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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계로 인해 적용이 힘들었던 입자 기반 전산유체역학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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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였다. 입자 기반 전산유체역학은 시간의 흐름에

는 라플라시안을 각각 나타낸다. 위의 지배방정식은 라그란

따라 이류항에 의한 수치 오류가 없다는 장점이외에도 각

지 접근법을 따르는 입자법의 차분형태로 변환된다. 고체

각의 입자가 물리량을 가지고 운동하며 이를 추적하는 방

입자의 경우 지배방정식 중 식(2)인 Navier-stoke 방정식에서

식이기 때문에 유체뿐만이 아니라 고체 입자의 시뮬레이션

우변의 2번째항인 점성항과 4번째항인 표면장력항을 제거하

에도 장점을 가진다.

고 5번째 항인 외력항에 중력가속도와 고체 입자의 마찰력

컴퓨터의 연산 능력의 발달은 메모리 및 연산 시간의 한

입자법 중 Discretized Element Method 법이 고체 입자 시
뮬레이션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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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고체입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완성
하였다.

Semi-implicit(MPS)법은 압력항을 음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고체 단일 시뮬레이션이 아닌 유동 내에서의 고체 입자가
유동에 의해 받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도 높은 해석이 가능
하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새로이 개발 된 고체 입자를 위한 입자 기반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이용하여 댐 붕괴 문제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기반 전산유체역학 기법 중 Moving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사의 붕괴에 적용한 경우,

Particle Semi-implicit 법을 개량하여 고체 입자 시뮬레이션

붕괴된 토사가 유체와는 달리 밀려 유동이 발달하는 것이

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고체 단일 퇴적 시뮬
레이션에 적용하였다.

2. 연구방법

아닌 토사기둥이 붕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형태는 안식각을 가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
램이 고체 입자 시뮬레이션을 적절히 구현한 것으로 판단된
다.

MPS법의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 방정식
을 사용한다.






 
 


   ∇  ∇



4.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 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사물의 댐붕
괴를 시뮬레이션 하고 이를 유체의 붕괴와 비교를 수행하였
다. 토사물 시뮬레이션을 위해 지배방정식인 Navier Stoke 방
정식에서 점성항과 표면장력항을 고체 입자에 한하여 삭제
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토사물 붕괴시의 안식각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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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등의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