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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dynamic crack propagation algorithm with Rayleigh damping effect based on the MLS(Moving Least 

Squares) Difference Method. Dynamic equilibrium equation and constitutive equation are derived by considering Rayliegh damping 

and governing equations are discretized by the MLS derivative approximation; the proportional damping, which has not been properly 

treated in the conventional strong formulations, was implemented in both the equilibrium equation and constitutive equation. Dynamic 

equilibrium equation including time relevant terms is integrated by the Central Difference Method and the discrete equations are 

simplified by lagging the velocity one step behind. A geometrical feature of crack is modeled by imposing the traction-free condition 

onto the nodes placed at crack surfaces and the effect of movement and addition of the nodes at every time step due to crack 

growth is appropriately reflected on the construction of total system. The robustness of the proposed numerical algorithm was proved 

by simulating single and multiple crack growth problems and the effect of proportional damping on the dynamic crack propagation 

analysis was effectively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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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치해석은 컴퓨터를 활용해 주어진 지배방정식에 한 

수치해을 구하기 때문에 오차를 수반한다. 고체의 동 문제를 

기술하는 미분방정식에 한 시간해석 역시 해석단계마다 

오차가 발생되고  첩된다. 이와 같은 상은 동  균열 

문제와 같이 hyperbolic 방정식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감쇠 알고리즘의 도입은 이와 

같은 오차 발생을 그러뜨리고 시간해석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다. 감쇠 알고리즘은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감쇠 

특성을 모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재료  시스템의 감쇠 

특성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 외부 하 에 의한 동  

효과가 큰 내진해석에서도 감쇠 알고리즘이 요한 역할을 

한다(Omidi et al., 2013; Hall, 2006).

1990년  반 Belytschko 등(1994)과 Liu 등(1995)에 

의해서 Element-Free Galerkin(EFG)법  재생커  별법 

(reproducing kernel particle method)과 같은 무요소법이 

등장한 이래 다른 한편으로 수치 분을 탈피하고 강형식 형태의 

지배방정식을 직  이산화하는 수치해석 방법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에 Atluri와 Zhu(1998)나 Gu와 Liu(2001)가 

제안한 수치방법과 같이 부분 으로 약형식 지배방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한요소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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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용할 수 있었으나, 이 경우 약형식에 따른 요소망 

구성과 분에 제약으로 무요소법의 장 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약형식을 배제하고 

강형식 지배방정식을 바로 이산화한 무요소 별 콜로 이션법 

(meshfree point collocation method) 형태의 수치방법 

들이 등장하 다(Kim and Kim, 2003; Lee and Yoon, 

2004). 콜로 이션 기반의 무요소 기법들은 만을 사용 

하여 고체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 형상이 복잡하거나 

시간에 따라 해석 상이 변화하는 다양한 문제에 용할 수 

있었다(Yoon et al., 2006; Wen and Aliabadi, 2007). 

그러나 온 히 강형식만 사용하면서 Rayleigh 감쇠와 같은 

비례감쇠 알고리즘을 용하기 어려워졌다.

기존의 유한요소법에서 Rayleigh 감쇠 알고리즘은 행렬식 

형태로 표 된 운동방정식에 존재하는 강성행렬과 질량행렬에 

한 한 비율로 감쇠행렬을 정의하기 때문에 감쇠효과를 

손쉽게 반 할 수 있고, 감쇠상수나 감쇠비율의 물리  의미가 

비교  명확하여 매우 편리하고 효과 인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강정식화의 경우 약정식화와 같은 강성행렬이나 질량행렬이 

별도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Rayleigh 감쇠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부분의 강정식화 기반의 

동 해석 기법 연구들은 운동방정식에 속도항과 감쇠상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감쇠효과를 고려해 왔다(Sladek et al., 

2003; Gu and Liu, 2005; Long et al., 2006).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강정식화에서 해석 상의 질량에 따른 

감쇠 향 밖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Rayleigh 감쇠와 같은 

비례감쇠 효과를 제 로 반 할 수 없고, 비교  감쇠상수와 

감쇠비의 계가 명확한 Rayleigh 감쇠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힘들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무요소 강정식화 기반의 MLS 차분법에 

Rayleigh 감쇠 알고리즘을 용하여 동  균열 해석을 

수행하 다. MLS 차분법은 Taylor 개를 기반으로 이동 

최소제곱법(moving least squares method)을 통해  

모델의 미분근사식을 도출하고 지배방정식을 직  이산화한다. 

