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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차원 하천흐름 유사이동 오염확산 해석을 위해서는 유한요소법 등을 활용한 수치해석 모델이 사2 , , (FEM)

용되며 이 때 모델링을 위해서 모의영역은 차원의 요소망으로 구성하게 된다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이러, 2 .

한 차원 요소망 생성 및 수치해석을 위해 및 와 같은 외국의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나2 SMS CCHE2D ,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 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 “RAMS(River Analysis and Modeling System)

개발 과제를 통해 순수 국산 차원 수리해석 소프트웨어가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를 비롯한" 2 . RAMS

기타 수리해석 모델에서 사용 가능한 차원 범용 요소망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다양한 요소망 생성2

기법 및 국외 상용 차원 수리해석 모델 프로그램에서의 메쉬 생성방법 등을 분석하여 프로토타입 메쉬 생2

성기를 개발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요소망 생성 프로그램은 요소망 생성을 위한 기본 기능 외에도 생성된.

요소망 데이터를 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차원 유한요소 모형의 입력자료 형태로 변환함으로써 수RAMS 2

리해석에 적용가능하다 이러한 범용 차원 요소망 생성 프로그램의 개발은 안정적인 수치해석의 기반을 제. 2

공하고 다양한 하천흐름 유사 수질 해석 모델과 연계함으로써 하천의 수리학적인 거동을 보다 정확히 모의, ,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 유한요소 수치해석유한요소 수치해석유한요소 수치해석유한요소 수치해석, , GUI, Mesh, FEM, , GUI, Mesh, FEM, , GUI, Mesh, FEM, , GUI, Mesh, FEM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하천의 흐름 및 유사이동 오염확산 등 물리적 현상들은 편미분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

편미분 방정식은 수치적으로 유한요소법을 사용해서 풀 수 있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임의의 모의영역에 대한 요소망을 생성하는 것이다 년. 1950

대 유한요소법이 처음으로 소개되면서 요소망의 생성 기법도 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컴퓨터의,

가용메모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의 크기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달리. ,

요소망의 생성 기법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었다 초기의 등에 의해. Zienkiewicz, Desai, Abel, Bathe

작성된 유한요소 서적을 보면 요소망 생성은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년대 프론탈 해법의 도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망의 크기가 현격히 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1970 . ,

석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자동 요소망 생성 기법의 연구가 점점 중요해 지면서 유한요소법을 소개하는 책,

에는 요소망 생성의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 년대 중반까지 메인 프레임 컴퓨터의. 1980

가용메모리 용량은 크게 증가되었지만 소형 컴퓨터의 용량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소형컴퓨터에서 프론탈,

해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년대 초부터 자동 요소망 생성 기법은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처리 작업으로 인식되었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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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자동 요소망 생성을 이용한 유한요소 해석의 전처리 과정이 모든 유한요소, 1990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차원 요소망 생성 및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와. 2 SMS

와 같은 외국의 상용 프로그램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하천 상황에 적합하고 편리한 환경에CCHE2D .

서 작업이 가능한 차원 범용 요소망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2 .

요소망 생성 기법요소망 생성 기법요소망 생성 기법요소망 생성 기법2.2.2.2.

요소망은 크게 구조적인 요소망과 비구조적인 요소망으로 나누어지며 요소의 크기가 일정한 요소망과 서,

로 다른 적응적 요소망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요소망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성질의 선분으로 구성되.

며 같은 방향의 평행한 선분들은 서로 교차되지 않고 다른 방향의 선분과 단 한번 교차하는 성질을 가지며, ,

유한 차분법등에 사용되는 단순한 구조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구조적인 요소망을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기법 기법 에 기초한 기Algebraic Interpolation , Multi-block , Solving P.D.E.(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의 형상이 단순하여 모의영역이.

간단한 형상으로 분해될 수 있을 때 적합하다 복잡한 형상의 임의의 영역은 이러한 방법으로 요소망을 생성.

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의영역에 대해서는 비구조적 요소망 생성 기법들을 사용하여 요소망을 생성한다 이. .

