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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물체주 의 비정렬 격자계를 개별 으로 생성하고 이를 

첩하여 체 계산 역을 구성하는 비정렬 첩 격자 기법은 

비정렬 격자계의 유연한 성질과 격자계간의 독립 인 성질을 

가지는 첩격자 기법을 혼합하여 상 운동이 있는 복잡한 

물체주 의 비정상 유동에 성공 으로 용되어 왔다. 그러나 

첩격자 기법은 독립 으로 존재하는 격자계간의 연결을 

해 항상 역 연결 기법을 요구하며, 역 연결 기법의 선택

에 따라 체 격자계의 유동변수의 보존 여부가 결정된다. 

역 연결 기법은 유동 럭스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보존  

 비보존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비보존 인 방법은 일

반 으로 격자계간 첩되는 부분에 유동변수의 내삽을 수행

하여 역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체 계산 역에 

해 유동 럭스는 보존될 수 없고, 이로 인해 격자계간의 

오차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특히 비보존  방법을 사용한 

첩격자 기법은 넓은 역에 유동 박리가 존재하여 유동의 변

화가 크고, 유동 해가 강한 방사형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 

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보존  방법은 각각의 

제어체 은 물론 체 계산 역에 해서도 유동 럭스가 

보존되도록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 이지만 이를 구

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실제 계산 측면에서도 비보존  방법

보다 비합리 이므로 첩격자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부분 비보존 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비보존 인 방법은 

첩된 격자계 사이의 격자 크기차이가 클수록 큰 오차를 야

기하는데 재로써는 이를 보정하기 해 기 격자의 생성 

단계부터 첩되는 부분을 고려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는 스토어 분리와 같이 물체의 이동변 가 크면 이를 고려하

기 해 격자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계산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비보존 인 방법이 가지는 첩 격자면에서의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 보존 인 역 연결 기법에 한 연구

가 수행된 바 있다. 보존 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질 수 있는데 하나는 럭스를 내삽하는 방법[2, 3]이고, 다른 

하나는 패치드 격자를 이용해 보존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4]. Wang[5]은 보존 인 역 연결 기법이 비보존 인 삽간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재

까지 제안된 방법은 격자계간 상 운동이 존재하는 문제에 

해서는 계산시간  기법의 강건성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어 첩격자 기법의 큰 장 인 상 운동이 있는 비정상 유

동을 해석하는 목 과 모순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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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랩이 있는 NLR7301 익형의 보존 인 첩 격자계 구성 
과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존  첩격자 기법이 가지고 있

는 한계를 극복하기 해 새로운 보존  역 연결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비정렬 격자계의 유연성을 활용하

여 격자계 사이의 홀 역을 처리하고, 이를 격자  심의 

유한 체 법에 용하여 유동 변수가 장될 격자 의 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방법으로, 물체간의 상 운동이 있

는 비정상 유동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보존  방법보다 강건

성  계산효율 측면에서 큰 장 을 가지며, 비보존  방법에 

비해 수치 인 오차를 작게 유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설명하고 이를 여러 가지 이

차원 유동에 용하여 보존  기법이 비보존  기법보다 수

치 으로 우수함을 보이고자 한다.  

2. 수치  기법

2.1 지배방정식  수치  기법

지배방정식은 상 운동이 있는 비정상 유동을 해석하기 

해 ALE(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형태의 압축성 

Naiv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 다. 지배방정식은 비정렬 격

자계에서 사용하기 해 격자  심의 유한 체 법으로 이

산화하 으며, 난류 성 계수는 Spalart-Allmaras 난류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계산 격자는 성 경계층에는 격자의 

종횡비가 큰 사각형 격자를 사용하고, 나머지 역에 삼각형 

격자를 사용하는 비정렬 혼합격자를 사용하 다. 수치 인 방

법  비보존  첩격자 기법에 한 내용은 참고문헌[6]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2 보존  첩격자 기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존  역 연결 방법은 홀 컷  

이후에 생성되는 격자계간의 홀 역을 비정렬 삼각형 격자

로 채우는 방법으로 이는 각각의 격자계의 격자 이 새로 생

성된 삼각형의 모서리로 연결되어 체 계산 역을 보존

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Fig. 1에서 랩이 있는 NLR7301 익

형에 한 를 보 다. Fig. 1(a)는 주 익형에 해 독립 으

로 구성된 격자계이고, Fig. 1(b)는 랩에 해 독립 으로 

구성된 격자계이다. Fig. 1(c)는 독립된 격자계를 첩한 후 

홀 컷 을 수행한 결과이며, 1(d)는 홀 역을 삼각형 격자를 

이용하여 제 격자계를 보존 으로 구성한 결과이다. Fig. 

