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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lids and the fluids in porous media have a relative velocity to each other. Due to physically and 
chemically different material properties and their relative velocity, the behavior of saturated porous media is 
extremely complicated. Thus, in order to describe and clarify the deformation behavior of saturated porous media, 
constitutive models for deformation of porous media coupling several effects need to be developed in frame of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ALE) description. The aim of ALE formulations is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Lagrangian and Eulerian elements, and to minimize the disadvantages. Therefore, this method is appropriate for 
the analysis of porous media which are considered for the behavior of the solids and the fluids. For this reason, 
mass balance equations for saturated porous media are derived here in ALE description frames. ALE formulations 
of mass conservation for the solid phase and the fluid phase are expressed. Then, linear momentum balance 
equation for porous media as multiphase media is expressed.

  Keywords : porous media, mass conservation, linear momentum conservation, ALE formulation

요      지

 

  다공질 매체 속의 내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고체 부분과 유체 부분은 서로 다른 재료특성을 가지는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물들은 서로 다른 물리  성질과 화학  성질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상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포화된 다공
질 매체의 구조  변형 거동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변형 거동에 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복합 인 요인들이 고려된 
다공질 매체의 변형 거동을 해석하고 규명하기 하여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ALE) 정식화가 이루어진 구성방정
식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ALE 정식화는 Lagrangian 요소와 Eulerian 요소의 장 을 최 화 시키고 단 을 최소화 시
키는 것에 주안 을 두기 때문에 고체 부분과 유체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다공질 매체의 변형 거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화된 다공질 매체의 보존 법칙들에 한 ALE 정식화가 이루어진
다. 고체 부분과 유체 부분의 질량 보존 법칙에 하여 ALE 정식화가 이루어진 식이 각각 표 되고 다공질 매체 체에 
한 운동량 보존 법칙이 표 된다.

  주요어 : 다공질 매체, 질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ALE 정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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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공질 매체는 다른 고체 재료에 비해 상 으로 많은 

간극들을 가지며 그 내부 구조가 간극 속의 유체들과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 다공질 매체 속의 내부 구조

를 이루고 있는 고체 부분과 간극 부분은 서로 다른 재료특

성을 가지는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물들은 서로 

다른 상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다공질 매체의 

구조  변형 거동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Lewis 

and Schrefler, 1998; de Boer, 2000). 따라서 다공질 

매체의 역학 인 거동을 해석하기 해서는 변형 거동에 

향을 주는 내부 구조 속 유체의 흐름, 열역학 인 변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 인 요인들이 고려된 구성방정

식을 세우는 것이 필수 이며 그러한 구성방정식에 한 

해를 구하기 하여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수치  연구 수

행이 요구되어 진다.

  물체에 변형이 발생될 때 Lagrangian 요소들은 그 

물체와 함께 변형되고 경계 역과  역들은 요소가 

변형되기 의 역들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구성방

정식을 세우는 것이 용이하고 상 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물체의 변형에 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

만 사용되어지는 요소가 고차(higher order elements)

일수록 요소에 한 유한요소 해석은  부정확해지고 

변형으로 물체의 거동을 해석하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Lagrangian mesh가 새로 구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유

한요소 해석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오차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Lagrangian 방법은 고체역학과 같이 물체

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해석하는 문제들에는 리 사용

되어 왔지만 유체역학과 같이 물체의 변형경로나 역 자체

에 주안 을 둔 문제들을 해석할 때에는 Lagrangian 방법

보다는 Eulerian 방법이 더 효율 으로 사용되어 왔다.

  Eulerian 유한요소들은 공간에 고정되어 있고 물체는 

요소들이 변형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므로 Eulerian 유

한요소들은 물체의 운동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소들의 변형 경로를 따라 물체가 이동하기 때문

에 구성방정식을 만들거나 경계조건을 용시키는 것은 매

우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오고 있었고 근래에 들어서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ALE) 방법(Liu et al., 

1986; Benson, 1989; Yamada and Kikuchi, 1993; 

Gadala and Wang, 1998; Rodríguez- Ferran et al., 

2002)이 제안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 ALE 유한요소 정

식화는 Lagrangian 유한요소들과 Eulerian 유한요소들

의 장 을 최 화시키고 단 을 최소화시키는데 주안 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형에 한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이 

수행될 때는 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Belytschko 

et al., 2000).

