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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경계조건 방법을 적용한 비정렬 격자 기반의
해석자
정상 압축성
백 청,1 김 민 수,1 최 선 규,1 이 승 수,*1 김 철 완2
1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AN UNSTRUCTURED STEADY COMPRESSIBLE NAVIER-STOKES SO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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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boundary conditions are as important as the governing equations when analyzing the fluid flows
numerically. An explicit boundary condition method updates the solutions at the boundaries with extrapolation from
the interior of the computational domain, while the implicit boundary condition method in conjunction with an
implicit time integration method solves the solutions of the entire computational domain including the boundaries
simultaneously. The implicit boundary condition method, therefore, is more robust than the explicit boundary
condition method. In this paper, steady compressible 2-Dimensional Navier-Stokes solver is developed. We present
the implicit boundary condition method coupled with LU-SGS(Lower Upper Symmetric Gauss Seidel) method. Also,
the explicit boundary condition method is implemented for comparison. The preconditioning Navier-Stokes equations
are solved on unstructured meshes. The numerical computations for a number of flows show that the implicit
boundary condition method can give accurate solutions.
Key Words : Navier-Stokes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s), 비정렬 격자(Unstructured Grid), 정상 유동(Steady Flow),
압축성 유동(Compressible Flow), LU-SGS(Lower Upper Symmetric Gauss Seidel),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Implicit Boundary Condition Method)

1. 서 론
유동의 해를 결정하는 지배방정식인 Navier-Stokes 방정식
은 편미분방정식이므로 고유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계조
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계조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Implicit boundary
condition method)과 외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Explicit
boundary condition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다[1].
먼저 외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은 계산영역 내의 리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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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Riemann invariant) 또는 특성치를 이용한 외삽법을 사용
하여 경계영역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직관적이고, 계산 시
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을
따로 적용하기 때문에 시간지연(time lag)이 존재하여 수렴성
이 저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격자점 중심의 비정렬 격자
기반의 해석자에서 외삽의 방향을 정의하기 어려워 외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에 내재적 경계조
건 처리방법은 경계면에서 새로운 시간대(new time level)의
해를 내부 영역의 해와 동시에 계산하므로 외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에 비해 좀 더 좋은 수렴 특성을 보인다.
위와 같은 장점으로 경계조건을 내재적으로 처리하는 다양
한 연구가 있어왔다. 기본적으로 경계조건을 이용해 경계면에
서 유속벡터를 변경한 후 이를 선형화하는 방법[2,3]과, 추가
적으로 파동의 특성속도를 이용해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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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하여 내재적 경계조건을 적용하는 방법[4]이 있다. 전자
의 경우는 후자에 비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어 다수의 연
구자들에 의한 연구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Luo et al.[3]
에 의해 비정렬 격자 기반의 3차원 압축성 Navier-Stokes 해석
자에 적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반면에 후자는 경계면에
서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을 함께 해석하므로 정확한 해를
얻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Choi[5]에 의해 2차원 정렬
격자계를 이용한 저마하수 예조건화된 Navier-Stokes 해석이
수행된 바 있다. 하지만 비정렬 격자 기반의 해석자에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한 선행 연구 사례는 찾을 수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렬 격자 기반의 Euler 해석자에
대해 Chakravarthy[4]가 제안한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비정렬 격자 기반의 예조건화 된 압축성 층류 Navier-Stokes
해석자에 적용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해 외재적 경계조건 처
리방법을 구현하고 각각의 경계조건 처리방법이 해의 수렴성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유동에 놓인 물체에
대해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2. 수치해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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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katakrishnan[9]의 제한자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시간전진
기법으로는 내재적 방법인 LU-SGS기법을 이용하였다. 최종적
으로 이산화 된 방정식은 식 (2)와 같고,  은 잔류벡터,  는
node 의 median dual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nod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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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계수는 Sutherland 방정식[10]으로 계산하였다.

