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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an isogeometric approach, a continuum-based shape design optimization method is developed for steady state power flow 

problems at high frequencies. In case the isogeometric method is employed to the shape design optimization, the NURBS basis 

functions used in CAD geometric modeling are directly utilized to embed the exact geometry into the computational framework so 

that the design parameterization for shape optimization is much easier than that in the finite element method and consequently 

provides the enhanced smoothness of design perturbations. Thus, exact geometric models can be used in both the response and the 

shape sensitivity analyses, where normal vector and curvature are continuous over the whole design space so that enhanced shape 

sensitivity can be expected. Through numerical examples, the developed isogeometric sensitivity is compared with finite difference 

one to provide excellent agreement. Also, it turns out that the proposed method works very well in the shape optimiza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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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IGA; Isogeometric Analysis)

은 기본 인 개념이 2003년에 소개된 이래(Cho et al., 

2003; Roh et al., 2004; 2005), 2005년에 Hughes 등

에 의해 수학 으로 정립된 해석법으로서 CAD에서 사용된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를 직  기

함수로 사용하여 통 인 유한요소법(FEA; Finite Element 

Analysis)에 비해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유한요

소법은 응답  설계 민감도 해석에서 형상 경계의 선형 인 

근사화로 인하여 정확도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 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설계민감도를 계산하는데 있어 필수 인 법선 

벡터  곡률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여 최 설계에 있어

서도 정확한 해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IGA는 CAD에서 쓰이는 NURBS 함수를 기 함수로 이용

하여 실제 형상을 고차 기하학  정보의 손실없이 엄 한 수

치 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 한 이러한 모델은 형상 최 설

계에서 설계변수 매개화(Design parameterization)가 추

가 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NURBS 자체의 부드러움은 심

각한 요소망의 뒤틀림없이 격한 형상경계의 변화도 가능하

게 한다. 즉,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반 형상 최 설계에서는 

최 화를 진행함에 따라 요소망의 재구성(Remeshing)이 필

요하지 않다. 이와 련하여 응력 제한조건을 가지는 구조물

의 최 설계(Ahn et al., 2010), 설계 의존형 하 조건을 

갖는 구조물 최 설계(Yoon et al., 2011), 민들린 평 의 

설계민감도 해석(Lee and Cho, 2013) 등의 연구가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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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고주 수를 갖는 워흐름 문제에 한 형상 최 설계는 

연구가 재 활발하지 않는 상태이다. 100~1,000Hz의 

고주  역에서의 구조계의 동  해석문제에 있어서 유한요

소법(FEM; Finite Element Method)이나 경계요소법

(BEM; Boundary Element Method)은 정확한 해석을 

해 매우 작은 크기의 요소가 요구되는 약 이 있으며, 구조계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결과 으로 해석의 정확도

가 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통계학 인 근이 필

요하며, 이러한 한 방법론이 통계학  에 지 해석법(SEA; 

Statistical Energy Approach)이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공간 인 에 지 분포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이에 한 안

으로 워흐름 해석(PFA; Power Flow Analysis)이 제시

되었다(Belov et al., 1977). 워흐름 해석법은 주 수 

역에서 사용되는 크기의 요소로도 고주 수 역까지 확장

할 수 있는 강 이 있다. 유한요소 기반 워흐름 해석기법

(PFFEM; Power Flow Finite Element Method)이 개

발되었으며(Nefske and Sung, 1989), 도법 기반 상 

최 설계(Cho et al., 2006)  벨셋 기반 상 최 설계

(Cho et al., 2006)가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구조물에 하여 형상 설계민감도 해석을 수

행하고, 이를 활용하여 구조물의 최 화된 설계를 구하 다.

2. NURBS 기 함수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에서는 에 지 도와 좌표를 동일

한 NURBS 기 함수로 표 한다. IGA에서는 FEA에 비해 

높은 기하학  엄 성을 갖고 B-스 라인에 근거한 NURBS 

함수를 이용한 요소망 정 화(Refinement)가 가능하다.

2.1 노트 벡터  기 함수

노트 벡터는 라메트릭 좌표계에서 로 이루어진 1 차원 

노트 값들의 집합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 은 번째 노트, 는 차수, 은 기 함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B-스 라인 기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재귀

으로 구성된다.

