋 함수

값을 변경시킬 수 있다. 한 이 역은 조정 의 치가 변

하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상  설계 역

으로써 이 을 갖는다.

한편,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에서는 매개화 공간과 물리

 공간이 일치하지 않는데, 해석은 물리  공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 턴-자코비 방정식을 풀기 하여 필

요한 속도장 한 설계민감도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기 때

문에 물리  공간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Fig. 2에서 

정의되었듯이 해 턴-자코비 방정식을 풀기 한 상  설

계 역이 매개화 공간에서 정의되었기 때문에 물리  공간

에서 구해진 속도장을 다음의 변환 식 (23)을 이용하여 매개

화 공간에서의 속도장으로 변환시켜 다.






 (23)

여기서,   ⋯   ⋯.

5. 최 설계 과정

헤비사이드 강화을 이용한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과 해

턴-자코비 방정식을 풀어서 벨셋 함수값이 변경되는 과

정을 Fig. 4에 도시하 다.

먼 , 상 최 설계 문제가 정의되어야 한다. 본 방법론

은 기 구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벨셋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 구멍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이는 상  미분(Topological derivativ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다루

지 않는다. 다음으로 3.1장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화 조

정 을 결정한다. 최 설계 과정에서는 벨셋 함수 값이 매

개화 공간을 기반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좀 더 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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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t Von-mises stress

A

ANSYS

Level-set

Isogeometric

0.4139E-05

0.3989E-05(96.37%)

0.4119E-05(99.53%)

0.8264

0.7803(94.42%)

0.7846(94.94%)

B

ANSYS

Level-set

Isogeometric

0.6503E-05

0.6324E-05(97.24%)

0.6481E-05(99.4%)

2.4992

2.3786(95.17%)

2.4695(98.81%)

C

ANSYS

Level-set

Isogeometric

0.3975E-05

0.3847E-05(96.76%)

0.3957E-05(99.53%)

6.3857

6.2589(98.01%)

6.2647(98.10%)

Table 1 Accuracy of developed method

 

(a) Model (b) ANSYS (c) Isogeometric

Fig. 5 Von-mises stress contours Fig. 6 Model description of rectangular plate

강화 조정 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된 벨셋 함수값을 기

반으로 하여 3.2장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수치  분이 수행

된다. 헤비사이드 강화를 이용한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 후, 

얻어진 속도장을 이용하여 해 턴-자코비 방정식을 풀어냄으

로써 벨셋 함수값을 변경시켜 다. 이후 해가 수렴하 는

지를 단한 이후에 수렴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된 벨셋 함

수 값을 기반으로 강화된 조정 을 변경하여 다. 이러한 과

정을 해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여 최 의 상을 찾아낸다.

6. 수치 제

제안된 방법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하여 수치 해를 충분

히 많은 수의 요소를 사용한 상용코드(ANSYS)결과와 비교

하 다. 한 해 턴-자코비 방정식에서 얻은 벨셋 함수를 

이용하여 상 최 설계를 수행하 다.

6.1 헤비사이드 강화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의 검증

와 아래에 장력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빈 공간을 갖는 

 문제를 Fig. 5(a)와 같이 고려한다.

이 문제는 정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렴할 정도의 

충분한 요소를 갖는 상용코드 해를 정해로 간주하고 비교를 

하 다. 의 가로 세로 크기는 각 10(m)이고, 가운데 빈 

공간의 반지름은 2.5(m)이다. 의  아래에 각각 가해진 

장력의 크기는  1(N/m)이다. 률은 3.0×106 이고, 

포아송 비는  0.25이다. 체 자유도를 결정짓는 조정

은 체 역에 고르게 분포시켰다. 기존의 아이소-지오메트

릭 해석에서 빈 공간을 설계하기 해서는 여러 개의 패치와 

조정 의 치 는 가 치와 같은 CAD 정보를 필요로 한

다. 그러나 본 방법론에서는 하나의 패치만으로도 빈 공간과 

같은 상 변화를 표 할 수 있으며, CAD 정보없이 조정

을 고르게 분포시켜도 되는 장 이 있다. Fig. 5(b)와 (c)는 

상용코드와 개발된 방법론에 의한 본 미세스 응력 분포이며, 

개발된 방법론이 상용코드 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추가 인 사후 처리(Post processing) 없

이 이와 같은 응력 분포를 얻을 수 있는 은 본 방법론의 

장 이다. 더욱이 기존의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에서는 여

러 개의 패치를 사용함으로써 패치간의 응력 불연속으로 인

하여 오차가 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본 방법론에

서는 하나의 패치만으로도 상  변화를 표 함으로써 이와 

같은 오차가 유발될 수 있는 여지를 사 에 차단할 수 있다.