2.2 내재적 경계 조건 처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은 경계조건을
적용할 때 경계면에서 파동의 특성속도를 이용한다. 식 (2)의
이산화 된 지배방정식을 modal 행렬,  를 이용해 특성방정식
의 형태로 변환하고, 특성속도(        )에 따라
경계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특성방정식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행렬,  을 곱해주면 식 (3)과 같이 된다. 이때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방정식은 경계조건벡터, 를 선형화한 식 (4)를 더하
여 경계조건을 내재적으로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경계에서의
이산화 방정식은 식 (5)와 같다.

2.1 지배 방정식
저 마하수 유동에서 고유치를 보정하고 수렴의 경직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Weiss 와 Smith의 예조건 기법[6]을 적용
한 예조건화 된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
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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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원시벡터는        이다.   는 각각 계
기 압력, 계기 온도를 의미하며, 는 각각 방향의 속
도성분이다. 는 예조건화 행렬이다. 그리고   와  
는 각각 방향으로의 비점성 유속벡터와 점성 유속벡터
이다.
지배방정식은 비정렬 격자에 대해 격자점을 중심으로 하는
median dual을 구성하여 유한체적법(FVM)을 이용해 차분하였
다. 비점성 유속벡터의 이산화에는 Roe의 근사 리만해법
(Roe’s approximate Riemann solver)[7]과 최소제곱 재구성방법
(Least squares method)을 이용하였다. 점성 유속 벡터의 속도
미분값과 온도미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median dual에 대해
Gradient theorem를 적용하였다. 2차의 공간이산화 정확도를
얻기 위해 MUSCL 외삽법(MUSCL extrapolation)[8]을 사용하
고 TVD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비정렬 격자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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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는 경계면에서의 수직 방향 속
파동의 특성속도(  
는 계산영역으로 향
도를 의미한다. 이때, 단위 수직 벡터, 
하는 방향으로 정의한다. 식 (5)를 시간에 대해 적분함으로써
경계조건이 적용된 지배방정식을 동시에 풀어 경계조건을 내
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경계조건의 종류에 따라 경
계조건벡터와 선택행렬을 적절히 구성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
한 경계조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2.2.1 미끄러짐 경계조건(Slip condition)
비점성 유동에 놓인 벽면 경계에는 미끄러짐 경계조건이
적용된다. 미끄러짐 경계조건에서 벽면에 수직한 속도성분()

12 / J. Comput. Fluids Eng.

C. Baek ․ M. Kim ․ S. Choi ․ S. Lee ․ C.W. Kim

은 0이므로, 특성속도   와 연관된 파동만이 계산영역 안
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경계조건으로 대치된다. 따라서 선택행
렬과 경계조건벡터를 다음 식 (6)과 같이 정의한다.
   




   

 






      










(6)

2.2.2 원방경계조건(Far-field)
원방경계조건을 적용할 때 파동의 특성속도를 고려하므로
물체로부터 원방경계까지의 거리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CFL수를 보다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원방경계에서 파동의 특성속도 방향은 계산영역에서의 유
동속도 뿐만 아니라 유동속도와 음속, 의 관계에 따라 달라
진다. 먼저, 아음속 입구 유동(     )의 경우 양의 값
에 해당하는 파동의 특성속도를 경계조건으로 대치하고, 나머
지는 경계조건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음속 입구조건으

적용한다. 초기조건을 점착 조건을 만족하도록 지정하면 속도
성분을 갱신하지 않음으로 경계조건을 반영할 수 있다. 추가
로 식 (10)의 단열 온도조건을 반영한 비점성 유속 벡터와 점
성 유속 벡터를 식 (11)과 같이 정의하여 경계면에서 지배방
정식을 직접 적분함으로써 경계영역의 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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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대칭 경계조건(Symmetric line)
  인 선을 대칭경계라고 할 때, 대칭경계를 따라
서 식 (12)의 Neumann 경계조건을 지정한다.


로 정체압력( ), 정체온도(  
) 그리고 경계면에서 유동

의 받음각을 지정하도록 설정하였으므로, 식 (7)과 같이 선택
행렬과 경계조건벡터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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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하첨자 는 대칭 경계조건이 적용된 경계의 격자점을
의미한다. 식 (13)으로부터 격자점 에서의 수정치는 다음과
같다.



 

(12)

최소제곱법에 의하면 변수 의 대칭경계에 수직한 성분은
다음의 식 (13)과 같이 쓸 수 있다.


