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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라그랑주 기법(Lagrangian description)과 오일러 기법(Eulerian 

description)의 장점을 동시에 지니는 준 라그랑주 기법(semi-Lagrangian description)을 

통하여 2 차 정확도를 지닌 유동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케이스들을 해석하여 그 타당성과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준 라그랑주 기법은 오일러 기법과 같이 그리드를 생성하여 유동을 해석하지만, 매 

time step마다 속도 벡터를 바탕으로 현 time step에서 각 절점에 위치한 parcel의 이전 

time step에서의 위치를 역산한다. 이를 통해 Navier-Stokes 방정식에서 convection항을 

전미분(total derivative, material derivative)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선형 미분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준 라그랑주 기법은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수학적으로 증명된 

기법이다. 즉, 극단적으로 time step을 크게 설정하는 등의 가혹한 계산 조건 하에서도 

계산의 정확도가 낮아질지언정 발산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표면효과나 유체와 

고체의 상호작용 등 거시적인(macroscopic)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 본 알고리즘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Navier-Stokes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널리 알려진 Chorin의 projection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직교 좌표계에서 유체 내부에 물체가 들어갔을 때 물체에 의한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레벨 셋 함수(level set function)와 헤비사이드 함수(heaviside function)을 

도입하였다. 

본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학적 정해(exact solution)가 존재하는 Taylor-Green 

vortex와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lid-driven cavity problem을 본 

알고리즘으로 해석함으로써 솔버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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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agrangian 기법을 Navier-Stokes 방정식에 적용한다면, 각 Parcel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을 통해 그리드를 생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동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추적하는 parcel이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해석 공간 내에서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이 생기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emi-Lagrangian 기법을 Navier-

Stokes 방정식에 적용한다면, Eulerian 좌표계와 같이 그리드를 사용하지만, 매 Time 

step마다 각 Grid Point에서 유체의 convection term을 Total Derivative로 처리하여, 

해석해야 할 비선형 미분항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semi-Lagrangian 기법은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수학적으로 증명된 기법으로, 조건적으로 안정적인 

Eulerian 기법에 비해 수학적인 기반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CFL이 300 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계산을 수행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Yabe, et al.,2002).  

Semi-Lagrangian scheme의 효율성에 주목하여 지구물리학적 유동 등의 거시적인 

유동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Bartello와 Thomas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으며(Bartello& 

Thomas 1996), 효율성은 높으나 특정 유동에 대하여 높은 공간 해상도(spatial 

resolution)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semi-Lagrangian scheme이 공간 

해상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은 Falcone과 Ferretti의 연구에서도 다시 언급되어, 

semi-Lagrangian의 정확도는 departure point에서의 해를 구하기 위한 interpolation 

scheme의 영향을 크게 받을 뿐만 아니라, 지배 방정식의 backward integration을 

처리하는 방법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Xiu와 Karniadakis의 연구에서는 비정렬 



 

 

２ 

걱자 상에서의 semi-Lagrangian scheme을 적용하여 그 정확도를 비교하였다(Xiu & 

Karniadakis, 2001). 

유체-고체간의 상호작용 및 유체의 자유표면 효과를 해석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 

유체-고체간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ALE(Arbitrary Lagrangian–Eulerian) scheme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Gibou & Min, 2012). 이번 연구는 semi-Lagrangian 

기법을 적용한 Navier-Stokes 해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lerian 기법과 Lagrangian 기법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semi-Lagrangian 기법은 

Mixed Eulerian Lagrangian 기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Mixed Eulerian Lagrangian 

기법은 포텐셜 유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유 표면에 대한 기존의 dynamic, kinematic 

boundary condition을 변형한 것으로, 자유 표면에 위치한 노드의 boundary condition을 

Lagrangian frame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다. 즉, Mixed Eulerian Lagrangian 기법은 

자유표면에서의 경계조건을 서술하기 위하여 Lagrangian 기법이 적용된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솔버에서는 지배방정식인 Navier-Stokes 방정식 자체에서 Lagrangian 

advection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영역 전체에서 Lagrangian form으로 해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2nd order semi-Lagrangian scheme을 통해 Navier-Stokes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솔버를 개발하였다. 이후 Taylor-Green vortex 및 lid-driven cavity problem을 