2. 이론  배경

  2.1 표기

  여기에 사용된 Cartesian 텐서들은 모두 굵게 표시되고 

텐서식 지수 표기가 사용된다. 아래 첨자로 사용된 i 만이 

Cartesian 좌표계, i=1,2,3을 나타낸다. 기호 ϕ는 물

체 역(material domain)에서 공간 역(spatial 

domain)으로의 변환(mapping)을 나타내고 기호 Φ는 

기  역(referential domain)에서 공간 역으로의 변

환을 나타낸다. 한, 기호 Ψ는 기  역에서 물체 역

으로의 변환을 나타낸다. 아래첨자로 사용된 ϕ,Φ,Ψ는 각

각의 변환에 상응하는 형상(configuration)을 의미한다. 

한편 첨자 f와 s는 각각 다공질 매체의 유체 부분(fluid 

phase)과 고체 부분(solid phase)을 의미한다.

  아래첨자에 사용된 쉼표(,)는 편미분을 나타내며 자 

에 사용된 dot(․)는 시간에 한 상미분을 나타낸다. 

그리고 편미분 에 사용된 “ | x”는 x에 한 함수를 나타

내며 아래첨자 “ [x]”로도 표기한다.

  2.2 기본 가정

  다공질 매체는 그 간극 속이 물로 포화되어 있고 다공질 

매체 속의 유체 부분과 고체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두 가지 연속체의 혼합물이라고 가정한다. 한, 다공질 매

체의 고체 부분의 변형은 충분히 느리게 발생하고 소변형

을 한다고 가정하며 유체 부분의 흐름 역시 천천히 이루어

진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열역학 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

기 하여 다공질 매체 내부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고 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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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ALE 좌표계에서의 입자의 운동

 X는 물체 형상(material configuration) RX에서의 

기 치벡터를 나타내고 x는 공간 형상(spatial 

configuration) Rx에서의 재 치벡터를 의미한다. 그

리고 물체 입자 X의 재 치는 x= ϕ ( X,t )로 표기

된다. 한, 기  치벡터 χ와 기  형상(referential 

configuration) R χ는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다.

 기  형상 R χ에서 물체 형상 RX로의 변환과 기  형상 

R χ에서 공간 형상 Rx로의 변환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Rodríguez-Ferran et al., 2002).

X=Ψ ( χ,t )  ,  x=Φ ( χ,t )               (1)

  그리고 각각의 변환에 상응하는 변형경사 텐서 

(deformation gradient tensor)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어진다.

FΨ( χ,t )=
∂Ψ(χ,t )

∂χ

FΦ( χ,t )=
∂Φ(χ,t )

∂χ

                       (2)

 그림 1에서 ALE 좌표계에서의 각 역으로의 변환들과 

변형경사 텐서가 표 되어 지고 있다.

.
X

.

.

x

χ

XR
xR

χR

F

ψF
ΦF

ϕ

Ψ Φ

   그림 1. ALE 좌표계에서의 역, 변환, 

   변형경사 텐서(Rodríguez-Ferran et al., 2002)

 한, 물체 변  uΨ와 공간 변  uΦ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내어진다(Rodríguez-Ferran et al., 2002).

uΨ( χ,t ) =X(χ,t)-χ

uΦ( χ,t ) =x(χ,t)-χ
                          (3)

  ALE 좌표계에서 w i를 기  입자(referential particle)

의 속도 성분이라고 하 을 때 임의의 함수 f의 물체 도함수 

(material time derivative)인 f ̇는 ALE 좌표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wi=
∂Ψ i( X,t )

∂t
=

∂χ i
∂t |

X

                  (4)

 

ḟ ( χ,t ) =
Df
Dt

=
∂f
∂t |χ+

∂f
∂χ i
w i

=f , t[χ]+
∂f
∂χ i
w i

                (5)

 한, 물체 속도 v와 mesh 속도 v̂ 사이의 차를 의미하

는 류 속도(convective velocity)는 c로 표 되며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c= v- v̂=
△u(χ )-△uΦ(χ)

△t
                  (6)

는, 

c i=
∂x i(χ,t )

∂χ j
w j                                  (7)

  여기서, △u(χ)는 입자 변 의 증분을 나타내고 

△uΦ(χ)는 공간 변 의 증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ALE 정식화는 Lagrangian 정식

화, Eulerian 정식화와 함께 비교되었을 때 물체 도함수

에서 차이를 가지며 식 (8), (9), (10)에서 그 차이가 표

되어진다(Belytschko et al., 2000).

