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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aracteristics of compressible flow are different from those of incompressible flow from 

the mathematical and physical point of view. Therefore, the way to solve the flowfield is 

different between compressible flow and incompressible flow. In general, density-based numerical 

algorithm is mainly used for compressible flow solver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incompressible flow solver prefers to use pressure-based numerical algorithm. In this research, a 

compressible Navier-Stokes flow solver is developed by means of extending from pressure-based 

incompressible numerical algorithm to handle both compressible and incompressible flows using the 

same flow solver. The present flow solver is tested at various speed ranges and compared with the 

solutions of density-based compressible flow solver. Numerical results show a good agreement 

between two flow sol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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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성 유동과 비압축성 유동은 물리적으로 

관찰되는 유동 특성이나 유동을 서술하는 지배 

방정식의 수학적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

문에 유동해석 방법 또한 다르게 된다. 일반적

으로 밀도를 종속 변수(density-based)로 하는 

수치해석 기법은 쌍곡선(hyperbolic) 특성의 압

축성 유동을 해석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압력을 종속 변수(pressure-based)로 하는 수치

해석 기법은 타원형(elliptic type) 특성을 갖

는 비압축성 유동을 해석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고속의 유동해석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밀도기

반 압축성 유동해석 코드는 빠른 속도영역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치해석 도구로 사용되지만 

마하수가 점차 작아지면 CFL 수에 대한 수치적 

안정성 조건에 큰 제약을 받게 되거나 음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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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경우 고유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큰 차

이가 발생하여 경직성 문제에 직면[1]하게 된

다. 따라서 마하수가 작은 속도영역에서 압축성 

해석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렴성과 정확성이 

나빠지게 된다[2,3].

  이처럼 마하수가 작은 속도영역에서 압축성 

유동을 해석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첫째

는 밀도기반 압축성 유동해석 코드를 수정하여 

낮은 마하수 유동에 적합하게 개발하거나 둘째, 

압력을 종속 변수로 선택하여 개발된 압력기반 

비압축성 수치기법에 압축성효과를 반영하여 압

축성 유동해석 기법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밀도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는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작은 마하수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해의 수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조건화 기법 

(preconditioning technique) [4,5]이나 점근법

(asymptotic method) [6]을 사용한다. 예조건화 

기법은 시스템 고유값을 조정하여 낮은 마하수

에서 수렴성 문제를 해결하고, 변경된 고유값을 

공간 차분시 고려하여 낮은 마하수 영역에서도 

수치해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법이다. 

비정상 문제의 경우 이중 시간 전진법

(dual-time stepping)을 사용하되, 가상 시간에 

대해서만 예조건화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

용한다. 한편 점근법의 경우는 perturbation 

approach라고도 부르는데, 낮은 마하수 영역에

서 밀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perturbed 형태의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여 경직

성을 제거하게 된다. 이 방법은 수렴성의 문제

나 비정상 계산에 문제가 적어서 예조건화 기법

에 비해서 상당히 강건하지만 마하수가 아주 작

아질 때 Taylor series 의 절단오차가 상대적으

로 크게 발생한다[6].

  한편, 압력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는 압력기반

의 후자 방법은 밀도기반의 전자 방법과는 달리 

아주 작은 마하수에서 큰 마하수 영역까지 모든 

속도 영역에서 유한한 크기를 갖는 압력 변화를 

갖게 되므로 전자의 경우처럼 마하수가 작아짐

에 따라서 종속 변수인 밀도의 변화량이 매우 

작아져 발생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압력기반의 비압축성 수치기법에 압축성 효과

를 반영하는 수치기법으로는 적절한 방법으로 

유도한 밀도 보정식을 비압축성 지배 방정식과 

함께 풀어서 압축성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7-9]

과 밀도기반 알고리듬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멘

텀 변수를 유동변수로 선택하여 비압축성 방정

식을 풀이한 뒤 기체상태방정식을 사용하여 밀

도를 계산하는 방법[10-12] 등이 있다.

