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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공학 문제는 주어진 초기 조건이나 경

계 조건에 대해 어떤 물리적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학 

문제의 근본 목적은 설계자가 원하는 시스템을 설

Key Words: Inverse Radiation Analysis(역복사 해석), Finite Volume Method(유한체적법), Conjugate Gradient 
Method(켤레구배법), Unstructured Triangular Mesh(비정렬 삼각 격자), Wall Emissivity(벽면 방사율) 

초록: 2 차원 비직교 형상에 대해 비정렬 삼각 격자를 이용하여 복사 열전달의 역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확산적으로 방사 및 반사를 하는 벽면으로 이루어진 형상 내부에 흡수 및 방사, 산란하는 
매질이 채워져 있는 문제를 고려하였다. 유한체적법을 사용하여 복사전달 방정식을 계산하였고 이 때 
얻은 입사복사량을 역해석의 측정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벽면의 방사율을 추정하기 위해 켤레구배법을 
적용하였으며,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해를 구하였다. 측정값의 측정 오차가 추정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비정렬 격자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정렬 격자계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Abstract: The inverse radiation analysis of a two-dimensional irregular configuration using unstructured triangular 
meshes is presented. In this study, an enclosure filled with an absorbing, emitting and scattering medium with diffusely 
emitting and reflecting opaque boundaries is considered. The finite volume method is applied to solve the radiative 
transfer equation in order to simulate the measured incident radiation values which are used as input data for the inverse 
analysis. The conjugate gradient method is adopted for the estimation of wall emissivities by minimizing the objective 
function at each iteration step.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unstructured grid system, we compare the results with 
those using a structured grid system for the two-dimensional lopsided shape. The effect of measurement errors on the 
estimation accuracy is also investigated. 

† Corresponding Author, swbaek@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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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 것에 있기에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그다지 

효율적이라 볼 수 없다. 이보다는, 특정한 물리적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어떤 것인

가를 찾아내는 역해석(inverse analysis) 방법이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조건

을 가지고 결과를 계산해내는 직접 해석(direct 

analysis) 방법의 경우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시

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변경해가며 반

복계산을 한 후 그 중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조

건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역해석 방법은 

측정 가능한 결과값을 이용하여 조건을 추정해내

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친 계산 없이 최적의 설

계 조건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 

역열전달 해석은 특정한 온도 분포나 열유속 분

포 등을 만들어내는 초기 조건 및 경계 조건, 열

전달 물성치를 구하게 되는데,(1,2) 본 연구에서는 

열전달 문제 중 복사에 의한 열전달 문제의 역해

석을 수행하였다. 복사열전달 물성치로는 흡수 계

수, 산란 계수, 벽면의 방사율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까지 역해석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여 

이런 물성치를 추정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

고 있다.(3~6) 역열전달 문제의 경우 일반적인 열전

달 문제와 달리 해가 측정값의 오차에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하는 ill-posed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치 기법을 필요로 한다.(1) 켤레

구배법(conjugate gradient method, CGM)은 구배 정

보를 이용하여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를 수렴해가는 방법인데, 이 기법은 선형 및 비

선형 역해석 문제를 푸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고 

적용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렬 격자계를 이용하여 역복

사 해석을 수행하였다. 2차원 비직교 형상 내부에

서 측정한 입사복사량(incident radiation) 값을 이용

하여 벽면의 방사율을 추정하는 역해석 문제에 켤

레구배법을 적용하였고, 측정값의 측정 오차가 추

정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

렬 격자계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석하였을 때 얻은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비정렬 격자계의 성능을 비

교 확인하였다. 비정렬 격자계의 적용을 통해 역

해석 알고리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7) 비정렬 격자계와 역복사 해석 분야

는 그 각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연구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본 논문은 역복사 문제에 비정렬 격자계를 적용함

으로써 향후 기하학적으로 정렬 격자계의 적용이 

어려운 복잡한 형상으로의 역복사 해석 확장을 기

대할 수 있다. 

2. 적용 이론 

2.1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 

임의의 위치 #$ 에서 경로 &$ 를 따라 흡수 및 방

사, 산란하는 매질의 복사강도(intensity) ��#$, &$�는 

다음의 복사전달 방정식(radiative transfer equation, 

RTE)을 따른다. 