경우 격자들을 구조화 시키는 기법으로는 기법 기법 기법들이 사용된다Advancing front , Paving , Delaunay .

그림그림그림그림 1. Uniform Structured Mesh1. Uniform Structured Mesh1. Uniform Structured Mesh1. Uniform Structured Mesh 그림그림그림그림 2. Adaptive Structured Mesh2. Adaptive Structured Mesh2. Adaptive Structured Mesh2. Adaptive Structured Mesh

그림그림그림그림 3. Uniform Unstructured Mesh3. Uniform Unstructured Mesh3. Uniform Unstructured Mesh3. Uniform Unstructured Mesh 그림그림그림그림 4. Adaptive Unstructured Mesh4. Adaptive Unstructured Mesh4. Adaptive Unstructured Mesh4. Adaptive Unstructured Mesh

앞서 열거된 기법들을 살펴보면 기법은 때때로 기법으로 언급되는데, Multi-block Super-Element ,

등의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기본적인 개념은 주어진 영역을 기Thompson, Fritz, Pierrot, Ecer .

초적인 형태의 블록들의 시리즈로 분할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조악하게 나누어진 블록들은.

기법이나 등의 기법에 의해 격자망을 형성하게 되고 전체 영역의 요Algebraic Interpolation Solving P.D.E. ,

소망은 처음 분할된 블록들의 서로 다른 요소망들을 합치는 방법으로 얻어진다.

기법은 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볼록 다각형으로 나누어진 영역을 매개변수Algebraic Interpolation Thompson ,

영역으로 사상하여 생성되어진 요소망을 해석하고자하는 실제 영역에 역사상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매개변수 영역과 해석하고자하는 실제 영역사이의 적절한 사상함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법은 요소망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함수는 먼저 정해지지 않고 미리 결정된Solving P.D.E. P.D.E.

을 풀어서 요소망을 생성하게 된다.

비구조적 요소망 생성기법에서 기법은 임의의 형상에 적용되는 기법으로Advancing front A. George,



그리고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 기법은 초기 로 주어진 영Carnet, Lohner, Parikh, Peraire, Golgolab . front

역 경계의 이산화 된 결과를 사용하며 이 의 각각의 변은 새로운 삼각형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 front .

래서 새로운 가 정의 되면 모든 에 대해서 적용될 때 까지 같은 방법을 반복하게 된다front , front .

기법은 년대 초의 과 년대 중후반의Delaunay 80 Hermeline, Watson 80 Jameson, Cavendish, Cendes,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 기법은 삼각화 알고리즘을 사용한Shenton, Baker, Coulomb, Perronnet . Delaunay

다 이 알고리즘은 주어진 격자에 한 점을 첨가하게 되고 풀고자 하는 영역 경계의 꼭지 점들의 이산화를 통.

해서 형성된 점들이 이룬 집합의 볼록한 외형의 요소망을 완성한다 이 기법은 외부의 경계가 형성되고 경계.

이산화가 얻어지고 점들이 차례로 이어지기 전에 영역 안에 점들이 만들어진다 마지막 결과로 얻어지는 격.

자는 영역 내에 더 이상 새로운 점이 추가되지 않을 때 얻어진다.

기법은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의 외곽 경계를 따라 사각 요소를 순차적으로 채워나가는 방법으로Paving

영역의 외고가 경계 절점을 내부 각에 따라 가지로 분류하여 사각 요소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먼저 영역의7 .

외곽 경계에 절점을 균일하게 생성한 후 생성된 외곽 경계 절점을 반 시계방향으로 하여 각 절점(N i 에 대)

하여 전 절점(N i-1 과 후 절점) (N i+1 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부각과 각 절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새로)

이 생성될 절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새로이 생성될 절점의 거리와 방향을 결정한다 사각 요소 생성은.

이렇게 생성된 절점을 포함하여 같은 방식으로 이미 결정된 절점과 N i ,N i-1 절점들을 연결함으로써 수행

될 수 있다 한 경계의 요소들을 생성하면 다음 경계에서 생성될 요소들의 크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미. ,

리 기존 경계 절점들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유연화 과정을 수행한다 각 사각 요소 생성 도중에(smoothing) .