1(d)의 결과는 하나의 격자계로 구성된 것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물체간의 상 운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시간에 

해 새로 생성되는 홀 역에 해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용하고 있는 보존  기법의 성능은 홀 역

의 격자 생성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이는 비보존 인 기법을 

사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보존  방법을 사

용하는 방법의 계산시간이 크게 증가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기법의 효율성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홀 역에서의 역 연결의 성능을 향상시

키기 해 Delaunay 삼각화보다 격자 생성이 강건한 

AFM(advancing front method)을 사용하고 격자 생성의 속도를 

높이기 해 quadtree를 사용하여 front에 치한 격자  수 

에 해 의 탐색 속도를 확보하 다[7]. 한 제안

된 보존  역 연결 기법은 새로운 격자 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하 다. 이는 격자  심기법에서 새로운 격자 이 추가

되면 이에 한 추가 인 유동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석 

성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비정상 유동의 해석은 지배방정식의 시간 항을 차분화에 

따른 이  단계에서의 해와 제어체 의 체 값을 필요로 한

다. 로써 지배방정식에 이 시간 분기법을 용하고 내재

으로 차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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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 시간 n+1에 한 유동 해를 얻기 해서는 시간 n과 

n-1에서의 유동 변수의 값과 제어체 의 부피를 요구한다. 이

는 첩격자 기법에서 어떤 격자 이 이  시간단계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재 시간단계에서 활성화되면 유동변

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시간단계의 유동 변수를 내삽하여 구하 다. 

내삽을 통해 유동 변수의 값을 얻는 과정은 엄 히 보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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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음속 와류 유동의 형상  경계조건

Fig. 4 음속 와류 유동의 계산 격자  도 분포; (a) 단일 
격자계, (b) 보존  기법, (c) 비보존  기법

Fig. 5 격자 특성길이에 한 도의 수렴성

Fig. 3 계산에 사용된 첩 격자계

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이  격자계에서 격자 을 포

함하고 있는 격자요소에서 Taylor 개를 통해 격자 으로 재

구성(reconstruction)되는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삽에 의한 

오차는 공간상의 2차 정확도이며, 이는 해석코드의 공간 정확

도와 일치한다. 한 이러한 선형화 과정은 이동 격자계의 격

자 재성성 단계나 Cartesian 격자계의 비정상 유동 해석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제어체 은 각 시간단계에서의 격자 의 

치를 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격자속도는 

제어체 의 시간에 한 변화를 고려하여 GCL(geometric 

conservation law)이 만족되도록 설정하 다.

3. 해석 결과  토론

3.1 음속 와류 유동

엄 해가 존재하는 음속 와류 유동[8]을 해석하여 제안

된 기법의 정확도를 측정하 다. Fig. 2에서 계산에 사용된 형

상과 경계조건을 나타내었으며, Fig. 3에서 계산에 사용된 

첩 격자계를 나타내었다. 주 격자계와 부 격자계는 모두 일정

한 크기를 가지는 삼각형을 사용하여 구성하 으며, 첩되는 

역의 크기가 동일하도록 처리하여 격자크기의 차이에 의해 

첩격자계에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 다. 해석은 주 

격자계만을 사용한 단일 격자계(Fig. 4(a)), 보존  방법(Fig. 

4(b)) 그리고 비보존  연결 방법(Fig. 4(c))을 사용한 격자계에 

해 수행되었으며, 주 격자계는 격자  수 505, 1,914, 7,455

개, 부 격자계는 격자  수 179, 406, 1,547개로 구성되었다. 

유동 해석은 기조건의 도, 속도, 압력에 해 10%의 교란

을 해석 역의 심에 삽입하여 정상 유동으로 수행되었으

며, 경계조건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수치  오차를 배재하기 

해 경계조건은 엄 해를 용하여 도에 한 오차를 측

정하 다. Fig. 5는 도에 한 L2 norm 오차를 격자의 특성 

길이 ∝
에 해 log-log plot으로 나타낸 것으로 

오차가 감소되는 기울기로서 공간에 한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해 2차 정확도 곡선과 기울기가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재 용된 보존  기법이나 비

보존  기법 모두 공간상의 2차 정확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  기법을 사용한 결과의 오차 값이 비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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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시간에 한 충격  이동의 도 분포; (a)단일 격자 (b)
보존  기법

Fig. 9 보존  기법과 비보존  기법의 마하수 분포

Fig. 6 Slow moving shock 문제의 첩 격자계  기 조건
Fig. 8 시간에 한 도의 변화

 기법의 오차 값보다 작고 단일 격자의 결과와 비슷하여 

용된 보존  방법이 격자계간의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2 Slow Moving Shock Problem