      ≤ ≤ 
 

   (2)

  


 

 


(3) 

1차 B-스 라인 기 함수는 유한요소 선형 형상함수와 동

일하다. B-스 라인 형상함수 와 가 치 를 이용하

여 NURBS 형상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NURBS는 기 함수로서 다음의 요한 특징을 갖는다.

(1) 




   : 단 분할

(2)  included in  : Compact support

(3) Basis function  ≥     : Non-negativity

2.2 NURBS curve and surface

NURBS curve는 NURBS 기 함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기 함수들의 계수들을 조정 (Control 

point)이라고 한다. 개의 기 함수와 개의 조정 이 주어

져 있을 때의 NURBS curve 표 식은 다음과 같다. 

 




 (5)

유사하게, NURBS surface와 solid는 텐서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6)
















   (7)

NURBS curve는 한 다음의 요한 특징을 같는다.

(1) 1차 미분에 한 연속성을 가진다.

(2) 노트나 조정 이 번 반복되면 연속성이 만큼 감소

한다.

2.3 노트 정 화(Knot refinement)

유한요소의 경우에는 아무리 정 화를 수행하더라도 CA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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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0,0,1,2,2,2,2} (b)  {0,0,0,1,1.5,2,2,2,2}

Fig. 1 Knot refinement

Fig. 2 Power flow problem

실제 모델과 해석 모델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CAD에서 사용되는 

NURBS 기 함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이소-지오메트릭 방법론

에서는 은 수의 요소를 가지는 모델의 경우에도 기하학  정확도

가 유지되며 기하학  손실없이 요소망 정 화가 가능하다. 노트

벡터 , 조정   , 가

치  에서 새로운 노트값 를 추가할 때 새로

운 노트벡터 와 가 된 조정  










 와 는 다음 식에 의

해 얻어진다.






 (8)

   (9)

 










 ≤ 

 

 ≤ ≤ 

 ≤ 

(10)

식 (8)~(10)을 통해 Fig.1과 같이 기존 곡선의 변화없이 

정 화가 가능하다. 

3. 워흐름 문제(Power flow problem)

Fig. 2와 같이 경계 와 열린 역 로 이루어진 물체를 

고려하자.

에 지 장에 하여 정상 상태(steady-state)에서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11)

여기서, , , , 는 각각 시간  공간 평균된 에 지 

도함수, 이력 감쇠율, 가진 주 수, 그룹 속도이다. 평  구

조물에 해서는 그룹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12)

여기서, , , , 는 각각 도, 포아송 비, 두께, 평 의 

비 굽힘 강도이다.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13)

  
 (14)

에 지 장에서는 경계 에서 의 에 지가 주어지고, 경

계 에서는 의 에 지 유속이 주어진다. 이 두 경계들은 

서로 겹치지 않으며, ∩  를 만족한다. 균일 경계조

건을 만족하는 역 에 속하는 가상 에 지 도함수 를 

사용하고, 경계조건을 입하고 발산정리를 이용하여 식 

(11)을 약형식(Weak form)의 형태로 쓰면 다음과 같다. 

     ∈ (15)

≡







∇∇  (16)

그리고

≡


 

 (17)

4. 설계민감도 해석(Design Sensitivity Analysis)

4.1 미분

Fig. 3과 같은 역의 변화는 매개변수 를 이용하여 변

환 로 표 할 수 있다.

≡ (18)

≡ (19)



고주 수 워흐름 문제의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최 설계

158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3호(2014.6)

Fig. 4 Rectangular plate model

Fig. 3 역의 변화

역이 변화할 때 질 (Material point)의 변화율인 설계

속도와 이를 이용한 응답의 미분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








(20)

≡


  ′∇ (21)

한 역 분형태로 표 된 성능함수의 설계민감도는 

미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22)

′ 
 



 (23)




′ ∇ 

경계 분 형태를 갖는 성능함수의 설계민감도는 다음과 같다.

 


 (24)

′ 


′ ∇ (25)

4.2 고주 수 워 흐름문제의 설계민감도

앞서 정의한 미분을 이용하여 식 (15)에 1차 변분을 취

하면 각 항은 식 (21), (23), (25)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을 

얻는다.