본 알고리즘으로 해석함으로써 솔버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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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론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Navier-Stokes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 ∙ 𝑈 = 0                                                                                                                                                                  (1) 

 

𝜌 �
𝐷𝑈
𝐷𝐷

� = −𝛻𝛻 + 𝜇𝛻2𝑈                                                                                                                                      (2) 

 

여기서, 식 (1)은 연속방정식, 식 (2)는 운동량 방정식이며 D(∙)/Dt  는 시간에 대한 전 

미분, 𝑈 는 유체의 속도벡터, 𝛻 는 압력, 𝜌 는 밀도 그리고 𝜇 는 점성계수를 의미한다. 

 

2.2 직교 격자 

본 연구에서는 Fig. 1 과 같은 직교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압력값은 격자의 중심에, 

속도 값은 격자의 경계에 위치하는 엇갈림(Staggered) 격자 체계이다. 



 

 

４ 

 

 

Figure 1 Schematic figures of the Cartesian grid 

2.3 SEMI-LAGRANGIAN SCHEME 

 

Semi-Lagrangian scheme에서는 Lagrangian 관점에서 유동을 해석한다. 매 time 

step마다 이전 time step에서 각 grid point를 지나는 유체입자의 궤적을 추적하여 

departure point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식 (2)의 좌변을 식 (3)과 같이 선형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Ahn & Shashkov, 2009). 

 

𝐷𝑈
𝐷𝐷

=
𝑈𝑛+1 − 𝑈𝑑𝑛

𝛥𝐷
                                                                                                                                                 (3) 

 

여기서, 𝑈𝑑 는 departure point에서의 유체의 속도벡터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현 time 

step(tn+1)에서의 grid point에서의 속도와 압력을 구하기 위하여, grid point에 존재하는 



 

 

５ 

유체입자가 이전 time step(tn)에서 어떤 위치에 위치하였는지 추정한다. 이를 위해 현재 

알려진 정보인, 각 grid point(arrival point)에서의 이전 time step( tn )에서의 속도를 

바탕으로 현 time step(tn+1)에서 grid point에 위치한 입자가 이전 time step(tn)에서 어디 

있었는지, 그 위치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departure point xd 를 추정한 뒤에, 이 

departure point 를 둘러싸고 있는 u에 대한 4 개의 grid point와 v에 대한 4 개의 grid 

point에서의 유속 정보를 바탕으로 bilinear interpolation을 통하여 departure point에서의 

유속 정보 ud , vd를 계산하며, 이를 통해 지배방정식을 풀 수 있다. 비압축성 Navier-

Stokes 방정식을 Semi-Lagrangian 접근법으로 시간에 대하여 2 차 정확도로 이산화하게 

되면 식 (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Xiu & Karniadakis, 2001). 

 

𝛻 ∙ 𝑈𝑛+1 = 0                                                                                                                                                           (4) 

 

𝜌�
3
2𝑈

𝑛+1 − 2𝑈𝑑𝑛 + 1
2𝑈𝑑

𝑛−1

𝛥𝐷
� = −𝛻𝛻𝑛+1  + 𝜇𝛻2𝑈𝑛+1                                                                               (5) 

 

2.4 수치 해석 접근법  

 

 Projection method를 사용하여 Navier-Stokes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projection 

method는 비압축성 유동을 해석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Hodge 

decomposition에 의거하여, momentum equation에서 속도 항과 압력 항을 분해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６ 

1) continuity equation을 만족하지 않는 중간속도장(intermediate velocity field) U∗를 

다음과 같은 푸아송 방정식을 통하여 구한다. 

 

𝜌�
3
2𝑈

∗ − 2𝑈𝑑𝑛 + 1
2𝑈𝑑

𝑛−1

𝛥𝐷
� = −𝛻𝛻𝑛 + 𝜇𝛻2𝑈∗                                                                                              (6) 

 

2) 다음으로 U∗ 를 ∇ ∙ Un+1 = 0  조건을 만족하는 차원에 투영(projection)하기 위해 

도입된 스칼라 함수 ϕn+1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𝜌
𝑈𝑛+1 − 𝑈∗

𝛥𝐷
= −𝛻𝛻𝑛+1                                                                                                                                      (7) 

 

위 식의 양변에 Divergence를 취하면 다음과 같다. 