⋅∇ 



아음속 출구유동(     )에서는 특성속도   에
해당하는 파동에 관계된 식을 경계조건으로 대치한다. 식 (8)
에서 경계조건은 배압( )을 지정한다.
   




   




          





         

    












(14)

2.3 외재적 경계 조건 처리방법
초음속 입구유동(     )에서는 모든 특성속도가 양
수이므로 모든 식을 경계조건으로 지정한다. 초기조건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도록 지정하면 해를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반
면, 초음속 출구유동(     )에서는 모든 파동의 특성
속도가 음수이므로 물리적으로 경계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경
계면에서 이산화 된 지배방정식을 그대로 풀어 사용한다.
2.2.3 점착 경계조건(Non-slip condition)
점성이 고려된 유동에 놓인 벽면에는 식 (9)의 점착조건을

외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은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경계면
에서 gradient를 이용해 경계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외삽하여
이용한다. 직관적이고 간단하여 계산 시간이 빠를 것 같지만,
격자점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렬 격자 기반의 해석자에서 외
삽의 방향 및 gradient를 추가로 계산해야하므로 계산 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이웃하는 두 경계면에서의
수직 벡터를 이용하여 경계의 격자점 에서 외삽의 방향을
정의하였다. 또한 식 (15)와 같이 계산영역 내에 격자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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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9)







      

2.3.2 원방경계조건(Far field)
원방경계조건을 적용할 때 물리적으로 타당한 수치해를 얻
기 위해서 내재적 경계조건의 적용과 같이 파동의 특성속도
를 고려하여 경계조건을 적용한다. 먼저, 아음속 유동조건에
서는 식 (20)의 리만 불변량을 이용하여 수치적인 경계조건과
물리적인 경계조건을 지정한다.





Fig. 1 Normal vector and weighting factor on the boundary node
연결된 모든 격자점 의 값을 가중치를 두어 외삽값을 결정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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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기에서 가중치,  는 격자점 에서 격자점 까지 거리의

 방향 분력과 비례하도록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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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음속 입구 유동에서는 파동의 특성속도에 따라 처음 3개
의 리만 불변량을 지정하고, 나머지 하나는 유동장으로 부터
외삽한 후 유동변수를 계산한다. 출구 유동에서는 첫 번째 하
나의 파동만이 경계로부터 전달되므로 첫 번째 리만 불변량
을 지정하며 나머지는 유동장으로 부터 외삽한 후 유동변수
를 계산한다.
초음속 입구 유동은 모든 값이 초깃값부터 경계조건을 만
족하고 있으므로 값을 고정한다. 그리고 초음속 출구유동은
모든 값에 대해 2차 외삽을 이용하여 값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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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러한 외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은 지난 시간 단계의 해
를 이용해 계산영역 내의 리만 불변량 또는 특성치를 구해
외삽법을 사용하므로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적용 사이의 시
간지연에 따른 생겨 수렴성의 저하가 생길 수 있다. 내재적
경계조건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경계조건의 종류
에 따라 적절한 외삽값을 구성할 수 있다.
2.3.1 미끄러짐 경계조건(Slip condition)
벽면 경계조건에서 벽면을 통과하는 유속은 없다는 식
(18)의 조건을 적용하고, 속도에 대해 수치적 안정성을 위해 1
차 외삽을 수행한다. 또한 압력은 경계면에서 변화가 없고 온
도는 등 엔트로피를 유지하도록 식 (19)를 적용하고 2차 외삽
을 수행한다.

2.3.3 점착 경계조건(Non-slip condition)
점성유동의 경우 벽면에서 속도가 식 (9)의 점착조건을 만
족한다. 압력과 온도는 식 (21)의 경계층 이론과 단열조건으
로부터 결정되며, 압력은 2차 외삽, 온도에 대해서는 1차 외
삽을 적용한다.






 










(21)



2.3.4 대칭 경계조건(Symmetric line)
대칭경계를 따라 유동의 변화가 없고, 법선방향으로 통과
하는 유량이 없다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값을 지정한다.

