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1 - 

 

공학박사 학위논문 

 

고-액 2상류의 수치해석적 모사를 

위한 SPH-DEM 결합모델의 개발 

Development of an SPH-DEM coupled model 

for numerical simulation of solid-liquid two phase flow 

 

 

 

2012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권 지 회 

  



- 2 - 

 

초    록 

 

자원처리 산업 분야에서 고-액 2상류 시스템은 높은 효율성으로 인하여 널

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상간에 복잡하게 일어나는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고-액 2상류 시스템을 수학적, 전산적으로 모사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여전

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액 2상류를 미시적 관점에서 모사할 수 있는 수치

해석 모델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agrangian 기술방식의 액체 모사 

모델인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와 입자의 운동에 대한 해석모델

인 DEM(Discrete Element Method)의 결합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

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액 2상류 문제를 해석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모

델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유체해석을 위한 in-house SPH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흐름 해

석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기존의 실험적, 수치해석적 연구결과 및 엄밀해와 

비교함으로써 모델을 검증하였다. 또한 기존의 SPH 기초 모델이 가지고 있

는 수치해석적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입자쌍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알고리즘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만족할만한 수준의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후 고체 입자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항력을 SPH 내부에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형상의 실린더 및 입자 주변의 흐름

에 대해 적용하였다. 그리고 전산해석에 의한 결과를 기존의 표준실험 데이

터 및 수치해석에 의한 결과들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개발된 모델이 고체 

표면에 작용하는 항력을 허용 가능한 오차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국지평균법에 의한 다상유동 지배방정식에서 출발, 2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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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모사를 위한 SPH 수치해석지배방정식을 고안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SPH-DEM 완전 결합모델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델을 슬러리 응집

공정에 대해 적용하여 교반 속도에 따른 응집 효율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회전각속도가 일정 이상 증가하게 되면 초기에는 빠르게 응집이 일

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응집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속 흐름에서의 입도 분리 효과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입자

의 전단응력에 의한 해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정 범위를 초과한 회전수는 

응집효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SPH-DEM 모델은 응집 공정의 효율적인 교반 조건을 결정하기 위

한 전산해석 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발된 모델은 여

러 가지 고-액 2상류 흐름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물리 법칙에 근거하여 

규명할 수 있는 툴로서 습식 공정 설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고-액 2상류,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Discrete Element Method, 

다상유동, Lagrangian particle method, 응집 

 

학  번: 2006-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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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영문자 
     원통형 댐에서 물의 배출 문제에서 하부배출구의 면적      원통형 댐에서 물의 배출 문제에서 원통의 단면적 ()   시간 t에서 고체 입자의 가속도    항력 계수    Kelvin-Voight 모델에서의 수직 완충계수    Kelvin-Voight 모델에서의 전단 완충계수    음속    기준밀도에서의 음속  /   (원통형 댐에서 물의 배출 문제에서)    원통형 실린더의 직경    구형 고체 입자의 직경    벽면에서 실제 유체 입자까지의 거리    벽면에서 가상 입자까지의 거리    고체 입자의 복원 계수 ⃗   고체 입자에 작용하는 충돌힘 ⃗   고체 입자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한 힘. 연구에서 ⃗ = ⃗ 임. ⃗   고체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힘 ⃗ = ( − ) ⃗ ⃗   고체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    Poiseuille 흐름에서 외부 가속도(체적력) ⃗    국소영역 에 작용하는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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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체 입자 j에 의한 항력 ⃗    충돌힘의 수직 방향 성분 ⃗    충돌힘의 전단 방향 성분 〈()〉   함수 ()의 근사함수    고체 입자의 영률(Young’s modulus) ⃗   중력가속도    원통형 실린더의 높이    원통형 댐에서 물의 배출 문제에서 하부 배출구의 높이 ℎ   유체 입자들의 초기 간격    입자 인덱스, 혹은 시간스텝 인덱스    입자 인덱스, 입자 의 support domain 내에 있는 입자들을 일반
적으로 지칭    직교좌표계에서의 축 인덱스    Kelvin-Voight 모델에서의 수직 강성계수    Kelvin-Voight 모델에서의 전단 강성계수    충전층의 투수율    빠른 응집모델의 응집률 상수    Couette, Poiseuille 흐름에서 두 평판 사이의 거리    유체 입자, 혹은 고체 입자의 질량    고체 입자의 수,  = ()     = 0 에서 고체 입자의 수,  = (0)  ⃗    충돌 시 입자간 혹은 입자-벽간 수직방향 단위 벡터 q   단위시간당 단위면적을 지나는 유체의 플럭스  / ∙     원통형 실린더의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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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는 두 실린더 사이의 흐름 문제에서 외부실린더의 반경    회전하는 두 실린더 사이의 흐름 문제에서 내부실린더의 반경    레이놀즈(Reynolds) 수 ⃗    입자 와 입자 의 상대 변위 벡터, ⃗ = ⃗ − ⃗    구형 고체 입자의 반경    입자 층의 표면적 (Ergun 식에서) ⃗  충돌 시 입자간 혹은 입자-벽간 전단방향 단위 벡터   Couette 흐름에서 평판의 가속도 ⃗    유체 흐름 속도 ⃗     입자 와 입자 의 상대 속도 벡터, ⃗  = ⃗  − ⃗     입자 변위의 수직 방향 성분 ⃗    고체 입자의 속도    입자 변위의 전단 방향 성분 ⃗    벽면의 속도    유체 입자의 부피    고체 입자의 부피 
입자 층의 부피 (Ergun 식에서)    유체의 충전층에서의 피상속도    smoothing 함수 ()   시간 t에서 고체 및 유체 입자의 위치 벡터    기준면에서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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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문자 

     함수에서의 계수 ()   Dirac 델타 함수    공극률    상수, ℎ: 의 support domain , ,    상수, 식 (2-32), (2-33), (2-34) 참조     식 (2-28) 참조    유체 입자의 점성계수,    고체 입자의 포아송비, 혹은 유체의 동점성계수    유체 입자의 밀도    유체 기준 밀도, 물의 경우  = 1,000  /    유체 밀도 ,   고체 입자 밀도    입자 와 입자 의 산술평균 밀도 ⃗   점성응력 텐서    적분 영역, support domain    고체 입자 중심점에서의 와도(vorticity)    회전하는 두 실린더 사이의 흐름 문제에서 내부실린더의 회전
각속도    응집교반기 시뮬레이션에서 프로펠러의 회전각속도 
외부실린더의 회전각속도(회전하는 두 실린더 사이의 흐름 문제
에서)     입자 와 입자  사이의 가상 점성, 식 (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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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자원처리의 단위공정들에서 고체-유체 2상류 혼합 시스템은 널리 이용되

고 있다. 건식 분쇄, 체 가름 등의 소수 공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처리 단

위공정에서, 처리대상이 되는 고형물은 단일상이 아닌 슬러리 상태, 혹은 기

체-고체의 혼합 형태로 분쇄, 분리 혹은 이송된다. 특히 고체-액체 2상류를 

이용하는 습식공정의 경우 이송 및 처리의 높은 효율성으로 인하여 분쇄, 선

별 및 제련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처리

공정을 전산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고체를 포함하는 다상 유동시스템을 

수치해석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해석모델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으나 고체-유체 2상류의 모

델링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이 분야에서 가장 난제로 고

체-유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유동의 본질적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유체역학에서 고체 표면은 유체의 경계 조건이 되며, 고체표면에서 유동

은 점착조건(no-slip condition)을 만족시키도록 제약된다. 이에 따라 Eulerian 

기술방식의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에서도 고체 표면을 경계조건으

로 격자 혹은 노드를 생성, 유동 영역을 정의하고 보간점들에서의 유속, 압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지배방정식에 의거해 수치해석적 해를 구하는 접근 방법

을 사용한다. 

그러나 다수의 고체가 입자의 형태로 유체 속에서 불규칙하게 거동할 경

우 이러한 전통적 CFD는 그 본질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고체 입자의 운

동은 유동장의 교란을 발생시키며 이렇게 교란된 유동은 다시 고체 입자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체 운동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를 바라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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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운동하는 고체 입자가 비정상 상태의 경계조건을 발생시켜 끊임없이 유

동영역을 변형시킨다고 할 수 있다. 공간과 격자에 기반하여 유동을 해석하

는 Eulerian 기술방식의 전통적 CFD 기법들로는, 이처럼 유동 영역의 변화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고체-유체 2상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본질적 어려

움이 존재한다.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는 유체 해석에 있어서 공간 및 격자

에 기반하지 않고 유체 질점의 운동을 따라 가면서 유동을 해석하는 

Lagrangian 방식의 전산유체해석 기법이다. SPH에서 유체는 Fig. 1-1과 같이 유

한개의 Lagrangian 질점들의 집합체로 이산화되어 표현된다. 이러한 질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Navier-Stokes 방정식을 수치해석적으로 풀기 위한 보간점

(interpolation point)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들을 점성력과 압력에 의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작은 유체 입자(fluid particle)들로 간주함에 있어 큰 무리가 없

다. SPH는 이와 같이 유동영역을 여러 개의 작은 유체 입자들의 집합으로 표

현하여, 이 유체 입자들에 대해 유동의 초기 조건을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유체 입자들은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주변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지배방정

식에 의해 그 운동의 추적이 이루어진다. 또한 질점에서의 다른 필드 변수

(압력, 밀도, 온도 등) 값들도 그 과정 속에서 추적, 기록된다. 

SPH가 기존의 CFD 기법들과 가장 크게 차별되는 점은 유동영역을 격자

의 사용 없이 질점으로 간주해 추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SPH는 전체 유동 영역이 변하거나 자유 표면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경우, 또는 액체, 기체 등 다상이 함께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도 기존의 CFD

가 가지는 심각한 제약 없이 유동을 모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상류, 자유표면류 등의 복잡성 유동의 해석에 있어 본질적으

로 높은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Table 1-1). 

DEM은 입자의 운동을 모사하는 수치 해석 기법으로, Cundall and S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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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전체 시스템을 연속체로 가정하고 이러한 연

속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적분하여 해를 구하는 FEM(Finite Element Method), 

FVM(Finite Volume Method) 등의 기법과 달리, DEM은 모든 개별 요소들을 이

산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로 취급, 각 시간구간마다 개별의 입자가 받는 힘을 

계산하여 모든 개별 입자의 운동을 추적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DEM

은 공정에 관계하는 모든 개별 입자들의 운동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시간 간

격에 따라 추적 가능하게 해 주며 이산 입자들의 운동을 모사하는 강력한 툴

로서 분쇄 및 분리, 입자 이송 등 자원 처리의 여러 분야의 공정 설계에 활

용되고 있다. 

유체, 혹은 고체 질점에 작용되는 합력을 계산하여 가속도, 속도, 변위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SPH와 DEM은 그 기술방식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모델의 이와 같은 공통된 기술방식은 고-액 2상류를 모사하

기 위한 툴로서 두 모델의 높은 결합 가능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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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article presentation of fluid in S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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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 CFD and SPH  

 
CFD SPH 

기술방식 Eulerian Lagrangian 

격자 사용 O X  

변형 경계조건 문제 매우 다루기 어려움 다루기 쉬움 

항력 계산 쉬움 까다로움 

자유표면 다루기 어려움 다루기 쉬움 

DEM 과 결합성 낮음 잠재적으로 높음 

고-액 2상류에의 적용성 낮음 잠재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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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연구 현황 

 

Newton 운동 방정식에 의거, 개별 입자를 추적하는 DEM 기법은 Cundall 

and Strack(1979)에 의해 처음 고안되어 이후 입자의 패킹, 흐름 및 이송, 유체

내의 입자 흐름 등을 모사하기 위한 툴로 연구되어 왔다. 입자-입자간, 혹은 

입자-벽간에 작용하는 충돌힘과 함께 반데르발스힘, 정전기력, 모세관력 등 

입자의 운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힘들을 모델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DEM은 실제적인 입자간의 패킹 및 이에 따른 공극률 변화 등을 연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또한 DEM은 볼밀과 같은 분쇄장비뿐 아니라 믹서, 호퍼와 

같은 선별/분리 장비 내부에서 분쇄 매체 또는 입자의 움직임을 미시적 관점

에서 모사함으로써 장비의 설계조건을 결정하고 최적 운전 조건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Zhu, 2008). 

고체-유체 2상이 공존하는 혼합 시스템에서의 입자의 흐름을 모사하는 

DEM 기반 모델이 기존의 TFM(Two Fluid Model)을 대체하기 위해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이러한 모델들은 유체와 고체를 해

석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CFD-DEM과 PPM-DEM로 분류될 수 있다(Table 1-2). 

최초의 시도는 Tsuji 등(1993)에 의해 DEM과 Eulerian CFD 모델과의 조합

을 통해 이루어졌다. CFD/DEM 연계 모델에서 기체, 또는 액체의 흐름은 전

산유체모델에 의하여 격자 혹은 노드 단위로 해석되며 유체 운동함수와 고체 

입자 운동의 정보를 이용하여 2상 사이의 상호작용력이 계산된다. 개별 고체 

입자의 움직임은 전통적 DEM 충돌 모델에 CFD를 통해 계산된 상호작용력

이 더해진 Newton 운동방정식에 의해 계산되어 다음 시간스텝에서의 위치가 

결정된다. 그리고 다시 CFD 모델은 변경된 고체 입자들의 위치 정보를 포함

하여 유체의 운동을 해석하는데, CFD와 DEM 사이의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

션에 의해 결합 모델의 시뮬레이션은 진행된다(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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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CFD/DEM 조합 모델은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대부분 가스 유동층의 거동을 해석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으며(Xu and Yu, 

1997, 1998; Kawaguchi et al., 1998; Hoomans et al., 2000; Kafui et al., 2002) 간헐적

으로 싸이클론(Wang et al, 2007) 등의 시스템에 대한 모사가 이루어졌다. 

CFD/DEM 조합 모델이 특정 분야에 제한되어 이용되어 온 것은 CFD가 

가지는 제약성과 무관하지 않다. 공간의 격자화에 기반하는 전통적 CFD 기

법은 유동 해석에 있어 강력한 툴로 활용, 발전되어 왔으나 유체 영역의 변

형이나 자유표면이 존재하는 경우 유동을 모사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여러 가지 개방형 장비에서 이루어지는 분리공정에서 자유표면의 존재

는 CFD를 이용한 공정 해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SPH는 천체물리학의 분야에서 경계조건이 없는 유체 질량의 움직임 해

석을 위해 처음 시작되었으며(Gingold and Monaghan, 1977) 이후 유체 해석과 

관련된 계산물리학의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며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고-액 2상류에 대한 높은 잠재적 적용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SPH와 고체 

모델의 조합은 극히 몇몇의 산발적인 시도에 그치고 있다. Potapov 등(200l)은 

구형의 고체 입자가 기체 내에서 운동할 때에, 고체 입자 운동을 DEM의 충

돌 모델을 이용해 해석하고 이동된 경계면에 대해 기체의 유동을 SPH로 푸

는 방식으로 두 모델 간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후 Cleary 등(2006)은 습식 

SAG 밀 공정을 모사하기 위해 SPH와 DEM을 이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슬러리가 고체 입자에 의해 받는 힘을 공극률과 속도 분포를 이용하여 구현

하였지만, 기하적 복잡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밀 내부의 정상 상태와 고체 

입자의 운동이 슬러리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가정함으로써 2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모사하는 데에 그쳤다. 최근 Breinlinger 등(2011)은 Gidaspow 

경험식에 기초하여 사일로 내부의 입자흐름 모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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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ypical models for particle–fluid flow(Yu, 2005) 

 
CFD-DEM PPM-DEM TFM 

solid 
Particle 

(discrete) 

Particle 

(discrete) 

Computational cell 

(continuum) 

fluid 
Computational cell 

(continuum) 

Particle 

(discrete) 

Computational cell 

(continuum) 

examples 

DNS-DEM 

LB-DEM 

CCDM 

MD-DEM 

SPH-DEM 
TFM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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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owchart of CFD-DEM coupl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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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자원처리공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액 2상류를 전산적으

로 모사하기 위해 Lagrangian 전산 유체 모델인 SPH와 고체 운동 모델인 

DEM의 결합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여러 가지 고-액 2상류 문제에 대

한 해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SPH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유체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수학적 

엄밀해 및 기존의 실험적, 수치해석적 연구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정량적, 정

성적으로 모델을 검증하였다. 또한 기존의 SPH 기초 모델이 가지고 있는 수

치해석적 불안정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효용

성을 정성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입자쌍 검색 알고리즘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해서 수치해석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

한 최소의 검색 셀 크기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미시적 관점에서 고체 입자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항력을 

SPH 알고리즘에 의한 속도 및 압력 분포에 의해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형상의 실린더 혹은 입자 주변의 흐름에 대해 

적용하여 유체 내 단일 입자들에 작용하는 힘 및 그에 의한 운동 해석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존의 실험적, 수치해석적 연구 결과들과 비교

함으로써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허용 가능한 전산부하 범위 내에서 2상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SPH-DEM 간 단방향 커플링을 통한 원시모델을 개발하였다.  

DEM 입자에 적용되는 항력을 SPH의 커널근사법을 통해 구현하여 침강분리

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입도 분리공정을 모사하였으며 유체 흐름 및 분리기 

내부에서 고체 입자들의 거동을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국지평균법

에 의한 다상유동 지배방정식에서 출발, 2상류 모사를 위한 SPH 확장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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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SPH와 DEM간 완전 결합모델을 구현하였다. 고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프로펠러형 교반기를 이용한 교반응집 과정에 대한 전산해

석을 실시, 단위 공정 설계를 위한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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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경 이 론 

 

2.1. Fundamental SPH Theory 

 

SPH 알고리즘에서 유체 거동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용 지배방정식을 도

출하는 과정은 에 대한 어떤 함수 ()를 적분형태로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 =   ′ −  ′ ′
Ω

                                   (2 − 1) 

 δ는 Dirac 델타 함수, 는 어떤 점 를 포함하는 적분 영역을 나타내며 ′가 영역 에 대한 체적적분을 위한 변수가 된다. 식 (2-1)은 trivial identity로 

함수 ()가  내에서 정의되어 있고 연속일 경우 항상 성립한다. 델타 함수 를 다른 어떤 근사함수 로 대체시킬 경우 식 (2-1)은 아래와 같이 변형되

어 표현될 수 있다. 

 

() ≅ 〈()〉 =   ′ −  ′ ′
Ω

                    (2 − 2) 

 〈()〉는 ()의 근사함수이다. 식 (2-2)와 같은 근사가 합리적이기 위해

서 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먼저 전체 영역에서  함수를 적

분한 값은 1이 되어야 한다. 

 

  −  ′ ′ = 1
Ω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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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는 델타함수의 근사함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컴팩트한 영역 내에

서만 유효한 값을 가져야 한다. 

  −  ′ = 0     −  ′ ≥ ℎ                                     (2 − 4) 

  ℎ는 유체입자들의 초기 간격, 혹은 입자간의 평균 거리이며 는 계수이

다. ℎ는 함수 가 유효한 값을 가지는 범위를 나타낸다. SPH에서의 수치해

석에 있어서 ℎ가 가지는 물리적 의미는, 연속체인 유체를 이산화한 유체 입

자의 집합체로 표현했을 때, 단일 시간스텝동안 입자 상호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는   함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ℎ 에 의해 정의되는 공간 영역을 support 

domain이라고 지칭한다. 

함수 는 유효 영역 내에서 입자간의 거리에 따라 상호 영향을 끼치는 

강도를 결정하는 가중 함수(weighting function)이다(Fig. 2-1). 두 입자의 공간적 

거리의 증가에 따라 입자 상호간에 끼치는 영향의 강도는 감소한다. 따라서 ( − )는  두 입자간 거리 |  − |가 증가함에 따라 단조감소하여 |  − | =  ℎ에서 0이 된다. 일반적으로 SPH에서는 Gaussian 함수에 가까운 

3차 이상의 다항함수가 로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는 

cubic spline 함수 형태로 다음과 같다. 

 

() =  ⎩⎪⎨
⎪⎧   1 − 32  + 34                0 ≤  < 114 (2 − )                       1 ≤  < 20                                      ≥ 0                                (2 − 5) 

 

여기서  는 중심에서의 거리를 입자간 평균거리 ℎ 에 대해 무차원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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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 /ℎ )이다. 계수  는 기하조건에 의해 유효거리 0 <  < 2ℎ  에서의 

적분값이 1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2차원에서 10/(7ℎ), 3차

원에서 1/(ℎ)가 된다. cubic spline 함수의 경우 는 2가 된다. 

일반적으로 전산유체해석모델에서 수치해석적 안정성은 작용 함수의 2차

미분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ubic spline 함수의 경우 2차 

미분항이 연속함수이지만 미분가능은 아니며 따라서 높은 차수의 spline 함수

를 사용할 경우 보다 수치해석적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이에 Morris 등(1997)은 Gaussian에 보다 가까운 quintic spline 함수를 제안

하였다. 

 

() =  ⎩⎨
⎧(3 − ) − 6(2 − ) + 15(1 − )        0 ≤  < 1(3 − ) − 6(2 − )                                  1 ≤  < 2(3 − )                                                         2 ≤  < 3  0                                                                       ≥ 3                       (2 − 6) 

  

Quintic spline 함수에서 계수 는 기하적 조건에 의해 2차원에서 7/(478ℎ), 그리고 3차원에서 3/(359ℎ)가 된다.  

고차의 spline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 수반되는 장점은 (1) 커널 적분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2) 2차 미분항이 연속이며 미

분가능 함수가 되어 결과가 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고차 spline 

함수 사용시 상호 영향관계에 있는 입자 쌍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져 연산

소요시간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이하의 흐름 

문제에 대해서는 quintic spline 함수를, 3차원 흐름 문제에 대해서는 cubic 

spline 함수를 적용하였다. 

  



 

Fig. 2-1. Schematic view of the weighting function

particle  and  within the range of support domain 

 

 

- 15 - 

Schematic view of the weighting function : Intensity of interaction between 

within the range of support domain ℎ is determined by the 

  

 

ntensity of interaction between 

is determined by th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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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에서 전체의 시스템은 유한개의 유체 입자로 표현되어 나타낸다.  

따라서 연산을 위해 식 (2-2)의 적분형태의 함수를 다시 유한개의 점에 대한 

함수의 합의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   ′ −  ′ ′  

≅  ( −  )∆                                    (2 − 7) 

=  ( −  )                                                      
  는 이산화되어 표현되는 질점(유체입자)의 인덱스이다.   입자는 고정 

질량 를 운반하며 밀도   를 가진다. 이때  입자가 영역에서 차지하는 부

피 ∆는 /가 된다.  입자에서의 근사함수 〈()〉는 

 〈()〉 =  ( −  )                              (2 − 8) 

   

가 된다. 우변의 시그마 항은 ( − )가 유효한 값을 갖게 하는 모든  입

자들을 포함한다. 

유체지배방정식을 수치해석적 이산방정식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도함

수에 대해서도 근사함수 형태의 표현이 필요하다. 식 (2-2)에 의해 도함수 ′()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 〈′()〉 =  ′(′) −  ′ ′                             (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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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2 − 10) 

 

이때 우변의 첫번째 적분항은 support domain 의 표면 를 따라  ′( − )를 면적분한 값이 된다. 여기서 식 (2-4)의 컴팩트 조건을 고려

할 때 support domain을 따른 표면 위의 모든 점에서  −  ′는 0이 되며 

따라서 우변의 첫번째 항은 0이 되어 소거된다. 

 

〈′()〉 = −  (′)  −  ′ ′  ′                                   (2 − 11) 

 

또는 

 

〈′()〉 =  (′)  −  ′  ′ =   ′ ′ −  ′ ′              (2 − 12) 

 

이 된다. 식 (2-7)과 같이 적분함수를 유한점에 대한 합의 형태로 나타내면 

입자 에서의 도함수  ′()는 

  ′() ≅    ′ − ∆ 

=    ′ −                                  (2 − 13) 

 

가 된다. 식 (2-13)을 이용하여 함수 ()의 도함수 ′()를 와 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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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에 대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는 알려진 다항함수로 도함수 ′

를 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근사과정을 통해 SPH에서 모든 도함수는 계

산 가능한 형태로 변환된다. 

 

2.1.1. 질량 보존 

유체의 질량 보존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 − ∙ ⃗                                                  (2 − 14) 

 

여기서 우변항의  ∙ ⃗  부분을 식 (2-13)을 이용하여 전개하면 입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2 − 15) 

 

여기서 는 직교좌표계에서의 축 인덱스이며  = ⃗ |⃗ |   이다. 식 (2-

15)를 입자간 상대속도에 대해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의 성질을 이용한

다. 

 1 =  
 = 0⃗                                           (2 − 16) 

 ⃗ 와 1를 내적하면  ⃗  (1) =    ⃗ 
 = 0                            (2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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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식 (2-15)의 우변과 식 (2-17)을 더하면 질량 보존 방정식은 아래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 
                                             (2 − 18) 

 

2.1.2. 운동량 보존: 압력항의 계산 

체적력이 작용하지 않는 비점성유체의 경우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압력

항에 의해 결정되며 아래와 같다. 

