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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차정확도 수치기법을 이용한 내재적 대와류모사의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Kriging 
메타모델을 이용하여 수치정확도에 따른 격자 조밀도 관계식(Grid-Pk relation)을 
제안하였다. 최근 고차정확도 수치기법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고차정확도 
수치기법을 이용한 내재적 대와류모사를 이용한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용된 격자 조밀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고차정확도 내재적 대와류모사의 효율적인 계산을 위한 격자 조밀도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격자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차정확도 내재적 대와류모사를 위한 격자 조밀도에 대한 대략적인 관계식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먼저, Kriging 메타모델을 이용하여 각 
수치정확도에 대해   의 난류 채널 유동에서의 최적 격자 조밀도를 도출하였다. 

최적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난류 채널 유동의 천이 시간을 최소화하는 초기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불연속 갤러킨 기법을 이용해 여러 수치정확도(P2, 
P3, P4), 여러 격자 조건에서 난류 통계치들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평균 streamwise 
속도와 직접 수치 해석(Direct Numerical Simulation) 결과의 L2 오차를 목적함수로 
정의하고, 자유도를 직접 수치 해석의 0.1%가 되는 제한조건 하에서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격자 조밀도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결과로부터 수치정확도에 따른 격자 
조밀도에 대한 경험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더 높은 수치정확도(P5, P6)와 더 높은 
레이놀즈 수(   )에서 검증하였다.

수치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고차정확도 수치기법 중 하나인 불연속 
갤러킨(Discontinuous Galerkin; DG) 방법을 이용해 내재적 대와류모사(Implicit 
Large-Eddy Simulation; ILES)를 수행하였다 [1,2,3]. DG에 사용될 기저함수는 
Gram-Schmidt 직교화 과정으로 계산하였다 [3]. ILES는 명시적 sub-grid scale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수치기법 자체의 수치점성을 sub-grid scale 모델로써 사용하는 
기법이다. 수치 플럭스는 Roe 플럭스를 사용하였으며 점성 플럭스의 차분은 BR2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5차 정확도 내재적 시간전진기법인 
RODAS5(4)를 적용하였다 [4,5]. RODAS5(4)의 선형화된 방정식의 해를 계산하기위해 
GMRES(Generalized Minimal RESidual) 방법이 ILU(0)(zero fill-in Incomplete LU 
factorization)과 함께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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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채널 유동

격자 및 유동 조건
해석 영역은 채널 높이의 1/2을 라 정의할 때 streamwise, spanwise, wall-normal 

방향으로 각각 , , 이며 streamwise, spanwise 방향으로 균일한 ×× 
직육면체 격자로 차분하였다. 수치차분으로는 DG-P3를 사용하여 총 175,000개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 DOF)를 갖는다. 격자 크기는 streamwise, spanwise 방향으로 

각각   ,   이며 벽면 격자 크기는 
  , SR(Stretch Ratio)은 

20%이다. 이 때 +는 viscous length scale   로 무차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Streamwise 방향과 spanwise 방향으로 주기적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위아래 벽에는 
고착 단열 벽면(no-slip adiabatic wall)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난류 채널 유동의 friction Reynolds 수는   이다.

천이 시간 절감을 위한 초기 유동 조건
난류 채널 유동에서 초기 유동 조건에 따라 천이 시간이 5배까지 길어질 수 있다 

[6]. 이를 최소화하여 최적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유동 
초기 조건에 대해 천이 시간을 측정하였다. 계산 결과 식 (1)과 같이 streamwise 방향 
속도를 P0 다항식 공간에 사영된 선형 함수로 초기화했을 때 가장 천이 시간이 짧았다. 

이 때  는 P0 함수 공간으로의 사영 연산자를 의미하며,  




로 정의된 bulk 

속도를 의미한다.

격자 조밀도 최적화

본 연구에서 격자 조밀도는 벽면 격자 높이(
), wall-normal 방향 SR, spanwise 

방향 격자 크기()로 정의하였고, 설계 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 streamwise 방향 
격자와 spanwise 방향 격자 크기의 비율을 3:1로 고정하였다. DG-P2, DG-P3, DG-P4 
각각에 대해 Latin Hypercube Sampling(LHS) 방법으로 선정한 실험점으로 Kriging 
메타모델을 구성하였으며, Expected Improvement(EI) 방법으로 메타모델을 
고도화시켰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구성된 Kriging 메타모델에 대해 Genetic 
Algorithm(GA)를 이용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목적 함수의 경우 아래 식 (2)와 같이 직접 수치 모사(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7]와의 streamwise 방향 속도 차이를 이용해 정의하였으며, 과도한 
격자 조밀도를 피하기 위해 식 (3)과 같이 ILES의 DOF를 DNS의 0.1%로 제한하였다. 이 

때 식 (2)에서 (〈∙〉)는 시간 평균을 의미하며, (∙)는 streamwise-spanwise 평면에 
대한 평균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수치정확도에 대해 최적화된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수치정확도가 DG-P2에서 DG-P4까지 증가함에 따라 
, 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SR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Order 
 SR  

DG-P2 8.7827 1.3500 28.1880 84.5640

DG-P3 12.6827 1.2798 39.9534 119.8602

DG-P4 17.7731 1.2078 50.0677 18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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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Kriging 메타모델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

수치정확도에 따른 격자 조밀도 관계식

표 1에서 제시된 수치정확도에 따른 최적 격자 조밀도로부터 간단한 형태의 
관계식을 도출하기 위해 아래 식 (4), (5)와 같이 wall-normal 방향과 streamwise, 

spanwise 방향에 대하여 두 가지 equivalent 변수(

, 


)를 정의하였다. 이 때 

DG-Pk에 대하여 G L
 는 k+1개 점을 갖는 Gauss-Legendre 수치적분의 첫 번째 

수치적분점이   에 위치하도록 하는 벽면 격자 높이를 의미한다.

정의된 두 가지 equivalent 변수를 기반으로 아래 식 (6), (7), (8) (이하 Grid-Pk 
관계식)과 같이 간단한 형태의 관계식을 근사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림 1에서는 각 
수치정확도에 대해 실제 최적화를 통해 얻은 최적 격자 조밀도 변수와 Grid-Pk 
관계식으로부터 계산한 격자 조밀도 변수를 비교하였다.

검증 문제 해석

제안된 Grid-Pk 관계식을 더 높은 수치정확도와 더 높은 Reynolds 수에서 검증하기 
위해 몇 가지 검증 문제를 해석하여 DNS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중 streamwise 
방향 속도 평균을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DNS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Grid-Pk 관계식과 Kriging 모델로 계산한 최적값 비교



그림 2. 난류 채널 유동 ILES 검증 결과; 왼쪽부터     

결론

고차정확도 ILES에 있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격자 조밀도에 관한 Grid-Pk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 관계식은    난류 채널 유동에서 DG-P2, DG-P3, DG-P4에 

대해 Kriging 모델을 이용해 최적 격자 조밀도를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근사적으로 
도출한 관계식이다. Grid-Pk 관계식을 이용해 계산한 격자 조건으로 더 높은 정확도와 
더 높은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검증하여 DNS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 
관계식은 모든 유동 상황에서 항상 최적인 격자 조밀도를 나타내기 위함은 아니며, 
고차정확도 수치기법을 이용한 내재적 대와류 모사에서 초기 격자 조밀도를 생성할 때의 
근사적인 기준점으로써 사용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이후 고차정확도 ILES를 
이용한 연구에서 격자 생성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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