충격 로 표될 수 있는 불연속 인 특성을 가지는 유동 

해석에 제안된 보존  연결 기법이 용 가능한지를 단하

기 해 천천히 이동하는 충격  문제[4]를 해석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보존  기법은 격자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단일 격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동 역의 간에 첩된 격

자계를   의 식을 이용하여 상 으로 피칭

운동하도록 하 다. 충격  후의 기조건은 



 


 


과 


 


, 



이며, 충격 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의 속도로 이동한다. 경계조건은 수치  오차를 배

재하기 해 엄 하게 용하 다. Fig. 6에서 계산 역과 

기조건에 의해 생성된 충격 를 보이고 있다. 주 격자계는 

3,143개의 격자 으로 구성되었으며, 부 격자계는 395개의 격

자 으로 구성되었다. Fig. 7과 8에서 시간에 한 도분포를 

나타내었다. 단일 격자와 피칭운동을 하는 보존  첩격자 

기법의 결과가 유사하여 상 운동이 있는 격자계에 해서 

불연속 인 유동을 잘 포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t=25
인 경우에는 Fig. 7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첩된 부 격자

계가 주 격자계보다 격자의 도가 조 한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 향으로 Fig. 8에서와 같이 보존  첩 격자기법의 

결과가 충격 를 더 날카롭게 포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에서 충격 가 첩 격자면을 지나가는 순간에 해 보존  

기법과 비보존  기법에 한 마하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보

존  기법에서 충격 의 형태가 잘 유지되는 반면 비보존  

기법에서는 내삽에 의해 발생한 오차로 충격 가 심하게 교

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후 유동 해는 발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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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정지 와류의 도  수직방향 속도 분포

Fig. 11 정지 와류에 용된 첩 격자계의 운동

Fig. 13 30번의 주기 이후의 도분포의 변화 (a)보존  기법, 
(b)비보존  기법

Fig. 12 격자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의 첩격자계 (a)보존  
기법, (b)비보존  기법

Fig. 14 30번의 주기 이후의 수직방향의 속도분포

3.3 Stationary Vortex Problem

상 운동이 있는 격자계에 한 추가 인 해석을 수행하

다. 이 문제는 정지 와류에 해 첩격자계를 통과시켜 이에 

한 수치 인 소산을 찰하기 해 수행되었다. Fig. 10에서 

계산에 사용된 정지 와류[9]의 도  수직방향의 속도분포

를 나타내었다. 이 문제의 모델링은 Fig. 11과 같이 주 격자계

의 심에 와류를 분포시키고 첩된 부 격자계가 

x=5sin(0.5πt)의 운동을 하며 와류를 통과하도록 하 다. 

정지 와류는 경계조건이 와류에 미치는 향을 제거하기 

해 와류코어의 반지름의 100배의 치에 원방경계를 치시

켰으며, 경계조건은 엄 하게 용하 다. 격자 도의 차이

에 의한 수치  소산을 확인하기 해 주 격자계와 부 격자

계를 Fig. 12에서와 같이 1:4, 1:1, 1:0.25의 비로 생성하여 

첩시켰으며, 주 격자계는 109,793개의 격자 을 사용하고, 부 

격자계는 1,965, 7,859, 38,703개를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격자

은 와류 심의 지름에 해 가장 성긴 부 격자계에 해

서도 20개의 격자 이 분포되도록 하 다. 

Fig. 13에서 30번 주기 이후의 보존  기법과 비보존  기

법에 한 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격자계의 크기가 1:4인 

경우 와류의 소산량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보존  

기법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1:1, 1:0.25인 경우에는 비교  소

산량이 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역시 보존  기법이 와류를 

잘 보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에서 30주기 이후의 

수직방향의 속도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13의 결과와 동일하

게 보존  기법이 비보존  기법에 비해 와류를 잘 보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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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차원 비정렬 첩 격자계의 보존 인 홀 역 처리 기법

이 본 연구를 통해 연구되었다. 제안된 기법은 비보존  기법

에 비해 수치 인 오차가 작고, 상 운동이 있는 격자계에서

도 유동내의 불연속면을 잘 포착하 다. 한 정지해 있는 와

류에 한 문제를 해석하여 보존  첩격자 기법이 수치

으로 비보존 인 방법보다 와류의 형태  물리 인 특성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추후 본 연구는 삼차원 유동

에서 실제 인 형상에 한 용을 해 확장될 정이다.

후  기

동 연구는 지식경제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구성품개발사업

(KARI주 ) ( 탁)연구결과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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