 ⃗ = − 1                                                     (2 − 19)  
 식 (2-13)에 의해 입자 의 속도의 변화율은  

 

⃗   = − 1   
                                   (2 − 20) 

 

이 되고  

  (1) =  
  = 0⃗                                 (2 − 21) 

 

를 식 (2-20)의 양변에서 빼면 

 

⃗   = −    + 
                                 (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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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보다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형태의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아래의 

identity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1  =   +                                   (2 − 23) 
 

양변에 -1을 곱한 후 우변을 근사식으로 전개하면 

 − 1  = −   
 −    

            (2 − 24) 
 

즉 

 

⃗   = −  (  + )
                       (2 − 25) 

 

가 된다. 식 (2-22) 과 식 (2-25) 모두 대칭성 및 작용-반작용 법칙을 만

족시킨다. 일반적으로 식 (2-22)보다는 식 (2-25)의 형태가 더 널리 사용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식 (2-25)를 이용해 운동량 보존에서의 압력 항을 도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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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운동량 보존: 점성항 

대부분의 SPH 연구에서는 Navier-Stokes 방정식에서 유체의 점성력을 표

현하기 위해 가상의 점성 항을 사용한다. 식 (2-25)에서 우변에 가상의 점성

항을 추가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  (  +  +  )
                (2 − 26) 

 

여기서 가상 점성항   은 

 

 =  − +                          ⃗ ∙ ⃗ < 0            0                                        ⃗ ∙ ⃗ > 0                (2 − 27) 
  ,  는 계수이며 일반적으로 약 1 근처의 값으로 설정된다(Monaghan, 

1988; Evrard, 1988). 는 유체 내에서의 음속이며 는 입자 와 의 산술평균

밀도이다.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ℎ⃗ ∙ ⃗|⃗ | + 0.01ℎ                                                 (2 − 28)  0.01ℎ는 입자가 무한히 가까워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이점(singularity) 

및 수치해석적 발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체에 작용하는 체적력을 고려한 

운동량보존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 −  (  +  +  )
 + (⃗)                  (2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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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중력가속도이다. 

점성을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론으로 Morris 등(1997)에 의해 제안된 

viscous diffusio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Monaghan(1994)은 열전도의 모델링

을 위해 SPH 근사법을 적용하였으며 Morris 등(1997)은 유체 점성력에 대해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 ( ∙  )⃗  =   + ⃗    1                (2 − 30) 
 

이 경우 운동량보존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 −     + 
                                        

+   + (⃗  )  1   + (⃗)                 (2 − 31) 
 

식 (2-29)을 사용할 경우 시스템 내의 각운동량이 정확하게 보존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상의 점성 항을 사용함으로써 역학적 신뢰도가 떨어

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식 (2-31)을 사용하는 경우 선형 운동량은 계 내부에서 

정확히 보존되나 각운동량은 근사적으로만 보존된다는 단점이 있다(Morris et 

al., 1997). 각운동량의 보존은 상대적으로 높은 레이놀즈 유동 영역으로 갈수

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며 반면 점성 지배적인 유동의 경우 식 (2-31)을 사용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사하고자 하는 유동의 특

성에 따라 식 (2-29)와 식 (2-31)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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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수치해석적 안정성 

Explicit 시간적분법의 경우 연산의 해석 영역과 이동 속도간의 관계 간

의 제약으로 인하여 시간 스텝은 일정 이하로 제한되며 Courant-Friedrichs-

Lewy(CFL)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SPH에서 경험적으로 CFL 조건을 이용해 

결정된 값보다 더 큰 시간 스텝 값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경우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각 스텝당 2회씩 계산하여야 하며 연산 비용

이 증가하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u and Liu, 2003). 

SPH 해석에서 CFL 조건에 의해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 <  ℎ                                                         (2 − 32) 
 는 유체 내에서의 음속이다. 또한 입자의 최대가속 및 viscous diffusion

에 대해서도 추가로 아래의 안정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ℎ                                                (2 − 33) 
     ∆ <  ℎ                                                                (2 − 34) 

      는 입자 에 작용하는 최대가속도이다.  

계수 ,  ,   은 시간적분법 및 적용 커널 등에 따라 경험적으로 결정

되며 Monaghan(1992)에 의해  = 0.4,  = 0.25, 그리고 Morris 등(1997)에 의

해  = 0.125가 제안되어 일반적으로 안정성 조건 검증을 위해 사용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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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경계 조건의 설정 

SPH에서 고체경계면 처리는 결과에 있어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PH에서의 경계 조건 설정을 위해서 가상 입자(virtual 

particle)를 사용하는데 그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Fig. 2-2 (a)와 같이 경계면 근처에 다수의 가상 입자군을 설정

하고 이들의 속도를 0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이며, 이는 벽면이 정지해 있을 

때에만 점착조건 설정을 위해 적용 가능하다. 이 방식은 적용이 단순하고 연

산 부하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경우 경계층의 두께가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어 역학적 해석에 있어서 부정확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 입자가 

벽면을 관통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Fig. 2-2 (b)와 같이 가상입자를 경계면 위에 설정하고 이 입자

들에 대해 근접한 실제 유체 입자들이 가상의 척력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Lennard-Jones 포텐셜을 이용한 척력의 형태가 사용된다. 이 방식

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입자의 벽면 관통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점성 유동의 경우 경계면에서의 점착조건을 만족시키

지 못하며, 입자 위치에 따른 척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상수들을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역학적 해석 시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벽면 근처에서 커널 적분의 대칭성을 만족시키지 

못해 실존하지 않는 벽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보정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는 Fig. 2-2 (c)와 같이 미러 이미지 형태의 가상 입자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경계면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입자에 대해 경계면에 대칭되게 

가상의 입자를 설정한다. 이 입자들은 대응되는 입자와 동일한 밀도 값을 가

지며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의 속도 −⃗ 를 가진다. 이 방식은 경계면에서의 점

착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입자의 벽면 관통 및 경계 효과를 방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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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벽면의 기하 조건이 불규칙하거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경우, 대응되는 미러 이미지의 생성이 매우 어려워지며 또한 코너에

서의 미러 이미지 생성이 어려워 와도(vorticity)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keda 등(1994)과 Morris 등(1997)이 사용한 방법과 유사

한 방식으로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Fig. 2-2 (d)). 경계면에서 유체 영역과 반

대 방향으로, support domain의 거리에 가상 입자들을 배열하였으며 이는 커널 

적분 시 경계면에서 누락되는 영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가상 입자들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며 어떤 유체 입자와 서로

의 support domain 내에 있을 경우 가상입자의 속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해 준

다. 

 ⃗ = ⃗ +  (⃗ − ⃗ )       (2-35) 
 

여기서 ⃗ 은 경계면의 속도이며 경계면이 정지한 경우 0이 된다. ⃗ , ⃗  

은 각각 가상 입자와 실제 유체입자의 속도 벡터이며  , 는 각각 벽면으

로부터 가상 입자 및 실제 유체입자까지의 거리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interpolation 시 벽면에서의 유체 속도를 ⃗ 가 되게 하여 점착조건을 만족시

키면서도 매 스텝 가상입자의 위치 설정에 따른 연산 부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기존의 미러 이미지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기하 조

건에 대해서도 경계조건의 설정이 가능하며 하나의 가상 입자가 다수의 실제 

유체입자와 대응될 경우 대응되는 입자에 따라 가상 입자의 속도를 유동적으

로 설정해 줌으로써, 점착 조건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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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2. Various types of virtual particles for wall boundary condition: 

particle type (b) repulsiv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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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Various types of virtual particles for wall boundary condition: 

particle type (b) repulsive type (c) mirror-image type, and (d) in this work      

 

 

 

Various types of virtual particles for wall boundary condition: (a) stag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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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상태방정식 

대부분의 전산 유체 모델에서 대상 유체가 물인 경우, 유체 흐름의 벌크 

속력이 음속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완전 비압축성을 가정한다. 

반면 SPH에서는 Lagrangian 기술방식의 특성상 입자의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한 밀도의 변화를 허용한다. 일

반적으로 SPH에서는 유체에 관계없이 입자에서의 압력을 결정하기 위한 상

태방정식으로 Tait 식에 근거하는 아래의 상태 방정식이 사용된다. 

  = 7 ( ) − 1                                     (2 − 36) 

 

여기서 는 유체 압력이며 는 기준밀도로 물의 경우  = 1,000 kg/m
이다. 는 유체 입자의 밀도이며 co는  = 의 경우에 매질 내에서의 음속이

다. /에 적용된 7승은 미세한 밀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큰 압력 

항을 생성해냄으로써 전체 유동을 약압축성(weakly compressible)으로 해석하

게 유도하며(Fig. 2-3) 이는 SPH의 상태방정식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우

변의 −1 항은 자유표면 근처에서 압력의 비등방성에 의해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 항이다.  

  



 

 

Fig. 2-3. Weakly compressible characteristics of SPH: 

change in density and resultant change in density is slight

 
 

- 29 - 

Weakly compressible characteristics of SPH: Pressure force stiffly resists 

change in density and resultant change in density is slight. 

  

 
ressure force stiffly resist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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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EM Theory 

 

2.2.1. DEM 개요 

DEM에서 입자의 운동에 대한 모사는 Newton의 제 2 운동법칙에서 출발

한다. 시간 에서 고체 입자의 위치를 ()로 표현할 때 입자의 속도 ()는 

 () =  ()                                                          (2 − 37) 

 

가속도 () 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로 

 () =  ()                                                   (2 − 38)  
와 같이 표현된다. 매 시간스텝마다 모든 입자에 대해 작용하는 힘 벡터 ⃗를 

계산하고 Newton 의 제 2 운동법칙에 의거, 각 입자가 갖는 가속도 ⃗를 

 

⃗ = ⃗                                                         (2 − 39) 

      

로 계산한다(: 입자의 질량). 이후 운동방정식을 적분하여 다음 시간스텝에

서의 입자의 위치 벡터 ⃗ 및 속도 벡터 ⃗ 를 결정한다. 

 ⃗ = ⃗ + ⃗∆                                                    (2 − 40) ⃗ = ⃗ + ⃗ ∆                                                    (2 − 41) 
 

위의 적분법은 Euler 법으로 order of accuracy가 1차로 비효율적이다. 시간

적분을 위해 Runge-Kutta, predictor-corrector, leap-frog 등 보다 높은 정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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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중 

leapfrog 적분법의 경우 2개의 시간스텝 데이터를 이용해 2차의 order of 

accuracy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며, 다수의 질점을 사용하는 경우 메모리 

문제로 인한 연산 부하를 크게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어 DEM 및 SPH 연구에

서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 ⃗                                                        (2 − 42) 
⃗  = ⃗  + 12 (⃗ + ⃗)∆                                   (2 − 43) 
⃗ = ⃗ + ⃗ ∆ + 12 ⃗∆                                    (2 − 44) 

     

여기서 는 시간스텝 인덱스이다. 위 식에 의거,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 1 시점의 속도 및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운동방정식의 해석은 식 (2-42)의 가속도 계산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입자  에 작용하는 힘 ⃗를 결정해야 한다 입

자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작용기작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 힘의 합력으로 표현

된다. 고-액 2상류 유동에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 = ⃗ + ⃗ + ⃗                                                (2 − 45)      
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충돌힘, ⃗는 고체-액체간 상호작용에 의한 힘

이며 ⃗는 유체 내부, 혹은 외부에서 입자가 받는 중력이다. 

DEM에 의한 입자거동 모사는 입자에 작용하는 이러한 힘들의 합력을 

계산하고 Newton 의 제 2 운동법칙(⃗ = ⃗)에 의거하여 가속도, 속도, 변위

를 차례로 계산하여 최종적인 입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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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2.2.  충돌힘(contact force) 

입자-입자간의 충돌, 혹은 입자-벽간의 충돌을 표현하는 DEM의 방식은 

크게 Hertz(1882)의 완전탄성 충돌모델에 기초한 JKR(Johnson, Kendall, Roberts) 

모델(Johnson et al., 1971)과 Mishra 등(2004)에 의해 선형화된 linear spring 모델

로 분류할 수 있다. 많은 연구 결과 Hertz 모델과 linear spring 모델의 적용 시 

결과적 입자 거동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많은 DEM 모델에서는 보다 단순한 형태인 linear spring 모델을 사용하고 있

다. 

입자-입자간, 혹은 입자-벽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입자는 충돌 지점으

로부터 힘을 받게 된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이 입자는 접촉점으로부

터 힘 벡터의 방향으로 병진가속도를 받으며 동시에 회전운동의 구동력이 되

는 각가속도를 받게 된다. 접촉점에 작용되는 힘은 각 입자에 대해 같은 크

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 접촉점 근처에서는 충돌 변형 후 완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에 의해 고체 입자는 충돌 도중 점탄성체의 특성을 띠

게 된다. 고체 충돌의 이러한 특성을 DEM linear spring 모델에서는 Kelvin-

Voight의 점탄성 모델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Kelvin-Voight 모델에서 충돌의 점

탄성은 spring-dashpot의 병렬 연결 모델로 표현된다. 입자간 충돌 힘은 Fig. 2-

4에 표시한 바와 같이 수직 방향과 전단 방향의 컴포넌트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 분리된 spring-dashpot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Fig. 2-5) (이훈, 2008). 이 때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충돌힘 ⃗ 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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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 − 46)  
여기서 은 적용된 스프링의 수직강성계수이며, 은 입자-입자간 혹은 

입자-벽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입자 변위의 수직방향 성분을, ⃗ 은 두 

입자 간 수직방향 단위 벡터를 각각 의미한다. 또한 은 수직방향의 완충계

수를, ⃗ 은 입자간 상대속도의 수직 성분을 의미한다.  

수직 방향의 충돌힘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단 방향의 충돌힘 ⃗ 는 전단 

강성계수 와 상대 변위의 전단 방향 성분 및 전단방향 단위벡터 ⃗(), 전

단방향 완충계수  , 그리고 상대 속도의 전단 방향 성분 ⃗ 을 이용해 표현

할 수 있다.  

 ⃗ = ()⃗() + ⃗ ()                              (2 − 47) 

 

전단방향의 힘에서는 마찰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 가 최대 정

지 마찰력 ||⃗ (: Coulomb 정지 마찰 계수)보다 큰 경우 접촉점에서는 전단 

방향의 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난다. 최종적으로 입자에 작용되는 충돌 전단힘 ⃗ 
은 아래와 같다. 

 ⃗  =   (⃗ , ||⃗ )                                 (2 − 48) 
 

강성계수  ,  및 완충계수  ,  는 물질 특성 함수이다. Misra and 

Cheung(1999)은 수직강성계수를 포아송 비와 영률의 함수로 아래와 같이 나

타내었다. 

  = 0.094                                           (2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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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2 + 1 − 2                                            (2 − 50) 1 = 12 + 12                                                      (2 − 51) 
 ,  및 , 는 충돌하는 두 입자의 포아송 비와 영률(/)이며  

과  는 이들의 반경이다. 완충계수의 경우 복원계수  와 두 입자의 질량  ,  를 이용한 정규질량(normalized mass)  에 의해 결정된다(Ting and 

Corkum, 1992). 

 
 

 = −2    + (  )                                   (2 − 52) 

1 = 12 + 12                                                    (2 − 53) 

 



 

Fig. 2-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article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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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article collision 

 

  

 



 

Fig. 2-5. Application of Kelvin

tangenti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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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 Application of Kelvin-Voigt visco-elastic model to (a) normal force and (b) 

 

elastic model to (a) normal force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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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고체-액체간 상호작용힘 

 

고체 입자가 유체 내에 있을 때 유체 흐름과 고체 입자의 운동은 상호간

에 영향을 끼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힘이 발생한다. 이러한 

힘들은 그 근원 및 작용형태에 따라 항력, 압력구배힘, 가상질량힘, 양력 등

으로 분류된다. 

압력구배힘(pressure gradient force) 은 고체 표면을 따른 압력의 차이에 의

해 발생하는 힘이다. Anderson and Jackson(1967)은 중력 방향의 1차원 흐름 문

제에서 압력구배 /가 0이 아닌 경우 그에 의해 유체 내 고체 입자가 받

는 압력구배힘을 유체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음을 보

였다. 

 = −  =   +                              (2 − 54) 
 는 고체 입자의 부피, 는 유체의 밀도이며 는 유체 속도이다. 위 식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압력구배힘은 정수압 분포에 의한 부력과 함께 속도 

분포에 따른 동압(dynamic pressure)분포에 의한 힘을 포함한다. 

부가질량에 의한 힘(added mass force)은 유체 내부에서 고체가 가속 운동

을 할 때 받는 힘이다. 이 경우 점착 조건에 의해 인접한 유체들에 대해서도 

가속도 운동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운동에서 물체에 질량이 부

가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 때의 늘어난 질량에 의한 효과를 부가질

량 효과라 칭한다(Fig. 2-6 (a)).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 내부에서 구형 입자에 

작용하는 부가질량에 의한 힘을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Crowe et al., 

1998). 

  = 2  −                                       (2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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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어진 조건 하에서 부가질량힘은 유체의 밀도  , 고체 입자의 부피 및 유체/고체의 상대가속 / − /에 비례한다. 

입자에 작용하는 양력(lift force)은 크게 Saffman lift force와 Magnus lift 

force 로 분류할 수 있다. Saffman lift force는 전단 흐름 내부에서 입자 주위를 

흐르는 유체속도가 분포를 가지게 되면서 관성에 의해 입자가 받게 되는 양

력으로(Fig. 2-6 (b)) 공기역학적 힘과는 구별된다. 구형 입자가 받는 전단 양력

에 대해서는 Saffman(1965, 1968)이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 ) = 1.615/|⃗ |⃗ − ⃗  × ⃗                            (2 − 56) 
  는 유체 동점성이며 ⃗ 는 고체 입자 중심점에서 유체 흐름의 와도

(vorticity)이다. 

Magnus lift force는 점성유체 내부에서 고체 입자의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이다(Fig. 2-6 (c)). 회전하는 고체 표면에서의 점착조건에 의해서 고체 주

변으로는 회전하는 흐름이 유도된다. 고체 입자가 유체 내에서 일정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을 경우 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고체의 양쪽 경계면에서는 

회전에 의해 흐름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고체의 양쪽 경계면에서 공

기역학적 압력의 비대칭성을 발생시키고 이에 의해 회전하며 이동하는 고체

입자는 이동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양력을 받는다. 

유체 내부에서 고체 입자가 받는 힘은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

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특성상 항력을 제외한 이러한 힘들이 

고체의 운동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유체 내부에서 입자에 대한 별도의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가질량 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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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nant flow가 아닌 경우 Saffman lift force의 영향은 미미하며 액체 흐름 내

부에서 고체 입자의 회전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Magnus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고-액 2상류의 경우에 액체 내부에서 고체 입자가 

받는 힘을 정압구배에 의한 부력과 점착 조건에 의한 항력(Fig. 2-6 (d))만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다. 

유체 흐름 내에서 구형의 단일 입자가 운동하는 경우 고체 입자가 받는 

항력은 Newton 방정식에 의해 아래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 

 ⃗ =  8 ⃗  − ⃗ (⃗  − ⃗ )                          (2 − 57) 
  는 항력계수이며 일반적으로 레이놀즈 수와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내

는 경험식을 이용해 결정된다. 구형 입자에 대한 항력 계수 모델은 고안한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슷한 범위에서의 값을 가진다. 1 <  < 1,000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경험식들을 Table 2-1에 

열거하였다. 

다수의 입자가 관여하는 particulate system의 경우 2상간의 상호작용력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주변 입자들이 존재함으로써 유체가 흐를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유체 속도 분포가 입자 사이에서 보다 급격

해지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다수 입자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에서 항력의 결

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첫번째로 실험 데이터에 의한 경험식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때 입자층

을 지나는 유동에서의 압력강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Ergun 식이 항력 결정

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충전층(packed bed)을 지나는 덕트 유동에 대해 마찰

계수는 그 정의에 의해 압력강하와 다음의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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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odels frequently used within the range of 1 <  < 1,000 

Model References 

  = 24 (1 + 0.15. ) Schiller − Neumann (1933) 

  = 24 + 2 Rubey (1933) 

 = 0.63 + 4.8/ Dallavalle (1948) 

  = 18.5. Lapple (1951) 

  = 24 1 + 316 /
 Olson (1961) 

 

 

 

 

  



 

Fig. 2-6. Various types of fluid force on 

Saffman lift force (c) Magnus lif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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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 Various types of fluid force on a solid particle: (a) virtual mass force (

) Magnus lift force and (d) drag force 

) virtual mass forc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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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 58) 
  는 층을 지나는 흐름의 피상속도(superficial velocity, 입자가 없을 때의 

평균속도)이며, 는 충전층의 공극률, 즉 전체 층의 부피에서 유체가 흐를 수 

있는 영역의 비율이며 는 유체의 밀도이다. 는 충전층 구성 입자들의 등

가직경(equivalent diameter)으로, 층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입도가 균일하지 않

고 분포를 가질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6/                                              (2 − 59) 
 는 입자 층의 표면적, 는 입자 층의 부피이다. Ergun(1952)은 실험데

이터를 이용해서 압력강하와 레이놀즈 수 간에 아래와 같은 경험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 150(1 − ) + 1.75                                         (2 − 60) 
 =                                                              (2 − 61) 

 

두번째로는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에 근거하여 항력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유체 해석을 위해 아래와 같은 Local Averaged Navier-Stokes 식이 사용된다. 

  +  ∙ (⃗ ) = 0                                                            (2 − 62)  ⃗ +  ∙ ( ⃗ ⃗ ) = − −  +  ∙ ( )                            (2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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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항력이며 식 (2-57)에 의해 결정된다. 위 식은 유체 지배방

정식 내부에 고체 입자에 의한 영향이 공극률  와  로 표현되어, 전통적 

CFD 기법에서 2 상간의 상호작용을 모사하는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CFD 에서 이 관계를 활용할 때에 셀 내부에서 작용되는 다수의 고체 입자에 

의한 영향이 고체 입자 크기의 수 10배에 달하는 셀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

된다고 가정하는 과정을 피할 수 없어, 제한된 경우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가 유체에 의해 받는 항력의 계산을 위해 다양한 방

식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미시적 해석에서는 고체 표면의 국소 영역에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하고 이들의 합력을 구하여 항력을 계산하였으며 거시

적인 운동 해석 모델에서는 Local Averaged Navier-Stokes에서 출발, 2상 유동 

해석을 위한 SPH 지배방정식의 formulat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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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체흐름 모사를 위한 SPH 모듈 개발 

 

고-액 2상류 결합모델의 개발을 위한 1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2-1절에서 

기술한 일반적인 SPH 근사법을 기반으로 하여 유체 흐름 모사를 위한 in-

house 코드를 개발하였다. 모든 알고리즘은 Fortran 90 기반 코드로 작성되었

으며 컴파일러로 Intel Fortran Compiler for Linux 10.1이 사용되었다. 질량 보존

과 운동량 보존을 위한 지배방정식으로 식 (2-18)과 식 (2-31)이 각각 사용되

었으며, 시간적분은 leap-frog 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산부의 알고리즘을 Fig. 3-1에 나타내었다. 매 루프의 시작점에서 입자

들간의 거리를 계산, 상호간의 지지 영역(support domain) 내에 있는 입자 쌍

을 검색한다. 이후 식 (2-36)에 의해 각 입자들에서의 압력을 계산한 후 식 

(2-18)의 질량 보존 방정식을 이용하여 개별 입자들의 밀도 변화율을 계산한

다. 이후 식 (2-31)을 이용하여 모든 입자들의 속도의 변화율을 계산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 시간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밀도와 속도의 변화율 정보가 

모두 획득되면 이를 이용해 다음 시간스텝에서의 밀도를 계산하고 속도, 변

위 및 다음 시간스텝에서의 위치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모든 변수의 시간적분을 위해 제1스텝에는 explicit Euler 법이, 이후의 모

든 스텝에서는 leap-frog 법이 적용되었다. 먼저 초기조건에 의해  = ∆/2에

서의 속도벡터 ⃗ ∆/ , 밀도 ∆/  및  = ∆에서의 위치벡터 ⃗∆를 아래와 같

이 구한다. 

 

⃗ ∆/ = ⃗  + ∆2 ⃗                                             (3 − 1) 
∆/ =  + ∆2                                              (3 − 2) ⃗∆ = ⃗ + ⃗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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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시간스텝을 풀기 전 먼저 ⃗ ∆ 및 ∆를 explicit Euler를 이용해 임시

로 구한다. 이 값은 시간적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량 보존 및 운동량 보존

의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 ∆ 에서의 속도 및 밀도의 변화율 ⃗ ∆
과

  ∆
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에서의 변화율 값이 결정되면 이를 이용

해  = ∆ + ∆/2에서의 ⃗  및 를 구한다. 

 

⃗ ∆∆/ = ⃗ ∆/ + ∆ ⃗ ∆                                            (3 − 4) 

∆∆/ = ∆/ + ∆2  ∆                                            (3 − 5) 

 

그리고 ⃗ ∆∆/를 이용,  = ∆ + ∆ 에서의 ⃗ 를 구한다. 

 ⃗∆∆ = ⃗∆ + ⃗ ∆∆/∆                                           (3 − 6) 

 

이후 같은 과정으로 루프를 반복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변수 정

보를 획득하였다. 일반화된 식은 아래와 같다. 