 

𝜌
𝛻 ∙ 𝑈𝑛+1 − 𝛻 ∙ 𝑈∗

𝛥𝐷
= −𝛻2𝛻𝑛+1                                                                                                                       (8) 

 

이 때 ∇ ∙ Un+1 = 0 이므로 ϕn+1는 다음과 같은 푸아송 방정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2𝛻𝑛+1 =
𝜌
𝛥𝐷
𝛻 ∙ 𝑈∗                                                                                                                                              (9) 

 

3) 다음으로 U∗, ϕn+1를 통하여 Un+1을 구할 수 있다. 



 

 

７ 

 

𝑈𝑛+1 = 𝑈∗ −
𝛥𝐷
𝜌

 𝛻𝛻𝑛+1                                                                                                                                   (10) 

 

4) 마지막으로, ϕn+1을 통해 pn+1을 구한다. 

 

𝛻𝑛+1 = 𝛻𝑛 +
3
2
𝛻𝑛+1 − 𝜇𝛻𝑈∗                                                                                                                          (11) 

 

2.5 HEAVISIDE FUNCTION 

  

직교 좌표계 상에서 유동 안에 물체가 들어갔을 때, 물체가 유동에 가하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그리고 자유표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유체 영역에서는 1, 비유체 

영역에서는 0으로 정의되는 헤비사이드 함수(Heaviside function) 𝐻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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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cretization of the Heaviside function 

 

𝐻
𝑖+12,𝑗

=
𝛻+

𝑖+12,𝑗+12
− 𝛻+

𝑖+12,𝑗−12
𝛻
𝑖+12,𝑗+12

− 𝛻
𝑖+12,𝑗−12

   𝑤ℎ𝑒𝑒𝑒,𝛻+
𝑖,𝑗 = 𝑚𝑚𝑚(𝛻𝑖,𝑗, 0)                                                           (12) 

 

Figure 3 는 이산화된 헤비사이드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헤비사이드 함수는 각 셀의 

변의 중심에서, 변의 끝점에서 레벨 셋 함수 𝛻를 통해 정의된다. 이를 통해 𝐻는 각 cell 

edge에서 유체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length fraction으로서 나타나며, 

유체영역에서는 1, 고체영역에서는 0, fluid/solid interface 상에서는 그 사잇값을 가지게 

된다. 각 셀에서의 유체 fraction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VoF(Volume of 

Fluid) 방법과 헤비사이드 함수는 비슷한 점이 있으나, VoF는 각 셀에서 유체가 차지하는 

Volume fraction을 바탕으로 하지만, Heaviside 함수는 셀의 각 edge에서 유체가 

차지하는 Length fraction을 바탕으로 하여, 셀 센터에서의 grad H를 직관적으로 

용이하게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6 OPTIMAL  ACCURACY OF BACKTRACKING 

 

2.3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Semi-Lagrangian scheme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grid 

point를 지나는 유체입자의 이전 time step에서의 위치를 추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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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acktracking for Semi-Lagrangian scheme 

Xiu의 논문에서는 departure point를 계산하기 위하여 2차 mid-point 규칙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다.  

𝑚� = 𝑚𝑛+1 −
𝛥𝐷
2
𝑢(𝑚𝑎 , 𝐷𝑛)                                                                                                                     (3) 

 

𝑚𝑑 = 𝑚𝑛+1 − 𝛥𝐷 𝑢(𝑚�, 𝐷𝑛 +
𝛥𝐷
2

)                                                                                                                        (3) 

 

여기서 xa는 각 grid point(= xn+1 ), xd는 구하고자 하는 각 grid point의 유체입자의 

출발점이다. u(tn + Δt
2

)은 다음과 같이 un 과 un−1을 이용한 extrapolation을 사용한다.  