!��#$, &$�
!& ' (����#$, &$� ) ���*�#$�

) ��4,- .�&$′ / &$���#$, &$′�!�′               �1�
12

 

이 때, �� ' �� ) �� 는 소멸 계수이고 �� 와 �� 는 

각각 흡수 계수와 산란 계수이다. 식 (1)의 우변 

첫 번째 항은 매질에 의한 흡수(absorption) 및 유

출 산란(out-scattering)을 통한 복사 에너지의 감소

를 나타내고, 우변의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각각 방사(emission)와 유입 산란(in-scattering)을 통

한 복사 에너지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3 / &$� 는 입사방향 &$3 에서 산란방향 &$ 로 향하

는 산란위상함수로서, 식 (2)와 같이 Legendre 다

항식 근사를 사용하여 이를 모사하였고,(8) 비등방

성(anisotropy)을 고려하고자 전방 산란(forward 

scattering) 위상함수 F1을 사용하였다.(9,10) 

.�&$3 / &$� ' .�45&6� '789:9�45&6�
;

9<�
              �2� 

여기서 6 는 산란각으로서 입사방향과 산란방향 

사이의 각을 나타내며, 89  는 팽창 계수이고 J 는 

산란함수의 차수를 나타낸다. 

한편, 확산적으로 방사 및 반사하는 벽면을 떠

나는 복사강도는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1 ( ��, - ��#$� , &$>�|&$3 · @A$�|!�>�$B·�A$CD�

 �3� 

여기서, 우변 첫 번째 항은 벽면의 온도에 의해 

방사되는 양으로, �� 는 벽면 방사율(wall emissivity)

을 나타낸다. 

차분방정식을 유도하기에 앞서, 식 (1)의 복사전

달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로 한다. 

 !��� 
!& ' ���(��� ) �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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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ructured mesh      (b) Unstructured mesh 

Fig. 1 Schematics of control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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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control angle 
 

�F�� 은 복사 에너지의 증가를 나타내는 항으로, 

산란 알베도 G� ' �� / ��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 ' �1 ( G���* ) G� 4, - ��B�B.�B�B/��!�>12
 �5� 

차분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 식 (4)를 검사체적 

IJ 와 검사각도 I� 에 대해 적분하게 되는데, 검

사체적으로는 Fig. 1 에 도시된 사각 격자와 삼각 

격자를 각각 적용하였다. Fig. 2 는 극각 �와 방위

각 �에 따른 검사각도 I�를 보여주고 있다. 검사

체적과 검사각도 내에서 복사강도의 크기가 일정

하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유한체적식을 얻을 수 있

다.(11) 

7�K��ILKMNK�� ' ���(��� ) �F���O IJI���
K

   �6� 
여기서, 

MNK�� ' - - �&$ · @A$K�&Q@�!�!�
RST

RSU
VWT

VWU
                   �6a� 

I��� ' - - &Q@�!�!�RST

RSU
VWT

VWU
                             �6b� 

이 때, i 는 격자점 P 를 둘러싸고 있는 검사면

(control surface)을 의미하는데, 사각 격자의 경우 

검사체적 P 주위의 격자점이 E, W, N, S로 4개이

기 때문에 e, w, n, s 검사면을 i로 고려하게 되고, 

삼각 격자의 경우에는 P 주위에 3 개의 격자점이 

존재하므로 검사면으로 i = 1, 2, 3을 고려한다. 방

향가중치(directional weight) MNK�� 는 그 부호에 따라 

검사면을 통한 복사 에너지의 유입 또는 출입을 

나타내게 된다. 

격자점의 복사강도로부터 검사면에 있는 복사강

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간법이 필요한데 본 연

구에서는 적용이 간단하면서도 물리적으로 타당한 

양(+, positive)의 복사강도를 갖게 하는 계단차분법

(step scheme)을 도입하여 공간차분을 하였고,(11) 그

로부터 식 (7)과 같은 차분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ZO���O�� '7Z[���[�� ) \O��
[

                                  �7� 
여기서, 

Z[�� ' (ILKMNK,K���                                                        �7a� 
ZO�� '7ILKMNK,^_`�� ) ��,O IJI���

K
                  �7b� 

\O�� ' ����F���O IJI���                                       �7c� 
한편, 경계조건인 식 (3)은 다음의 식으로 차분

된다. 