MLS 차분법은 해석과정 에 해석 상의 기하학  형상이 

변해도 요소망의 재구성없이 들의 계를 통해 해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균열이 진 하면서 수반되는 기하학  

변화를 손쉽게 모사할 수 있다. 한 Rayleigh 감쇠 알고리즘의 

용을 통해 기하학  형상변화를 유발하는 동 균열 해석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재료의 감쇠특성도 반 할 수 있다. 기존의 

동  균열  해석의 경우 수치기법 자체의 topology 특성 

이나 균열의 불연속성 모델링에 의해 떨림 상(oscillation)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해석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이 효과 으로 

억제되었다. 한, 기존의 무요소 강정식화 방법들에서 사용한 

감쇠 알고리즘 보다 정확성 높은 해석이 가능하며, 기존의 

유한요소법에서 사용했던 감쇠 련된 기법들을 무요소 

강정식화에서도 그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 동 하 을 

받는 균열  문제에 한 수치 제를 통해 새롭게 제안된 

해석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2. MLS 차분법을 한 감쇠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강정식화 과정에서 Rayleigh 감쇠를 반 하기 

해 동  평형방정식과 구성방정식을 수정하는 방법을 소개한 

후, MLS 차분법을 이용한 지배방정식의 이산화 과정을 소개 

한다. 이산화 과정에서 동 해석을 한 시간 분은 앙차분법 

(central difference method)을 사용하 다. 

2.1 비례감쇠 효과를 포함한 지배방정식의 이산화

기존의 무요소 강정식화 기반의 고체역학 문제해석에서는 

지배방정식에 감쇠효과를 고려하기 해 미소변형을 가정한 

동  평형방정식에 다음과 같이 속도항을 추가하여 사용했다.

∇⋅ in  (1)

여기서, 는 응력텐서, 는 체 력, 는 도, 는 가속도, 

는 감쇠상수, 는 속도이며, Ω는 내부 역이다. 식 (1)과 

같이 감쇠효과를 고려하면 비례감쇠를 기 으로 볼 때 질량에 

비례하는 감쇠효과는 고려할 수 있으나 강성에 한 감쇠 

효과는 고려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강정식화 과정에 

Rayleigh 감쇠 알고리즘을 용하여 질량과 강성에 한 감쇠 

효과를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Hughes(1987)의 지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래와 같은 두 식을 동시에 고려해야 강정식화 

에서 Rayleigh 감쇠를 올바로 용할 수 있다.

∇⋅ in  (2)

 ∇∇ ∇∇   (3)

여기서, 과 는 Rayleigh 감쇠상수이고, 와 는 Lamé 

상수이다. 는 미지의 변 벡터를 나타내며, ∇ ∇ 

∇, ∇ ∇∇
이다. 과 는 각각 질량과 

강성에 한 감쇠 향을 반 한다. 

자연경계()와 필수경계()에 한 지배방정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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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4)

  on  (5)

여기서, 과 는 단 수직벡터와 미리 정의된 표면력 벡터를, 

는 미리 규정된 변 값을 나타낸다. 자연경계조건을 나타내는 

식 (4)는 응력텐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 (3)을 입하면 

변 에 해 표 할 수 있다. 단, 약정식화와 달리 강정식화 

에서는 내부 역과 경계 역에 해 서로 다른 근사함수를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Yoon and Song, 2014).

지배방정식들을 이산화한 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하기 

하여 편의상 내부 역  자연경계에 한 지배방정식을 

변 에 하여 기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식 (2)와 (3)을 

바탕으로 체 력을 무시하면, 아래와 같이 수정된 Navier 

방정식이 유도된다. 

∇∇∇⋅  (6)

 ∇
∇∇⋅   

자연경계조건에 한 식 (4)도 변 에 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7)

수치 인 편의성을 해 미분연산자 과 를 정의하면, 식 

(6)과 (7)을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Yoon et al., 2014).

   in  (8)

                   on  (9)

여기서,  ∇∇∇⋅ ,  ⋅∇⋅ 

∇⋅ 이며, 는 MLS 차분법에서 0차 미분근사에 한 

형상함수로 구성된 행렬이다. 2차원 문제의 경우,    

이므로 Yoon 등(2014)이 제시한 미분근사식에 한 형상 

함수 
를 이용하여  에서 구성한 , ,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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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분연산자에 한 행렬식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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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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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근사식의 형상함수와 미분연산자에 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Lee 등(2016), Yoon 등(2014), Yoon과 Song 

(2014)을 참고할 수 있다.