 

𝑢 �𝐷𝑛 +
𝛥𝐷
2
� =

3
2
𝑢𝑛 −

1
2
𝑢𝑛−1                                                                                                                       (3)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연산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 종류의 

방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3.1.1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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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K1(Euler) Method 

 

𝑚𝑑 = 𝑚𝑛+1 − 𝛥𝐷 𝑢(𝑚𝑎 , 𝐷𝑛)                                                                                                                                   (3) 

 

2) RK2 Method 

 

𝑚� = 𝑚𝑛+1 −
𝛥𝐷
2
𝑢(𝑚𝑎 , 𝐷𝑛 + 𝛥𝐷)                                                                                                                           (3) 

 

𝑚𝑑 = 𝑚𝑛+1 − 𝛥𝐷 𝑢(𝑚�, 𝐷𝑛)                                                                                                                                     (3) 

 

3) RK4 Method 

 

𝑘1 = 𝑢(𝑚𝑎 , 𝐷𝑛 + 𝛥𝐷)                                                                                                                                             (3) 

 

𝑘2 = 𝑢(𝑚𝑎 − 𝑘1
𝛥𝐷
2

, 𝐷𝑛 +
𝛥𝐷
2

)                                                                                                                             (3) 

 

𝑘3 = 𝑢(𝑚𝑎 − 𝑘2
𝛥𝐷
2

, 𝐷𝑛 +
𝛥𝐷
2

)                                                                                                                             (3) 

 

𝑘4 = 𝑢(𝑚𝑎 − 𝑘3𝛥𝐷, 𝐷𝑛)                                                                                                                                         (3) 

 

𝑚𝑑 = 𝑚𝑛+1 −
𝛥𝐷
6

(𝑘1 + 2𝑘2 + 2𝑘3 + 𝑘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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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FD RESULTS 

  

3.1 2D TAYLOR-GREEN VORTEX 

 

 

Figure 2 Taylor-Green vortex 

 

본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적용하였을 때 정해(exact solution)가 존재하는 2D Taylor-Green vortex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Taylor-Green vortex의 초기 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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𝑢(𝑚,𝑦) = 𝑠𝑠𝑠 𝑚 𝑐𝑐𝑠 𝑦                                                                                                                                          (13) 

 

𝑣(𝑚,𝑦) = −𝑐𝑐𝑠 𝑚 𝑠𝑠𝑠 𝑦                                                                                                                                     (14) 

 

Taylor-Green vortex는 무한영역 상에서의 유동이기 때문에, 각 경계에 periodic 경계 

조건이 적용되었다.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이 적용된 Taylor-Green vortex의 

정해는 다음과 같다. 

 

𝑢(𝑚,𝑦, 𝐷) = 𝑠𝑠𝑠 𝑚 𝑐𝑐𝑠 𝑦 𝑒−2𝜈𝜈                                                                                                                           (15) 

 

𝑣(𝑚,𝑦, 𝐷) = −𝑐𝑐𝑠 𝑚 𝑠𝑠𝑠 𝑦 𝑒−2𝜈𝜈                                                                                                                      (16) 

 

𝛻(𝑚,𝑦, 𝐷) =
1
4
𝜌(𝑐𝑐𝑠 2𝑚 + 𝑐𝑐𝑠 2𝑦)𝑒−4𝜈𝜈                                                                                                        (17) 

 

여기서 ν는 유체의 동점성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ν = 0.01 , CFL = 5.1 인 경우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3 velocity error over cell size(log-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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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ressure error over cell size(log-log scale) 

 

 

 

 

 

N of Cells 𝒖𝒆𝒆𝒆 rate 𝒗𝒆𝒆𝒆 rate 𝒑𝒆𝒆𝒆 rate 

32×32 7.13E-02 • 7.13E-02 • 3.70E-02 • 

64×64 1.89E-02 1.91 1.89E-02 1.91 8.75E-03 2.08 

128×128 4.57E-03 2.05 4.57E-03 2.05 2.36E-03 1.89 

256×256 1.79E-03 1.35 1.79E-03 1.35 9.88E-04 1.25 

Table 1 Accuracy of the velocities a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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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Green vortex를 본 알고리즘으로 해석한 결과의 정확도는 Table 1 과 같이 

나타났다, 이 때, 정확도를 검증, 표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오차를 비교하였다. 