���� ' ���*� ) 1 ( ��, 7 ���B�BbMN�,K��B�Bb
�$B·�A$CD�

  , 
                                                    c5#  &$ · @A$� d 0           �8� 
 

2.2 켤레구배법(CGM) 

역해석 문제는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를 최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해를 구하게 되는데, 이는 

켤레구배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소자승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목적 함수를 정의하

기로 한다.(1) 

� ' 7gh�i��,� ( hi�`,�j�   
k

�<�
                                    �9� 

여기서, h 는 측정값으로 사용하는 물리량을 나타

내고 m 은 측정값의 개수를 나타낸다. 아래첨자 

noZ& 와 o&p 는 각각 측정값(measured value)과 추

정값(estimated value)을 뜻한다. 즉, 목적 함수를 최

소화한다는 것은 측정점에서의 측정값과 추정값의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해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미지수가 추정값

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민감도

(sensitivity)라 하며, 민감도 계수(sensitivity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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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qhi�`,� qr�        s n ' 1,2, … ,m  @ ' 1,2, … , u                       �10� 
이 때, r� 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이고 u 은 미

지수의 개수이다. 추정값 hi�`,� 은 미지수에 영향

을 받게 되므로 hi�`,��r� 가 되고, 식 (9)의 목적 

함수 역시 r 의 함수이다. 민감도 계수의 값이 작

다는 것은 변수 r� 의 큰 변화가 계산값 hi�`,� 에 

작은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

우 변수 r� 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또한, 변수의 개수가 많을 경우, 그에 따라 계산해

야 하는 민감도 계수의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계

산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켤레구배법의 반복 절차는 각 반복 계산 과정에

서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

는데, 다음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r v� ' r ( � !                                                     �11� 
이 때, 위첨자 w 는 k 번째 반복 계산을 뜻한다. 

�  는 탐색간격크기(search step size)이고, !  는 하

강방향(direction of descent)으로 k 번째 계산에서의 

기울기 방향을 알려주는데, 식 (12)와 같이 구배방

향(gradient direction) x��r � 와 그 전 단계의 하강

방향 ! �� 의 켤레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 ' x��r � ) " ! ��                                            �12� 
즉, 이전 반복 계산에서 구한 기울기와 현재 반복 

계산에서 구한 기울기를 이용해 해를 찾아가는 방

법이 켤레구배법이다. 

식 (12)에 나오는 " 는 결합 계수(conjugation 

coefficient)로, 아래의 Fletcher-Reeves 식을 사용하

여 구한다. 

" '  ∑  �x��r ����      z�<�  ∑  �x��r ������z�<�          {Qp|   "� ' 0      �13� 
여기서, �x��r ��� 은 구배방향 x��r � 의 n 번째 

성분으로, x��r � 는 식 (9)의 목적 함수를 변수 

벡터 r 에 대해 미분하여 얻을 수 있다. 

�x��r ��� ' (27 qhi�`,� 
qr� �h�i��,� ( hi�`,��r ��

k

�<�
 

            (14) 

탐색간격크기 �  는 k+1 번째 목적 함수인 

��r v�� 를 �  에 대해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nQ@}~ ��r v�� 에 식 (11)을 대입

한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Fig. 3 Flowchart of conjugate gradient method 
 

� '
∑ ��qhi�`,�qr �� ! � �hi�`,��r � ( h�i��,��k�<�

∑ ��qhi�`,�qr �� ! �
�

k�<�
 

                                        (15) 

켤레구배법은 반복 계산을 통해 해를 구하기 때

문에 수렴 여부를 판단하는 수렴 조건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목적 함수가 허용 오차보다 작아졌

을 때 반복 계산을 멈추도록 하는 다음의 조건을 

수렴 조건으로 삼는다. 

��r v�� � p5�                                                             �16� 
여기서 p5� 은 허용 오차 값으로, 안정된 해를 얻

기 위해서는 충분히 작은 값을 가져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p5� ' 10�1 로 정하기로 한다. 

3. 수치해석 결과 및 고찰 

3.1 역복사 해석 절차 

역해석에 앞서, Fig. 4와 같은 비직교 형상에 흡

수 및 방사, 산란하는 매질이 채워져 있는 경우에 

대한 복사열전달 해석을 한다. 이는 뒤이어 수행

될 역복사 해석의 직접적 문제 해석이 되며 이를 

통해 얻은 물리량을 역해석의 측정값으로 사용하

게 된다. 열복사의 경우 모든 방향에 대해 복사 

에너지가 방사되기 때문에 격자계를 생성할 때 공

간 격자계뿐만 아니라 각도 격자계도 만들어 주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4 의 (a)에 도시된 것