 
′ ′     ∈ (26)









∇∇  (27)


′  ′ ∇ (28)







  






′  ′∇∇ (29)










 



























여기서, 는 곡률을 의미하며 식 (28), (29)에서 알 수 있

듯이 법선벡터와 곡률이 설계민감도 해석에서 매우 요하

다. 일반 인 유한요소법의 경우, 경계가 선형 으로 표 되

어 있어서 이러한 항을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이소-지

오메트릭 기법에서는 경계가 엄 하게 표 되어 있으므로 이

러한 고차항을 계산할 수 있어 정확한 설계민감도 해석이 가

능하다.

5.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최 설계

개발된 아이소-지오메트릭 응답  설계민감도 해석의 정

확성  형상 최 설계로의 용성을 수치 제를 통하여 확

인하 다.

5.1 응답 해석의 검증

이 제를 통하여 유도된 지배방정식에 표 된 에 지 

도  에 지 장의 정확도를 모달해석(Modal Analysis)으

로 얻은 해석  에 지 해와 비교하 다. Fig. 4와 같이 평

은 각 모서리에 단순 지지되어 있으며, 평 의 앙에 단

일 진동수를 가지는 압력 가진력이 부과되었다.

률은 7.1×1010N/m2, 도는 2700kg.m3, 두께는 0.001m, 

 0.01, 길이는     m, 진동수는 239Hz, 이력 감쇠율 

0.2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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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alytic energy density distribution

(b) IGA 2
nd
 order solution

Fig. 5 Comparison of IGA with analytic solution

(a) Power flow problem

(b) Isogeometric model

Fig. 6 Steady state power flow problem

(a) Energy density field

(b) Design velocity field

Fig. 7 Contours of IGA results and design velocity

Fig. 5(a)는 해석  해이고, Fig. 5(b)는 아이소-지오메

트릭 2차 기 함수 기반 근사해이다. 해석  해는 모달 해석

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다음의 식을 통해 시간 으로 평균하

여 얻은 해이다.

〈〉 




 

 




 

 


(30)



 

 



 

 




 
 

여기서,  D,   이며, 는 변 이다. 공간

평균은 다음 식을 통하여 구한다.

 〈〉

 








〈〉 (31)

그에 비해 아이소-지오메트릭 근사 해는 시간  공간 평

균을 취하여 얻은 해이다. 따라서 공간 으로 해가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운데 최 값과 체 인 분포

를 해석  해와 비교할 때 함을 확인할 수 있다.

5.2 설계민감도의 검증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최 설계가 가지는 여러 장 의 

하나는 기하학 으로 복잡한 형상을 갖는 문제에서 고차항의 

기하학  정보를 가지는 정확한 경계의 표 이 가능하고, 이

를 활용한 정확한 설계민감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다. 따

라서 Fig. 6과 같이 정상 상태의 워흐름 문제에서 곡선 형

상을 가지는 구조물에 한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설계민

감도 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 률은 195Gpa, 포아송

비는 0.28, 감쇠율은 0.1, 도는 7800kg/m
3
, 진동수는 



고주 수 워흐름 문제의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최 설계

160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3호(2014.6)

DOF
Finite difference 

sensitivity

Analytical design 

sensitivity
Agreement %

1 -4.322726e-06 -4.295607e-06 99.373

2 -6.704235e-06 -6.677341e-06 99.599

3 -1.020710e-05 -1.017932e-05 99.728

4 -7.483358e-06 -7.456362e-06 99.639

5 -1.122669e-05 -1.119847e-05 99.749

6 -1.581739e-05 -1.578637e-05 99.804

7 -2.268949e-05 -2.265208e-05 99.835

8 -1.229774e-05 -1.226897e-05 99.766

Table 1 Verification of design sensitivity

Fig. 8 Power flow analysis of rectangular plate

(a) Original design

(b) Optimal design

Fig. 9 Comparison of original and optimal designs

239Hz가 사용되었다.

Fig. 7(a)에는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 결과인 에 지 

도 분포를 도시하 으며, Fig. 7(b)에는 설계민감도 해석에 

필요한 형상 설계속도장이 표시되어 있다. 아이소-지오메트

릭 설계민감도 해석에 사용되는 설계 속도장은 섭동된 조정

과 NURBS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쉽게 얻어진다.