 

⃗ ∆/ = ⃗ ∆/ + ∆ ⃗                                         (3 − 7) 

∆/ = ∆/ + ∆2                                             (3 − 8) ⃗∆ = ⃗ + ⃗ ∆/∆                                                      (3 − 9) 

 

본 연구에서는 in-house 코드를 통해 구현된 알고리즘이 실제 유체 흐름

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Navier-Stokes 방정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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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엄밀해가 존재하는 특수 유동들에 대해 먼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수학

적 엄밀해와 SPH 시뮬레이션에 의한 수치해석 해를 비교,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3-1. Algorithm of SPH code developed i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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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판형 Couette/Poiseuille 흐름의 모사: 1차원 흐름 

  

첫번째 단계로 1차원 유동인 판형 Couette 흐름 및 Poiseuille 을 모사하였

다. Couette 흐름과 Poiseuille 흐름에 대한 개략도를 Fig. 3-2에 나타내었다. 판

형 Couette 흐름은 점성 유동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하나이다. 두 개의 무한 

평판이  방향으로 의 간격을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두 판 사이는 초기 정

지상태의 유체로 채워져 있다.  = 0에서 상부(  =  )의 평판은 () =  의 

속도로 움직이며 전단력에 의해 유속은 상부에서부터 발달하여 시간이 흐른 

뒤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Poiseuille 흐름은 일정한 단면을 가지며 무한히 이어지는 도관을 따라 흐

르는 점성유동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판형 Poiseuille 흐름의 경우  의 간격을 두고 위치한 두 개의 무한 평판 사이를 채우고 있는 유체는 초

기 정지상태이다.  = 0에서 축 방향으로 의 균일한 외부 가속이 작용하며 

이에 의해 흐름이 발달하게 된다. 상하부의 판에서 속도는 점착조건에 의해 

0이 되며 유속은 점차 발달하여 중앙부에서 최대가 된다.  

Morris 등(1997)은 낮은 레이놀즈 수( = 1.25 × 10)의 Couette 흐름 및 

Poiseuille 흐름에 대해 SPH를 이용한 모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자원처리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흐름의 경우 이와 같은 Stokes 영역의 

유동은 거의 쓰이지 않으며 레이놀즈 수 10~10  의 범위의 유동이 일반적

으로 사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평판의 간격을  = 10 m 로 설정하

고, 각각의 경우에 최고속력을 10 m/s 로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레이놀즈 

수가 10이 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을 Table 3-1에 나타내었다. 운동량 

보존 연산을 위해서는 식 (2-31)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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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2. Schematic view of (a) planar Couette flow and (b) planar Poiseuille flow 

 

Table 3-1. Condition used for simulating Couette and Poiseuille flows 

 Couette Flow Poiseuille Flow Unit   10 10 m   10  m/s    8 × 10 m/s2 ∆  5 × 10 5 × 10 s 

  2 × 10  2 ×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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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ette 유동 및 Poiseuille 유동의 경우 모두 이상적 흐름으로 무한 평판 

사이의 흐름을 가정하고 있다. SPH 모델링에서 이러한 무한 평판 가정을 만

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x 축 방향으로 31 열로 유체 입자들을 배열하

고 중심라인의 입자들에 대해서만 SPH 연산을 실시, 유속 및 압력 분포를 

구한 후 이를 다른 라인의 지점들에 확장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실제

로 무한 평판의 가정에 의해 모든 유체 함수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x 축 방향

으로 변화율이 0이며 따라서 중심열에서 구한 함수 값들은 그대로 모든 열에 

확장 적용되었다(Fig. 3-3).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를 Fig. 3-4에 도시하였다. 초기 정지 상태에 있던 

유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속도 분포가 발달, 약 1 초 후 정상상태에 도달

하였다. 두 경우 모두  = 0.3 까지 속도 분포의 발달이 매우 급격하게 진행

되다가 이후 발달 속도가 차츰 더뎌지며 서서히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uette 흐름 및 Poiseuille 흐름의 경우 문제의 정의에서 무한평판을 가정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avier-Stokes 방정식에서 /  성분을 제외한 모든 

속도 성분은 제거되어, 결과적으로 시간에 따른 유속 분포에 대해 수학적 엄

밀해를 구할 수 있다. Couette 흐름의 경우 transient solution은 아래와 같은 

series 형태로 나타난다. 

 

(, ) =   +  2 (−1)      (− 
 )               (3 − 10) 

 는 유체의 동점성계수(coefficient of kinetic viscosity)이다. Poiseuille 흐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eries 형태의 transient solution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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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 ) 

                 +  4(2 + 1)   (2 + 1)   (− (2 + 1)
 )        (3 − 11) 

 

시간에 따른 유속의 분포에 대해서, SPH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값을 식 

(3-10), (3-11)에 의한 수학적 엄밀해와 비교한 결과, Couette 흐름과 Poiseuille 

흐름의 두 경우 모두에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Fig. 3-4).  = 0.1 에서 SPH에 의해 구해진 속도 분포 해를 수학적 엄밀해

와 Root Mean Square 법을 이용해 비교했을 때 Couette 흐름의 경우 1 % 이내, 

Poiseuille 흐름의 경우 0.75 % 이내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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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Numerical presentation of infinite plate assumption;  / = 0  for al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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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4. Comparison between SPH simulation result and exact solution: (a) planar 

Couette flow and (b) planar Poiseuill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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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전하는 두 실린더 사이의 흐름: 2차원 흐름 

 

엄밀해가 존재하는 2차원 유동의 일례로 회전하는 두 개의 원통형 실린

더 사이의 흐름을 들 수 있다. 문제에 대한 개념도를 Fig. 3-5에 도시하였다. 

축 방향으로 무한히 긴 두 개의 원통형 실린더 사이에 초기 정지 상태의 유

체가 채워져 있다. 내부 실린더와 외부 실린더는 각각 ,   의 반경을 가지

며 각 각속도  와  로 각각 회전한다. 주어진 문제는 원통형 좌표계에서 

두 원통 사이에 적용된 Couette 흐름의 일종으로, 정상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0 = 1  +                                             (3 − 12) 

  

위 식은 실린더 좌표계에 대한 Navier-Stokes 식에서 2차원 유동의 가정

하에 유도된 것으로 전단력의 평형상태를 의미한다. 등방성의 원통형 흐름으

로 속도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에 관한 함수이다. 정상상태에서 탄젠셜 방

향의 속도 분포 ()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  −  − ( − )            (3 − 13) 

 

전산 모사는 3 초간 실시되었다. 결과를 Fig. 3-6에 도시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속은 양쪽 실린더 경계면에서부터 발달하여 점차 내부로 퍼져

나갔으며 3 초 후에는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 정상상태에서 SPH 시뮬레이

션에 의해 구해진 속도 분포를 식 (3-13)에 의한 엄밀해와 Root Mean Square법

으로 비교한 결과, 오차율 0.8 % 이내에서 높은 정확도로 일치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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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었다.  

엄밀해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흐름들에 대하여 in-house 코드를 

이용하여 전산적으로 모사, 그 해를 비교한 결과 개발된 알고리즘이 유동을 

정량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다음 단계의 연구

를 진행하였다. 

 

  



 

 

Fig. 3-5. Schematic view of flow between rotating cylinders

Table 3-2. Condition used for simulating the flow between rotating cyli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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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tic view of flow between rotating cylinders 

 

2. Condition used for simulating the flow between rotating cylinders

Value 1  2  0.5  1  

 

 

2. Condition used for simulating the flow between rotating cylinders 

Unit 

mm 

mm 

rad/s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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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Simulation result of flow between two rotating cylinders: resultant velocity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time and comparison with the exac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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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NPS (Nearest Neighboring Particle Searching)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동의 해석에 있어서 SPH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 하나는 연산 부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Eulerian 기술 방식을 사용하는 

전통적 CFD 기법에서 연산의 단위가 되는 노드들은 정상상태 혹은 비정상상

태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위치에 있으므로, 수치해석기법에 관계없이 노드

간의 기하적인 상관관계와 연산에 필요한 점들간의 상호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SPH의 경우 interpolation을 위해 격자 혹은 노드가 아

닌 실제의 유체질점들이 사용된다. 이 질점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이에 따

라 각 입자간의 상호관계 및 서로의 support domain 내에 위치하게 되는 입자

군의 조합은 계속 변하게 되므로 매 시간스텝마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찾아주

는 작업이 필요하다.  

 SPH에서 smoothing 함수는 충분히 컴팩트한 support domain을 가지게 되

며 따라서 질점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 군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소수의 입자로 제한된다. 어떤 입자 에 대해 support domain 내에 있는 입자

의 집합을  입자의 NNP(Nearest Neighboring Particles, 최근접입자군)이라 하며 

입자들의 NNP를 찾는 작업을 NNPS(Nearest Neighboring Particle Searching)이라

고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입자쌍에 대해 NNPS를 실시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연

산시간의 차수는 ()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질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

면 전체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3차원 흐름 문제

에 대해 SPH 해석을 실시하려 할 경우 연산을 위해 필요한 질점의 개수는 10 − 10개, 혹은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된다. 이 때 가능한 모든 입자쌍에 대

해 NNPS를 실시할 경우 전체 연산 소요 비용 중 입자쌍 검색에만 99 % 이

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사실상 프로그램의 구동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NPS를 위한 알고리즘을

색용 셀을 설정하고 이를

연구에서는 유체 영역 

해 입자쌍을 검색하는 

되는 연산시간의 차수는

쌍 검색이 필요하며 인접

한 입자에 대해서 검색에

차원의 경우 27 개가 된다

 

Fig. 3-7. Cell-based linked

neighboring searching grids is under consideration for detection of li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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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Simpson(1995) 등에 의한 방식과 유사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는 입자쌍 검색을 위해서

이를 입자쌍의 검색에만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전체를 검색용 셀 단위로 분할 할당하고 각

 방식을 사용하였다. 셀 기반 입자쌍 검색의

차수는 이론적으로 ()이 된다. 인접 셀 사이에

인접 격자간에도 실제로 입자쌍 검색이 필요하기

검색에 포함시켜야 하는 셀의 개수는 2차원의 

된다(Fig. 3-7). 

linked-list searching algorithm: Indicated region including 

neighboring searching grids is under consideration for detection of linked-

유사한 방법으로 

위해서 별도의 검

개념이다. 이에 본 

각 셀들에 대

의 경우 소요

사이에서도 입자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 9 개, 3

 
ndicated region including 

-list to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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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기반으로 입자쌍을 검색할 경우 검색용 셀의 크기는 연산시간의 효율 

및 결과의 정확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검색용 셀의 크기가 너

무 클 경우 각 셀에 포함되는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며 이는 연산시간의 증가

로 이어진다. 반면 셀의 크기가 지나치게 줄어들 경우 실제로 support domain 

내에 존재하면서도 검색에서 제외되는 입자가 발생할 수 있어 해석 시 결과 

값의 오차 및 수치해석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러한 에러의 발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검색 셀의 한 변의 크

기가 ℎ보다 커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전산 모사에서 수치해석적 안정성 및 결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검색 셀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2차원 회전 실

린더 문제를 이용해 셀 크기에 따른 결과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외부 및 

내부 실린더의 반경은  = 2 mm ,  = 1 mm 로, 각속도는  = 0.5 rad/s ,  = 0.4 rad/s 로 각각 설정하였으며, 셀의 한 변의 크기를 1ℎ × 1ℎ 에서 6ℎ × 6ℎ까지 변화시키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상도를 변경, 유체 

영역을 구성하는 질점의 수를 981-391,966 개로 변경하며 셀 크기 및 입자 

수에 따라 입자쌍 검색에 소요되는 연산시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스텝당 입자쌍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100 스텝에 대해 소요된 시간의 평

균값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소요시

간 측정 결과를 Fig. 3-8에 도시하였다. 셀의 한 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스텝당 연산 소요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셀

의 크기가 커지면 각 입자당 NNPS를 위해 검색하는 입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검색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데에 기인한다.  

또한 입자 수에 따른 검색 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연산 소요시간은 

전 입자쌍을 검색하는 경우 ()에, 검색 셀을 이용하는 경우의 소요시간은 ()으로 근사됨을 확인하였다. 약 100,000 개의 질점을 이용한 흐름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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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 시간스텝에 소요되는 연산 시간은 3ℎ × 3ℎ 크기의 검색 셀을 사용한 경

우 0.447 초가 소요되었으며, 같은 수의 질점을 이용해 전 입자쌍에 대해 검

색을 실시한 경우에 스텝당 소요 연산시간은 228 초로 나타나, 검색 셀의 사

용 유무에 따라 500 배 이상의 검색 효율 차이를 나타내었다. 단위 시간을  = 2 × 10  초로 설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입자쌍 검색을 실시할 시 1초 

간의 흐름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14 × 10  초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연산이 불가능한 범위라 할 수 있다. 반면 3ℎ × 3ℎ 크기의 검색 셀을 

사용한 경우 소요시간은 2.24 × 10  초로 합리적인 소요시간 범위 내에서 문

제의 해석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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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hange in computational cost with variation in number of particles and size of 

the searching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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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셀의 크기 변화에 따른 회전 실린더 유동 해석 결과를 Fig. 3-9에 

나타내었다. 셀의 한 변의 크기가 2.5ℎ − 6ℎ의 범위에 있을 때 정상상태에 수

렴하는 속도 및 수렴해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5ℎ − 2ℎ  크기의 검색 

셀을 사용한 경우 결과적인 수렴해는 동일하였으나 그 수렴 속도는 2.5ℎ − 6ℎ  크기의 검색 셀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감소하였다. 유속이 발달하

는 속도는 검색 셀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느려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

는 검색 셀의 크기가 일정 이하로 줄어들면서 커널 적분 시 누락되는 영역이 

발생하는 데에 기인한다. 주어진 문제에서 유속의 전파는 viscous diffusion에 

의해 진행되는데, 검색 셀이 support domain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게 되면서 

커널 적분 시 누락된 영역에 의해 오차가 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속 전

파 속도의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흐름 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식 (2-6)의 quintic 

spline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적용되는 support domain의 크기는 3ℎ 이다. 

따라서 커널 적분 시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색 셀의 한 변

의 크기가 3ℎ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전산 해석 시 셀 크기를 2.5ℎ로 

설정한 경우에도 시간에 따른 속도분포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두 입자가 비록 서로의 support domain 내부에 있더라도 일정 이상 외곽에 위

치하고 있는 경우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여, 운동해석 중에 일

시적으로 커널 적분 시에 누락되더라도 전체적인 해석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상 상태의 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소의 

전파속도 지연이 발생되더라도 결과적 수렴 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며 이에 정상상태 해석의 경우 support domain의 약 50 %까지 검색 셀의 크기

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ℎ × 1ℎ 크기의 검색 셀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치해석적 불안정성이 가시화되어 numerical blow-up이 일어났다. 

검색 셀의 크기에 따른 해석 결과의 민감도 연구 결과, 길이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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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domain 크기의 약 85 % 수준에서도 합리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도를 고려하여 NNPS를 위한 한변의 

크기를  ℎ의 90 %로 설정, 이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ℎ의 크기로 검

색 셀 크기를 설정하는 경우에 비해 검색 부하를 약 72 % 수준으로 감소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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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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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 Solution (at steady state)

t=0.05 s

t=0.20 s

t=0.80 s

 

Fig. 3-9. Resultant velocity distribution of flow between rotating cylinders from SPH 

simulation with variation in time and size of searching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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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ensity Filtering 

 

SPH 알고리즘은 Lagrangian 방식의 해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유체를 

압축성으로 해석하며 이는 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2장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Tait 식에서 유도된 상태방정식 (2-36)의 (/)에 적용

된 7승은, 흐름 내부에서 미세한 밀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해당 영역 근처

에서 그에 저항하는 큰 압력 항을 발생시킴으로써 전체 유동을 약압축성

(weakly compressible) 상태로 유지되게 한다. 그러나 이는 압력 분포에 있어 

반물리학적인 노이즈 신호를 발생시키게 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유체 흐름의 

해석에 있어 운동학(kinetics)적으로는 만족시키나 역학적(dynamics)인 해석에 

있어서는 결과가 부정확해지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노이즈 신호는 질점의 해상도가 낮은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성을 보이

며 특히 3차원 문제에 있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3차원 흐름의 해석에서 이러한 압력의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고 수치

해석적 해의 역학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한 보완 기법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0차의 수학적 필터링 알고리즘을 밀도에 대해 적용

하였다. 필터링은 50 스텝마다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                                                      (3 − 14) 

 = ∑                                                         (3 − 15) 

 

필터의 적용성을 알아 보기 위해서 컵 속에서 물의 흐름에 대한 모사가 

3차원에서 이루어졌다. ℎ = 2 mm인 14,832개의 유체 질점이 사용되었으며 컵



- 64 - 

 

의 크기는 지름 80 mm, 높이 160 mm로 설정하였다. 

전산 모사 결과를 Fig. 3-10 및 Fig. 3-11에 나타내었다. 컵으로 떨어진 유

체 입자들은 관성에 의해 반대 방향 벽면을 타고 상승한 후 바닥으로 하강하

였으며 수면의 요동은 점차 줄어들어 약  =  2  이후에 정지 상태에 도달했

다. 유동 중에 벽면에 유착된 유체 입자들은 점착조건에 의해 벽면을 따라 

매우 서서히 하강하였는데 이는 실제 흐름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밀도 

필터링의 적용성을 살펴본 결과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Fig. 3-11 (a)) 

벽 근처에서 압력 분포의 노이즈 신호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필터를 적용하

였을 때(Fig. 3-11 (b)) 이러한 노이즈 신호는 확연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격류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노이즈 필터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현재 이러한 필터에 대한 정량적인 검증은 용이하지 않으나, 압력의 노이

즈 신호에 의한 수치해석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필터의 적용을 통해 수치

해석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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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Flow within a cylindrical cup: distribution of fluid particles at eight 

representative in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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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1. Flow within a cylindrical cup: (a) pressure distribution with no filtering at  = 0.1  and (b) pressure distribution with density filtering at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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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통형 벽 내부에 있는 물의 배출: 3차원 흐름 

  

개발된 SPH 알고리즘 이용한 전산 모사 스케일 확장을 위해 약 10 개 유

체질점을 이용하여 3차원에서 물의 배출 흐름을 모사하였다.  3차원 벽에 의

해 둘러싸인 내부에 채워진 유체는 초기 정지 상태에 있다.  = 0 에서 벽의 

하부 측면에 위치한 배출구가 열리고 물은 압력에 의해 외부로 방출되고 수

면은 시간에 따라 점차 낮아지게 된다. 

물의 배출에 관한 흐름은 자유 표면유동의 모사에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는 SPH 연구에서 알고리즘 연구 등에 있어 자주 적용되는 문제 중 하나이

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2차원에서의 유체 해석을 위해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많은 SPH 연구가 2차원 문제를 다루는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음에 기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통 형태의 벽에 둘러싸인 유체의 방출 흐름을 3차원

에서 모사하였다. 문제의 조건을 Fig. 3-12에 표시하였다. 높이 0.8 m, 직경 0.4 

m의 원통형 실린더 내부의 90 %를 99,680 개의 SPH 유체 입자로 채웠다. 하

부 배출구의 높이는 0.16 m, 넓이는 실린더 좌표계에서의 펼침각이 π/3 rad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적분 커널로 cubic spline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매 50 스텝마다 밀도에 대해 필터링을 적용하였다. 

배출 흐름에 대한 해석 결과를 Fig. 3-13에 나타내었다. 배출이 진행되면

서 흐름의 선두부에 헤드가 생성되고 그 크기가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배출 초기에 출구를 빠져 나온 유체 입자들의 

경우 이후 배출되는 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진행속도를 가지며 이로 

인해 후행하는 입자들에 의해 측면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에 기인한다. 바닥면

과의 점착 조건에 의해 선두부의 유체 입자의 진행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며, 시간이 지난 후 배출 흐름의 선두부는 

점차 부메랑 형태를 띄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실제에서도 빈번히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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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이다. 

 적용된 문제 조건에서 배출 흐름을 유도하는 구동력(driving force)은 배

출구 영역에서의 압력이다. 배출구의 자유표면에는 외부로부터 대기압이, 유

체 내부로부터 작용하는 정수압이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의 비대칭성에 의해 

자유표면에 노출된 질점은 외부로 밀려나게 되며 이에 물의 배출이 유도된다. 

배출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면은 점차 내려가게 되고 배출구 영역의 정수압은 

그에 따라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물의 배출 속도 및 이에 따른 수면의 하강 

속도는 시간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Bernoulli’s Theorem를 이용하면 주어진 문제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수면

의 높이를 해석적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점성에 의한 손실 수두를 무시

하면 수면 근처에서와 배출구 중심부에서의 전수두(total head)는 동일하다. 

  +  + 2 =  +  + 2 =                   (3 − 16) 

 는 기준면에서부터의 높이, 는 정수압이며 는 유체 속도이다. 첨자기

호  , 는 각각 수면(최고점)과 배출구를 나타낸다. 두 지점에서의 정수압은 

모두 대기압과 동일하므로(  = )  양변에서 소거된다. 기하적 조건과 유량 

보존을 고려하면 식 (3-16)은 아래와 같이 다시 표현된다. 

  + 2 = 2 + 2                                             (3 − 17) 

 

여기서  는 하부 배출구의 높이이며  는 배출구 면적  와  컬럼의 

단면적    간의 비율이다( =  /  ). 식 (3-17)을 배출 속도 
에 대해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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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 − 2 )                                         (3 − 18) 

 

또한 질량 보존을 고려할 때 물의 배출과 수면의 하강 간에는 아래의 관

계가 성립한다. 

   = −                                      (3 − 19) 

 

식 (3-18)과 식 (3-19)를 조합하면 시간에 따른 수면의 높이 ()에 대한 

해석적 해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 2 2/(1 − ) +  − /2 } + /2               (3 − 20)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SPH 알고리즘의 정량적 검증을 위해 전산 모사에

서 관찰된 시간에 따른 수면의 높이를 식 (3-20)에 의한 해석적 해와 비교하

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수면의 기준 높이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0 − 0.05 

내에 있는 유체 입자들 중 가장 높이 위치한 유체 입자의  값을 측정함으로

써 구하였다. 시간에 따른 시뮬레이션에서의 수면 높이와 해석적 해에 의한 

수면 높이를 Fig. 3-14에 나타내었다. 유동에서 점성에 의한 손실 수두를 고려

할 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Bernoulli’s Theorem을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 내에서 

만족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SPH 알고리즘의 해석상 신뢰도 및 전산 효율 최적화를 위해 기본적 

SPH 알고리즘에 입자쌍 검색을 위한 검색 알고리즘 및 압력분포의 노이즈 

신호 제거를 위한 필터링 등을 적용하였다. 개량된 알고리즘을 1차원 흐름에

서부터 3차원 흐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유동에 대해 적용하여 전산 모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수치해석적 해를 수학적 엄밀해와 비교함으로써 정량적 해



 

석에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Fig. 3-12. Schematic view of flow domain used in water discharg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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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Schematic view of flow domain used in water discharge simulation

  

 

Schematic view of flow domain used in water discharg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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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3. 3D water discharge: = 0.6  and (c)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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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3D water discharge:

analytic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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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D water discharge: snapshots of simulation result at (a)  =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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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water discharge: water level as a function of time and comparison with 

  

 

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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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충전층을 지나는 중력 흐름 

 

개발된 SPH 모듈을 이용하여 입자층을 지나는 중력흐름을 모사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흐름은 여과(filtration) 공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여과가 진

행되면서 입자들이 여과지 위에 층을 이루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물이 흐를 수 

있는 유동 영역이 축소되며, 고체 층 위로 슬러리가 고이게 된다. 고인 물의 

수면높이에 따라 층에서의 정수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중력 흐름의 구

동력이 되어 다시 흐름을 촉진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구형 고체 입자로 구성된 충전층을 지나는 중력 흐름에 대

한 전산 모사를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을 Table 3-3에 나타내었다. 중력

흐름의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충전층은 일반적으로 정수압, 또는 여과압 등에 

의해 공극률이 최소화된 밀집층 형태를 띤다. 압축된 층을 기하적으로 모사

하기 위해 DEM에 의한 입자의 압축을 실시하였다. 지름 D = 40 cm, 높이 H = 80 cm의 실린더의 바닥으로부터 1/3H 지점에 고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평

판(필터)를 가정하고, 평판 위로  d = 6 cm인 100 개의 볼을 자유낙하시킨 

후 층의 두께가 15 cm(ε = 0.4)가 되도록 압축하여 충전층의 초기조건을 정

의하였다(Fig. 3-15).  

충전층의 상부에 19 cm, 27 cm, 35 cm의 3개 높이의 물기둥을 떨어뜨린 후 

층의 공극이 채워진  = 0.2 에서 수두를 측정한 결과, 각각 17.4 cm, 25.4 cm, 33.4 cm로 측정되었다. 이후  = 2 까지 층을 통해 떨어지는 물의 흐름을 전

산모사하였으며 수위에 따른 유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해석 안정성을 위해 

초기 조건에서 컬럼의 바닥에 12 cm의 초기 수두를 가정하였다. 

  



 

Table 3-3. Condition used for simulating gravitational flow through a packed bed

 

Cylinder diameter 

Cylinder height 

Number of particles within

Particle diameter 

Porosity 

Thickness of bed 

Water head 

Number of fluid particles

Smoothing length,  

Total simulation time 

 

(a)                     

Fig. 3-15. Determination of geometric 

and (c)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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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used for simulating gravitational flow through a packed bed

Value 

400 

800 

thin packed bed 100 

60 

0.4 

150 

174-334 

Number of fluid particles 130,758-198,246 

10 

2 

(a)                     (b)   (c)

Determination of geometric condition for packed-bed: (a) free-fall (b) pile up 

Condition used for simulating gravitational flow through a packed bed 

Unit 

mm 

mm 

ea 

mm 

 

mm 

mm 

ea 

mm 

sec 

 

(c) 

fall (b) pile up 



- 75 - 

 

시뮬레이션 결과를 Fig. 3-16에 나타내었다. 압축된 고체층의 낮은 공극률

로 인해 물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층을 통과하여 아래로 떨어졌다. 압력은 

충전층과 인접한 부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며, 충전층 중심부 아래에서 

0으로 나타났다. 자유표면과 충전층 바로 상부의 압력 차가 유동을 유발하는 

구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일한 공극매질을 다른 압력 조건에서 유체가 흐를 경우 Darcy의 법칙

에 의해 시간당 플럭스는 압력 구배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  

  = −  ∆∆                                                           (3 − 21) 

 q는 단위면적을 지나는 유체 플럭스(kg/(m ∙ s)), 는 충전층의 투수율, 은 유체의 동점성이며, ∆/∆은 충전층을 따른 압력구배이다. 3개 수두 조

건에서 실시한 흐름해석에서 기하적 조건은 동일하므로 충전층에서의 압력 

구배는 정수압에 비례한다. 따라서 Darcy의 법칙에 의하면 단위시간당 유량

은 수두에 비례하게 된다. 