3. 계산 결과
내재적/외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비점성/점성
유동, 아음속/초음속 유동, 층류 경계층 유동의 다양한 유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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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0% 원형돌기(Arc bump)를 지나는 비점성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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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vergence history of 10%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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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해석케이스로 Ni[11]가 제안한 채널에 놓인 10%
높이의 원형돌기를 지나는   의 천음속 유동을 해석
하였다. 해석을 위해 CFL수는 20, 격자는 4,257개의 격자점과
4,096개의 cell로 구성된 사각형 격자를 사용하였다. 경계조건
은 채널 윗면과 아랫면을 따라 미끄러짐 조건을 지정하고 유
동의 입구와 출구는 원방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2는 경
계조건을 내재적으로 처리한 해석결과를 마하수 선도를 이용
해 도시하였다. Fig. 3를 보면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
(Implicit B.C.M.)의 수렴속도가 외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
(Explicit B.C.M.)의 수렴속도에 비해 더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에서 각각 해석에 따른 벽면의 압력계수 분포를
Haselbacher[12]의 수치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3.2 쐐기 주변의 비점성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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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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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x

1

2

Fig. 4 Comparison of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 of 10%
bump
해석하고 수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서
로 다른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하여도 안정적인 수렴 이
후의 해석 결과는 동일하므로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도시하고,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만 따로 정리하였다.

  의 초음속 유동장에 놓인 쐐기 주변의 비점성
유동을 해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CFL수는 10이다. 격자는
NPARC alliance 홈페이지[13]에서 제공하는 5,202개의 격자점
과 10,110개의 cell로 구성된 삼각형 격자를 사용하였다.
Fig. 5에는 계산에 사용된 격자와 내재적 경계조건을 적용
한 해석결과를 등압선도로 나타내었다. 경계조건은 대칭경계,
미끄러짐 벽면, 원방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6를 보면 내
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의 수렴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1에서 각각 해석에 따른 경사충격파의 특징을
엄밀해와 비교하였다.
Table 1 Comparisons of oblique shock characteristics with analytic
solutions
Angle
of shock
Analytic
45.3436°
Implicit B.C.M. 45.3635°
Explicit B.C.M. 45.3635°


1.445
1.445
1.445

Pressure
ratio
2.194
2.194
2.194

Temperature
ratio
1.269
1.270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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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reamtraces with isobar contours for Re = 10, 20 an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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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에서는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한 경우의
각 레이놀즈 수에서의 등압선과 유선을 나타내었다. 낮은 레
이놀즈 수의 유동에 놓인 원통의 후면에서 박리가 발생하고
박리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 Table 2에는 Fig. 8
에 그려진 박리거품의 크기와 박리위치, 그리고 이로 인한 항
력을 선행 연구자들의 수치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12

3.4 NACA0012 익형 주변의 층류 유동

-14

     그리고   로 주어진 유동에 놓
인 NACA0012익형 주변의 층류 유동을 해석하였다. CFL =
10을 사용하고, 점착경계조건과 원방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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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vergence history of cylinder

3.3 원통 주위의 저 레이놀즈 수 유동
다음은        의 저 레이놀즈 수 유
동에 놓인 원통 주변의 유동에 대해 해석하였다. 해당 조건에
서 유동은 정상 층류유동 특성을 유지한다. 낮은 마하수 유동
이므로 예조건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CFL수는
40이다. 50,044개의 격자점과 98,576개의 cell로 구성된 삼각형
격자로 경계조건으로 점착경계조건과 원방경계조건을 적용하
였다. Fig. 7은 각 레이놀즈 수에 따른 수렴도를 내재적/외재
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외재적 경계
조건 처리방법이 수렴속도는 빠르지만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
방법이 machine zero에 먼저 도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2 Comparisons of separation bubble length, separation point,
and drag coefficient


10

20

40

Source
Dennis et al.[14]
Tuann et al.[15]
Lee et al.[16]
Implicit B.C.M.
Explicit B.C.M.
Dennis et al.
Tuann et al.
Lee et al.
Implicit B.C.M.
Explicit B.C.M.
Dennis et al.
Tuann et al.
Lee et al.
Implicit B.C.M.
Explicit B.C.M.