  Karki[7]는 기체상태 방정식의 밀도-압력 관

계식에서 유도된 밀도 보정식과 비직교 좌표계

에서 유도된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이용하여 

범프(bump)와 초음속 노즐 유동문제를 해석하였

으며, Issa와 Javareshkian[8]은 모든 종속 변

수들이 동일한 격자점에서 정의되는 collocated 

grid를 이용하여 범프와 가스터빈 블레이드 주

위의 압축성 유동장을 Karki가 제안한 밀도 보

정식과 비직교 좌표계에서 유도된 오일러 방정

식과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사용하여 해석하

였다. 또한 Hafez[9]등은 인공 점성항과 연계하

여 밀도 보정식을 유도한 뒤 full potential 방

정식을 사용하여 천음속 영역에서 익형 주위의 

유동장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해석한 수

치 결과들은 충격파가 발생하는 경우에 충격파

의 두께가 두껍게 포착되며 해의 정확도가 떨어

지는 문제점이 있다.

  Darbandi와 Schneider[10-12]는 압력기반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시 변수(primitive variable)

대신에 밀도기반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존 변수 

혹은 운동량 변수 (conservative or momentum 

variable)를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공동유동

(cavity flow)과 수축-팽창 노즐 유동문제를 

collocated grid에서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사용하여 해를 구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충격

파가 생기는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며 적용 

가능한 마하수의 범위가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비압축성 및 압축성 유동 해석을 위해

서 범용으로 개발된 상용코드를 살펴보면 압축

성 유동 해석을 할 경우, 주로 압력기반 SIMPLE 

계열[13]에 인공 밀도항을 종속변수로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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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충격

파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넓게 퍼져서 나타

나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적용 가능한 마하

수 범위가 넓지 못하다. 또한 초기 조건, 경계 

조건 및 수치해석 상수들에 의해서 수렴성이 상

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렴한 해를 얻기가 까

다로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

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상용코드들은 비압축

성 유동 해석에는 압력기반 기법을 사용한 코드

를 사용하고 압축성 유동 해석 시에는 모듈로 

탑재된 별개의 밀도기반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고 전 속도 영역에서 유동문제를 해석할 수 있

는 압력기반 압축성 유동해석 코드를 압력기반 

비압축성 유동해석 코드의 확장을 통해서 개발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계산 시 컴퓨터의 메

모리를 적게 차지하며 수렴성이 좋아서 비정상 

유동 해석에 적용하기가 용이하고 기존의 비압

축성 수치해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도 비교

적 손쉽게 압축성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압력

기반 SIMPLE 계열[13]의 SIMPLER 기법을 토대

로, 몸통 직교 곡선좌표계에서 유도된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을 엇갈림격자(staggered grid)를 

이용해서 풀고자 한다. 이때 압축성 효과는 

Karki[7]가 제안한 밀도 보정식을 사용하기로 

하며, 결과를 기존의 밀도기반 압축성 전용 유

동해석 코드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2차원 비정상, 비압축성, 점성유동을 지배하

는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Fig. 1과 같이 정의

되는 2차원 몸통 직교 곡선 좌표계에 대해서 유

도하면 Eq. 1-3과 같으며, 자세한 유도는 참고

문헌 [14-15]에서 서술하였다.

  이때, 는 물체 표면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나

타내며 는 물체 표면 위의 한 점인 에서의 

곡률 반경을 나타내고 은 -방향으로 격자의 

인덱스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방향의 격자간 

길이의 축척 비를 나타낸다.

연속 방정식













       (1)

  Equation 1에서 첫 번째 항은 비압축성인 경

우 없어지지만 편의상 그대로 두기로 한다.

-방향 운동량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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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운동량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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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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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다.

  비압축성 기법인 SIMPLER 기법을 압축성 유동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 예측 값과 보정 값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인공 밀도항을 Eq. 5와 같이 

첨가하였다.

  ′                (5)

  밀도 보정항 ′은 상태방정식의 밀도-압력 관

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며 선형화된 밀도

-압력 관계식을 적용하면 Eq. 5와 같다.

  


′             (6)

  Equation 5와 6으로부터 밀도 보정항은 Eq. 7

과 같이 표현되며 는 음속을 의미한다.

′ ′ 이때 


 

       (7)

  한편, 속도 보정과 압력 보정의 관계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 



′
             (8)

  격자점 주위의 제어체적에 대한 연속 방정식

은 Eq.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밀도 보정항과 압력 보정항으로 구성된 운동

량 수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Eq. 9의 연속방정

식에 밀도 보정식 Eq. 5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아래 Eq. 10과 같으며,

  
 ′  ′

  


′ ′ ′′
     (10)

여기서 ′′ 은 무시한다.