 

𝐸𝑒𝑒𝑐𝑒 =  �
∑ (𝛻𝑒𝑒𝑎𝑒𝜈 − 𝛻𝑛𝑛𝑛𝑒𝑛𝑖𝑒𝑎𝑛)2𝑛

𝑠
                                                                                                        (18) 

3.1.1 BACKTRACKING ACCURACY 

 

Taylor-Green vortex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연산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얻기 

위하여 2.6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3 종류의 방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조건은 CFL = 5.09 로 고정된 상태에서 격자의 크기를 변화시켜가며 그 오차의 

order를 비교하였다. 

 N 

of Cells 
𝒖𝒆𝒆𝒆 rate 𝒗𝒆𝒆𝒆 rate 𝒑𝒆𝒆𝒆 rate 

32×32 1.88E-01 • 1.88E-01 • 1.16E-01 • 

64×64 7.09E-02 1.41  7.09E-02 1.41  4.82E-02 1.27  

128×128 2.28E-02 1.64  2.28E-02 1.64  1.62E-02 1.57  

256×256 9.46E-03 1.27  9.46E-03 1.27  7.10E-03 1.19  

512×512 4.53E-03 1.06  4.53E-03 1.06  3.52E-03 1.01  

Table 2 Accuracy of the velocities and pressure with RK1 Back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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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f Cells 𝒖𝒆𝒆𝒆 rate 𝒗𝒆𝒆𝒆 rate 𝒑𝒆𝒆𝒆 rate 

32×32 1.48E-01 • 1.48E-01 • 9.16E-02 • 

64×64 5.98E-02 1.31  5.98E-02 1.31  3.69E-02 1.31  

128×128 2.06E-02 1.54  2.06E-02 1.54  1.39E-02 1.41  

256×256 8.93E-03 1.21  8.93E-03 1.21  6.69E-03 1.05  

512×512 4.40E-03 1.02  4.40E-03 1.02  3.48E-03 0.94  

Table 3 Accuracy of the velocities and pressure with RK2 Backtracking 

 

 

N of Cells 𝒖𝒆𝒆𝒆 rate 𝒗𝒆𝒆𝒆 rate 𝒑𝒆𝒆𝒆 rate 

32×32 1.59E-01 • 1.59E-01 • 1.02E-01 • 

64×64 6.71E-02 1.24  6.71E-02 1.25  4.67E-02 1.12  

128×128 2.25E-02 1.58  2.25E-02 1.58  1.63E-02 1.52  

256×256 9.24E-03 1.28  9.24E-03 1.28  7.01E-03 1.22  

512×512 4.44E-03 1.06  4.44E-03 1.06  3.50E-03 1.00  

Table 4 Accuracy of the velocities and pressure with RK4 Back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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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 CFL을 고정한 현 조건에서 솔버의 정확도는 Backtracking 기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격자 크기, Time Step 등의 다양한 

조건을 변화시켜가며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3.2 DRIVEN CAVITY FLOW 

 

Driven cavity flow는 4 면이 Dirichlet 경계 조건이 적용되는 유동으로서, 3 면은 유속이 

0 인 고정된 벽으로, 상부 경계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벽으로 이루어져있다. 

경계조건이 단순하고, 층류일 때의 해가 정상상태이며 대부분의 수치해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코드나 해법의 검증 예제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ν = 0.01, CFL =

3.2인 경우에 대하여 128 × 128 격자상에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7은 시간에 따른 Driven cavity flow의 발달을 나타낸 것이다. 에서 오른쪽 아래 

구석에서 와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왼쪽 아래에서도 

와류가 발달하여 약 20s에서 정상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8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해석 영역의 중심에서의 

세로선을 따라 𝑢-velocity를 구하여 Ghia의 논문에서 제시된 데이터와 함께 Figure 9 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ure 10 은 해석 영역 중심에서의 가로선에 따라 𝑣-velocity를 구하여 

나타낸 것이다 (Ghia, et 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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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treamline of driven cavity flow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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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𝒖-velocity along center of gravity of domain 