  Lagrangian 정식화 (X,t )에서의 물체도함수는 식 

(8)과 같이 정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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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χ,t ) =
Df
Dt

=
∂f(X,t)

∂t
                 (8)

  Eulerian 정식화 (x, t )에서의 물체도함수는 식 (9)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ḟ ( χ,t ) =
∂f
∂t | x+

∂f
∂x i

∂x i
∂t |

X

                  (9)

  하지만, ALE 정식화 (χ,t )에서의 물체도함수는 식 

(10)과 같이 표 된다.

ḟ ( χ,t ) =
∂f
∂t |χ+

∂f
∂χ i

∂χ i
∂t |

X

=f , t[χ]+c⋅ gradf

                    (10)

3. 다공질 매체의 질량 보존 법칙에 한 ALE 정

식화

  다공질 매체의 질량 보존 법칙에 한 Eulerian 정식화

는 식 (11)과 식 (12)로 주어진다(Lewis and Schrefler, 

1998). 다공질 매체의 유체에 한 질량의 도가 ρ f (x, t ), 

간극율(porosity)이 φ, 유체의 속도가 V f (x, t )표기된다

면 유체에 한 질량 보존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φ

ρ f
∂ρ f

∂t
+

∂φ

∂t
+

1
ρ f

div (φρ fV fs )

+φ divV
s
=0

              (11)

  여기서, V fs는 상 속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V fs=V f-V s로 나타낼 수 있고 V s (x, t )는 다공질 

매체 속의 고체 부분의 속도를 의미한다.

  한, Eulerian 좌표계에서의 고체 부분에 한 질량의 

도가 ρ s(x, t)로 표기된다면 고체 부분에 한 질량 보

존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1-φ

ρ s
∂ρ s

∂t
-

∂φ

∂t

+(1-φ) divV
s
=0

                         (12)

  식 (11)과 식 (12)에 물체 도함수와 류 속도 c가 사

용되어 ALE 정식화가 용된다면 유체에 한 질량 보존 

법칙인 식 (11)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φ

ρ f
ρ f

, t [χ]+
φ

ρ f
c⋅ gradρ f

+φ , t [χ]+c⋅ gradφ
                   (13)

+
1
ρ f

div (φρ f Vfs)+φ divV s=0

  한, 고체 부분에 한 질량 보존 법칙인 식 (12)는 다

음과 같이 표 된다.

1-φ

ρ s
ρ s

,t [χ]+
1-φ

ρ s
c⋅ gradρ s

-φ , t [χ]-c⋅ gradφ

+(1-φ) divV s=0

               (14)

  Eulerian 좌표계뿐만 아니라 Lagrangian 좌표계에서

의 다공질 매체의 질량 보존 법칙에 한 식들도 식 (15)

와 식 (14)로 주어진다(Coussy, 1995). 기 간극률을 

φ
o
라고 하고 유체의 기 질량에 한 도를 ρ f

o(X, t )

라고 하 을 때 유체에 한 질량 보존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d
dt

(ρfoφ o+m)=0                            (15)

  여기서, m은 다공질 매체의 기 부피에 한 유체의 

단  질량 변화량을 의미하며 변형경사 텐서의 행렬식 

(determinant)에 한 Jacobian을 J로 표기하 을 때 

다음과 같이 표 된다.

m(X,t )= Jρ fφ-ρfoφ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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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변형경사 텐서 F는 Lagrangian 좌표계에서 다

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F(X,t )=
∂ϕ(X,t )

∂X
                          (17)