과 같이 702 개의 사각 격자를 이용한 정렬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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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계와 (b)와 같이 712 개의 삼각 격자를 이용한 

비정렬 격자계를 각각 사용하여 공간 격자계를 생

성하였고, �uR � uV� ' �6 � 16� 의 각도 격자계를 

사용하였다. 벽면과 내부 매질의 온도는 각각 

�� ' 300� , �� ' 1,000� 이고, 내부 매질의 흡수 

계수와 산란 계수는 각각 �� ' 0.5n�� 와 

�� ' 0.5n��이며, 벽면의 방사율은 �� ' 0.7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직접적 문제를 통해 복사강

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복사강도는 ��#$, &$� 의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임의의 점 혹은 측정점에

서 하나 이상의 값, 정확히 말하면 uR � uV개의 

값을 가지므로 측정값으로 부적당하다. 따라서, 복

사강도만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의의 점에

서 하나의 값만을 갖는 값을 측정값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물리량 중 입사복사

량 G 를 측정값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 때, 임의

의 위치에서의 입사복사량이란 그 위치에 작용하

는 모든 방향에서의 복사강도의 합을 의미하며, 

식 (17)을 통해 그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 

�#$� ' - ��#$, &$� !� 
12

                                               �17� 
위의 절차를 통해 구한 입사복사량 중에서 Fig. 

4에 도시되어 있는 4개의 측정점에서의 입사복사

량 값을 측정값으로 정한다. 그리고 벽면 방사율

을 제외한 다른 물리량과 경계 조건을 알고 있다

고 가정한 후, 2.2 절에서 설명한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벽면의 방사율을 추정하게 된다. 

 

3.2 민감도 계수 계산 

역해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값이 벽면 방사율 

�� 이고 입사복사량 G 를 측정값으로 사용하므로 

민감도 계수 ���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q� q��,�                                                                �18� 
이 때, n 은 1 에서 4 까지 값을 가지며 각각은 형

상의 네 벽면을 의미한다. 

위 식에 식 (17)을 대입하면, 민감도 계수를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q� q� �,� '
q�� ��#$�, &$�!�12 �

q��,� ' - q��#$�, &$�q� �,�12
 

                                        (19) 

즉, 직접적 문제의 지배방정식인 복사전달 방정식, 

식 (1)과 식 (3)을 각 벽면의 방사율 ��,� 으로 미

분한 후 이를 수치적으로 풀어 q��#$�, &$�/q��,�를 

구한다. 이 값을 입체각 4π에 대해 적분하면 민

감도 계수 ��� 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민감도 계

수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

다. 다시 말해, 변수 r�의 변화에 따라 측정값의 

변화가 변수 변화 방향과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

기 때문에 민감도 계수가 음의 값도 가질 수 있게 

된다.  

 

3.3 벽면 방사율 추정 

3.3.1 측정 오차에 의한 영향 

측정값에는 측정 오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

래와 같이 오차를 고려해 측정값을 모사하였다. 

h�i�� ' hi��N` ) ��                                                   �20� 
이 때, ζ 는 (2.576 � � � 2.576  사이의 값을 가지

는 무작위 수이고, E는 측정값의 오차를 나타내며 

� ' � � hi��N` 의 형태를 가진다. 측정 오차가 

hi��N` 에 대해 몇 %의 오차를 갖는지를 �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를 0~5% 사이에서 

변화시키면서 역해석을 하였다.  

Fig.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정렬 격자계(a)와 비

정렬 격자계(b)를 적용하여 주어진 형상을 분할한 

후 각각 4개의 점을 측정점으로 잡는다. 측정점에

서의 입사복사량 값을 이용하여 각 벽면의 방사율

을 추정한 결과가 Table 1 과 Table 2 에 정리되어 

있다. 측정값에 오차가 없다고 가정할 때(� ' 0%), 

 

 
(a) Structured grid system 

 

 
(b) Unstructured grid system 

Fig. 4 Geometry and spatial gri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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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stimated emissivities and relative errors for 
structured grid system 

 
True 
Value 

� ' 0% � ' 1% � ' 5% 
CGM 

Error 
(%) 

CGM 
Error 
(%) 

CGM 
Error 
(%) 

��,� 0.7 0.700 9*10-6 0.694 0.93 0.696 0.60 

��,� 0.7 0.700 1*10-5 0.681 2.66 0.551 21.3 

��,� 0.7 0.700 3*10-6 0.716 2.33 0.761 8.66 

��,1 0.7 0.700 1*10-5 0.697 0.41 0.669 4.40 

   9*10-6  1.58  8.73 

 

