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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직접 재구성 방법(Direct Reconstruction Method; DRM)은 곡면 격자상의 불연속 갤러킨 

방법에서 나타나는 부피적분과 면적분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quadrature-

free 수치 적분 기법이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온 수치 적분 방법인 구적법(quadrature 

rule)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적분 구간을 기준 좌표계(reference 

coordinate)로 옮기는 적분 변환을 적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고차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곡면 격자의 변환 함수가 변환 후의 피적분 항의 차수를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계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직접 

재구성 방법은 구적법과는 달리 물리 좌표계(physical coordinate)에서 nodal reconstruction 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치 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준 좌표계로의 불필요한 적분 변환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적법에 비해 계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도 필요한 정확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직접 재구성 방법의 공식은 불연속 갤러킨 방법뿐 아니라 

유사한 형태를 갖는 연속 갤러킨 방법 및 적절한 형태의 반복적인 수치 적분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재구성 방법을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부피적분과 면적분에 적용하여 그 효율성 및 정확성을 확인한다. 

 

1. 직접 재구성 방법 

 

1.1 부피적분을 위한 직접 재구성 방법 

직접 재구성 방법은 ℙ𝑘(Ω)로 주어진 k 차 다항 함수 공간상의 임의의 함수 𝑓(𝐱)와 

고정된 적분 가능한 함수 𝑔(𝐱)의 곱으로 주어진 다음과 같은 적분의 수치 계산에 초점을 

둔다. 

 

∫ 𝑓(𝐱)𝑔(𝐱)𝑑𝑉
Ω

 (1) 

 

함수 𝑓(𝐱)에 대해 nodal reconstruction을 수행하기 위해 선행연구[1]에서 제안한 BFP(Brute 

Force Points), SFP(Shape Function Points)를 사용하면 재구성 점 {𝐱1, ⋯ , 𝐱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𝑓(𝐱)𝑔(𝐱)𝑑𝑉
Ω

= ∑ 𝑓(𝐱𝑖) ∫ ℓ(𝑖)(𝐱)𝑔(𝐱)𝑑𝑉
 

Ω

𝑁

𝑖=1

= ∑ 𝑓(𝐱𝑖)𝑐(𝑖)

𝑁

𝑖=1

 (2) 

 

여기서 𝑐(𝑖) ≡ ∫ ℓ(𝑖)(𝐱)𝑔(𝐱)𝑑𝑉
 

Ω
이며, 𝑁 = dim ℙ𝑘(Ω) 이다. Nodal reconstruction 을 위한 

정규직교기저 함수는 modified Gram-Schmidt 과정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2]. 상수 계수 𝑐(𝑖) 는 전처리과정에서 구적법 혹은 구분구적법을 통해 원하는 

정확도로 미리 계산해 놓으면 임의의 함수 𝑓(𝐱)에 대해 식 (1)을 식 (2)를 통해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1.2 면적분을 위한 직접 재구성 방법 

면적분을 위한 직접 재구성 방법은 식 (1)과는 달리 부분집합 A ⊂ Ω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적분 계산에 초점을 둔다. 

 

∫ 𝑓(𝐱)𝑔(𝐱)𝑑𝑉
A

 (3) 

 

이 경우에는 적분 구간이 부분집합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dim ℙ𝑘(Ω)|𝐴 ≤ dim ℙ𝑘(Ω)이 

성립한다는 사실로부터 필요한 점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선행 연구[3,4]를 통해 

ℙ𝑘(Ω)|𝐴의 직교기저함수를 구하기 위해 적응적 직교화 과정(adaptive orthogonalization 

process)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ℙ𝑘(Ω)|𝐴 의 차원과 직교기저함수를 강건하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FP, SFP 를 사용하면 식 (3)에 (2)와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필요한 계산 식을 유도할 수 있다. 

 

2. 해석 결과 및 결론 

 

직접 재구성 방법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불연속 갤러킨 방법을 

사용하여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해석하였다. 난류 유동의 대표적 문제인 

Re=1,600 의 Taylor-Green vortex 문제를 4 차 다항함수공간을 이용한 불연속 갤러킨 

방법으로 무차원화 된 시간 t = 200까지 해석하였다. 303개의 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격자 요소가 27 개의 절점으로 표현되는 𝑃2 -곡면 격자를 사용한 경우, 

부피적분에 DRM-SFP 를 적용하면 기존 구적법 방법의 정확도를 보존하면서도 2.43배의 

속도 향상을 나타내었다. 403개의 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격자 요소가 64개의 

절점으로 표현되는 𝑃3-곡면 격자를 사용한 경우, 부피적분과 면적분 모두에 DRM-SFP 를 

적용하면 부피적분에만 DRM-SFP 를 적용한 방법의 정확도를 보존하면서도 1.78배의 

추가적인 속도 향상(총 4.32배)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직접 재구성 방법은 곡면 격자를 

사용하는 불연속 갤러킨 방법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사용되어온 구적법 

방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치 적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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