요소가 겹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때 봉합 과정을 수행하게 하여 새로운 내부 경계, (seaming)

를 구성하여 상기의 과정들을 반복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요소 생성의 종결은 경계 절점의 수가 개 이하로. 6

남겨졌을 때 열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하여 수행되게 된다 만일 내부에 홀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 경계 절점.

을 시계방향으로 생성하여 위의 과정을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기존 차원 메쉬 생성 및 수치해석 프로그램 분석기존 차원 메쉬 생성 및 수치해석 프로그램 분석기존 차원 메쉬 생성 및 수치해석 프로그램 분석기존 차원 메쉬 생성 및 수치해석 프로그램 분석3. 23. 23. 23. 2

효율적이며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난 자동 요소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와 의 요소망 생성 기법 및 장단점을 분석하였다SMS CCHE2D .

3.1 SMS(Surface water Modeling System)3.1 SMS(Surface water Modeling System)3.1 SMS(Surface water Modeling System)3.1 SMS(Surface water Modeling System)

는 수위 유속 오염물 이송 확산 유사 이동 및 퇴적 상류 사류SMS(Surface water Modeling System) , , / , , -

흐름 연안파랑 등 복잡한 차원 흐름을 모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써 대학교의 에, 2 Brigham Young EMRL

서 개발하였으며 지표수를 설계하고 모의 분석하기 위한 를 포함하고 있고 수치해석에 필, pre-post processor

요한 메쉬 및 격자 데이터를 생성 수정 포맷할 수 있다 의 경우 구조적 요소망과 비구조적 요소망 생, , . SMS

성의 두 가지 기법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적응적 요소망의 생성 역시 지원하고 있다 를 이용하여 요, . SMS

소망을 생성하고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은 크게 와 로 구분할 수Direct Approach Conceptual Model Approach

있다 기법은 모듈에서 에서 주어진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요소망을 생성하거나. Direct Approach Mesh GUI ,

좌표를 가진 지형 데이터를 불러와 삼각망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모델의 매개변수와x, y, z . Source/Sink

데이터 경계조건 등을 상에서 직접 및 절점 요소에 할당할 수 있다 이러한, GUI Nodestring , . Direct

는 간단한 지형 및 모델에 적합한 방법이다 기법은 모듈에서Approach . Conceptual Model Approach Map

을 포함하는 를 이용하여 난해한 영역에 대해서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Point, Arc, Polygon Feature Object ,

다 모듈에서 생성한 모델에 맞추어 요소망 또는 그리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이렇게 생성된 요소망은. Map ,

절점과 요소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법은 실제적이고 복잡한 모델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 의 요. . SMS

소망 생성에 대한 우수한 성능에 비하여 모델링에 대한 편집 작업 중 되돌리기 다시실행 다른 명령 수행, ,

중 화면에 대한 확대 축소 등의 필수적인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



3.2 CCHE2D3.2 CCHE2D3.2 CCHE2D3.2 CCHE2D

는 미국 미시시피 공과대학의CCHE2D NCCHE(National Center for Computational Hydrosciences and

에서 개수로의 비정상 난류 흐름과 유사모의를 위해 개발한 차원 수치해석 모형으로써 와Engineering) 2 SMS

는 달리 요소망 격자 생성을 위한 와 모델 수행을 담당하는 가 별도CCHE2D mesh generator CCHE2D-GUI

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개발된 는 수치해석에 구조적 요소망을 사용함에 따라. CCHE2D-GUI

역시 구조적 요소망만을 생성하고 및 등의CCHE2D Mesh Generator Poisson Laplace, Lapacian equation

편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방법과 단순한 기법을 사용하여 요소망을 생성한다 요소망Algebraic Interpolation .

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좌표로 구성된 지형 자료를 불러와 모의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 경계를x, y, z

설정해 주어야 한다 현재의 는 구조적 요소망만이 생성 가능한 관계로 경계 설정. CCHE2D mesh generator

시 상부경계의 절점 수와 하부경계의 절점 수는 항상 같아야 한다.