 (32)

여기서,  는 섭동된 양이며, 본 제에서는 설계변수 크기

의 0.1% 이다. 이와 설계 속도장은 선형 계를 가지며, Fig. 

7(b)와 같이 임의의 방향으로 설계 속도장이 정의되었다. 

Table 1에는 Fig.7(b)에 나와 있는 DOF 치에 따라 

유한차분으로 구한 설계민감도와 해석  설계민감도 값이 제

시되어 있으며, 곡선을 가지는 구조물에서 주어진 설계 속도

장에서 매우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5.3 내부 에 지 발생이 있는 구조물의 최 설계

Fig. 8과 같이 평 의 내부 앙에 에 지 생성이 107

/m2로 발생하고 각 모서리에서 에 지 값이 0/m2을 가지

는 문제에 해서 기 재료량의 80%이내를 사용하는 제약

조건 하에서 구조물의 에 지 컴 라이언스를 최소화하는 형

상 최 설계를 수행하 다.

Minimize  





 (33)

Subject to 


≤ ×  (34)

평 은 가로길이가 0.6m이고 세로길이가 0.4m, 두께가 

0.001m이며 진동수는 1000Hz, 도는 7800kg/m3, 감쇠

율은 0.1, 포아송 비는 0.28, 률은 195Gpa가 쓰 으며 

설계변수는 구조물의 형상이다.

Fig. 9를 통해서 CAD에서 쓰이는 NURBS 기 함수를 

이용한 아이소-지오메트릭 형상 최 설계로 인하여 부드러운 

경계를 갖는 최 설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에서는 최 설계의 결과로 기 재료량의 80%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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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istory of objective function 

음에도 불구하고 약 11.4%의 목 함수 감소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리 인 에서 해석해 볼 때, 평  앙에 

진동에 지가 가해지고 양 끝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 지의 흐름이 양 끝단으로 퍼져나가는 흐름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한 최 화 형상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을 이용하여 정상 

상태에서의 고주 수를 가지는 워 흐름문제에 해서 응답

해석, 설계민감도 해석  형상 최 설계를 수행하 다. 아이

소-지오메트릭 방법론을 통해서 CAD에서 쓰이는 NURBS 기

함수를 통하여 수치 모델의 경계를 기하학 으로 엄 하게 

표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응답 해석은 모달 해석으로 얻어진 

해석  해와도 일치함을 보 다. 설계민감도 해석 측면에서는 

복잡한 경계를 가지는 형상의 수치 제를 통해서 개발된 설계

민감도 식을 검증하 다. 아이소-지오메트릭 방법론에서는 형

상 설계민감도 식에서 나타나는 고차항의 법선 벡터와 곡률값

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형상 최 설계 측

면에서는 유한요소 기반 최 설계와는 달리 최 설계 도 에 

설계변수의 재 매개화(re-parameterization)없이 최 화를 

수행하 으며, NURBS 기 함수의 특징인 부드러운 경계를 

가지는 최 설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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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아이소-지오메트릭 해석법을 이용하여 고주 수를 가지는 워흐름 문제에 하여 연속체 기반 형상 최

설계를 수행하 다.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법을 형상 최 설계에 용하면, CAD 기하 모델링에서 쓰이던 NURBS 기  함수

가 직  쓸 수 있기에 정확한 기하학 정보가 수치계산에서 고려되고, 이에 따라 형상 최 설계 에서 볼 때, 통 인 유

한요소법에 비해 향상되고 부드러운 설계 섭동량을 가지는 설계 매개화가 가능하게 된다. 즉, 정확한 기하 모델이 응답 해석

과 설계민감도 해석에 쓰이게 되고, 이에 따라 설계 역 체에서 법선 벡터와 곡률이 연속 으로 되게 된다. 결과 으로 정

한 민감도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몇 가지 수치 제를 통하여 개발된 아이소-지오메트릭 설계민감도가 유한차분 설계민감

도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형상 최 설계 문제를 통해서 본 방법론을 용하여 검증하 다.

핵심용어 : 형상 설계민감도 해석, 워흐름 문제, 아이소-지오메트릭 기법, NURBS 기 함수, 형상 최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