충전층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5초간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수두-유량 관계

를 Fig. 3-17에 도시하였다. 수두가 상승함에 따라 단위시간당 충전층을 흐르

는 유량은 증가하였는데, 흐름의 구동력인 정수압력의 차이에 기인한다. 전산

해석에서 수두의 증가와 함께 유량은 선형적 증가를 보였다. 반면 절편은 0

으로 수렴하지 않았는데 이는 흐름에 대한 전산해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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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6. Gravitational flow through a packed bed: flow pattern and pressure 

distribution at (a) t = 0.1 s and (b) t =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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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Mass flux through the packed bed as a function of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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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체-유체간 상호작용력의 미시적 모사 

 

SPH의 연구에서 입자, 혹은 고체에 작용하는 항력을 계산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드물게 있어 왔다. 해석점들이 공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Lagrangian 모델의 특성상 고체 경계면과 같은 관심 영역 근처에 높은 해상도

로 계산점을 할당하는 것이 SPH에서는 용이하지 않다. 일부의 연구자들

(Nelson and Papaloizou, 1994, Owen et al., 1998, Alimi et al., 2003)에 의해 variable 

resolution schem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들에 의해 고안된 

adaptive algorithm들은 유동 영역이 특수한 기하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 가능한 것들로 그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이다. 공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체 질점들에서의 속도 분포를 이용해 표면에서의 항력을 결정해

야 되기 때문에 Eulerian CFD 기법에 비해 SPH 전산에서 고체가 받는 항력 

결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반면 SPH에서 항력의 모사가 가능할 경우 고체-유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다 자유롭게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격자 기반으로 유동영역을 관찰할 

경우에는 항력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고체 입자를 이동시키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다수의 고체 입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매 시간 스텝마다 고체 입자들을 이동시킨 후에 기하적 조건을 이용해 다시 

격자를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SPH를 이용해서 항력을 계산할 경우 고체 입자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롭다. 매 시간마다 고체 입자가 받는 힘을 이용해 그 위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경계조건의 변화만을 이용하여 고체-유체간의 상호작용을 모사할 

경우, 고체의 이동에 따른 유동 영역 변화는 유동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심

각한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 이는 SPH 기반의 유체-고체 혼합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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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 CFD 기반의 모델링 기법에 비해 본질적으로 갖는 높은 잠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체 입자의 표면에 작용하는 항력을 근접하는 SPH   

유체 입자들의 압력 및 유속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함으로써 SPH 알고리즘 

내부에서 항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4.1. 원형 실린더 주변을 흐르는 유동의 모사 

 

고체 입자 표면에 작용하는 항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원형 실린더 주변의 유동에 대한 모사를 실시하였다. 전산 모사 조건을 Table 

4-1과 Fig. 4-1에 나타내었다. 실린더는 축방향으로 무한의 길이를 가정하였으

며 따라서 흐름은 2차원 문제가 된다. 실린더의 지름은 2 = 5 mm로, 주변을 

지나는 흐름의 벌크 속도는  = 0.2 − 20 mm/s로 설정하였으며 이 때 레이

놀즈 수는  = 1 − 100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입자는 초기 정지상태에서 1

초간 가속되어, 1 초 후 벌크 속도에 도달하도록 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은 가

속 시간을 포함하여 5 초간 지속되었다. 

유동은 외부유동을 가정, 유동 영역의 외부 경계를 기준으로 가상의 입

자들을 설정하고 식 (2-35)를 이용하여 외부 경계면에서의 속도가 벌크 속도

를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실린더 표면에 대해서도 가상 입자들을 설정, 

고체-액체 경계면에서의 점착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가상입자들의 속도를 결정

하였다. 연속적인 흐름을 모사하기 위해 유체는 유체입자는 출구를 빠져 나

가는 순간에 입구 쪽으로 순간 이동되었다.  



 

Fig. 4-1. Schematic view of geometric condition used 

cylinder 

 

Takeda 등(1994)과 Potapov 

더 표면에 작용하는 항력을

접근방법은 실린더 내부에

입자들이 받는 힘과 반대

면에 작용하는 힘을 결정할

용-반작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닌 가상입자에 의해 

경계조건 설정 방식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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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atic view of geometric condition used for simulating the flow around a 

Potapov 등(2001)은 SPH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항력을 미시적으로 결정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내부에 설정한 가상 입자들에 의해 실린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있어서는 타당한 가정이나,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작용되는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상입자의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 경험적

 

flow around a 

이용하여 고체 실린

시도하였다. 이들의 

 외부의 유체 

의해서 실린더 표

있다. 이는 작

실존하는 힘이 

가상입자의 작용력 및 

경험적 방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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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Condition used for simulating flow around a circular cylinder 

 
Value Unit 

domain width 50 mm 

domain height 30 mm 

cylinder diameter 5 mm 

fluid bulk velocity 0.2 ~ 20  mm/s 

particle resolution 

8,872(h=0.4 mm) 

35,500(h=0.2 mm) 

142,008(h=0.1 mm) 

particles 

smoothing kernel quintic spline function 
 

acceleration time 

1 

(from 0 m/s to bulk 

velocity) 

sec 

total simulation time 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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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고체에 작용하는 항력을 결정하였다. 실

린더 주변을 흐르는 유동을 모사한 후 유체 입자들은 실린더 좌표계에서의 

각도에 따라 10°단위로 36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각 그룹별로 실

린더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질점들을 선별, 이들 지점에서의 속도 정보가 항

력계산에 이용되었다. 

중심( = 0)에 위치한 실린더 표면에 작용하는 응력 ⃗는 다음과 같이 수

직/접선 방향으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 = ⃗ + ⃗                                                 (4 − 1) 

 

이 때 수직방향 응력 ⃗  및 전단응력 ⃗ 은 실린더 좌표계에서 아래와 같

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2 ⃗  +  −  − 32     ∙ ⃗           (4 − 2) 

⃗ = ⃗ = −   ⃗                                       (4 − 3) 

 

  ⃗는 점성응력 텐서이며 는 정압(static pressure)이다.  는 부력과 관계

된 항이며, 는 기준압으로 표면을 따라 적분했을 경우 0이 된다. 또한 미분 

항은 고체 표면-최근접입자 사이의 선형적 속도 분포를 가정하여 근사시켰으

며 이때 국소영역 에 작용하는 항력 ⃗ 은 

 ⃗ = −2 ⃗∆ − 32    ∙ ⃗ −   1∆ ⃗                    (4 − 4) ∆ =  −  

 



- 82 - 

 

   은 고체 실린더의 반경으로 모사 조건에서  = 2.5 mm 이며 ,   및 ⃗ , ⃗ 은 각 근접입자들의 실린더 좌표계에서의 좌표값 및 속도 벡터이다. 앞

서 말한 바와 같이 표면근처에서 36 개의 그룹으로 입자군을 분할, 근접입자

를 결정하였으므로  는 각각의 입자들에 대해 할당되는 영역 ∆로 근사된

다.  

  ≅ ∆ = ∆36                                                (4 − 5) 

 

식 (4-4)과 식 (4-5)를 조합하면 각각의 최근접 입자들에 의해 작용되는 국

소 항력 ⃗ 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들의 총 합을 이용해 실린더 표면에 작용

하는 전체 항력 ⃗ 을 결정하였다. 

 ⃗ =  ⃗                                                           (4 − 6) 

 

다양한 레이놀즈 수 조건에서의 유동 모사 결과를 Fig. 4-2에 나타내었다. 

레이놀즈 수의 변화에 따라 유동 형태의 명확한 차이가 모사 결과에서 관찰

되었다. 층류 유동 영역의 낮은 레이놀즈 수인  = 1  조건 하에서 유선은 

실린더 표면을 따라 형성되었으며 반류(wake)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레

이놀즈 수가 10 이상 증가하면서 실린더 후방 쪽에 유동 박리점이 형성되었

으며 이러한 박리점의 위치는 레이놀즈 수의 증가와 함께 점차 상류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레이놀즈 수의 증가에 따라 반류의 길

이 및 와류의 세기도 증가하였다.  

반류의 길이를 레이놀즈 수의 함수로 나타내고 이를 기존의 여러 실험 연구 

및 수치해석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Fig. 4-3).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는 기

존의 연구 결과에 의한 값들과 비교했을 때 허용가능한 오차 범위내에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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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린더 주변의 유동 문제에서 항력계수  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실험적

인 연구가 있어왔다(Tritton, 1959; Roshko, 1961; Hoerner, 1965). 이들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해 획득된 실험 데이터는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 과정을 거쳐 왔으

며 따라서 이를 표준실험데이터(standard experimental data)로 간주함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 기존의 많은 수치해석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험 데이터들

을 기준으로 연구 결과를 비교, 검증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레이놀즈 

수의 변화에 따른 의 변화를, 앞서 설명한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하고 다양

한 속도 조건 및 해상도 조건에서의 결과를 표준 실험 데이터 값과 비교하였

다(Fig. 4-4). 낮은 레이놀즈 수의 유동의 경우( = 1), 8,872 개 유체 입자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값은 표준 실험 데이터 값과 잘 일치하였다.  = 3, 10의 경우에는 수렴 값 획득을 위해 동일 유동 영역 표현에 35,500 

개의 입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 30 및  = 100 조건 하에서는 142,000 

개 이상 입자 수를 증가시켜야 데이터 정확도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높은 레

이놀즈 수 흐름일수록 해상도가 높아져야 하는 이유는 실린더 표면-최근접 

입자간 유속 분포를 선형으로 가정하는 데에 기인한다. Blasius 해(Blasius, 

1908)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고속 흐름으로 갈 수록 경계층의 두께는 얇아진

다. 이 경우 고체 표면에서의 속도구배 값이 실제 유동에서보다 시뮬레이션

에서 더 낮게 측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체 표면에의 작용 응력 값 또한 

낮게 측정되며, 결과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값이 실제 수치보다 낮게 측

정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속 흐름의 경우 보다 정

밀한 해상도로 유체 질점을 배열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필요한 입자의 수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해석에서 일정 이상 해상도를 증가시키면, 더 이상 해상도를 증가시켜

도 결과가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며 이를 수렴조건(convergence condi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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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된 상태로 정의한다. 이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충분한 해

상도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해상도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해상도의 증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의 수렴조건이 

확보되었으며 수렴해는 표준실험데이터에 잘 일치하였다. 

 

 

(a)    (b)  

 

(c)    (d)  

Fig. 4-2. Vector expression of fluid velocity at various  values: (a)  = 1 (b)  = 10 (c)  = 30 and (d)  = 100  

 

  



 

Fig. 4-3. Wake length as a function of Reynolds numbers compared 

experimental data by Coutanceau &

Chang(1970), Fornberg(1980) and He & Doolen(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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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 length as a function of Reynolds numbers compared 

experimental data by Coutanceau & Bouard(1977) and numerical results by Dennis & 

Chang(1970), Fornberg(1980) and He & Doolen(1997) 

Reynolds Number, Re

0 1 10 100 1000

D
ra

g 
C

oe
ffi

ci
en

t, 
C

D

10-1

100

101

102

103

Standard Experimental Curve
SPH (with 8,872 particles)
SPH (with 35,500 particles)
SPH (with 142,008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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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 length as a function of Reynolds numbers compared with the 

Bouard(1977) and numerical results by Denn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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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각형 실린더 주변을 흐르는 유동의 모사 

 

고체 입자의 형상변화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단면이 사각형인 실

린더 주변으로 흐르는 유동에 대한 모사를 실시하였다. 사각 실린더의 경우 

유동의 받음각(AOA, angle of attack)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AOA를 0-45˚로 변화시키면서 vortex shredding이 일어나지 않는 레이놀즈 

수 범위 내에서 흐름을 모사하였다. 

여러 조건 하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Fig. 4-5에 도시하였다. 레이놀즈 

수를 증가시켰을 때 유동 박리점은 사각 실린더의 상류 측 모서리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되었다.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류의 길이는 길어지

고 그 두께는 두꺼워지는 형태를 보였다. 사각 실린더에 대한 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vortex shredding이 일어나는  > 100,000 이상의 경우를 많이 다

루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상대적으로 낮은 레이놀즈 수의 유동에 대

한 연구 사례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프

트웨어인 Fluent(ANSYS, version 6.3.26)을 이용하여 CFD 시뮬레이션을 병행하

였으며 그 결과를 SPH 결과와 상호 비교하였다. 반류와 유선 형태 등을 관

찰한 결과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전산 모사 결과가 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받음각에 따른 유동 특성 변화 역시 개발된 SPH 알고리즘과 Fluent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모사되었다(Fig. 4-6). SPH 시뮬레이션 결과, 동일한 레이놀

즈 수 조건에서 AOA가 증가함에 따라 후류 쪽에 형성되는 와류 영역의 두

께는 두꺼워졌으며 반류의 길이 또한 미세하게 두꺼워지고 또 길어지는 특성

을 나타내었다. Fluent를 이용한 CFD 시뮬레이션에서도 동일한 특성이 관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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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5. Flow past a rectangular prism (influence of ): comparison between result 

from SPH(left-hand-side) and CFD(right-hand-side) under the conditions of (a)  = 1 

(b)  = 10 (c)  = 30 and (d)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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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6. Flow past a rectangular prism (influence of angle of attack): comparison 

between result from SPH(left-hand-side) and CFD(right-hand-side) under the conditions 

of (a) AOA = 11.25°(b) AOA = 22.5°(c) AOA = 33.75°and (d) AOA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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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력 계산 모델을 적용하여 사각 실린더의 표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

하고 그에 따른 항력계수를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 및 Fluent를 이용하여 모

사한 결과와 비교하였다(Fig. 4-7). 결과 값의 차이는 매우 근소하였으며 전체 

수치의 차수를 감안할 때 세 가지 결과는 유사한 범주 안에서 비교적 잘 일

치한다고 판단된다.  

고체-액체 간의 상호작용을 수치해석 모델 내에서 계산할 수 있는 항력 

모델을 고안, 적용한 결과 다양한 조건 하에서 고정 실린더 등에 작용되는 

항력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에서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Fig. 4-7. Flow past a rectangular prism: drag coefficient  as a function of Reynold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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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일입자 침강: 고체-액체 양방향 상호작용의 모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PH 를 이용한 항력 모델을 고안하고 이를 다양

한 형태의 고정형 2차원 실린더 유동에 적용함으로써 항력 모델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다.  

SPH 에서 항력이 결정될 경우 고체-유체간의 쌍방향 상호 작용을 모사

하는 것은 그에 따른 고체 입자의 가속도-속도-위치를 순차적으로 단순한 시

간 적분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이에 연구의 다음 단계로 2

차원에서 검증한 항력 모델을 이용하여 3차원 상에서 구형의 단일 입자가 자

유침강하는 현상을 모사하였다. 전산 모사를 위한 조건을 Table 4-2에 나타내

었다. 3개의 입자 비중조건에 대해 각각 4개 해상도 조건으로 전산 모사를 실

시하였다. Heywood(1962)는 구형 입자가 종단 속도로 침강하는 경우에 대해 

침강속도와 입자 크기 및 입자 밀도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테이블화하였으

며 Heywood 테이블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을 거쳐 이후 고체 입자 침

강 속도의 계산 시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표준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 전

산 해석에 적용된 고체 입자의 3개 밀도 값에 대해 Heywood 테이블을 이용

하면 종단 속도를 예측할 수 있고, 이 값과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구한 종단 

속도를 비교함으로써 항력 모델이 고체 입자의 침강 속도를 정량적으로 합리

적으로 도출해내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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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ondition used for simulating single-particle settling in 3D 

 Value Unit 

column diameter 6 mm 

column height 90 mm 

particle diameter 1 mm 

specific gravity of 

solid particle 

1.002 

1.008 

1.02 

- 

number of fluid particles 

467,135 

641,308 

930,950 

1,435,020 

ea 

 

지름 1 mm의 구형 입자가 비중 1.002, 1.008, 1.02를 가질 경우 Heywood 

테이블에서 이에 대응되는 종단 속도는 각각 1 mm/s, 3.2 mm/s, 6.8 mm/s가 되

며 이 때 레이놀즈 수는 1, 3.2, 6.8이 된다. 입자의 세 가지 비중 조건에서 

SPH 전산 모사를 통해 측정된 종단 속도들을 이 값들과 비교하였다. 

 전산 해석 결과를 Fig. 4-8에 나타내었다. 레이놀즈 수가 감소함에 따라 

종단 속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증가하였으며  = 1 조건 하에서 

입자의 침강 속도는 약 2 초 후에 종단속도에 도달하였다.  해상도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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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차원 실린더의 항력 결정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렴 조건의 획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입자 해상도는 증가하

였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계층이 얇아지는 높은 레이놀즈 유동의 

경우 표면에서의 속도 구배 값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요구되는 해상도가 증

가하는 데서 기인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특히 3차원 구형입자의 침강 흐름 

모사에서는, 앞서 실시한 2차원 실린더 주변의 흐름 모사에 비해 동일 레이

놀즈 수 조건 하에서 수렴해 획득을 위해 요구되는 입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 1  조건에서 467,135 개의 입자, Re = 3.2  조건에서는 

930,950 개의 유체 입자로 유동영역을 표현했을 때 실질적인 수렴해를 획득

할 수 있었다. 입자수의 증가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수렴조건은 비교적 명

확하게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Heywood 테이블에 의한 표준 

실험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SPH 시뮬레이션 에서 구한 종단 속도는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일치하였다. Re = 6.8  조건에서는 1,435,020 개의 입자를 사용

한 경우에도 테이블 데이터와 약간의 오차(약 8 %)를 보였다. 해상도를 더 증

가시킬 경우 더 높은 정확도의 수렴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나 시뮬레이션의 전산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사실상  = 10 이상의 조건

에서 SPH 에 의해 침강 속도 해를 구하는 것은 실용적인 이유로 인하여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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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Settling velocity of single particle as a function of time from the SP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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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PH- DEM을 이용한 2상류 모델링 

 

국소 영역에 작용하는 응력의 합을 통해 고체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해 고체-액체 2상의 상호작용을 모사하는 연구는 개별 고

체 입자들에 작용하는 힘을 보다 높은 정확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입자의 

회전 모멘트 등에 대해서도 미시적 모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의 경우, 특성상 고체 입자 크기보다 길이 기준

으로 10 − 10  배 이하로 유체입자의 크기를 설정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유체 입자 수의 문제로 인하여 다수의 고체입자를 포함하는 거시적 공정들을 

모사하는데 있어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컴퓨터 공학의 발달과 함께 

수치해석의 가능 연산 속도는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

러한 접근법을 통해 자원처리 공정 등을 모사하는 것은 전산 소요비용의 측

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  

한편 CFD-DEM 모델에서는 유체의 연산 단위인 격자의 크기가 DEM 고

체 입자의 크기에 비해 10 − 10 배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스케일로 2상간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연산 부하는 크게 줄어드나 결과적 유

체 흐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항력 모델을 이용한 결합모델과는 별도로, 

meso-scale SPH-DEM 결합 모델을 통해 2상류를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유체 

입자와 고체 입자 크기 비율을 10 − 10 수준에서 2상을 결합하는 것이 합

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이와 같은 스케일로 고체-유체의 2상류 모

델링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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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PH-DEM 단방향 커플링 모델 

 

2상류의 전산 모사를 위한 전 단계로, 먼저 유체에 의해 받는 고체의 항

력만을 고려하는 단방향 커플링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고체입자의 운동

이 유체 흐름에 끼치는 영향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흐름 해석을 이

용해 얻은 속도 분포에 근거하여 항력을 계산했을 때 흐름 내부에서 DEM 

고체 입자들의 운동들이 정성적으로 잘 표현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델의 test case로 침강분리기 내에서의 고체 입자 분리 공정에 대한 2차

원 모사가 이루어졌다. 문제에 적용된 기하 조건을 Fig. 5-1에 나타내었다. 침

강분리기는 2단 구조로 지름 500 mm, 높이 2,000 mm의 하부 실린더와 지름 

1,500 mm, 높이 500 mm를 갖는 상부 실린더로 구성되었으며 분리기의 최하

단부 중앙에 100 mm 크기의 주입구를, 우측 상단부에 같은 크기의 배출구를 

설정하였다. 침강분리기 내부의 유체 영역은 초기 간격 ℎ = 20 mm 를 갖는 

4,860 개의 SPH 유체 입자들로 정의되었다. 물의 연속적인 투입 및 배출을 

모사하기 위해 하부의 주입구에서는 5 × 10  초마다 3 m/s의 상승 속도를 

가지는 유체 입자를 생성하였으며 상부 배출구를 빠져 나온 유체 입자들은 

이후의 연산에서 제외되었다. 

100개의 고체 입자는 지름 3 − 40 mm  범위에서 컬럼 내부에 랜덤하게 

생성하였다. 고체 입자의 운동 모사를 위해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1) 

중력 및 부력 ⃗, (2) 항력 ⃗, (3) 입자-입자, 입자-벽면간의 충돌힘 ⃗ 의 3가

지 형태의 힘의 합력으로 결정하였다.  

  ⃗ = ⃗ + ⃗ + ⃗                                                        (5 − 1) 

 

고체 입자의 밀도는 1,500 kg/m으로 설정하였으며 따라서 지름이 인 



- 96 - 

 

고체 입자에 작용하는 ⃗ 는 아래와 같다. 

 ⃗ = 16 (1,500 − 1,000)⃗                                   (5 − 2) 

 

항력 ⃗  는 식 (2-57)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체 

입자의 위치에서 유체의 흐름 속도 ⃗ 를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SPH의 커널을 이용한 근사법으로 고체 입자 중심에서의 속도를 도출

하였다. 공간에서의 위치벡터가 인 고체입자의 중심점에서 유체의 흐름 속

도 ⃗ 는 식 (2-8)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  )                                     (5 − 3) 

 

마찬가지로 여기서 는 고체 입자 중심점에서 support domain 내에 있는 

모든 유체입자들을 포함한다. 고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  일 때 입자가 받

는 항력 ⃗는 

 ⃗  =  8 ⃗ − ⃗ ⃗ − ⃗                               (5 − 4) 
 

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체 중심점에서의 유체 흐름 속도

및 상대속도를 구하고 이에 따른 항력을 계산하였다. 항력 계수 CD 값은 구

해진 상대속도로부터 도출된 레이놀즈 수를 Dallavalle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계산하였다. 

  



 

 
Fig. 5-1. Solid-liquid flow in an elutriat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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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in an elutriator: schematic view of the condition

  

 

conditions us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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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힘 ⃗ 는 식 (2-46) 및 식 (2-47)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강성계수 및 

완충계수 결정을 위해 영률 200 GPa, 포아송비 0.3을 적용하였다. 

정지 상태에서 유체를 주입할 경우 흐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정의 시

간이 소요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액체 단일상에 대해서 10 초간 유체 해

석을 실시하여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후 그 결과값을 초기 유동 조건으로 설

정하여 SPH-DEM 단방향 조합 모델을 이용한 2상류 시뮬레이션을 실시, 고

체 입자의 운동 및 유체 흐름을 10 초간 추가 관찰되었다.  

유동의 발달 결과를 Fig. 5-2에 나타내었다. 시간에 따라 하부수 주입구에

서 상부 배출구 사이의 경로를 따라 일정한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었

다. 유동 흐름에서 떨어진 좌측 상단 영역에는 dead zone이 형성되었다. 10 초

간의 분리 공정 이후 100 개 고체 입자들의 입도에 의한 분리 효과는 명확하

게 관찰되었으며, 미립분은 흐름을 따라 이동, 상부배출구로 배출되었으며 조

립분은 하부에 침강 축적되었다(Fig. 5-3).  

고체 입자들 중 7개의 샘플 입자들(PT1 ~ PT7)의 움직임을 추적해 Fig. 5-

4에 나타내었다. 입자의 운동 추적을 위해 매 0.25 초마다 입자 위치의 

footprit를 기록, 표 간격으로 일정하게 찍혔으며 따라서 footprint 간 간격은 

입자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PT1과 PT3는 둘 다 상부로 배출되었으

나 PT1의 경우가 입도가 작기 때문에 PT3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다. 