해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하여 Fig. 5(a)에서 A,B,C의 

세 지 을 선택하 다. 개발된 방법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하여, 개발된 방법론의 해를 암시 으로 경계를 표 하는 

방법론 의 하나인 벨셋 방법론과 비교하 다. 동등한 비

교를 하여 개발된 방법론과 벨셋 방법론 간에 같은 수의 

자유도를 사용하 다. 개발된 방법론에서는 2차의 NURBS 

함수를 기  함수로 사용하 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숫자의 자유도를 사용하 음에도 헤비사이드 강화를 이

용한 아이소-지오메트릭의 경우가 벨셋 기법보다 좋은 정

확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발된 방법론

에서 고차의 기 함수 뿐만 아니라 강화함수를 사용하고, 불

연속을 포함하는 요소를 삼각화하여 분함으로써 해석법의 

정 도를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6.2 직사각 의 상 최  설계

반 인 상 최 설계 결과는 기존의 벨셋 기반의 

상 최  설계와 크게 다르진 않으며, 아이소-지오메트릭 해

석법에서도 상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음에 주목한다. Fig. 

6에서 직사각  모델의 상 최  설계 문제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우측 하단에 힘을 가하고 있으며 허용 부피는 기 

질량의 60%로 설정한다. 2차의 NURBS 기 함수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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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opological shape optimization result of 

rectangular plate

Fig. 8 Topological shape optimization history of 

rectangular plate 

Fig. 9 Model description of L-shaped plate

Fig. 10 Topological shape optimization result of 

L-shaped plate

으며, 략 1,200개의 조정 이 사용되었다.

Fig. 7로부터 직사각  모델의 상 최  설계 과정  

최 화된 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 열에 있는 그림은 매

개화 공간에 정의되어 있는 벨셋 함수값을 의미한다. 오른

쪽 열에 있는 그림은 물리  공간에 정의되어 있는 물체의 

본-미세스 응력을 의미한다.

Fig. 8에서 컴 라이언스와 부피율(Volume fraction)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부피율이 먼  허용 부피를 만

족시키기 하여 어든 이후에 컴 라이언스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6.3 L형 의 상 최  설계

Fig. 9에서 L형  모델의 상 최  설계 문제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우측 상단에 힘을 가하고 있으며 허용 부피, 

NURBS의 차수, 조정 의 개수 모두 앞선 제와 동일하다.

이 제는 매개화 공간과 물리  공간이 다르다는 에서 

이  제와 차이가 있다. 이는 조정 이 직사각 형태를 따

라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가령 매개화 공간에서의 원 

모양이 물리  공간에서의 원모양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두 공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최 설계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한 본 방법론은 기하학 으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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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nlarged figure near the corner

Fig. 12 Optimization history of L-shaped plate

NURBS 기  함수를 사용하므로 상  설계 역의 형상

을 정확하게 표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Fig. 11에서 코

 근처의 강화된 응력 분포 그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

 설계 역의 형상이 곡선부를 따라가며 정확하게 표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로부터 L자 모양 의 상 

최 설계 문제 한 잘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헤비사이드 강화을 이용한 아이소-지오메트

릭 해석기법과 벨셋에서의 해 턴-자코비 방정식을 결합 

함으로써 상 최 설계를 수행하 다.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을 기반으로 정확한 기하 형상을 갖는 모델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이 갖는 텐서 곱 

형태의 한계를 헤비사이드 강화 개념의 도입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단일 패치를 사용함으로써 연속 인 응력 분포를 얻

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연속 인 변 장 한 추가 인 

사후 처리없이 잘 표 해 낼 수 있다. 벨셋 방법론이 암시

 동  경계를 잘 표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헤비사이

드 강화를 이용한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을 기반으로 한 

상 최 설계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여러 수치 제를 통하

여 본 방법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었으며, 아

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에서 상  변화를 표 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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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벨셋방법과 헤비사이드 강화를 이용한 아이소-지오메트릭 상최 설계 방법을 개발하 다. 벨셋 방법에서는 기 

해석 역은 고정되어 있으며 경계는 벨셋 함수값을 이용한 암시 인 동  경계로 표 되며, 이는 복잡한 상  변화를 

용이하게 표 할 수 있게 한다. 헤비사이드 강화는 기존의 기 함수에 내부 경계를 표 하는 강화 함수를 더함으로써 아이

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의 정 도를 향상시킨다. 제안된 상 최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 을 갖는다. 아이소-지오메트

릭 해석법을 이용하여 정 한 기하 형상을 얻을 수 있으며 텐서 곱을 이용하여 정의된 패치의 한계를 헤비사이드 강화를 이

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단일 패치를 사용함으로써 연속 인 응력 분포를 얻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연속 인 변 장 

한 표 해 낼 수 있다. 벨셋 방법론이 암시  동  경계를 잘 표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헤비사이드 강화를 이용한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에서 상의 변화를 잘 표 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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