2.2 앙차분법에 의한 시간 분

앞 에서는 체 계 방정식을 구성하기 해 지배방정식을 

변 로 표 하고, MLS 차분법의 미분근사식을 이용하여 

지배방정식을 이산화하는 과정을 설명하 다. 본 은 이산화 

방정식을 시간 분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식 (8)에서 보듯이 

동  평형방정식은 속도와 가속도 항을 갖고 있으므로 시간 

분을 통해 변 만의 방정식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앙 

차분법을 용하여 시간 분을 하면,  시간단계의 속도와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4a)

 ∆
  

(14b)

여기서, 첨자 은 시간단계이고, ∆는 시간간격이다. 식 

(14a)~(14b)를 식 (8)에 입하면, 시간항을 포함한 동  

평형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





 (15)

 ∆ 






∆

 
∆









MLS 차분법을 활용한 동  균열 해석의 Rayleigh 감쇠 향 분석

586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9권 제6호(2016.12)

1n − n 1n +Time step :

Moved node 
for crack tip modeling

Newly added nodes
for crack surface modeling

Previously existing nodesMathematical
crack line

Traction 
boundary

Fig. 1 Crack growth modeling using nodal operation

식 (15)에서 보듯이 속도와 가속도를 변 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미분연산자 과 가 시간단계에 따라 구분되었다. 

이것은 균열이 성장함에 따라 미분연산자를 구성하는 미분 

근사식이 시간단계 별로 변하는 것을 반 한다. 시간해석을 

수행하더라도 해석 상의 기하형상이 변하지 않으면 미분 

근사식과 미분연산자가 변하지 않지만, 균열이 진 되면 균열 

주변의  배치가 바 기 때문에 이에 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MLS 차분법은 Fig. 1과 같이 진 하는 균열을 묘사하기 

해 을 이동시키거나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의 변화를 

반 하기 해 시간단계가 구분된 미분연산자를 매 시간단계 

마다 갱신(update)해야 한다.

기존의 유한요소법에서 앙차분법은 explicit 시간 분법 

으로서 용이 간편하고 +1 단계 해석시 역행렬 계산이 

필요 없다. 그러나 식 (15)는 앙차분법을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1 단계의 변 를 구하기 해 역행렬 계산이 

필요하다. 이 을 개선하기 해 식 (14a)의 속도 화식을 

다음과 같이 한 단계 lagging 시킬 수 있다.

 ∆
 

(16)

식 (16)을 식 (8)에 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좀 더 

간략화된 수식이 얻어진다.

 ∆ ∆∆   (17)

 ∆  ∆ 

식 (17)을 식 (15)와 비교하면, 도는 상수이고 미분 

연산자 는 각행렬에 가깝기 때문에 식 (17)의 좌변에서 

+1 단계의 변 에 곱해져 있는 행렬이 훨씬 단순해 진다. 

그러나 MLS 차분법의 특성상 향 역에 포함되는 이 

유한요소처럼 결정론 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 방정식 

구성시 내부 역뿐만 아니라 경계조건식도 함께 조합되기 

때문에 미지변 를 구하기 한 체 강성행렬이 각선행렬로 

정리될 수는 없다. 한편, 감쇠상수 값이 모두 0이 되면, 식 

(15)와 식 (17)은 같아진다는 것으로부터 감쇠상수가 동  

평형방정식의 속도항에만 향을 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내부 역과 경계에 한 지배방정식을 모두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체 계 방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  (18)

여기서, 는 내부 , 경계 에 한 이산화 방정식 

( 는 차분방정식)을 모두 포함한 일반화된 강성행렬, 는 

변 행렬, 는 일반화된 외력행렬을 나타낸다. 2차원 

해석의 경우 강성행렬의 크기는 체 의 수가  일 때 

(2×2)이다. 식 (18)을 임의의  에 한 차분 

방정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19)

모든 ()에 한 차분방정식을 조립하면 식 (18)의 

계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와 의 구성성분들은 

 가 속한 역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가 필수경계에 

있다면  
, 

 , 그리고 가 

자연경계에 있다면 , 
 이다. 

가 내부 역에 존재하면 와 는 식 (15) 

는 식 (17)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재 는 이  시간단계 

미분연산자  변 값들로 구성된다. 

3. 수치 제

이 장에서는 단일균열과 다 균열을 갖는 시편에 한 

동 해석 결과를 이론값과 비교하여 MLS 차분법의 동 균열 

해석에 한 정확성과 감쇠 알고리즘의 효과를 살펴본다.

3.1 단일균열 문제

본 에서는 단일균열이 있는 문제에 한 MLS 차분법 

균열진 해석 결과를 이론값(Freund, 1990)과 비교한다. 