PT1이 PT3보다 빠른 또 하나의 이유는 PT1이 이동하는 영역이 컬럼의 중심

부에서 보다 더 가까우며, 따라서 더 빠른 유속 흐름 속에서 운동하는 데에 

있다. 배출구 근처에서는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두 입자 모두 급격히 가속되

어 물과 함께 배출되었다. 컬럼 중심선 근처와 외부 벽면 근처의 흐름 차이

에 따른 고체입자의 운동 특성 차이는 PT4와 PT5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명

확히 관찰되었다, 두 입자의 입도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자 위

치에 의한 효과로 인하여, 그 거동 특성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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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4는 벽 근처에서 거동하면서 거의 한정된 영역에서 느린 거동을 나타내었

다. 반면 PT5의 경우는 초기에 중심 영역에서 매우 빠르게 상부로 이동하다

가 외부로 밀려나면서 점차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T6

의 경우는 외부로 밀려나면서 침강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T7은 순환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는데, 초기에 벽면 근처에서 침강한 후 주

입구의 빠른 유속에 휩쓸려 급격히 올라갔다가 점차 부유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고체 입자의 유동은 물리적 현상을 정

성적으로 잘 표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Fig. 5-2. Simulation result: fluid velocity distribution in an elutriator 

 



 

(a)                               

Fig. 5-3. Simulation result

and (b)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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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imulation result: separation of solid particles in an elutriator at (a) 

  

 

eparation of solid particles in an elutriator at (a)  = 0  



 

Fig. 5-4. Behavio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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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iors of seven individual particles in an elutriator 

  

 
individual particles in an elutr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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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PH-DEM 완전 결합 모델 

 

연구의 최종 단계로 meso-scale에서 SPH와 DEM의 완전결합모델을 고안

하고 이를 이용하여 2상류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에 대한 모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5.2.1. 수치해석적 지배방정식의 도출 

먼저 2상류의 물리적 지배방정식으로부터, SPH-DEM 모델을 위한 지배방

정식 모델을 도출하였다. 고-액 2상류에서 2상간에 발생하는 상호 작용은 크

게 (1) 고체 입자에 의한 유동 영역의 축소와 (2) 점착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2상간의 작용력(항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2상류의 역학적 모사를 위해서

는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모델 내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5.2.1.1. 고체 입자에 의한 유동 영역의 축소 

본 연구에서는 고체 입자에 의한 유동 영역의 축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SPH의 지배방정식의 도출 과정의 핵심인 식 (2-7)와 식 (2-1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 =   ′ −  ′ ′  

≅  ( −  )∆                                    (5 −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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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5 − 6) 

 

즉   입자가 차지하는 겉보기부피 ∆ 가 / 로 변형되었다. 이는 유

동영역이 축소되면서 동일질량 에  의해 점유되는 벌크 볼륨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 (5-5)와 식 (5-6)에 근거, Gidaspow 다상유동 모델(1994)

로부터 2상류에서의 질량 보존 및 운동량 보존을 위한 SPH의 지배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식 (2-62)에 표현된 Gidaspow 2상류 모델의 연속 방정식을 

Lagrangian 기술법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                                                (5 − 7) 

 

식 (5-7)에서 우변의  ∙ ⃗ 를 식 (5-1)을 이용해 전개하면   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5 − 8) 

 

식 (2-16) 에서 (2-18)에 이르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상대 속도에 대해 나

타내면 질량 보존의 식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 =   ⃗ 
                                 (5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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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 보존을 위한 SPH 지배방정식의 수립 과정 역시 연속방정식과 마

찬가지로 Gidaspow(1994)의 2상류 모델의 운동량 보존식을 Lagrangian 기술방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다상유동에서 식 (2-19)는 아래와 

같이 변형된다. ⃗ = − 1                                                        (5 − 10)  
식 (2-23)에서 (2-25)에 이르는 과정을 식 (5-10)에 대해 반복하면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   = −  (  + )
                         (5 − 11) 

 

5.2.1.2. 2상간의 작용력(항력)의 결정 

고체 입자가 유체 흐름 내에서 받는 항력은 고체 입자의 위치에서의 유

체 흐름 속도 및 2상간의 상대속도를 알아내면 식 (5-4)를 이용해서 쉽게 결

정할 수 있다. 그러나 2상의 완전 커플링을 위해서는, 항력에 대응되는 힘으

로 유체가 고체로부터 받는 반작용력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상 커플링에서는, 단방향 커플링에서 식 (5-3)을 이용해 유체 

흐름 속도 ⃗ 에 대해 근사법을 적용한 것과 달리, 식 (5-4)에서 ⃗ −⃗ ⃗ − ⃗ 에 대해 직접 SPH 근사법을 적용하였다. 이 경우 항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  8 ⃗ − ⃗ ⃗ − ⃗  ( − )                 (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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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고체 입자는 개별 유체입자  로부터 ⃗ | = /8 ⃗ −⃗ ⃗ − ⃗ ( − )/의 항력을 받으며 support domain 내에 있는 모

든  유체입자로부터 받는 이 ⃗ |들의 합 ∑ ⃗ | 이 고체입자가 받는 최종 항

력 ⃗가 된다. 따라서 개별 유체입자들의 관점에서는 고체로부터 -⃗ |의 힘

을 반작용력으로 받게 된다. 

 

5.2.1.3. 공극률 의 결정 

각 질점에서의 공극률 또한 다른 모든 필드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SPH 

근사법을 이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 유체 질점 에서의 공극률  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   ( − )                                                  (5 − 13) 

 =  1         if particle  is liquid 0         if particle  is solid                                     (5 − 14) 

 

여기서 은 support domain 영역 내부에 있는 유체입자와 고체입자를 모

두 포괄하며, 이에 따라 부피 항도 가용적(bulk volume) /이 아닌 질점

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 진용적(true volume) / 이 적용되었다. 입자  의

support domain에 고체입자에 의해 점유된 영역이 없을 경우 는 1이 되고 그

렇지 않을 경우 는 1 미만이 된다. 

  

5.2.1.4. 지배방정식의 도출 

앞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고체와 유체 모두에 대해 2상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완전한 SPH-DEM 지배방정식을 수립하였다. 최종적으

로 유체 입자 에 대한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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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보존:  
 () = −  ⃗ 

                                     (5 − 15) 

 

운동량 보존:  
  ⃗   = −  (  +  +  )

 + (⃗)                      
+   8  |⃗ − ⃗ |(⃗ − ⃗ )( − )         (5 − 16) 

 =  − +  ( + )                        ⃗ ∙ ⃗ < 0            0                                        ⃗ ∙ ⃗ > 0                            (5 − 17) 
  는 유체 입자 i의 support domain 내부에 있는 모든 다른 유체입자들,  

는 유체 입자 i의 support domain 내부에 있는 모든 고체입자들에 대한 인덱스

이다. 

2상류의 완전 모델에서 고체입자의 지배방정식의 골격은 식 (5-1)과 동일

하다. 다만 2상류에서 뉴턴 제3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항력의 계산을 위

해 식 (5-3), 식 (5-4)가 아닌 식 (5-12)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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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슬러리 교반-응집 공정 모사에의 적용 

5.2.2.1. 교반-응집 공정의 개요 

수립된 SPH-DEM 완전 결합 모델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모델

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프로펠러형 교반기 내에서 슬러리의 교반과 이에 

의한 응집(coagulation) 과정을 모사,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응집은 분산 상태의 미세 입자가 서로간의 접촉에 의해서 더 큰 입경의 

입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수처리에서 응집은 슬러리 내부에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는 미립자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슬러리 상

태에서 다수의 고체 미립자들은 액체 내부에 분산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 때 

고-액 2상간의 분리 및 이를 통해 고체(또는 액체)를 선택적으로 회수하기 위

해서 고체 입자간 접촉을 유도하여 입자를 성장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입자간 응집을 설명하는 수학적 모델은 입자 사이의 에너지 장벽의 영향

을 고려하지 않는 빠른 응집 모델(rapid coagulation model)과 입자간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장벽의 영향을 포함하는 느린 응집 모델(slow coagulation model)

로 분류될 수 있다. 콜로이드 상태의 입자들은 표면전위에 의해 물 속에서 

안정된 분산 상태를 유지하는데 응집을 위해서 입자의 표면전위와 반대 부호

를 갖는 전해질을 첨가, 중화시키거나 pH를 변화시킴으로써 응집을 촉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상류의 물리적 거동을 보다 단순화된 조건 하에서 

관찰하기 위해 완전 중화된 표면전위를 가정, 입자간의 전기적 반발력을 무

시하였으며, 따라서 빠른 응집 모델이 적용되었다. 

 

5.2.2.2. 모델링 조건의 정의 

문제해석을 위한 기하적 조건을 Fig. 5-5에 표시하였다. 실린더 용기는 직

경 400 mm, 높이 800 mm로 설정하였으며 물은 전체 용기의 80 %를 채우도록 

설정하였다(Fig 5-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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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 프로펠러의 기둥 직경은 60 mm로 설정하였으며 6개의 날로 구성되

었다. 각 날의 반경 방향 너비는 67 mm, 축 방향 폭은 80 mm로 설정하였다

(실린더 좌표계 기준). 교반기에 사용되는 프로펠러의 경우 완전 평면이 아닌 

뒤틀림각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실린더 좌표계 기준으로 반

경 방향뿐 아니라 축 방향으로의 흐름을 유발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교반 및 

응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도 프로펠러 날의 뒤

틀림각이 45˚가 되도록 기하조건을 설정, 가상입자를 배치시켜 경계조건을 

생성하였다 (Fig. 5-5 (b)). 프로펠러 면의 경우 유체 내부에 위치한 유한 평면

으로 Fig. 2-2. (d)와 같은 방법으로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

다. 유체에 잠긴 경계면인 프로펠러 날의 경우 커널 적분상의 누락이 일어나

지 않으며 단순히 면을 따라 가상입자를 설정하고 이를 설정 각속도로 운동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경계조건 및 점착조건의 설정이 가능하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든 조건들은 Table 5-1에 표시하였다. 프로펠러의 회

전수에 따른 응집속도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회전각속도는 50 rad/s, 83.3 

rad/s, 116.7 rad/s의 3가지 조건에서 전산해석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rpm으로 환

산시 각각 477, 796, 1,114 rpm에 해당된다. 고체 입자의 입도는 300-10,000 μ

m 범위에서 랜덤변수를 이용해 결정하였으며 유체 내부에서 입자들의 위치 

역시 랜덤하게 분포시켰다. 

 
  



 

 

Fig. 5-5.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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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Geometry of (a) the entire stirrer and (b) the propeller

  

 

 

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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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Condition used for simulating coagulation process 

 Value Unit 

smoothing function, W cubic spline kernel  

viscosity model artifical viscosity  

Drag Coefficient, CD from Dallavalle(1948)  

smoothing lengh, h 10 mm 

angular velocity of propeller 50 – 116.7 rad/s 

total simulation time 5 sec 

number of fluid particles 76,022 ea. 

number of solid particles 2,000 ea. 

diameter of solid particles 300 - 10,000 μm 

density of solid particles 995 – 1,005 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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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원활한 침전을 위해서 먼저 급속교반을 통해 일정 이상의 크

기로 입자들을 성장시킨 후 이후 완속교반을 통해 보다 더 큰 입자로의 성장

을 유도하는데 이는 급속교반시 발생하는 높은 전단응력이 응집된 입자의 해

체를 유발함으로써 보다 큰 입자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단응력에 의한 입자간의 해쇄 효과는 고려하

지 않았으며, 급속 교반에 의한 빠른 응집만을 고려 대상으로 하였다. 

빠른 응집 모델은 입자간의 반발력을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체 입

자간 접촉 발생시 두 입자는 항상 응집된다. 구형의 두 입자 a와 b가 접촉, 

응집하여 구형의 입자 c를 생성할 때 생성입자 c의 질량  , 반경  , 밀도  및 속도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                                                     (5 − 18)  = ( + )/                                               (5 − 19)  =  +  +                                               (5 − 20) 

⃗ = ⃗ + ⃗ +                                               (5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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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시뮬레이션 결과: 유체 흐름 해석 

전산해석 결과 흐름 속도 및 압력 분포는 매우 빠르게 발달하여 1초 이

내에 사실상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 프로펠러의 중심을 따른 단면( =60 mm 지점)에서 유속 및 압력 분포를 Fig. 5-6에 나타내었다. 점착조건에 의

해 프로펠러 날개면을 따라 높은 속력 및 압력 분포가 관찰되었으며, 날개 

회전 범위 바깥에서 속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프로펠러 회전 반경내에서 

압력의 분포를 관찰했을때 프로펠러 면과 인접한 경계층에서는 정지 상태에

서의 정수압보다 높은 압력이, 경계층이 아닌 곳에서는 정지 상태에서의 정

수압보다 낮은 압력이 관찰되었다. 경계층 내부에서 높은 압력이 관찰되는 

것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 면이 유체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계층 외부의 경우는 유동 속도가 높을 수록 낮은 

정수압력이 관측되는데 이는 역시 Bernoulli’s Theorem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중심에서의 거리 에 따른 유체 흐름 속도 분포를 Fig. 5-7에 도시하였다. 

중심에서 프로펠러 끝까지의 거리 와 회전각속도 에 대해 무차원화시킨 

결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속도 분포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다만  =50 rad/s와  = 83.3 rad/s인 경우에 비해 회전수가  = 116.7 rad/s인 경우

는 의 증가에 따른 속도 감소가 보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 83.3 rad/s에서  = 116.7 rad/s로 회전수가 증가하면서 점성에 의

한 에너지의 손실이 증폭됨에 기인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회전수가 고

속으로 갈수록 같은 에서의 속도 분포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

다. 이는 높은 레이놀즈 흐름으로 갈수록 관성 지배적 흐름이 되면서 속도 

분포의 불규칙성이 커지게 되는 특성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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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Simulation result: (a) velocity and (b) pressure distribution of water at  = 60 mm (t = 1 s, ω = 116.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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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Simulation result: water velocity as a fun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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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시뮬레이션 결과: 고체 입자의 응집 

교반응집이 진행되면서 고체입자는 흐름에 따른 항력을 받아 교반기 내

부에서 운동한다. 이 때 입자의 크기에 따라 운동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

고 이에 의해 입자간의 접촉이 유도되면서 입자는 응집, 성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반기의 회전수의 변화에 따른 입자의 응집 특성의 차이의 변화

를 개발된 SPH-DEM 모델의 전산모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빠른 응집 모델에서 입자의 위치에 따른 확률분포가 모든 지점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입자 수와 응집률은 2차 반응의 관계를 가진다. 

  = −                                                  (5 − 22) 

 

여기서 은 고체입자의 수,  은 빠른 응집에서 응집률 상수이다. 변수

분리법으로 식 (5-21)을 풀면 최종적으로 아래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1() − 1 =                                                   (5 − 23) 

 

입자의 운동이 Brown 운동에 의해 지배되고 입자 위치의 확률함수가 모

든 점에서 동일할 때 이러한 가정은 적절하며 따라서 이류 현상이 없는 콜로

이드 크기의 입자들에 대해서 이 가정은 적절하다. 그러나 흐름이 있고 입자

가 수백 μm - 수 mm 크기로 성장했을 경우 입자의 위치에 따른 확률분포는 

달라지며, 시간에 따른 입자수 분포는 식 (5-22)를 완벽히 따르지 않을 수 있

다.  

시간에 따른 입자수 변화를 Fig. 5-8에 나타내었다. 프로펠러 회전수가  = 50 rad/s 인 경우와  = 83.3 rad/s인 경우 교반시간 와 1/() − 1/ 

사이에는 선형회귀분석의 상관계수가 각각  = 0.9986,  = 0.9944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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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높은 선형적 상관관계를 보여, 식 (5-23)을 비교적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 116.7 rad/s의 경우 응집속도는 식 (5-23)을 잘 만족시키지 

않았으며, 초기에는 비교적 빠르게 응집이 일어났으나 시간에 따라 응집률이 

점차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원인의 규명을 위해 위치에 따른 입자의 분포를 살펴 보았다. 입자의 위

치에 따른 분포 확률이 모든 점에서 동일할 경우, 실린더 전체 영역을 중심

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외반부와 내반부(전체 영역을 외측-내측으로 2등분

했을 때의 외측 영역, 혹은 내측 영역)로 2등분했을 때 입자가 외반부 혹은 

내반부에 있을 확률은 입도에 관계 없이 50 %로 동일하다.  

입자를 √2 간격의 입도 구간으로 구간 분류한 후,  = 3  에서 각 구간

의 입자 중 외반부에 위치한 입자의 분율을 Fig. 5-9에 도시하였다. 원심력에 

의한 효과로 인하여 외반부에 위치한 입자의 분율은 모든 입도 영역에서 50 %

를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다.  = 50 rad/s,  = 83.3 rad/s의 경우에는 

외반부에서의 분율은 모든 입도 영역에서 약 55-70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 116.7 rad/s의 경우 굵은 입자들의 외반부 분율이 증가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원심력에 의해서 입도에 따른 분리 효과가 나타난 결

과이다. 응집공정에서 교반의 목적은 유체 흐름 내에서 입도에 따른 속도차

이를 이용해 입자간의 접촉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응집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회전수를 증가시켜 유체 흐름 속도를 증가시키면 이러한 속도차이를 더 증폭

시킬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회전수가 일정 이상 증가한 경우 입도에 따른 

분리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응집이 활발해지지 못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전산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입도(80 % passing size)

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Fig. 5-10) 역시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16.7 rad/s  조건 하에서 초기에 입자는 빠르게 성장하다가 3 초 이후 

점차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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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Coagulation result: change in the number of particles. In case of  = 116.7 rad/s, 

kinetics does not follow the second order well, and the coagulation rate decreases with 

the time p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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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Coagulation result: fraction of particles reported in outer-half a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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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Coagulation result: change in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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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자원처리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고-액 2상류 시스템

을 전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툴로써, 그간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DEM

과 SPH의 완전 결합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는 크게 SPH 

알고리즘의 자체 개발과 검증 및 개선, SPH에 적용가능한 미시적 항력 모델

의 개발 및 검증, SPH-DEM의 완전 결합모델 개발 및 공정모사에의 적용의 3

단계로 이루어졌다. 

 

1) 먼저 SPH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자체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Couette 

흐름, Poiseuille 흐름 및 회전하는 두 실린더 사이의 흐름 문제에 적용하

여 수치해석적 해와 엄밀해를 비교하여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RMS 법으로 두 해를 비교한 결과 Couette 흐름의 경우 1% 이내, 

Poiseuille 흐름의 경우 0.75% 이내, 그리고 회전하는 두 실린더 사이의 흐

름의 경우 0.8% 이내에서 높은 정확도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2) 또한 SPH가 가지고 있는 입자쌍 검색의 전산 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셀 기반의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위해서 수치해석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최소의 검색 셀 크기를 경험적으

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검색 셀의 크기를 약 0.8κh로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안전도를 고려, 0.9κh로 검색 셀의 크기를 설정하였다.  

 

3) SPH의 약압축성 특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압력분포의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밀도에 대한 필터링 알고리즘을 적

용하였다. 컵 속의 흐름 모사에 이를 적용한 결과 격류의 해석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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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벽면 근처의 노이즈 신호가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확연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개선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3차원 댐에서 물의 방출 문제를 해석하고 

시간에 따른 수면의 높이를 Bernoulli Theorem에 의한 해와 비교하였다. 두 

해의 오차는 미세한 수준이었으며 벽면의 점성에 의한 수두 손실을 고려

할 때 개발된 모델은 유체 흐름의 정량적 해석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5) 고체 입자 표면에 작용하는 항력을 SPH 알고리즘에 의한 속도 및 압

력 분포에 의해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조건 하에서 원

형 실린더 주변의 흐름을 모사하고 실린더에 작용하는 항력을 개발된 알

고리즘을 이용해 계산한 후, 그 결과를 기존의 표준실험데이터와 비교하

였다. 그 결과 고속 흐름으로 갈수록 경계층에서의 응력을 모사하기 위해 

더 높은 입자 해상도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1 ≤ Re ≤ 100  범위에서의 

전산 해석 결과, 해상도의 증가와 함께 모든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의 수렴

조건이 확보되었으며 수렴해는 표준실험데이터에 잘 일치하였다. 

 

6) 사각실린더 주변의 유동을 SPH와 상용 CFD를 이용해 모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받음각의 변화에 따른 유체 흐름의 변화는 SPH를 이

용한 해석에서 잘 나타났다. 항력 계산 모델을 적용하여 사각 실린더의 

표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항력계수를 기존의 다른 연

구 결과 및 상용 CFD에 의한 값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허용가능한 범

위 내에서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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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된 항력모델을 적용, 단일 구형입자의 침강을 모사하고 시뮬레이

션에서 구해진 종단속도를 표준 실험 데이터인 Heywood Table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해상도의 증가와 함께 침강속도는 실험 데이터와 높은 일치

율을 나타내었다. 2차원 유동과 마찬가지로 레이놀즈 수의 증가와 함께 

요구되는 입자해상도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8) 허용 가능한 전산부하 범위 내에서 2상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SPH-DEM간 단방향 커플링을 통한 원시모델을 개발하였

다.  DEM 입자에 적용되는 항력을 SPH의 커널근사법을 통해 구현하여 

침강분리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입도 분리공정을 모사하였으며 유체 흐름 

및 분리기 내부에서 고체 입자들의 거동을 해석하였다. 결과 입도에 의한 

분리효과는 시뮬레이션에서 명확하게 관찰되었으며 모델에 의한 유체 내 

입자의 거동은 실제 물리적 현상과 정성적으로 잘 부합하였다. 

 

9) 마지막으로 기존의 국지평균법에 의한 다상유동 지배방정식에서 출

발, SPH 모델을 다상유동에 대해 확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SPH-DEM간의 

완전 결합모델을 구현하였다. 고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프로펠러형 교반기

를 이용한 교반응집 과정에 대한 전산해석을 실시하고 교반 회전수에 따

른 응집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기에는 회전수가 증가할 수

록 입자간 접촉이 활성화되면서 응집률이 증가하지만 일정 이상의 고속

회전에서는 원심력에 의한 입도 분리효과에 의해 시간이 갈수록 응집률

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 121 - 

 

개발된 SPH-DEM모델은 고-액 2상류에서 2상간에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간

섭작용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2상류의 거동에 대한 미시적 해석을 물리법칙

의 틀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스케일 공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모사

를 위해서는 전산효율의 향상 및 연산 알고리즘의 병렬화를 통한 확장 등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된 모델은 고-액 2상류 시스

템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설계 및 운전조건 도출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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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ppendix 

 

프로그램은 Fortran 90 기반 코드로 작성되었으며 Intel Fortran 

Compiler for Linux 10.1 을 이용해 컴파일되었다. 프로그램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23 개의 코드로 모듈화되었다. 

 

1. param.inc 

주요 변수 및 parameter 값들이 정의되어 있다 모든 파일들에서 

include 문으로 호출된다. 

!!!!!!!!!!!!!!!!!!!!!!!!!!!!!!!!!!!!!!!!!!!!!!!!!!!!!!!! 

!! param.inc : 파라메터, 상수값들의 정의 

!!!!!!!!!!!!!!!!!!!!!!!!!!!!!!!!!!!!!!!!!!!!!!!!!!!!!!!!!! 

 integer dim     !! dim : dimension (1~3) 

 parameter (dim = 3)     

 

!! maxn: 최대 입자수 

!! max_interaction: 입자간 interaction 수 

 integer maxn, max_interaction 

 parameter (maxn = 500000, max_interaction = 30 * maxn) 

 

!! NNPS 

!! nnps = 1  : All-pair 

!!     2  : Cell-based linked list 

 integer nnps 

 parameter (nnps = 2) 

 

!! Smoothing length evolution (sle) algorithm 

!! sle = 0 : 고정 h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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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h = fac * (m/rho)**(1/dim) 

!! integer sle 

!! parameter (sle = 0) 

 

!! Smoothing kernel function  

!! skf = 1 : cubic spline kernel (Monaghan 1985) 

!!  = 2 : Gauss kernel     (Gingold and Monaghan 1981) 

!!  = 3 : Quintic spline kernel (Morris 1997) 

 integer skf 

 parameter (skf = 1) 

 

!! 불리언 값 모음 (시나리오 스위치) 

!! summation_density (false : continuity equation 사용) 

!! average_velocity (Monaghan 평균속도 treatment 사용여부) 

!! config_input (초기 config data 사용여부) 

!! virtual_part (가상 particle 사용여부) 

!! vp_input  (가상 particle 정보 읽어오기 여부 : false 시 generation) 

!! visc  (점성 고려 여부) 

!! ex_force  (외력 고려 여부) 

!! visc_artificial (artificial viscosity 사용여부) 

!! heat_artificial (artificial heat 사용여부) 

!! self_gravity (self_gravity 고려여부) 

!! nor_density (Density Normalization 여부) 

 

 logical summation_density, average_velocity, config_input, virtual_part, vp_input 

 logical visc, ex_force, visc_artificial, heat_artificial, self_gravity, nor_density 

 parameter(summation_density = .false. )  

 parameter(average_velocity = .false. ) 

 parameter(config_input = .true. )    

 parameter(virtual_part = .true. )  

 parameter(vp_input = .false. )      

 parameter(visc = .true. )      
  

 parameter(ex_forc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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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visc_artificial = .true. )   

 parameter(heat_artificial = .false. )   

 parameter(self_gravity = .true. ) 

 parameter(nor_density = .true. ) 

 

!! 결과 출력용 Parameter 들  

!! int_stat : SPH particle interaction 통계 출력 

!! print_step: 매 print_step 마다 화면에 출력 

!! save_step: 매 save_step 마다 데이터 저장 

!! moni_particle : 모니터링용 particle index 

 logical int_stat 

 parameter(int_stat = .true. ) 

 integer print_step, save_step 

 parameter(print_step = 50, save_step = 1025) 

 integer moni_particle 

 parameter(moni_particle= 2000) 

 double precision pi 

 parameter (pi = 3.14159265358979323846) 

 integer num_in_r, num_in_z 

 double precision column_diameter, column_height, water_height 

 parameter (num_in_r = 20) 

 parameter (num_in_z = 80) 

 

!!  교반기 기하조건 정의 

 parameter (column_diameter = 4.E-1) ; 

 parameter (column_height =  column_diameter *  
real(num_in_z)/(real(num_in_r)*2.0) ) ;  

    parameter (water_height =  column_height *  4./5. ) ;  

 

!! 셀기반 검색 시에 Grid 관련 

!   maxngx  : 검색용 cell 갯수(x-direction) 

!   maxngy  : 검색용 cell 갯수(y-direction) 

!   maxngz  : 검색용 cell 갯수(z-direction) 

    integer maxngx,maxngy,maxn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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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 ( maxngx  = 160 ,  maxngy  = 160) 

 parameter ( maxngz  = maxngx * real(column_height)/real(column_diameter) ) 

!! maxgeom, mingeom : 허용가능한 영역 범위 

 double precision x_maxgeom, y_maxgeom, z_maxgeom,  x_mingeom, y_mingeom, 
z_mingeom 

 parameter (x_maxgeom =  3.E-1 , y_maxgeom =  3.E-1)  

 parameter (x_mingeom = -3.E-1 , y_mingeom = -3.E-1)  

 parameter (z_maxgeom =  x_maxgeom * column_height/column_diameter) 

 parameter (z_mingeom =  -x_maxgeom * column_height/column_diameter) 

 

 logical input_by_sec  !! 시뮬레이션 시간 입력 방식 : true-초, false-스텝수 

 logical upgrade_virtual_dens  !! 가상입자 밀도 계산 여부 

 logical statistic     !! 통계 출력 여부  

 parameter(input_by_sec = .true. )  

 parameter(upgrade_virtual_dens= .true. ) 

 parameter(statistic = .true. ) 

 double precision dx_hsml_ratio  !! initial spacing - hsml 간 관계: 1 로 고정 

 parameter (dx_hsml_ratio = 1.E0)  

 double precision ext_rr0_ratio !! 가상입자 반발력의 적용 범위 

 parameter(ext_rr0_ratio = 1.E0) 

 double precision  sound_velocity !! 음속 

!   parameter(sound_velocity = 1280.) 

    parameter(sound_velocity = 850.) 