  한편, 고체 부분에 한 질량 보존 법칙을 표 하기 하

여 고체 부분에 한 질량의 도를 ρ s(X,t )로 표기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d
dt

[Jρ s(1-φ)]=0                       (18)

  식 (15)와 식 (18)에 물체 도함수와 류 속도 c가 사

용되어 ALE 정식화가 용된다면 유체에 한 질량 보존 

법칙인 식 (15)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φ
o
ρ f
o,t[χ] +m , t [χ]

+φ oc⋅ gradρ fo=0

                      (19)

  그리고 고체 부분에 한 질량 보존 법칙인 식 (18)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φ)J , t[χ]
ρ s+(1-φ)Jρ s,t [χ]

+(1-φ)c⋅ gradρ s=0

                 (20)

4. 다공질 매체의 운동량 보존 법칙에 한 ALE 

정식화

  일반 인 다공질 매체에서 유체 부분의 속도는 고체 부

분에 한 상  속도로 표 될 때 편리하게 다루어 질 수 

있다(Lewis and Schrefler, 1998). 고체 부분에 한 

유체 부분의 상  속도를 V fs라고 두고 고체 부분에 한 

유체 부분의 상  가속도를 a fs 라고 두었을 때 다음과 같

이 표 된다.

V
fs
= V

f
- V

s                                (21)

afs= af- as                                 (22)

  여기서, a f 와 a s 는 각각 유체 부분과 고체 부분의 가

속도를 의미한다.

 다공질 매체 체에 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유체와 고체 

각각의 부분에 한 식들의 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σ 는 다공질 매체 체에 작용되는 응력을 의미

하고 g 는 력의 효과가 고려된 가속도이다(Lewis and 

Schrefler, 1998).

-ρas-φρ fafs+ divσ+ρg=0                (23)

  여기서,

ρ=(1-φ)ρ s+φρ f                             (24)

  하지만, 다공질 매체에는 충분히 느린 변형이 발생하고 

그 내부의 유체는 천천히 흐른다고 가정하 으므로 식 

(23)은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divσ+ρg=0                                 (25)

  이 식이 유체로 포화된 다공질 매체의 운동량 보존 법칙

을 의미한다. 한, 식 (25)는 물체도함수에 의해 표 되지 

않았으므로 ALE 정식화가 용되어도 같은 형태를 가진다.

5. 결 론

　ALE 정식화는 Lagrangian 방법과 Eulerian 방법에

서의 Lagrangian 요소들과 Eulerian 요소들의 장 을 

최 화하고 단 을 최소화하기 하여 용되어진다. 

ALE 방법은 경계 역이나 역들이 변형 과 동일

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물체가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하는 

변형 상태를 설명하는데 효과 으로 근할 수 있는 

Lagrangian 방법의 장 과 변형을 따라 물체의 변형 경

로를 설명하는데 효과 으로 근할 수 있는 Eulerian 방

법의 장 을 최 화 할 수 있다. 반면에 변형이 발생할 

때 정확도가 감소되는 Lagrangian 방법의 단 과 요소들

이 변형되는 경로를 따라 물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구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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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들을 다루기가 복잡해지는 Eulerian 방법의 단 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ALE 정식화가 용되

어진 포화된 다공질 매체의 질량 보존 법칙에 한 식들이 

유도된다. 질량 보존 법칙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보존 법칙들

에 한 식들은 다공질 매체의 변형 거동에 한 구성방정

식들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 가 되기 때문에 다공질 매

체의 유체 부분과 고체 부분에 한 질량 보존 법칙들과 운

동량 보존 법칙이 표 되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인 유체로 

포화된 다공질 매체에 한 연구를 먼  수행한 후 차 복

잡한 형태를 가진 다공질 매체에 한 연구로 수행될 것이

고 여러 가지 보존 법칙들과 열역학을 목시킨 연구들도 

차후 수행될 것이다. 그러한 연구들의 결과로서 다공질 매

체의 변형 거동에 한 구성방정식들이 수립될 것이고 

ALE 정식화가 수행된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여 수치  연

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실용 인 경계 조건들과 여

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는 문제들에 구성방정식들이 용되

어 검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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