해석 상은 Fig. 2와 같은 형상을 가지며 윗면에 인장응력을 

받고 있다. 평면변형률 상태를 가정하 고, 재료의 물성치는 

도 =7,800kg/m3, 탄성계수 =211×109N/m2, 포아 

송비 =0.30를 용하 다. 기균열 길이는 5m이며, 기 

응력 =1000N/m2는 시간에 계없이 일정하게 용하 다. 

해석모델은 1071개(51×21)의 을 배치한 후 기 균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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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 I single crack propaga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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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ultiple crack propaga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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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uted crack growing path(=0.0778m)

묘사하기 해 25개의 을 추가하여 총 1096개의 을 

포함한다. 시간간격은 ∆=0.5×10-5s이고, 200단계 해석을 

수행하 다. 한, 균열모드는 mode 1만 고려하 다.

Fig. 3은 감쇠효과 반 의 유무에 따른 MLS 차분법 

해석결과와 이론값을 비교하여 보여 다. 균열속도 가 0인 

경우는 균열이 진 하지 않으며, 가 0.4인 경우는 동  

응력확 계수( 는 동  에 지 해방률) 값이 재료의 동  

괴인성치를 과하는 시 부터 균열이 진 되기 시작한다. 

는 단 (shear wave) 속도이다. 식 (17)과 같이 간소화 

된 수식을 사용한 결과와 원래의 식 (15)를 사용한 경우를 

함께 도시하 다. MLS 차분법으로 계산한 결과가 이론값과 

체로 잘 일치하고 있으며, 감쇠효과를 용한 경우, 용 

하지 않은 경우 보다 수치해의 떨림 상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감쇠효과를 고려한 경우에는 식 (17)를 사용한 경우와 

식 (15)를 사용한 경우의 해석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났다.

3.2 다 균열 문제

다 균열의 해석에 한 MLS 차분법의 성능  감쇠 

알고리즘 향을 조사하기 해 Fig. 4와 같이 두 개의 균열이 

포함된 문제(John and Shah, 1990)를 해석하 다. mode 

1과 mode 2가 결합된 다  균열모드를 고려하 으며, 기 

균열 길이는 =0.01905m, =0.003175m로 가정하 다. 

속도 형태로 주어진 외력은 196까지 일정한 비율로 0.06 

m/s에 도달하게 한 뒤,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해석 상의 재료 

물성치는 도 =32,400kg/m
3
, 탄성계수 =31.37×10

9 

N/m
2
, 포아송비 =0.20, 동  괴인성치 =0.8Mpa 

 로 가정하 다. 균열속도는 =0.05로 가정하 고, 

시간간격은 ∆=0.7×10-6s로 설정하 다. 해석모델 구성시 

1825(73×25)개의 을 배치한 후, 균열 묘사를 해 

16개의 을 추가하여 총 1841개의 을 배치하 다. 

Crack 1과 crack 2의 간격 L에 따라 균열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을 0.0778m와 0.0714m로 가정한 후 해석을 

수행하 다. 

Fig. 5는 이 0.0778m인 경우 얻어진 균열진  경로를 

보여 다. Crack 1은 성장하지 않는 반면 crack 2는 외력이 

가해지는 지 을 향하여 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체로 감쇠효과의 유무와 상 없이 일 된 균열진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감쇠 알고리즘의 향을 좀 더 살펴보기 해 

Fig. 6과 Fig. 7에 동  응력확 계수 값을 도시하 다. 이에 

한 정해가 없기 때문에 감쇠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도시하 다. 동  응력확 계수는 동  괴인성치로 

정규화하 고, 모드 1과 모드 2 동  응력확 계수를 조합한 

값이 1을 넘으면 균열이 진 되기 시작한다. 이 경우 이 

상 으로 크기 때문에 응력이 crack 2의 선단으로 집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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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uted crack growing path(=0.07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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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1(=0.0714m) (a) a entire view (b) a close up 

shot for rectangular area

-0.5

0

0.5

1

1.5

2

2.5

0 0.0005 0.001

R
el

at
iv

e 
St

re
ss

 In
te

ns
ity

 F
ac

to
rs

Time (s)

CDM, No damping Crack2
Eq.(17), Damping 3% Crack2
Eq.(15), Damping 3% Crack2

Mode 1

Mode 2

(a)

0

0.5

1

1.5

0.0008 0.0009 0.001 0.0011 0.0012

R
el

at
iv

e 
St

re
ss

 In
te

ns
ity

 
Fa

ct
or

s

Time (s)
(b)

Fig. 10 Relative dynamic stress intensity factors of 

crack 2(=0.0714m) (a) a entire view (b) a close up 

shot for rectangular area

응력확 계수가 격하게 증가하면서 균열진 이 시작되어 

떨림 상도 함께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감쇠 알고리 

즘을 용한 경우 떨림 상을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해석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 균열사이의 간격 이 상 으로 작은 0.0714m일 

경우 Fig. 8과 같이 crack 1만 진 한다. crack 1은 휨 

응력의 향으로 약간 휘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외력이 가해지는 

지 으로 계산된 기방향을 체로 유지하면서 성장한다. 