 

 double precision mach_num  !! 허용가능한 mach number (압축률 결정) 

    parameter(mach_num = 0.05) 

 integer density_filtering_step  !! density filtering step  

 parameter(density_filtering_step = 5)  

 double precision max_acceleration !! 순간적 acceleration 허용 한계 

 parameter(max_acceleration=1.E6) 

 double precision cylinder_rpm !! 외부 실린더 회전속도 (rad/min) 

 double precision cylinder_velocity 

 parameter(cylinder_rpm=0.)  

 parameter(cylinder_velocity=cylinder_rpm/60. * column_diame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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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precision inner_diameter !! 프로펠러 기둥 지름 

 double precision inner_rpm  !! 프로펠러 회전속도 (rad/min) 

 double precision inner_velocity !! 프로펠러 기둥에서 벽면 속도 

 integer n_inner   !! 프로펠러 기둥 반경 : h * n_inner 

 parameter(n_inner=3) 

 parameter(inner_diameter= (float(n_inner))/float(num_in_r) * column_diameter) 

! parameter(inner_rpm=5000.) 

 parameter(inner_rpm=0.) 

 parameter(inner_velocity=inner_rpm/60. * inner_diameter/2.) 

 

 

    integer solid_ball_number   !! 고체 입자 개수 

 parameter (solid_ball_number = 10 ) 

! s_param : 고체볼 속성 갯수 : 고정 

 integer s_param 

 parameter (s_param = 30)  

 double precision RESTI, YOUNG, POISS, FRW !! 복원계수, 영률, 포아송비, 
마찰계수 

 parameter (RESTI = 0.18) 

 parameter (YOUNG = 2.E11) 

 parameter (POISS = 0.3) 

 parameter (FRW = 0.3) 

 double precision SOP   !! 수직-전단계수 비율 

 parameter (SOP = 1./2./(1.+POISS)) 

    double precision SPRING_N_W, SPRING_S_W, DASHPOT_N_W, 
DASHPOT_S_W 

  parameter (SPRING_N_W = 1.5D2) 

 parameter (SPRING_S_W = 1.15D2) 

 parameter (DASHPOT_N_W = 5D0) 

 parameter (DASHPOT_S_W = 4D0) 

 

 integer n_of_propeller    !! 프로팰러 갯수 

 parameter (n_of_propeller = 6); 

 double precision propeller_angle !! 프로팰러 뒤틀림각 

 parameter (propeller_angle = 45. * pi/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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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precision propeller_height !!  프로펠러날 높이(z 축방향) 

 double precision propeller_width !!  프로펠러날 너비 

 double precision propeller_interval_from_bottom !! 바닥과 날 사이 간격  

 parameter (propeller_height = column_height * 1./10.); 

 parameter (propeller_interval_from_bottom = column_height * 1./40.); 

 parameter (propeller_width = column_diameter/2. * 1./3.); 

 integer  propeller_n_in_width,  propeller_n_in_height 

 parameter (propeller_n_in_width  = propeller_width  * num_in_z/column_height ); 

 parameter (propeller_n_in_height = propeller_height * num_in_z/column_h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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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h.f90: 

메인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의 호출을 담당한다. 

 

program COAGULATION_2PHASE_FLOW 

 

   !!!   메인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동부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ntotal, ntotal_new, itype(maxn), itype_new(maxn), maxtimestep 

   integer d, m, i, j,nvirt, vtype(maxn), particle_list(maxn), flag(maxn), n_eliminate 

   double precision input_time, rr0 

      double precision x(dim,maxn), vx(dim, maxn), mass(maxn), 
rho(maxn),rho_void(maxn), p(maxn), e, hsml(maxn), dt 

      double precision x_new(dim,maxn), vx_new(dim, maxn), mass_new(maxn), 
rho_new(maxn), p_new(maxn), hsml_new(maxn) 

      double precision s1, s2 

   double precision tmp 

 

   dt = 2.E-5 ;   

 

   !!!   초기조건 1 차 설정 

      call input(x, vx, mass, rho, rho_void, p, itype, hsml, ntotal)      

 

   !!!   가상입자 위치 설정 

      if (virtual_part) then  

          nvirt = 0 

    call virt_part(0, ntotal,nvirt,rho_void,hsml,mass,x,vx,rho,p,itype, vtype) 

      endif  

 

      !!! 가상입자-실제 유체 입자간 초기조건 중복여부 감지(프로펠러 날), 
초기조건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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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1, ntotal 

 flag(i) = 0  ; 

 enddo 

 rr0 = ext_rr0_ratio * hsml(1)/dx_hsml_ratio ; 

 do i=1, ntotal 

 do j=ntotal+1, ntotal+nvirt 

 if( (abs( x(1, i) - x(1, j)).LT.rr0).AND.(abs( x(2, i) - x(2, j)).LT.rr0).AND.(abs( x(3, i) - 
x(3, j)).LT.rr0) ) then 

  if( sqrt((x(1, i)-x(1, j))**2.+(x(2, i)-x(2, j))**2.+(x(3, i)-x(3, j))**2.).LT.rr0 ) then 

  flag(i) = 1  ; 

  endif 

endif 

 enddo 

enddo 

n_eliminate = 0 ;  

ntotal_new = 0 ;  

do i=1, ntotal 

 if(flag(i).EQ.0) then 

  ntotal_new = ntotal_new + 1;  

  rho_new(ntotal_new) = rho(i); 

  mass_new(ntotal_new) = mass(i); 

  itype_new(ntotal_new) = itype(i); 

  hsml_new(ntotal_new) = hsml(i); 

  p_new(ntotal_new) = p(i); 

  do d=1, dim 

   x_new(d, ntotal_new) = x(d, i); 

   vx_new(d, ntotal_new) = vx(d, i); 

  enddo 

 endif 

enddo 

   

do i=1, nvirt 

 rho_new(ntotal_new+i)  = rho(ntotal+i); 

 mass_new(ntotal_new+i) = mass(ntotal+i); 

 itype_new(ntotal_new+i)= itype(ntot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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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ml_new(ntotal_new+i) = hsml(ntotal+i); 

  p_new(ntotal_new+i)    = p(ntotal+i); 

  do d=1, dim 

   x_new(d, ntotal_new+i) = x(d, ntotal+i); 

   vx_new(d, ntotal_new+i) = vx(d, ntotal+i); 

  enddo 

 enddo 

 

 x = x_new ; 

 vx  = vx_new ; 

 rho = rho_new ; 

 mass  = mass_new ; 

 itype = itype_new ; 

 hsml = hsml_new ;  

 p  = p_new ; 

 ntotal = ntotal_new ;  

 

 !!! 초기조건 정의 끝  

 print *, "유동 초기조건 정의 완료";  

 

write(*,*)'  ***************************************************'  

if(input_by_sec) then 

  write(*,*)'         전산해석 시간(sec)을 입력하세요. ' 

  write(*,*)'  ***************************************************' 

 read(*,*) input_time     

  maxtimestep = int(input_time/dt)  

else 

 write(*,*)'         전산해석 Timestep 을 입력하세요. ' 

 write(*,*)'  ***************************************************' 

 read(*,*) maxtimestep ; 

 input_time = maxtimestep * dt ;  

endif 

  

print *, "  Max_Timestep ", maxtimestep; 

print *, "  Max_Time ", input_time, "(sec)";  



- 139 - 

 

 

call time_print 

call time_integration(x, vx, mass, rho, rho_void, p, e, itype, hsml, ntotal, maxtimestep, dt, 
nvirt, vtype) 

 call time_print 

 

print *, "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1002     format(1x,a27,I2,a1,I2,a1,I2)   

1003     format(a25,(e12.6))                        

1004     format(a25,I7)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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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put.90: 

기하적 조건에 따라 실제 유체 영역의 초기값을 정의한다.  sph.f90 

에서 호출된다. 

 

subroutine input(x, vx, mass, rho, rho_void, p, itype, hsml, ntotal) 

 

 !!!! 초기 조건 정의: 유동영역 정의 및 초기화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itype(maxn), ntotal 

 double precision x(dim, maxn), vx(dim, maxn), mass(maxn), p(maxn), hsml(maxn), 
rho(maxn), rho_void(maxn) 

 integer i, d, im 

 

 if(config_input) then 

  open(1, file="../data/f_xv.dat") 

  open(2, file="../data/f_state.dat") 

  open(3, file="../data/f_other.dat") 

   

  write (*,*) ' ******************************************************** ' 

  write (*,*) ' Loading initial particle configuration   
  ' 

  read (1,*) ntotal 

  write (*,*) ' Total number of particles  ', ntotal 

  write (*,*) ' ******************************************************** ' 

  do i=1, ntotal 

  read(1, *) im, (x(d, i) , d = 1, dim), (vx(d, i), d = 1, dim ) 

  read(2, *) im, mass(i), rho(i), p(i) 

  read(3, *) im, itype(i), hsml(i) 

 enddo 

 else 

  open (1, file="./data/initial/ini_xv.dat") 

  open (2, file="./data/initial/ini_state.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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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3, file="./data/initial/ini_other.dat") 

 

 call initialize(x, vx, mass, rho, rho_void, p, itype, hsml, ntotal)!! 초기 조건 설정  

 call make_output_for_paraview(1, ntotal, 0, p, vx, x, 1, 1)!!Visualization 을 위한 
파일 생성 

 do i=1, ntotal 

  write(1, 1001) i, (x(d, i), d = 1, dim), (vx(d, i), d = 1, dim) 

  write(2, 1002) i, mass(i), rho(i), p(i) 

  write(3, 1003) i, itype(i), hsml(i) 

 enddo 

   

1001 format(1x, I5, 6(2x, e14.8)) 

1002 format(1x, I5, 7(2x, e14.8))  

1003 format(1x, I5, 2x, I2, 2x, e14.8) 

  

 write (*,*) ' ******************************************************** ' 

 write (*,*) ' 입자 초기 조건 정의 완료   ' 

 write (*,*) ' 전체 입자 수:      
 ', ntotal 

 write (*,*) ' ******************************************************** ' 

 endif 

 

 close(1) 

 close(2) 

 close(3) 

 end 

 

subroutine initialize(x, vx, mass, rho, rho_void, p, itype, hsml, ntotal) 

 

 !!!! 초기 조건 정의: input 에서 호출됨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itype(maxn), ntotal 

double precision x(dim, maxn), vx(dim, maxn), mass(maxn), rho(maxn), rho_void(maxn), 
p(maxn), hsml(maxn), dx, c 



- 142 - 

 

integer i, j, d, k, num_in_circle  , iseed 

double precision temp_r, temp_angle, speed, tmp_x(dim) 

  

!! 입자 초기 조건의 정의 

dx =  column_height / num_in_z ; 

do j=1, int(float(num_in_z) * water_height/column_height) 

 do i=n_inner+1, num_in_r 

  temp_r = (i-1./2.) * dx ; 

  num_in_circle = int((2.*pi * temp_r)/dx) ; 

  do k=1, num_in_circle 

    temp_angle = 2.*pi * (k-1)/num_in_circle ; 

    tmp_x(1) = temp_r * cos(temp_angle) + dx * 0.01 * ran(iseed) * (-
1.)**real(mod(iseed, 2)); 

    tmp_x(2) = temp_r * sin(temp_angle) + dx * 0.01 * ran(iseed) * (-
1.)**real(mod(iseed, 2));; 

    tmp_x(3) = 1./2. * -column_height + (j-1./2.) * dx  + dx * 0.01 * ran(iseed) * (-
1.)**real(mod(iseed, 2)); 

    ntotal = ntotal + 1 ; 

    rho(ntotal) = 1000.; 

    rho_void(ntotal) = 1000. ;  

    do d=1, dim 

     vx(d, ntotal) = 0. ; 

     x(d, ntotal) = tmp_x(d) ;  

    enddo 

    mass(ntotal) = dx**dim * rho(ntotal) ;  

    itype(ntotal) = 2  ; !2:water, -2:virtual particle   

    hsml(ntotal) = dx * dx_hsml_ratio ; 

     call p_art_water(rho(ntotal), p(ntotal)) ;   !!  

  enddo 

enddo 

endd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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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irt_part.f90 

기하적 조건에 따라 가상입자들의 초기위치를 정의한다.  sph.f90 에

서 호출된다. 

 

subroutine virt_part(itimestep, ntotal,nvirt,rho_void,hsml,mass,x,vx,rho,p,itype, vtype)  

 

!!  가상입자 설정.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itimestep, ntotal, nvirt, itype(maxn) 

  double precision hsml(maxn),mass(maxn),x(dim,maxn),vx(dim,maxn),rho(maxn), 
p(maxn) 

  integer i, j, k, d, im, num_in_domain, num_in_circle, scale_k, temp_i , vtype(maxn) 

  double precision xl, dx, v_inf,  d_a1, d_a2, d_b1, d_b2 , temp_angle, temp_angle_z 

  double precision temp_r, temp_max_r  

  double precision unit_vec(dim), vel_unit_vec(dim), v_inner, v_outer, main_line(maxn) 

  double precision temp_x, temp_y, temp_z, rho_void(maxn) 

 

  do i=1, ntotal 

    main_line(i) = 0 ;  

  enddo 

 

  if (vp_input) then           

        open(1,file="./data/xv_vp.dat") 

        open(2,file="./data/state_vp.dat") 

        open(3,file="./data/other_vp.dat")             

        read(1,*) nvirt 

        do j = 1, nvirt    

          i = ntotal + j       

          read(1,*)im, (x(d, i),d = 1, dim), (vx(d, i),d = 1, dim)                      

          read(2,*)im, mass(i), rho(i), p(i)         

          read(3,*)im, itype(i), hsm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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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do   

        close(1) 

        close(2)  

        close(3)  

  else  

      nvirt = 0 

    dx = column_height / num_in_z ; 

    if (skf.eq.1) then  

       scale_k = 2  

     else if (skf.eq.2) then  

       scale_k = 3  

     else if (skf.eq.3) then  

       scale_k = 3  

     endif  

 

    do j=1, num_in_z      !!! 외벽 기둥 

      do i=1, scale_k 

        temp_r = column_diameter/2. + (i-1./2.) * dx ; 

        num_in_circle = int((2.*pi * temp_r)/dx) ; 

        do k=1, num_in_circle 

          temp_angle = -1.*pi + 2.*pi * (k-1)/num_in_circle ; 

          nvirt =  nvirt + 1 ;  

          x(1, ntotal + nvirt) = temp_r * cos(temp_angle); 

          x(2, ntotal + nvirt) = temp_r * sin(temp_angle); 

          x(3, ntotal + nvirt) = 1./2. * -column_height + (j-1./2.) * dx ; 

          vx(1, ntotal + nvirt) = 0. ;  

           vx(2, ntotal + nvirt) = 0. ; 

            vx(3, ntotal + nvirt) = 0. ; 

          vtype(nvirt) = 1; 

        enddo 

      enddo 

    enddo 

    do j=1, num_in_z       !!! 프로펠러 기둥  

      do i=1, n_inner 

        temp_r = (i-1./2.) * d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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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_in_circle = int((2.*pi * temp_r)/dx) ; 

        do k=1, num_in_circle 

          temp_angle = -1.*pi + 2.*pi * (k-1)/num_in_circle ; 

          nvirt =  nvirt + 1 ;  

          x(1, ntotal + nvirt) = temp_r * cos(temp_angle); 

          x(2, ntotal + nvirt) = temp_r * sin(temp_angle); 

          x(3, ntotal + nvirt) = 1./2. * -column_height + (j-1./2.) * dx ; 

          vx(1, ntotal + nvirt) = 0. ;  

           vx(2, ntotal + nvirt) = 0. ; 

            vx(3, ntotal + nvirt) = 0. ; 

          vtype(nvirt) = 2; 

        enddo 

      enddo 

    enddo 

 

    do j=1, scale_k        !!! 바닥 

      do i=1, num_in_r 

        temp_r = (i-1./2.) * dx ; 

        num_in_circle = int((2.*pi * temp_r)/dx) ; 

        do k=1, num_in_circle 

          temp_angle = 2.*pi * (k-1)/num_in_circle ; 

          nvirt =  nvirt + 1 ;  

          x(1, ntotal + nvirt) = temp_r * cos(temp_angle); 

          x(2, ntotal + nvirt) = temp_r * sin(temp_angle); 

          x(3, ntotal + nvirt) = -1./2. * column_height -(j-1./2.) * dx ; 

          vx(1, ntotal + nvirt) = 0. ;  

           vx(2, ntotal + nvirt) = 0. ; 

            vx(3, ntotal + nvirt) = 0. ; 

          vtype(nvirt) = 3; 

        enddo 

      enddo 

    enddo 

 

    do k=1, n_of_propeller    !!! 프로펠러 날 

      temp_angle = real(k-1)/real(n_of_propeller) *  2. * 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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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1, propeller_n_in_width 

        temp_angle_z =  ((i-1./2.) * dx)/propeller_width * propeller_angle ; 

        temp_r = inner_diameter * 1./2. + (i-1./2.) * dx ;  

        do j=1, propeller_n_in_height 

          nvirt =  nvirt + 1 ;  

          x(1, ntotal + nvirt) = temp_r * cos(temp_angle); 

          x(2, ntotal + nvirt) = temp_r * sin(temp_angle); 

          x(3, ntotal + nvirt) = -1./2. * column_height + 
propeller_interval_from_bottom + (j-1) * dx;            

          vx(1, ntotal + nvirt) = 0. ;  

           vx(2, ntotal + nvirt) = 0. ; 

            vx(3, ntotal + nvirt) = 0. ; 

 

        !! 프로펠러 가상 입자 회전 이동. 

        ! step 1. 평행이동.  

          x(3, ntotal + nvirt) = x(3, ntotal + nvirt)-(-1./2. * column_height +  
propeller_interval_from_bottom + propeller_height) ; 

        ! step 2. z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동. 

          call rotational_displacement(3,  -temp_angle, x(1, ntotal+nvirt),  x(2, 
ntotal+nvirt), x(3, ntotal+nvirt), temp_x, temp_y, temp_z)           

          x(1, ntotal+nvirt) = temp_x ;  x(2, ntotal+nvirt) = temp_y ;  x(3, 
ntotal+nvirt) =temp_z  ; 

        ! step 3. x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동. 

          call rotational_displacement(1,  temp_angle_z, x(1, ntotal+nvirt),  x(2, 
ntotal+nvirt), x(3, ntotal+nvirt), temp_x, temp_y, temp_z)           

          x(1, ntotal+nvirt) = temp_x ;  x(2, ntotal+nvirt) = temp_y ;  x(3, 
ntotal+nvirt) =temp_z  ; 

        ! step 4. z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동 (원상복귀) 

          call rotational_displacement(3,  temp_angle, x(1, ntotal+nvirt),  x(2, 
ntotal+nvirt), x(3, ntotal+nvirt), temp_x, temp_y, temp_z)           

          x(1, ntotal+nvirt) = temp_x ;  x(2, ntotal+nvirt) = temp_y ;  x(3, 
ntotal+nvirt) =temp_z  ; 

        ! step 5. 평행이동 (원상복귀) 

          vtype(nvirt) = 4; 

        enddo 

      enddo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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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 1, nvirt 

        rho (ntotal + i) = 1000. 

      mass(ntotal + i) = dx**dim * rho(ntotal + i) ;  

        call p_art_water(rho(ntotal+i), p(ntotal+i))  

        itype(ntotal + i) = -2 

        hsml(ntotal + i) = dx * dx_hsml_ratio 

      rho_void(ntotal + i) = 1000. ;  

    enddo 

  endif 

 

  open(1,file="./data/xv_vp.dat") 

  open(2,file="./data/state_vp.dat") 

  open(3,file="./data/other_vp.dat")             

  write(1,*) nvirt 

  do i = ntotal + 1, ntotal + nvirt          

    write(1,1001) i, (x(d, i), d=1,dim)             

    write(2,1002) i, mass(i), rho(i), p(i) 

    write(3,1003) i, itype(i), hsml(i)                                

  enddo        

    close(1) 

    close(2)  

    close(3)  

  print *,' >> 가상 입자:' 

  print *,'    가상입자 총 수:',nvirt 

 

1001    format(1x, I6, 6(2x, e14.8)) 

1002    format(1x, I6, 7(2x, e14.8))  

1003    format(1x, I6, 2x, I4, 2x, e14.8)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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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ime_integration.f90: 

Leapfrog 시간적분을 실시하는 부분, sph.f90 에서 호출된다. 

 

subroutine time_integration(x,vx, mass, rho, rho_void, p, e, itype, hsml, ntotal, 
maxtimestep, dt, nvirt, vtype) 

      

  !! 시간적분 알고리즘 : 전체 프로그램의 중심부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itype(maxn), ntotal, maxtimestep 

  double precision x(dim, maxn), vx(dim, maxn), mass(maxn), rho(maxn), 
rho_void(maxn), void(maxn), p(maxn), u(maxn), e, hsml(maxn), dt 

  integer i, j, k, itimestep, d, current_ts, nstart, nvirt         

  double precision  x_min(dim, maxn), v_min(dim, maxn), u_min(maxn), 
rho_void_min(maxn), dx(dim,maxn), dvx(dim, maxn), drho_void(maxn),  av(dim, maxn)          

  double precision  time, temp_rho, tmp_float, temp_u, 
indvxdt(dim,maxn),exdvxdt(dim,maxn), interdvxdt(dim, maxn), tmp_unit_vec(2) 

  integer start_n, end_n, tmp_n, vtype(maxn) 

  integer iseed, index 

  double precision min_rho, max_rho, temp_x, temp_y, temp_z 

  double precision w(max_interaction), W0(maxn), wi(maxn), rho_new(maxn) 

  double precision r, hv(dim)  

  integer niac, pair_i(max_interaction), pair_j(max_interaction) 

  double precision x_for_2d_record(dim,int(real(maxn)/10.)), 
vx_for_2d_record(dim,int(real(maxn)/10.)), p_for_2d_record(int(real(maxn)/10.)) 

  integer ntotal_for_2d_record 

  double precision delta_x, temp_distance 

  double precision new_r, new_m, new_den, new_vel(3), new_position(3); 

  integer n_floc, n_solid    !!! solid 입자간 결합의 수:  실제 고체입자수 n_solid 
= solid_ball_number - n_floc 

  double precision E_ASTA, R_ASTA, M_ASTA 

  !! 고체입자 관련 변수들 

    double precision solid_force(dim, solid_ball_number)  

  double precision PMI, pre_vel(solid_ball_number, dim) 

  double precision ball(solid_ball_number,s_param), solid_hsml(solid_ball_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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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precision temp_seed, temp_dist, temp_r, temp_angle 

  double precision p_sol(solid_ball_number), vx_sol(dim, solid_ball_number), 
x_sol(dim, solid_ball_number), r_sol(solid_ball_number), void_sol(solid_ball_number) 

  double precision sforce(solid_ball_number, dim) 

 

 

    call make_output_for_paraview(3, ntotal, nvirt, p, vx, x, void, 
maxtimestep/save_step) 

 

  !!   고체입자 위치 초기화    !!   

  n_floc = 0  ; 

  iseed  =  8753 ;  

  do i=1, solid_ball_number   

      do j=1, 30   

       ball(i,j)=0D0 ;  

      enddo 

    11  temp_seed = ran(iseed); 

      if((temp_seed.LE.0.03)) then 

         goto 11      !! 입도 조절 

      endif 

      ball(i, 20) =  5.D-3 * temp_seed ; 

      temp_r = inner_diameter/2. + 0.05 * (column_diameter-inner_diameter)/2. + 0.95 
*  (column_diameter-inner_diameter)/2. * sqrt(ran(iseed)) ;  

      temp_angle = 2. * pi * ran(iseed);  

      ball(i,1) = temp_r * cos(temp_angle) ;  

      ball(i,2) = temp_r * sin(temp_angle) ;  

      ball(i,3) = -1./2. * column_height + water_height * 1./20. +  17./20. * 
water_height * ran(iseed); 

 

      if( column_diameter - temp_r.LT.ball(i, 20) ) then 

          print *, i," th particle regeneration~~"; 

          goto 11  

      endif 

 

      if( abs(1./2.*column_height + ball(i, 3)).LT.ball(i, 20) ) then 

          print *, i," th particle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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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o 11  

      endif 

 

 

      do k=1, i-1 

        if(sqrt((ball(i, 1)-ball(k, 1))**2.+(ball(i, 2)-ball(k, 2))**2.+(ball(i, 3)-ball(k, 
3))**2.).LT.(ball(i, 20)+ball(k, 20))) then 

          print *, i," th particle regeneration~~"; 

          goto 11  

        endif 

      enddo 

 

      ball(i, 12) = 0D0 ;  

      ball(i, 21) = 0.995E3 + 0.01E3 * ran(iseed)  ;  !! 밀도 분포 

 

      ball(i, 22) = 4./3.*pi*ball(i, 20)**3*ball(i, 21) 

      solid_hsml(i) = ball(i, 20) + hsml(1) ;  

      !! 20: 반지름    21: 밀도   22: 질량  

 

      !!!  Spring-Dashpot 계수 계산         

      E_ASTA = YOUNG/(1. - POISS) ;  

      R_ASTA = 2.*ball(i, 20) ;    !!! 입자간접촉시 응집====> 벽면과의 
충돌만 고려된다. 