Table 2 Estimated emissivities and relative errors for 
unstructured grid system 

 
True 
Value 

� ' 0% � ' 1% � ' 5% 
CGM 

Error 
(%) 

CGM 
Error 
(%) 

CGM 
Error 
(%) 

��,� 0.7 0.700 2*10-5 0.688 1.78 0.637 9.06 

��,� 0.7 0.700 7*10-6 0.706 0.88 0.731 4.39 

��,� 0.7 0.700 2*10-5 0.704 0.61 0.721 3.03 

��,1 0.7 0.700 7*10-6 0.724 3.40 0.817 16.8 

   1*10-5  1.67  8.31 

 

적용 격자계의 종류와 상관없이 매우 정확하게 벽

면 방사율을 추정해냈다. 한편, 측정값에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값을 높여가

며 측정 오차 E 를 증가시킴에 따라 추정 오차도 

함께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를 5%까지 증가

시키고 역해석을 하였을 때, 각 벽면에 대해 평균 

9%의 상대 오차 범위 안에서 방사율을 추정해냈

으며, 이는 측정 오차량을 고려했을 때 믿을 만한 

추정 결과라 할 수 있다. 

 

3.3.2 비정렬 격자계 성능 검증 

역복사 해석에 있어 비정렬 격자계 적용의 가능

성 및 그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동일 문제에 대해 

정렬 격자계와 비정렬 격자계를 각각 적용하여 역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의 (b)와 같이, 2차원 문

제의 경우 보통 삼각형의 검사체적을 사용하여 비

정렬 격자계를 구성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렬 격자계는 702 개의 사각 격자로 이루어져 있

고 비정렬 격자계의 경우 712 개의 삼각 격자로 

이루어져 있다.  

Fig. 5 는 측정 오차가 없는 경우(� ' 0%)에 대

해 반복 계산에 따른 목적 함수의 감소를 나타낸

다. 정렬 격자계 적용시와 비정렬 격자계 적용시 

모두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산이 진

행되며 그 경향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Fig. 6은 측정 오차를 변화시킴에 따라 

각 격자계에서 벽면 방사율 추정의 정확도가 어떻 

 
Fig. 5 Plot of objective function vs. iteration for the case 

of no measurement error 

 
Fig. 6 Comparison between structured and unstructured 

grid system 
 

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3.3.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격자계 모두 측정 오차가 

증가함에 따라 추정 오차가 증가하지만 � ' 5%인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한 추정 결과를 얻었

다. 또한 두 격자계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렬 격자계와 마찬가지로 비정렬 격자계 역시 높

은 추정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복

사 해석에 있어서의 비정렬 격자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역복사 문제에 비정렬 삼각 격자를 

적용하여 복사물성치인 벽면 방사율을 추정하는 

내용으로, 정렬 격자계 적용시의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비정렬 격자계 적용의 가능성을 연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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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하였다. 확산적으로 방사 및 반사하는 벽

면으로 이루어진 2 차원 비직교 형상 내부에 흡수 

및 방사, 산란하는 매질이 채워져 있을 때 켤레구

배법을 사용하여 벽면의 방사율을 역으로 추정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렬 격자계와 비정렬 격

자계를 각각 적용하여 형상을 나눈 후 벽면에 가

까운 곳에 4 개의 측정점을 설정하였다. 입사복사

량을 측정값으로 하여 측정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는 가정 하에 측정 오차의 변화에 따른 추정 정확

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벽면 방사율을 추정하는데 있어 측정값의 

측정 오차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측정 

오차가 없을 경우에는 매우 정확하게 벽면 방사율

을 추정해냈다. 측정 오차가 증가함에 따라 추정 

오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측정값이 5%의 

측정 오차를 가진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평균상대

오차 9% 미만의 신뢰할 만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격자계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정렬 격자계와 비정렬 격자계를 각각 적용하

여 역해석을 수행하였는데, 두 격자계가 측정 오

차 변화에 대해 비슷한 추정 경향을 보이며 믿을

만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었고 비정렬 격자계 적용 

시에도 정렬 격자계와 같이 높은 추정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벽면 방사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값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정렬 격자계 적용이 어려운 

복잡한 형상에서의 역해석 연구에 비정렬 격자계

를 이용한 기법을 도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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