균열진  방향을 정확하게 측하기 해 동  응력확  

계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요한데, Fig. 9를 보면 

감쇠효과를 반 한 경우 떨림 상이 효과 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Fig. 9(a)의 일부분을 확 한 Fig. 

9(b)는 떨림 상에 한 감쇠 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  균열 해석 시 응력확 계수의 떨림 상이 심하게 

발생하면 오차가 되고 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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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이 상황을 효과 으로 개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Fig. 10(a), (b)에서도 감쇠효과의 도입이 동  

응력확 계수 값의 떨림 상을 크게 억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균열 문제에서도 단일균열 문제와 비슷하게 식 

(15)를 사용한 경우와 식 (17)을 사용한 경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MLS 차분법을 앙차분법을 이용해 

정식화하 으므로 시간간격 조정을 통해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ayleigh 감쇠 알고리즘을 용한 MLS 

차분법을 활용하여 동  균열  해석을 수행하 다. MLS 

차분법은 Taylor 다항식과 이동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미분 

근사식을 도출하기 때문에 만으로 복잡한 형상을 갖는 

고체역학 동 문제를 효과 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의 

이동  추가가 자유로워 진 되는 균열을 만으로 간편 

하게 모사할 수 있다. 기존의 강정식화 기반의 무요소 해석법은 

비례감쇠 알고리즘을 제 로 반 하지 못했고  균열과 같이 

특이성을 갖는 시간해석 문제의 경우 해의 떨림 상을 효과  

으로 억제하지 못해 해석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LS 차분법에 Rayleigh 감쇠 

알고리즘을 용하고 강정식화에서도 질량과 강성에 한 

비례감쇠 효과를 하게 반 하 으며, 앙차분법을 속도항의 

lagging과 함께 용하여 계산효율성을 높 다. 

감쇠 알고리즘을 포함한 MLS 차분법의 동  균열문제에 

한 성능을 확인하기 해 단일균열  다 균열의 문제를 

해석하 다. 강정식화 기반의 무요소 해석방법들은 요소 

단 의 수치 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사함수를 구성하는 

향 역 크기에 향을 받고 동 해석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형상이 복잡하거나 균열과 같은 특이성을 

갖는 문제의 경우 이러한 상이 두드러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기법은 동  균열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해석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 다. 단일균열 

문제에 한 해석결과를 이론해와의 비교를 통해 개발된 

해석기법의 정확성을 확인하 다. 한 다 균열 문제의 

경우에는 정해와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복잡한 기하형상이나 

균열의 특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의 떨림 상을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 고, 동  응력확 계수나 균열 

진  방향 측에 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한, 유한요소법과 같은 약정식화에서 사용하는 감쇠 

알고리즘을 강정식화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통해 동일하게 

용할 수 있음을 보 으며, 향후 변형을 동반한 동 문제의 

해석에 용하는 것과 같이 강정식화 기반의 수치기법에 한 

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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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은 강형식 기반의 MLS 차분법에 Rayleigh 감쇠효과를 용한 동 균열진  해석기법을 제시한다. Rayleigh 감쇠

효과가 반 된 동  평형방정식과 구성방정식을 도출하고, MLS 미분근사식을 이용하여 지배방정식들을 이산화하 다. 평형

방정식뿐만 아니라 구성방정식에서도 감쇠효과를 하게 고려하여 기존의 무요소 강정식화 기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비

례감쇠 알고리즘을 구 하 다. 시간 련 항을 포함한 동  평형방정식은 앙차분법(central difference method)을 이용하

여 시간 분 하 고, 속도에 한 차분식을 lagging시켜 이산화 방정식을 간소화시켰다. 균열의 기하학  특성은 표면력 ‘0’

인 자연경계 조건을 균열면에 놓인 들에 부과하여 묘사하 으며, 균열성장으로 인해 해석단계마다 변하는 의 생성 

 이동 효과를 계방정식 구성에 반 하 다. 단일균열과 다 균열을 갖는 수치 제를 통해서 제안된 수치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 으며, 비례감쇠 효과의 고려가 동 균열진  해석결과에 미치는 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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