      M_ASTA = 2.*ball(i, 22) ;    !!! 입자간접촉시 응집====> 벽면과의 
충돌만 고려된다.  

 

      !! 23: Kn, 24: Ks,  25: Cn,  26:  Cs     

!      ball(i, 23) = 0.094 * E_ASTA * R_ASTA;  

!      ball(i, 24) = ball(i, 23) * SOP;  

!      ball(i, 25) = -2.*log(RESTI) * sqrt(ball(i, 23)*M_ASTA/(PI**2. + 
log(RESTI)**2.) ) ; 

!      ball(i, 26) = ball(i, 25) ** sqrt(SOP); 

 

      ball(i, 23) = SPRING_N_W 

      ball(i, 24) = SPRING_S_W 

      ball(i, 25) = DASHPOT_N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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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i, 26) = DASHPOT_S_W 

 

 

 

  enddo 

  print *, "입자 생성 완료 " ;   

 

  open(8775, file="solid_r.dat") 

  do i=1, solid_ball_number 

    write(8775, 100)   ball(i, 20); 

  enddo 

  close(8775); 

 

    do i = 1, ntotal 

       do d = 1, dim 

         av(d, i) = 0. 

       enddo 

    enddo   

  time = 0. ;  

    do itimestep = nstart+1, nstart+maxtimestep   

       current_ts=current_ts+1 

       if (mod(itimestep,print_step).eq.0) then 

       writ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rite(*,*)'  현재 TIMESTEP =', itimestep,'     현재시간(sec)=', 
real(time+dt) 

       writ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ndif       

 

     n_solid = solid_ball_number - n_floc ;  

    do i=1, n_solid 

      !!!! 다상유동 해석시 입자쌍 검색에 고체-액체 입자간 관계를 
포함시키기 위해 

      do d=1, dim 

        x(d, ntotal+nvirt+i) = ball(i, d)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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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o(ntotal+nvirt+i) = ball(i, 21);   

      mass(ntotal+nvirt+i) = ball(i, 22);  !!! 공극률 계산시 부피 계산 

      itype(ntotal+nvirt+i) = -3 ;    !!! 고체입자 

    enddo 

 

     !!   1 스텝이 아닌 경우 1/2t 만큼 임시로 업데이트 (Explicit Euler)  

       if (itimestep .ne. 1) then 

          do i = 1, ntotal         

        rho_void_min(i) = rho_void(i) 

        rho_void(i) = rho_void(i) +(dt/2.)*drho_void(i) 

        do d = 1, dim 

        v_min(d, i) = vx(d, i) 

        vx(d, i) = vx(d, i) + (dt/2.)*dvx(d, i) 

        enddo 

          enddo  

 

      if( (upgrade_virtual_dens).and.(.not.summation_density)) then 

        do  i = ntotal+1 , ntotal+nvirt 

        rho_void_min(i) = rho_void(i); 

        rho_void(i) = rho_void(i) +(dt/2.)* drho_void(i)  

        enddo 

      endif 

        endif 

 

       call single_step(itimestep, dt, ntotal, hsml, mass, x, vx, rho, rho_void, void, p, dx, 
dvx, drho_void, itype, av, indvxdt, exdvxdt, interdvxdt, nvirt, w, niac, pair_i, pair_j, vtype, 
n_solid,  sforce, ball)  

 

!!     프로그램 첫시작인 경우 : 1/2t 만큼 Explicit Euler 로 

     if (itimestep .eq. 1) then 

      do i=1,ntotal 

        if (.not.summation_density ) then 

          temp_rho=0. 

          rho_void(i) = rho_void(i) + (dt/2.)* drho_void(i)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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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 = 1, dim         

          vx(d, i) = vx(d, i) + (dt/2.) * dvx(d, i) + av(d, i) 

          x(d, i) = x(d, i) + dt * vx(d, i)                   

        enddo                 

      enddo 

  

       if( (upgrade_virtual_dens).and.(.not.summation_density)) then 

        do  i = ntotal+1 , ntotal+nvirt 

         rho_void(i) = rho_void(i) + (dt/2.)*drho_void(i) 

        enddo 

      endif 

 

!!     이후 스텝 : Leapfrog Method 로  

        else    

      do i=1,ntotal 

        if (.not.summation_density ) then  

          temp_rho=0. 

          rho_void(i) = rho_void_min(i) + dt*drho_void(i) 

        endif 

 

        if( sqrt(dvx(1, i)**2+dvx(2, i)**2+dvx(3, i)**2).GT.max_acceleration) then 

          print *, i," particle exceed max acceleration "; 

          tmp_float = sqrt(dvx(1, i)**2+dvx(2, i)**2+dvx(3, i)**2) ;  

          do k=1, dim 

            dvx(k, i) = dvx(k, i) * max_acceleration/tmp_float ;  

          enddo 

        endif 

 

        do d = 1, dim                    

          vx(d, i) = v_min(d, i) + dt * dvx(d, i) + av(d, i) 

          x(d, i) = x(d, i) + dt * vx(d, i)                   

        enddo 

      enddo 

 



- 154 - 

 

      if( (upgrade_virtual_dens).and.(.not.summation_density)) then 

        do  i = ntotal+1 , ntotal+nvirt 

          rho(i) = rho_void_min(i) + dt*drho_void(i)  

        enddo 

      endif 

 

      if(mod(itimestep, density_filtering_step).EQ.0) then    !!!  
DENSITY_FILTERING 

              wi = 0. ;  hv = 0. ; 

            do i=1,ntotal+nvirt 

            r = 0 ;  

            call kernel(r,hv,hsml(i),W0(i),hv)  

            wi(i)=W0(i)*mass(i)/rho(i) ;  

            enddo 

            do k=1,niac 

            i = pair_i(k) 

            j = pair_j(k) 

            if(j.NE.-3) then 

              wi(i) = wi(i) + mass(j)/rho(j)*w(k)     

              wi(j) = wi(j) + mass(i)/rho(i)*w(k) 

            endif 

            enddo 

 

            do i=1, ntotal+nvirt 

            rho_new(i)=W0(i)/wi(i)*mass(i) ; 

            enddo 

 

            do k=1,niac 

            i = pair_i(k)  ; 

            j = pair_j(k)  ; 

            if(j.NE.-3) then 

              if(wi(i).NE.0) then 

                rho_new(i) = rho_new(i) + mass(j) * w(k)/wi(i); 

              endif 

              if(wi(j).NE.0)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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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o_new(j) = rho_new(j) + mass(i) * w(k)/wi(j); 

              endif 

            endif 

            enddo 

            do i=1, ntotal+nvirt 

            if(wi(i).EQ.0) then 

              rho_new(i) = 1000. ; 

            endif 

            enddo 

              do i=1, ntotal 

            rho(i) = rho_new(i) ;  

            enddo 

            if(upgrade_virtual_dens) then 

            do i=ntotal+1, ntotal+nvirt  

              rho(i) = rho_new(i) ;  

            enddo 

            endif 

         endif  

    endif 

 

!!!!!  고체 입자 계산    

    do i=1, n_solid 

    !!!!!!!!!! 업데이트 !!!!!!!! leapfrog method !!!!!!!!!!! 

      if(ball(i, 20).NE.0) then 

        do d=1, dim 

          pre_vel(i,d)=ball(i, 10+d) 

          ball(i,10+d)=ball(i,10+d)+sforce(i,d)/ball(i,22)*dt  

          do j=1, 3 

            ball(i,4+j) = (ball(i,4+j) +ball(i,10+j)*DT )*0.5 

          enddo 

          ball(i,d) = ball(i,d)+(ball(i,10+d)+pre_vel(i,d))/2.*dt 

        enddo   

      endif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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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 입자간 flocculation 체크 

    do i=1, n_solid 

      do j=i+1, n_solid 

        temp_distance = 0. ; 

        do d=1, dim 

          temp_distance = temp_distance+(ball(i, d)-ball(j , d))**2.; 

        enddo 

        temp_distance =sqrt(temp_distance);  

 

        if(temp_distance.LT.(ball(i, 20) + ball(j, 20)) ) then      !! 입자간 결합  

          n_floc = n_floc + 1 ;  

          new_r = (ball(i, 20)**3. +  ball(j, 20)**3.)**(1./3.) ; 

          new_m = ball(i, 22) + ball(j, 22) ; 

          new_den =   new_m/(4./3. * pi * new_r**3.) ; 

          do d=1, dim 

            new_vel(d) = (ball(i, 10+d) * ball(i, 22) + ball(j, 10+d) * ball(j, 
22))/( ball(i, 22) + ball(j, 22) ) ;  

            new_position(d) = (ball(i, d) * ball(i, 22) + ball(j, 10+d) * ball(j, 
22))/( ball(i, 22) + ball(j, 22) ) ;  

          enddo 

          ball(i, 20) = new_r ; ball(i, 21) = new_den ;  ball(i, 22) = new_m ;   

          ball(j, 20) = 0. ; ball(j, 21) = 0. ;  ball(j, 22) = 0. ;    

          do d=1, dim 

            ball(i, d) = new_position(d);    ball(i, 10+d) = new_vel(d); 

            ball(j, d) = 0.;    ball(j, 10+d) = 0.; 

          enddo 

        endif 

      enddo 

    enddo 

 

!!!!!  고체 입자 위치 보정  

    do i=1, n_solid 

      if(ball(i, 3).LT.-1./2. * column_height) then 

        ball(i, 3) = -1./2. * column_height + ball(i, 20);  

        do d=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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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i, d) = 0. ; 

        enddo 

      endif 

      if( sqrt(ball(i, 1)**2.+ball(i,2)**2).GT.1./2. *  column_diameter) then 

        ball(i, 1) = ball(i, 1)/sqrt(ball(i, 1)**2.+ball(i,2)**2)  *  (1./2. *  
column_diameter - ball(i, 20) ) 

        ball(i, 1) = ball(i, 2)/sqrt(ball(i, 1)**2.+ball(i,2)**2)  *  (1./2. *  
column_diameter - ball(i, 20) )  

        do d=4, 13 

          ball(i, d) = 0. ; 

        enddo 

      endif 

    enddo 

 

!!---  virtual particle 위치 업데이트 

    do j=1, nvirt 

      if( (vtype(j).EQ.1).OR.(vtype(j).EQ.3)  ) then 

        temp_angle = cylinder_rpm/60 * dt ;  !!! Revolution/min 이 아니라 Rad/min 

      else if( (vtype(j).EQ.2).OR.(vtype(j).EQ.4)  ) then 

        temp_angle = inner_rpm/60 * dt ;  !!! Revolution/min 이 아니라 Rad/min 

      endif     

      call rotational_displacement(3,  temp_angle, x(1, j+ntotal),  x(2, j+ntotal), x(3, 
j+ntotal), temp_x, temp_y, temp_z)           

      x(1, j+ntotal) = temp_x ;  x(2, j+ntotal) = temp_y ;  x(3, j+ntotal) = temp_z  ; 

    enddo  

        time = time + dt 

 

    if (mod(itimestep,save_step).eq.0) then 

         x_for_2d_record = 0; vx_for_2d_record = 0.;  p_for_2d_record = 0.  ; 

         delta_x = column_diameter / 2. / num_in_r ;  

         call make_output_for_paraview(2, ntotal, nvirt, p, vx, x, void, 
itimestep/save_step) 

         call make_output_for_paraview(4, ntotal, nvirt, p, vx, x, void, 
itimestep/save_step) 

         ntotal_for_2d_record = 0. ;    

         x_for_2d_record = 0; vx_for_2d_record = 0.;  p_for_2d_record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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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 1, ntotal          

          if( (x(3, i).LT.delta_x).AND.(x(3, i).GT.-delta_x) ) then 

            ntotal_for_2d_record = ntotal_for_2d_record + 1 ;  

            do d=1, dim 

              x_for_2d_record(d,ntotal_for_2d_record) = x(d, i);  

              vx_for_2d_record(d,ntotal_for_2d_record) = vx(d, i);  

            enddo 

            p_for_2d_record(ntotal_for_2d_record) = p(i); 

          endif 

         enddo  

         index = 0 ;  

         do i=1, solid_ball_number 

          if(ball(i, 20).NE.0) then 

            index = index +1 ;  

            r_sol(index) = ball(i, 20) ; 

            void_sol(index) = 0 ;   

            do d=1, dim 

              vx_sol(d, index) = ball(i, 10+d); 

              x_sol(d,  index) = ball(i, d); 

            enddo 

          endif 

         enddo 

         call make_output_for_paraview(8, solid_ball_number-n_floc, nvirt, r_sol, 
vx_sol, x_sol, void_sol, itimestep/save_step) 

    endif  

    min_rho = 1000. ; 

    max_rho = 1000. ; 

      do i=1, ntotal 

      if(rho(i).GT.max_rho)   max_rho = rho(i) 

      if(rho(i).LT.min_rho)   min_rho = rho(i) 

    enddo     

       

        if (mod(itimestep,print_step).eq.0) then 

          write(*,*)  " 추적입자 번호 : ", moni_particle 

          write(*,101)'위치','속도',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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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100) x(1,moni_particle), vx(1,moni_particle), dvx(1,moni_particle)     

          write(*,100) x(2,moni_particle), vx(2,moni_particle), dvx(2,moni_particle)     

          write(*,100) x(3,moni_particle), vx(3,moni_particle), dvx(3,moni_particle)     

      write(*,101) '밀도(density)' 

      write(*,100) rho(moni_particle) 

      write(*,101) '최저밀도', '최고밀도' 

      write(*,100) min_rho,  max_rho 

      write(*,101) 'Flocculation 수' 

      write(*,*)   n_floc 

        endif 

      

101     format(1x,3(2x,a12))    

100     format(1x,3(2x,e12.6)) 

    

      enddo 

      

1001  format(1x, I6, 6(2x, e14.8)) 

1002  format(1x, I6, 7(2x, e14.8))  

1003  format(1x, I6, 2x, I4, 2x, e14.8)       

1004  format(2(2x, f18.8)) 

1005 format(I6)     

1006  format(100(2x, e14.8)) 

1007  format(100(2x, f14.8)) 

 

                                         

 nstart=current_t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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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ingle_step.f90 : 

매 타임스텝마다 필요한 연산들을 총괄한다. time_integration.f90 에

서 호출된다. 

 

subroutine single_step(itimestep, dt, ntotal, hsml, mass, x, vx, rho, rho_void, void, p, dx, 
dvx, drho_void, itype, av, indvxdt, exdvxdt, interdvxdt, nvirt, w, niac, pair_i, pair_j,  vtype, 
n_solid, sforce, ball) 

 

  !!!  시간적분을 위한 Loop 알고리즘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itimestep, ntotal, itype(maxn)     

      double precision dt, hsml(maxn), mass(maxn), x(dim,maxn),vx(dim,maxn), 
rho(maxn),rho_void(maxn), p(maxn), dx(dim,maxn), dvx(dim,maxn), drho_void(maxn), 
av(dim, maxn)               

      integer i, d, k, nvirt, niac, pair_i(max_interaction),pair_j(max_interaction), 
ns(maxn), vtype(maxn) 

      double precision w(max_interaction), dwdx(dim,max_interaction), 
indvxdt(dim,maxn),exdvxdt(dim,maxn), ardvxdt(dim,maxn), interdvxdt(dim, maxn) 

    double precision tmp, tmp_double, void(maxn) 

    double precision wforce(solid_ball_number, dim), lforce(solid_ball_number, dim), 
sforce(solid_ball_number, dim) 

    double precision W0 

    double precision ball(solid_ball_number,s_param) 

    integer n_solid 

 

      do  i=1,ntotal 

        do  d=1,dim 

          indvxdt(d,i) = 0. 

          ardvxdt(d,i) = 0. 

          exdvxdt(d,i) = 0. 

        enddo 

     if(itype(i).EQ.2) then 

      !! 위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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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qrt(x(1, i)**2 + x(2, i)**2).GT.1./2.*column_diameter) then 

         tmp_double= sqrt(x(1, i)**2 + x(2, i)**2) ; 

         x(1, i) = x(1, i) * (1./2. * column_diameter - ext_rr0_ratio * 
hsml(i)/dx_hsml_ratio) /tmp_double 

         x(2, i) = x(2, i) * (1./2. * column_diameter - ext_rr0_ratio * 
hsml(i)/dx_hsml_ratio) /tmp_double 

      endif 

      if( sqrt(x(1, i)**2 + x(2, i)**2).LT.1./2.*inner_diameter) then 

         tmp_double= sqrt(x(1, i)**2 + x(2, i)**2) ; 

         x(1, i) = x(1, i) * (1./2. * inner_diameter + ext_rr0_ratio * 
hsml(i)/dx_hsml_ratio) /tmp_double 

         x(2, i) = x(2, i) * (1./2. * inner_diameter + ext_rr0_ratio * 
hsml(i)/dx_hsml_ratio) /tmp_double 

      endif 

        if( x(3,i).LT.-1./2.*column_height ) then 

          x(3, i) = -(1./2.*column_height) + 0.2*hsml(i)   ; 

        endif  

    endif 

     enddo   

  

!!!!  입자쌍 검색 

      if (nnps.eq.1) then  

        call direct_find(itimestep, 
ntotal+nvirt+n_solid,hsml,x,niac,pair_i,pair_j,w,dwdx,ns, itype) 

      else if (nnps.eq.2) then 

        call link_list(itimestep, 
ntotal+nvirt+n_solid,hsml(1),x,niac,pair_i,pair_j,w,dwdx,ns, itype) 

      endif          

 

!!!!  공극률 계산  

    call get_void(void, W0, itimestep, ntotal, nvirt, n_solid, x,rho, mass, niac, pair_i, 
pair_j, w, itype, hsml) 

 

    do i=1, ntotal+nvirt 

      if(void(i).NE.0) then 

        rho(i) = rho_void(i)/void(i);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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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o(i) = 1.E3;   

      endif 

    enddo 

              

!!!!  밀도변화율 계산 (drho_void) 

      call con_density(ntotal+nvirt,mass,niac,pair_i,pair_j,dwdx,vx, itype,x, rho, void, 
rho_void, drho_void)          

 

!!!!  운동량 보존 (압력항) 계산 

      call int_force(itimestep,dt,ntotal+nvirt,hsml,mass,vx,niac,rho, rho_void, 
pair_i,pair_j,dwdx,itype,x,p,indvxdt, w, nvirt, vtype)  

 

!!!!  가상 점성 계산  

      if (visc_artificial) call 
art_visc(ntotal+nvirt,hsml,mass,x,vx,niac,rho,pair_i,pair_j,w,dwdx,ardvxdt, itype) 

!       

!!!!  외력 계산 

      if (ex_force) call ext_force(ntotal,mass,x,niac,pair_i,pair_j,itype, hsml, exdvxdt, 
itimestep) 

 

    wforce = 0. ; 

    lforce = 0. ;  

    sforce = 0. ; 

 

!!!! 고체<->액체 상호작용력 계산 

   call get_interaction_force(ball, x, vx, rho, rho_void, mass, ntotal, nvirt, n_solid, 
interdvxdt, lforce, dt, niac, w, pair_i, pair_j, itype)      

 

!!!! 고체 충돌힘 계산 

   call get_wall_force(n_solid, ball, wforce, itimestep, dt) 

 

     do i=1,ntotal+nvirt 

       do d=1, dim 

         dvx(d,i) = indvxdt(d,i) + exdvxdt(d,i) + ardvxdt(d,i) + interdvxdt(d, i); 

       enddo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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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1, n_solid 

    do d=1, dim 

      sforce(i, d) = wforce(i, d) + lforce(i, d);  

    enddo 

   enddo 

 

     if (mod(itimestep,print_step).eq.0) then       

         write(*,*) 

         write(*,*) '**** 유체 입자 정보 : ', moni_particle          

         write(*,101)'내부가속도(압력) ','가상점성 ','외력 ','가속도 합 '    

         write(*,100)indvxdt(1, moni_particle),ardvxdt(1, moni_particle), exdvxdt(1, 
moni_particle),dvx(1, moni_particle)           

         write(*,100)indvxdt(2, moni_particle),ardvxdt(2, moni_particle), exdvxdt(2, 
moni_particle),dvx(2, moni_particle)           

         write(*,100)indvxdt(3, moni_particle),ardvxdt(3, moni_particle), exdvxdt(3, 
moni_particle),dvx(3, moni_particle)           

     endif 

 

101   format(1x,4(2x,a12))       

100   format(1x,4(2x,e12.6))       

 

END 

 

subroutine get_void(void, W0, itimestep, ntotal, nvirt, n_solid, x,rho, mass, niac, pair_i, 
pair_j, w, itype, hsml) 

 

    !!!  공극률 계산 알고리즘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double precision void(maxn), W0 

    integer itimestep, ntotal, nvirt, n_solid, itype(maxn)   

    double precision x(maxn), rho(maxn), mass(maxn) 

    integer i, k, j, niac, pair_i(max_interaction),pair_j(max_interaction) 

    double precision  WI(maxn), r, hv, w(max_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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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precision hsml(maxn) 

 

      r=0. 

    hv = 0. ;  

    call kernel(r, hv, hsml(1), W0, hv);  !!! W0 : 자기 자신 적분값 

     

    void = 0 ; 

    WI = 0  ; 

    do i=1, ntotal 

    void(i) = W0 * mass(i)/rho(i);  

    WI(i)   = W0 * mass(i)/rho(i);  

    enddo 

 

    do k=1, niac 

    i = pair_i(k) ; 

    j = pair_j(k) ; 

    WI(i) = WI(i) + w(k)*mass(j)/rho(j)  

    WI(j) = WI(j) + w(k)*mass(i)/rho(i)  

    if(  (itype(j).EQ.2).OR.(itype(j).EQ.-2) ) then  !! 유체-유체 검색쌍 혹은 유체-
가상입자 검색쌍 

      void(i) = void(i) + 1. * w(k) * mass(j)/rho(j); 

      void(j) = void(j) + 1. * w(k) * mass(i)/rho(i); 

    endif 

    enddo 

 

    do i=1, ntotal 

     void(i) = void(i)/WI(i); 

    enddo 

 

    do i=ntotal+1, ntotal+nvirt 

     void(i) = 1;  

    endd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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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irect_find.f90: 

전입자쌍에 대해 입자쌍검색(NNPS)을 실시한다. param.inc 의 nnps 

값에 따라 single_step.f90 에서 선택적으로 호출된다. 

 

subroutine direct_find(itimestep, ntotal,hsml,x,niac,pair_i, pair_j,w,dwdx,countiac, itype) 

 

  !! 입자쌍 전체에 대해 Interrelationship 검색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itimestep, ntotal,niac,pair_i(max_interaction),pair_j(max_interaction), 
countiac(maxn) 

      double precision hsml(maxn), x(dim,maxn), 
w(max_interaction),dwdx(dim,max_interaction) 

      integer i, j, d,  sumiac, maxiac, miniac, noiac,maxp, minp, scale_k  

      double precision dxiac(dim), driac, r, mhsml, tdwdx(dim) 

    integer main_line(maxn), itype(maxn), nvirt 

 

      if (skf.eq.1) then  

        scale_k = 2  

      else if (skf.eq.2) then  

        scale_k = 3  

      else if (skf.eq.3) then  

        scale_k = 3  

      endif  

      

    countiac = 0 ;  

      niac = 0  ; 

 

      do i=1,ntotal-1      

        do j = i+1, ntotal 

          dxiac(1) = x(1,i) - x(1,j) 

          driac    = dxiac(1)*dxia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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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2,dim 

            dxiac(d) = x(d,i) - x(d,j) 

            driac    = driac + dxiac(d)*dxiac(d) 

          enddo 

 

          mhsml = (hsml(i)+hsml(j))/2. 

          if (  (sqrt(driac).lt.scale_k*mhsml).AND.(itype(i).EQ.2) ) then  !! support 
domain 내에 있음 

             if (niac.lt.max_interaction) then    !!! Interaction 감지 

              niac = niac + 1 

              pair_i(niac) = i 

              pair_j(niac) = j 

              r = sqrt(driac) 

              countiac(i) = countiac(i) + 1 

              countiac(j) = countiac(j) + 1 

!     입자쌍 거리에 따른 kernel 값, 및 kernel 미분값 계산  

              call kernel(r,dxiac,mhsml,w(niac),tdwdx) 

              do d=1,dim 

                dwdx(d,niac) = tdwdx(d)  !! grad_i_W_ij 벡터 저장  

              enddo 

            else      !!! Interrelationship 한계 초과 

              print *,  ' >>> ERROR <<< : Too many interactions'   

              stop 

            endif 

          endif 

        enddo 

      enddo   

 

!     Statistics for the interaction 

    nvirt = 0 ; 

    do i=1, ntotal 

      if(itype(i).NE.2) then 

        nvirt = nvirt + 1 ;  

      endif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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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iac = 0 

      maxiac = 0 

      miniac = 1000 

      noiac  = 0 

      do i=1,ntotal 

    if(itype(i).EQ.2) sumiac = sumiac + countiac(i) 

        if ( (countiac(i).gt.maxiac).AND.(itype(i).EQ.2) ) then 

    maxiac = countiac(i) 

    maxp = i 

  endif 

  if ( (countiac(i).lt.miniac).AND.(itype(i).EQ.2)) then  

     miniac = countiac(i) 

         minp = i 

  endif 

        if ( (countiac(i).eq.0).AND.(itype(i).EQ.2) ) noiac = noiac + 1 

    enddo 

  

    if ((mod(itimestep,print_step).eq.0).AND.(statistic))  then 

      if (int_stat) then 

        print *,' >> Statistics: interactions per particle:' 

        print *,'**** Particle:',maxp, ' maximal interactions:',maxiac 

        print *,'**** Particle:',minp, ' minimal interactions:',miniac 

        print *,'**** Average :',real(sumiac)/real(ntotal-nvirt) 

        print *,'**** Total pairs : ',niac 

        print *,'**** Particles with no interactions:',noiac 

      endif      

    endif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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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ink_list.f90 

검색 셀 기반으로 입자쌍검색(NNPS)을 실시한다. param.inc 의 

nnps 값에 따라 single_step.f90 에서 선택적으로 호출된다. 