 
0.252
0.25
0.257
0.277
0.280
0.94
0.9
0.932
1.000
1.002
2.35
2.1
2.23
2.311
2.311

 
29.6
29.7
29.29
27.99
28.49
43.7
44.1
43.35
42.96
42.96
53.8
54.8
53.67
53.36
53.36


2.85
3.18
2.836
2.686
2.744
2.05
2.25
2.04
1.961
1.993
1.522
1.675
1.530
1.478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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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ch contour of NACA0012 air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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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ACA0012 airfoil

Fig. 10 Convergence history of NACA0012 airfoil
Fig. 9과 같이 30,169개의 격자점과 59,732개의 cell로 구성된
삼각형 격자를 사용하였다. Fig. 10에서는 내재적/외재적 경계
조건 처리방법의 적용에 따른 수렴도를 비교하였다. 근소한
차이지만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의 수렴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은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한 경우의
NACA0012 익형 주변의 마하수 선도이다. 받음각의 영향으로
익형의 윗면에서 박리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층류유동을 유지
한다. 그리고 Fig. 12에서는 표면의 압력계수 분포를 나타내고
이를 Haselbacher[12]의 수치계산 결과와 비교하였다.

3.5 평판위에서의 충격파 경계층 간섭
Hakkinen et al.[17]에 의해 수행된 평판에 생성된 경계층

내부의 충격파 간섭유동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실
시하였다. 이 실험에서 벽면의 각도를 통해 충격파를 생성하
였다. 본 수치해석에서도 충격파를 생성을 위해 상부의 경계
면에 비점성 벽면 경계를 이용해 경사가 있는 격자를 구성하
였다. 하부 경계면에는   부터 점착조건을 반영한 평판
경계를 적용하였다. 측면 경계는 원방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격자는 사각형 격자로 총 3,015개의 격자점과 2,904개의 cell
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초기유동은 M = 2.0, Re = 296,000을
적용하였다.
Fig. 13에서는 상부 경계로부터 생성된 경사충격파가 평판
의 앞전에서 생성된 약한 충격파와 만나고, 다시 평판 위의
경계층과 간섭하여 박리가 생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러한 유동의 특징은 Hakkinen의 실험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Fig. 14에는 내재적경계조건 및 외재적 경계조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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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nvergence history of flat plate
한 경우의 수렴도를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재
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한 계산결과는 machine zero에
수렴하지 않고 수렴이 멈추었다. 이 경우 내재적으로 경계조
건을 처리하였을 때 더 큰 CFL수에서 계산이 가능하나, 외재
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의 안정성이 떨어져 CFL수를 20으로 해
석하여 수렴도를 비교하였다.
Fig. 15과 16에서는 각각 실험을 통해 측정된 평판 위에서
의 마찰계수와 압력분포를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정렬 격자 기반의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의 해석자를 개발하고, 비점성/점성유동, 아음속/초음속
유동, 층류 경계층 유동의 다양한 유동에 대해 내재적/외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해석결과
를 엄밀해나 실험값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가지 방법 모
두 좋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2차원 격자로 계산량이 많지

않아 반복계산에 걸리는 시간 간격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수렴도를 비교했을 때는 해석 문제 별로 차이가 있었
다. 먼저 3.1절의 천음속 유동은 근소한 수렴기울기의 차이를
보이며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한 해석이 더 빨리
수렴하였다. 3.2절의 충격파 문제 역시,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
방법을 적용한 해석이 반복계산 400번 내에 더 빨리 수렴하
였다. 다음으로 3.3절의 원통 주위의 저 레이놀즈 수 유동문
제에서는 외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의 수렴속도가 더 빠르지
만, 완전히 수렴하여 machine zero에 이르는 속도는 비슷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4절의 익형주변 층류해석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속도가 비슷하지만 근소한 차이로 내재적 경
계조건이 빨리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3.5절의 충격파 간섭문
제에서는 외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불안정
한 수렴을 보인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동에 대해 다양한 경계조건을 내재적/
외재적 방법으로 처리한 해석 결과를 타 연구자의 수치해석
결과 및 실험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
방법의 우월성을 제시하고, 내재적 경계조건 처리방법을 적용
하여 개발된 해석자의 강건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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