  Equation 10에 ′, ′ 을 대입하면 아래 Eq. 

11과 같은 운동량 수정식이 얻어진다.

  
 


∇ 

′ 



′

    (11)

  유도된 식들은 유한 체적법을 이용하여 차분

화 하였으며, 공간 플럭스는 power law 기법

[13]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igure 2와 같이 두께비가 0.1667인 타원형 

물체주위의 유동장에 대해서 101x150 크기의 직

교 격자계를 구성하였으며, 물체 표면에서 사용

된 경계조건은 점착 조건이고, 유입 조건은 자

유 흐름 조건을, 유출 조건은 외삽법을 각각 사

용하였으며, 물체 대칭면은 대칭 경계조건을 적

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압력기반 압축성 유

동 해석도구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밀도

기반 압축성 유동해석 프로그램[16-21]을 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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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마하수 0.3, 0.6), 천음속(마하수 0.9) 및 

초음속 영역(마하수 2.0)에서 동일한 격자계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한 뒤 압력기반 압축성 유

동해석 도구의 계산 결과와 비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밀도기반 압축성 유동해

석 코드는 보존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반 곡

면 좌표계에서 유도된 이차원 압축성 나비어-스

톡스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시간 전진법으로 

양해법 혹은 음해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게 하

였고 공간 정확도는 MUSCL기법과 Albada의 

limiter를 사용하여 2차까지 가능하도록 개발하

였다. 대류항의 플럭스는 Steger Warming과 van 

Leer의 FVS(flux vector splitting method), 

Roe의 FDS(flux difference splitting method), 

Liou의 AUSM 기법 등 다양한 종류의 풍상 차분

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본 논문은 Roe 

기법을 사용하였다.

  Figure 3은 저속의 아음속 영역에서 계산한 

결과로서, 압력기반 압축성 유동해석 코드는 물

리적으로 타당한 압력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밀도기반 압축성 유동해석 코드는 수렴

한 해를 구하지 못했다. 이것은 서론에서도 언

급하였지만 밀도기반 압축성 유동해석 수치 알

고리듬이 저속의 마하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Figure 4의 잔차(Residual)는 압력기반 기법

에 대해 질량 잔류항을 나타내었고, 밀도기반기

법에서는 밀도의 잔류항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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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와 Fig. 6는 마하수 0.6인 아음속 영

역에서 계산한 결과로서 마하수 0.3인 경우와는 

달리 압력기반 수치기법과 밀도기반 수치기법 

사이에 유사한 압력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해의 수렴성을 보여주는 잔차의 변화를 보면 두 

기법 모두 수렴된 해를 보여주지만 압력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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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기반보다 수렴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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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7과 Fig. 8은 천음속 영역에서 해석한 

결과로서 압력기반과 밀도기반 사이에 압력 분

포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잔차의 크기가  정도 감소하는데 압

력기반이 밀도기반보다 2배 정도의 반복계산을 

더 필요로 하였다. 즉, 밀도기반은 약 22,000번 

정도 반복계산을 수행했을 때  정도로 레지

듀얼의 크기가 감소한 것에 비해서 압력기반은 

약 47,000번 정도 반복계산을 수행해야 동일한 

크기만큼의 잔차가 감소하였다.

  Figure 9에서 Fig. 11은 초음속 영역인 마하

수 2.0에서 계산한 결과로서, 두 가지 기법간에 

다소 상이한 크기의 압력분포를 보여주지만 충

격파의 위치는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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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영택 ․ 김문상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비압축성 유동과 압축성 유동을 동일한 유동

해석 도구를 사용하여 해석하기 위해서 압력기

반 비압축성 유동해석 수치도구를 확장시켜 압

축성 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수치도구로 개발하

였다.

개발한 수치도구를 사용하여 아음속, 천음속, 

초음속 영역에서 타원형 형상 주위의 유동장을 

해석해 본 결과 모든 속도 영역에서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높은 

마하수 영역에서도 밀도기반 압축성 유동해석 

도구에서 얻을 수 있는 양질의 해를 구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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