 

Figure 7 𝒖-velocity along center of gravity of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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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𝒗-velocity along center of gravity of domain 

3.3 DRIVEN CAVITY FLOW WITH RIGID BODY 

 

Driven cavity flow를 검증한 이후, Heaviside Function을 통해 해석 영역 중앙에 원 

형태의 Rigid Body를 구현하였다. Heaviside Function의 장점인 쉽고 간단한 해석 영역의 

설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Rigid Body의 개수,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검증하였다. 해석 

결과를 Paraview를 통해 시각화한 결과, Rigid Body 주변의 streamline이 Rigid Body 

경계를 따라 생성되는 것을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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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9 Driven cavity flow with single Body 

 

Figure 10 Driven cavity flow with doubl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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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riven cavity flow with Overlapped Body 

3.4 FLOW PAST CYLINDER 

 

Heaviside Function을 통한 강체의 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해석 영역 내에 원형의 강체를 삽입하고, 32 × 16  의 무차원화 된 길이를 가지는 격자 

내에서 1의 무차원화 된 속도로 진행하는 유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CFL 

조건은 1.5 로 고정하였으며, 레이놀즈 수는 100, 200 이 두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격자의 크기도 2 개의 케이스로 나누어 각 200 × 100 ,  400 × 200  일 때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２２ 

 

Figure 12 2D Flow Past a Circular Cylinder 

 

Figure 13 Drag Coefficient for Re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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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4 Lift Coefficient for Re = 100  

 

Figure 15 Drag Coefficient for Re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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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Lift Coefficient for Re = 200 

 

 

 𝑪𝑫 𝑪𝑳 

Braza et al. (1986) 1.40 0.75 

Liu et al. (1998) 1.31 0.69 

Calhoun (2002) 1.172 0.668 

Ng et al. (2009) 1.373 0.724 

Present(200 x 100) 1.46 0.27 

Present(400 x 200) 1.38 0.55 

Table 5 Various CFD results for flow past cylinder at Re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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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𝑪𝑫 𝑪𝑳 

Experiment 1.24  

Braza et al. (1986) 1.364 0.25 

Liu et al. (1998) 1.35 0.339 

Calhoun (2002) 1.33 0.298 

Ng et al. (2009) 1.368 0.36 

Present(200 x 100) 1.36 0.14 

Present(400 x 200) 1.24 0.24 

Table 6 Various CFD results for flow past cylinder at Re = 100 

 

시뮬레이션 결과를 같은 조건으로 수행된 다른 CFD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격자를 

세밀하게 할 수록 해석 결과가 타 해석결과들과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헤비사이드 함수를 적용한 세미 라그랑지안 지배방정식을 통해 계산한 결과가 타 

솔버로 계산한 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솔버가 

비선형미분항이 존재하지 않는 세미라그랑지언 기법 특유의 안정성과 계산 결과의 

정확도를 모두 지닌 솔버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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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유표면 상에서 부유체 주변의 운동을 

안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오일러리안 관점으로 개발된 솔버는 자유표면효과, 

고체/유체 간 상호작용 등의 복잡한 조건을 지니는 해석 케이스에서는 그 안정성, 

효율성이 낮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직교격자에서 Semi-Lagrangian Scheme을 

이용하여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인 CFD 솔버를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인 해가 

존재하거나 검증 케이스로서 널리 쓰이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정확도를 

검증함으로써 Semi-Lagrangian scheme을 통한 CFD 시뮬레이션이 가능함을 나타낼 수 

있었다. 

또한 헤비사이드 함수를 정의하여 지배방정식에 도입함으로써 유체중에 존재하는 

강체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Immersed Boundary Method에 비하여 압력항에 대한 

경계조건에 대한 고려가 더 잘 이루어진 강체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린더 주위를 따라 흐르는 유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근간을 이루는 Semi-Lagrangian Scheme 기반 솔버의 개발이 완성됨에 따라, 추후 

강체와 유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표현하기 위한 방정식을 수립하고,  자유표면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솔버를 응용하기 

위하여, 범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난류 모델의 추가, 백트래킹 정확도 향상 기법 논의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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