요소망 생성을 위한 경계 설정은 상의 편집기능을 사용하여 수행하며 경계는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GUI

어 생성될 수 있다 일단 경계가 정해지면 인터페이스 그룹 중 을 선택하여 요소망을 생성하고. 'Block group'

자 하는 경계블록을 선택하고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요소망을 생성할 수 있다 또‘Generate group' .

한 생성된 요소망을 편집할 경우에는 이나 상단 메뉴의 요소망 편집 메뉴를 이용하여 요’Stretching group'

소망의 격자수를 조절할 수가 있고 화면표시 창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절점을 직접 이동할 수 있다.

는 요소망 생성 기법에 있어서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이 매우 복잡한 경우 사용자CCHE2D mesh generator ,

가 여러 개의 블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의 메쉬 생성기 프로토타입 개발의 메쉬 생성기 프로토타입 개발의 메쉬 생성기 프로토타입 개발의 메쉬 생성기 프로토타입 개발4. RAMS ( )4. RAMS ( )4. RAMS ( )4. RAMS ( )

본 연구에서 개발한 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 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순수Mesh generator “ ”

국산 차원 수치해석 시스템인 의 프로토타입 메쉬 생성기로2 “RAMS(River Analysis and Modeling System)”

써 에서의 요소망 생성 기법은 구조적인 요소망과 비구조적인 요소망 생성을 모두 지원하며 현재 비RAMS ,

구조적인 요소망 생성 기법이 구현되어 있다.

비구조적인 요소망 기법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기법과 기법 기법 그Delaunay Advancing Front , Paving

리고 적응적 요소망 생성을 지원한다 모델링에서 지원하는 요소의 종류에는 절점 삼각형 요소 절점 삼각, . 3 , 6

형 요소 절점 사각형 요소 그리고 절점 사각형 요소가 있다 요소망 생성 방법으로는 하천의 지도를 배경, 4 , 8 .

으로 직접 요소를 생성하여 요소망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한 개 이상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블록에서,

요소망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지형 데이터를 불러와 삼각망을 생성할 수 있다 요소망 생성 시. , .

되돌리기 다시 실행하기 다른 명령중의 화면에 대한 확대와 축소 등의 사용자 편의를 다양하게 지원한다, , .

또한 이와 같이 생성된 요소망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흐름 및 유사이동 오염확산RAMS (RAM2) (RAM6),

모형과 연계하여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RAM4) .

그림 기법그림 기법그림 기법그림 기법5. Paving5. Paving5. Paving5. Paving 그림 기법그림 기법그림 기법그림 기법6. Advancing Front6. Advancing Front6. Advancing Front6. Advancing Front



그림 지형 데이터를 이용한 삼각화 기법그림 지형 데이터를 이용한 삼각화 기법그림 지형 데이터를 이용한 삼각화 기법그림 지형 데이터를 이용한 삼각화 기법7.7.7.7. 그림 에 대한 등고선도그림 에 대한 등고선도그림 에 대한 등고선도그림 에 대한 등고선도8. Elevation8. Elevation8. Elevation8. Elevation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상용 프로그램인 와 를 분석하여 모의영역에 대한 모델링과 요소망SMS CCHE2D ,

의 편집 경계조건에 대한 정의와 매개변수 할당 등의 유한요소 해석의 전처리 과정을 보다 더 편리하게 구,

현할 수 있는 메쉬 생성기의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였다 요소망의 생성 기법에 있어서 에서 사용하는. SMS

기법이외에 기법과 기법을 구현하여 보다 더 안정적이며 요소의 형질이Delaunay Advancing Front Paving ,

우수한 요소망을 생성하였다 또한 요소망의 편집과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을 추가하여 기존의 상용 프로.

그램보다 우수한 기능의 전처리기를 구현하였고 생성된 의 해석모형 등 다양한 차원 유한요소 모형RAMS 2

의 입력자료 형태로 변환함으로써 수리해석에 적용가능하다 이러한 범용 차원 요소망 생성 프로그램의 개. 2

발은 안정적인 수치해석의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하천흐름 유사 수질 해석 모델과 연계함으로써 하천의, ,

수리학적인 거동을 보다 정확히 모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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