 
 

subroutine link_list(itimestep, ntotal,hsml,x,niac,pair_i,pair_j,w,dwdx,countiac, itype) 

      

!!!    Cell 기반의 입자쌍 검색 알고리즘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itimestep, ntotal, niac, pair_i(max_interaction),pair_j(max_interaction), 
countiac(maxn) 

      double precision hsml, x(dim,maxn),w(max_interaction), dwdx(dim,max_interaction) 

      integer i, j, d, scale_k, sumiac, maxiac, noiac, miniac, maxp,minp     

      integer 
grid(maxngx,maxngy,maxngz),xgcell(3,maxn),gcell(3),xcell,ycell,zcell,celldata(maxn),minxcell(
3),maxxcell(3), dnxgcell(dim),dpxgcell(dim),ngridx(dim),ghsmlx(dim) 

      double precision dr,r,dx(dim),mingridx(dim),maxgridx(dim), tdwdx(dim), 
dgeomx(dim) 

    integer itype(maxn) 

 

      if (skf.eq.1) then  

        scale_k = 2  

      else if (skf.eq.2) then  

        scale_k = 3  

      else if (skf.eq.3) then  

         scale_k = 3  

      endif  

      

      do i=1,ntotal 

        countiac(i) = 0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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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셀 초기화 

      call init_grid(ntotal,hsml,grid,ngridx,ghsmlx, maxgridx,mingridx,dgeomx) 

       

!     셀에 입자 위치 할당 

      do i=1,ntotal 

        call grid_geom(i,x(1,i),ngridx,maxgridx,mingridx,dgeomx,gcell)  !! grid number 
반환 

        do d=1,dim 

          xgcell(d,i) = gcell(d) 

        enddo 

    if((itimestep.EQ.2).AND.(itype(i).EQ.-3)) then 

      print *, i, gcell(1), gcell(2), gcell(3); 

    endif 

        celldata(i) = grid(gcell(1),gcell(2),gcell(3)) 

        grid(gcell(1),gcell(2),gcell(3)) = i 

      enddo 

 

      niac = 0 

      do i=1,ntotal-1 

        do d=1,3 

          minxcell(d) = 1 

          maxxcell(d) = 1 

        enddo 

        do d=1,dim 

          dnxgcell(d) = xgcell(d,i) - ghsmlx(d) 

          dpxgcell(d) = xgcell(d,i) + ghsmlx(d) 

          minxcell(d) = max(dnxgcell(d),1) 

          maxxcell(d) = min(dpxgcell(d),ngridx(d)) 

        enddo 

 

!    셀 검색 

        do zcell=minxcell(3),maxxcell(3) 

          do ycell=minxcell(2),maxxcell(2) 

            do xcell=minxcell(1),maxxcell(1) 

              j = grid(xcell,ycell,z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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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f (j.gt.i) then 

                dx(1) = x(1,i) - x(1,j) 

                dr    = dx(1)*dx(1) 

                do d=2,dim 

                  dx(d) = x(d,i) - x(d,j) 

                  dr    = dr + dx(d)*dx(d) 

                enddo 

                if 
( (sqrt(dr).lt.scale_k*hsml).AND.((itype(i).GT.0).OR.(itype(j).GT.0)))then 

                  if (niac.lt.max_interaction) then 

                    niac = niac + 1 

                    pair_i(niac) = i 

                    pair_j(niac) = j 

                    r = sqrt(dr) 

                    countiac(i) = countiac(i) + 1 

                    countiac(j) = countiac(j) + 1 

!-- smoothing 함수값/도함수값 구하기 

                    call kernel(r,dx,hsml,w(niac),tdwdx) 

          do d = 1, dim 

            dwdx(d,niac)=tdwdx(d) 

                    enddo                   

                  else 

                    print *,' >>> Error <<< : too many interactions' 

                    stop 

                  endif 

                endif 

                j = celldata(j) 

                goto 1 

              endif 

            enddo 

          enddo 

        enddo 

      enddo 

 

!   입자상호관계 통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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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iac = 0 

      maxiac = 0 

      miniac = 1000 

      noiac  = 0 

      do i=1,ntotal 

        sumiac = sumiac + countiac(i) 

        if (countiac(i).gt.maxiac) then 

      maxiac = countiac(i) 

      maxp = i 

    endif 

    if ((countiac(i).lt.miniac).AND.(itype(i).EQ.2)) then  

      miniac = countiac(i) 

      minp = i 

    endif 

        if ((countiac(i).eq.0).AND.(itype(i).EQ.2))  noiac  = noiac + 1 

      enddo 

  

      if (mod(itimestep,print_step).eq.0) then 

        if (int_stat) then 

          print *,' >> Statistics: 입자당 Interaction:' 

          print *,'**** 입자:',maxp, ' 최대 Interaction:',maxiac 

          print *,'**** 입자:',minp, ' 최소 Interaction:',miniac 

          print *,'**** 평균 :',real(sumiac)/real(ntotal) 

          print *,'**** 전체 : ',niac 

          print *,'**** Particles of No-interaction:',noiac 

        endif      

      endif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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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ensity.f90: 

질량보존의 연산을 위해 single_step.f90 에서 호출된다. 

 

subroutine con_density(ntotal,mass,niac,pair_i,pair_j, dwdx,vx,itype,x,rho, void, rho_void, 
drho_void) 

 

! drho/dt 에 의한 밀도값 계산 알고리즘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ntotal,niac,pair_i(max_interaction),pair_j(max_interaction), itype(maxn)     

double precision mass(maxn), dwdx(dim, max_interaction),vx(dim,maxn), x(dim,maxn), 
rho(maxn), void(maxn), rho_void(maxn), drho_void(maxn) 

      integer i,j,k,d     

      double precision vcc, dvx(dim)  

       

      drho_void = 0. ; 

      do k=1,niac       

        i = pair_i(k) 

        j = pair_j(k) 

        if(itype(j).NE.-3) then 

         do d=1,dim 

          dvx(d) = vx(d,i) - vx(d,j)    

         enddo         

         vcc = dvx(1)*dwdx(1,k)         

         do d=2,dim 

         vcc = vcc + dvx(d)*dwdx(d,k) 

        enddo     

      !! vcc = vij dot ∇iWij 

        drho_void(i) = drho_void(i) + rho_void(i) * vcc * mass(j)/rho_void(j) 

        drho_void(j) = drho_void(j) + rho_void(j) * vcc * mass(i)/rho_void(i) 

       endif 

     endd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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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ternal_force.f90: 

운동량 보존 중 압력 항의 계산을 위해 single_step.f90 에서 호출된

다. 

 

subroutine int_force(itimestep,dt,ntotal,hsml,mass,vx,niac,rho, rho_void, 
pair_i,pair_j,dwdx,itype,x,p,dvxdt, w, nvirt, vtype) 

 

  !!! 운동량 보존 계산: 압력 항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itimestep, ntotal,niac,pair_i(max_interaction), pair_j(max_interaction), 
itype(maxn)  

  double precision dt, hsml(maxn), mass(maxn), vx(dim,maxn), rho(maxn), 
rho_void(maxn), dwdx(dim,max_interaction) 

  double precision x(dim,maxn), p(maxn), dvxdt(dim,maxn) 

  integer i, j, k, d, scale_k, variable_moni_particle,ttt, l, nvirt, vtype(maxn) 

  double precision  dvx(dim) 

  double precision factor_p, factor_t, dWdr, r, r1, r2 

  double precision viscous_term(dim, maxn), pressure_term(dim, maxn), tmp_water_vel 

 

  double precision ratio_a, A0, B0, C0, alpha, tmp_double , v0(dim) , temp_r, temp_v , 
temp_distance 

  double precision d_a, d_b  !! d_a : 실제입자-벽 , d_b : 가상입자-벽 

 

  double precision tforce1, tforce2, factor1, factor2, mhsml 

 

  double precision r_i, r_j, w_del_p  

  double precision w(max_interaction), hv(dim), wi, r0, dx 

  double precision tmp_unit_vec(2), tmp_wall_vel(2) 

 

!  pressure force 계산 

  pressure_term = 0.;  

  do i=1, n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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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p_art_water(rho(i), p(i)) 

  enddo   

 

  call kernel(r0,hv,hsml(1),w_del_p,hv) ; 

 

  do k=1, niac 

    i = pair_i(k) ; 

    j = pair_j(k) ; 

 

    if( (itype(i).NE.-3).AND.(itype(j).NE.-3) )  then   

      if(itype(j).EQ.-2) then  !! 가상입자에 속도 부여 

        tmp_water_vel = 0. ; 

        if(vtype(j-(ntotal-nvirt)).EQ.1)  then   !!  컬럼 외벽 ( >r )  

          !! 벽면에서의 속도 구하기    !!! 실린더 회전 

          tmp_unit_vec(1) = x(1,j)/sqrt(x(1,j) **2+ x(2,j)**2) 

          tmp_unit_vec(2) = x(2,j)/sqrt(x(1,j) **2+ x(2,j)**2) 

 

          !! 수직속도 구하기  : (u, v) =  U(-y, x)   

          tmp_wall_vel(1) = cylinder_velocity * -tmp_unit_vec(2);       

          tmp_wall_vel(2) =  cylinder_velocity * tmp_unit_vec(1); 

 

          d_a = sqrt(x(1, j)**2 + x(2, j)**2) - 1./2.*column_diameter  ; 

          d_b = 1./2.*column_diameter - sqrt(x(1, i)**2 + x(2, i)**2) ; 

          if( d_b.LE.0 ) then 

            print *, "In Internal_Force : Error Occurred!!!  Type I", i, x(2,i)  ; 

            stop; 

          endif 

          if (d_b/d_a.LT.0.5) then  !! 2.0 이상은 늘어나지 않게  

            vx(1, j) = tmp_wall_vel(1) + 2.E0 * (tmp_wall_vel(1) - vx(1, i) )  ; 

            vx(2, j) = tmp_wall_vel(2) + 2.E0 * (tmp_wall_vel(2) - vx(2, i) )  ; 

            vx(3, j) = - 2.E0 * vx(3, i) ;       

          else 

             vx(1, j) = tmp_wall_vel(1) + (d_a/d_b) * (tmp_wall_vel(1) - vx(1, i));  

             vx(2, j) = tmp_wall_vel(2) + (d_a/d_b) * (tmp_wall_vel(2) - vx(2, i));  

             vx(3, j) = - (d_a/d_b)* vx(3,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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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if 

        else if( vtype(j-(ntotal-nvirt)).EQ.2 )  then   !!  컬럼 내벽 ( >r )  

          !! 벽면에서의 속도 구하기    !!! 실린더 회전 

          tmp_unit_vec(1) = x(1,j)/sqrt(x(1,j) **2+ x(2,j)**2) 

          tmp_unit_vec(2) = x(2,j)/sqrt(x(1,j) **2+ x(2,j)**2) 

          !! 수직속도 구하기  : (u, v) =  U(-y, x)   

          tmp_wall_vel(1) =  inner_velocity * -tmp_unit_vec(2);       

          tmp_wall_vel(2) =  inner_velocity *  tmp_unit_vec(1); 

          d_a = 1./2.*inner_diameter -  sqrt(x(1, j)**2 + x(2, j)**2)  ; 

          d_b = sqrt(x(1, i)**2 + x(2, i)**2) - 1./2.*inner_diameter   ; 

          if( d_b.LE.0 ) then 

            print *, "In Internal_Force : Error Occurred!!!  Type I", i, x(2,i)  ; 

            stop; 

          endif 

          if (d_b/d_a.LT.0.5) then  !! 2.0 이상은 늘어나지 않게  

            vx(1, j) = tmp_wall_vel(1) + 2.E0 * (tmp_wall_vel(1) - vx(1, i) )  ; 

            vx(2, j) = tmp_wall_vel(2) + 2.E0 * (tmp_wall_vel(2) - vx(2, i) )  ; 

            vx(3, j) = - 2.E0 * vx(3, i) ;       

          else 

             vx(1, j) = tmp_wall_vel(1) + (d_a/d_b) * (tmp_wall_vel(1) - vx(1, i));  

             vx(2, j) = tmp_wall_vel(2) + (d_a/d_b) * (tmp_wall_vel(2) - vx(2, i));  

             vx(3, j) = - (d_a/d_b) * vx(3, i) ;   

          endif 

        else if( vtype(j-(ntotal-nvirt)).EQ.3 )  then   !! 바닥 

          tmp_unit_vec(1) = x(1,j)/sqrt(x(1,j) **2+ x(2,j)**2) 

          tmp_unit_vec(2) = x(2,j)/sqrt(x(1,j) **2+ x(2,j)**2) 

          d_a = abs(x(3, j)) - 1./2.*column_height; 

          d_b = 1./2.*column_height - abs(x(3, i)) ; 

          if (d_b/d_a.LT.0.5) then  !! 2.0 이상은 늘어나지 않게  

            vx(1, j) = tmp_wall_vel(1) + 2.E0 * (tmp_wall_vel(1) - vx(1, i) )  ; 

            vx(2, j) = tmp_wall_vel(2) + 2.E0 * (tmp_wall_vel(2) - vx(2, i) )  ; 

            vx(3, j) = - 2.E0 * vx(3, i) ;       

          else 

             vx(1, j) = tmp_wall_vel(1) + (d_a/d_b) * (tmp_wall_vel(1) - vx(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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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x(2, j) = tmp_wall_vel(2) + (d_a/d_b) * (tmp_wall_vel(2) - vx(2, i));  

             vx(3, j) = - 2.E0 * vx(3, i) ;   

          endif 

        else if( vtype(j-(ntotal-nvirt)).EQ.4)  then   !! 프로펠러 날 

          tmp_unit_vec(1) = x(1,j)/sqrt(x(1,j) **2+ x(2,j)**2) 

          tmp_unit_vec(2) = x(2,j)/sqrt(x(1,j) **2+ x(2,j)**2) 

          tmp_wall_vel(1) =  inner_velocity * -tmp_unit_vec(2);       

          tmp_wall_vel(2) =  inner_velocity *  tmp_unit_vec(1); 

           vx(1, j) = tmp_wall_vel(1) *2.*sqrt(x(1,j) **2+ x(2,j)**2)/inner_diameter;  

           vx(2, j) = tmp_wall_vel(2) *2.*sqrt(x(1,j) **2+ x(2,j)**2)/inner_diameter; 

           vx(3, j) =   0.;   

        endif 

      endif 

 

      do d=1,dim 

        dvx(d) = vx(d,j) - vx(d,i) ; 

      enddo 

 

      r = 0. ; 

      do d=1, dim 

        r = r + ( x(d, j) - x(d, i) )**2 ; 

      enddo 

      r = sqrt(r); 

      dWdr = 0. ; 

 

      do d=1, dim 

        dWdr = dWdr + dwdx(d,k)**2; 

      enddo        

      dWdr = sqrt(dWdr) ; 

 

      dx =  column_height / num_in_z ; 

       r0 = dx  ;   wi = 0. ;  hv = 0. ; 

 

      !! Pressure Term 계산  

      factor_p = (p(i)/rho_void(i)**2 + p(j)/rho_void(j)**2)/r * dW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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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1, dim 

   pressure_term(d, i) = pressure_term(d, i) + mass(j) * factor_p *  (x(d, i) - x(d, j)) ; 

   pressure_term(d, j) = pressure_term(d, j) + mass(i) * factor_p *  (x(d, j) - x(d, i)) ; 

  enddo 

 endif 

 enddo 

 

  do i=1, ntotal 

    do d=1, dim 

          dvxdt(d,i) = pressure_term(d, i) + viscous_term(d, i) 

    enddo 

  enddo 

 

!  open(1125, file="./force_debug.dat"); 

!  do i=1, ntotal 

!    write(1125, 1004) pressure_term(1, i), pressure_term(2, i), pressure_term(3, i) 

!  enddo 

!  close(1125) 

 

 

    if (mod(itimestep,print_step).eq.0) then       

     print *, "   pressure term   viscous term ";   

    write(*, 1004) pressure_term(1, moni_particle);  

    write(*, 1004) pressure_term(2, moni_particle);  

    write(*, 1004) pressure_term(3, moni_particle);  

  endif 

 

1001  format(1x, I6, 6(2x, e14.8)) 

1002  format(1x, I6, 7(2x, e14.8))  

1003  format(1x, I6, 2x, I4, 2x, e14.8)       

1004  format(1x, 6(2x, e14.8))       

1005  format(1x, 6(8x, f10.4))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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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rt_visc.f90: 

운동량 보존 중 점성 항의 계산을 위해 single_step.f90 에서 호출된

다. 

 

subroutine art_visc(ntotal, hsml,mass,x,vx,niac,rho,rho_void,pair_i,pair_j,w,dwdx,dvxdt, 
itype) 

 

!!!  가상 점성 항 계산 (Monaghan, 1992)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ntotal, niac, pair_i(max_interaction),pair_j(max_interaction)     

  double precision hsml(maxn), mass(maxn), x(dim,maxn),vx(dim,maxn),rho(maxn), 
rho_void(maxn),c(maxn), w(max_interaction) 

  double precision dwdx(dim,max_interaction), dvxdt(dim,maxn) 

  integer i,j,k,d 

  double precision dx, dvx(dim), alpha, beta, etq, piv,muv, vr, rr, h, mc, mrho, mhsml 

  integer itype(maxn) 

      

! 가상점성항 파라메터들 

! Shear viscosity 

  parameter( alpha = 1.e0  ) 

! Bulk viscosity 

  parameter( beta  = 0.0  )  

! singularities 피하기 위한 계수 

  parameter( etq   = 0.01 ) 

  dvxdt = 0.E0 ;  

! 가상 점성 위한 SPH sum 계산  

  do k=1,niac 

    i = pair_i(k) 

    j = pair_j(k) 

    if(itype(j).NE.-3) then 

    mhsml= (hsml(i)+hsml(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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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 0.e0 

    rr = 0.e0 

    do d=1,dim 

     dvx(d) = vx(d,i) - vx(d,j) 

     dx     =  x(d,i) -  x(d,j) 

     vr     = vr + dvx(d)*dx 

     rr     = rr + dx*dx 

    enddo 

 

    if (vr.lt.0.e0) then 

!   muv_ij 계산 : hsml v_ij * r_ij / ( r_ij^2 + hsml^2 etq^2 ) 

     muv = mhsml*vr/(rr + mhsml*mhsml*etq*etq) 

!   PIv_ij 계산 : (-alpha muv_ij c_ij + beta muv_ij^2) / rho_ij 

     c(i) = sound_velocity/1000./mach_num ; 

     c(j) = sound_velocity/1000./mach_num ; 

     mc   = 0.5e0*(c(i) + c(j)) 

     mrho = 0.5e0*(rho_void(i) + rho_void (j)) 

     piv  = (beta*muv - alpha*mc)*muv/mrho       

 

!     가상점성력 계산 

     do d=1,dim 

     h = -piv*dwdx(d,k) 

     dvxdt(d,i) = dvxdt(d,i) + mass(j)*h 

     dvxdt(d,j) = dvxdt(d,j) - mass(i)*h 

     enddo 

    endif 

   endif 

  endd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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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ternal_force.f90: 

운동량 보존 중 체적력의 계산을 위해 single_step.f90 에서 호출된다. 

 

subroutine ext_force(ntotal,mass,x,niac,pair_i,pair_j,itype,hsml,dvxdt,itimestep) 

 

  !!!  (유체)입자에 작용하는 체적력 계산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ntotal, itype(maxn), niac, pair_i(max_interaction), pair_j(max_interaction) 

      double precision mass(maxn), x(dim,maxn), hsml(maxn),  dvxdt(dim,maxn) 

      integer i, j, k, d, itimestep 

      double precision dx(dim), rr, f, rr0, dd, p1, p2, d_a1, d_a2  , d_a3, d_a4, 
unit_vec(dim), unit_r_vec(2)    

 

      do i = 1, ntotal 

        do d = 1, dim 

          dvxdt(d, i) = 0. 

    enddo 

      enddo 

         

!     중력 

      if (self_gravity) then 

        do i = 1, ntotal 

          dvxdt(dim, i) = -9.8 

        enddo 

      endif  

 

!     Virtual Particle 의 반발력: Lennard-Jones Potential 

      dd = 9.8 * water_height ;     

      p1 = 12. ; 

      p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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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k=1, niac 

    i = pair_i(k) ; 

    j = pair_j(k) ; 

    if(itype(j).EQ.-2) then    !!! 가상입자 

      rr0 = ext_rr0_ratio * hsml(i)/dx_hsml_ratio ; 

      d_a2  = sqrt( (x(1, i)-x(1, j))**2. + (x(2, i)-x(2, j))**2. + (x(3, i)-x(3, j))**2. ) ; 

      if(d_a2.LT.rr0) then 

        rr = d_a2 ; 

        do d=1, dim 

          unit_vec(d) =  (x(d, i)-x(d, j))/d_a2 ; 

        enddo 

        f = dd * ((rr0/rr)**p1-(rr0/rr)**p2)/rr 

        do d=1, dim 

          dvxdt(d, i) =  dvxdt(d, i) + unit_vec(d) * f; 

        enddo 

      endif 

    endif 

    endd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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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olid_force.f90: 

고체-유체간 상호작용력을 계산하는 get_interaction_force 함수와 고

체-벽간 충돌힘을 계산하는 get_wall_force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고

체입자 운동 계산과 함께 SPH 에서 고체-유체 상호작용 항을 도출

하기 위해 single_step.f90 에서 호출된다. 

 

subroutine get_interaction_force(ball, x, vx, rho, rho_void, mass, ntotal, nvirt, n_solid, 
interdvxdt, lforce, dt, niac, w, pair_i, pair_j, itype)      

 

  !! 고체 <-> 액체간 상호작용힘 계산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double precision ball(solid_ball_number, s_param), x(dim, maxn), vx(dim,maxn)  

  double precision rho(maxn), rho_void(maxn), mass(maxn), interdvxdt(dim, maxn), 
lforce(solid_ball_number, dim), dt 

  integer niac 

  double precision w(max_interaction) 

  integer pair_i(max_interaction),pair_j(max_interaction), itype(maxn) 

  double precision i_rel_v(dim), net_rel_square_v(dim, solid_ball_number), rel_speed, 
cspeed(solid_ball_number), CD(solid_ball_number) 

  integer i, j, k, d, p1, p, in_fluid(solid_ball_number) 

  double precision REYNOLD, rho0, dx 

  integer n_solid 

  integer scale_k 

  integer ntotal, nvirt 

 

  rho0 = 1000. ;                                                        

    if (skf.eq.1) then                                                   

       scale_k = 2                                                        

    else if (skf.eq.2) then                                              

       scale_k = 3                                                        

    else if (skf.eq.3)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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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_k = 3                                                        

    endif                                                                

  dx = column_height / num_in_z ;  

  net_rel_square_v = 0. ; 

  lforce = 0. ;  

  in_fluid = 0 ; 

  !! L->S 를 먼저 구하면서 CD 를 계산  

  do k=1, niac 

    j = pair_i(k); 

    p1 = pair_j(k); 

    p = p1 - ntotal - nvirt;  

    if((itype(j).EQ.2).AND.(itype(p1).EQ.-3)) then  !! 고체-유체간 상호작용 

      in_fluid(p) = 1;  

      rel_speed = 0. ; 

      do d=1, dim 

        i_rel_v(d) = vx(d, j) - vx(d, p1) ; 

        rel_speed = rel_speed + i_rel_v(d)**2.; 

      enddo 

      rel_speed = sqrt(rel_speed); 

      do d=1, dim 

        net_rel_square_v(d, p) = net_rel_square_v(d, p) + rel_speed * i_rel_v(d) * w(k) 
* mass(j)/rho_void(j); 

      enddo     

    endif 

  enddo 

  cspeed = 0.;  

  do p=1, n_solid 

    do d=1, dim 

      cspeed(p) =  cspeed(p) + net_rel_square_v(d, p)**2. ;  

    enddo 

    cspeed(p) = sqrt( sqrt(cspeed(p)) ) ;  

    !! 이값을 이용해 CD 를 구한다.    

    REYNOLD = 2.*ball(p,20)*cspeed(p)/(1.021D-6) ;    

    if(REYNOLD.NE.0) then  

      CD(p) = (0.63+4.8/sqrt(REYNOL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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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CD(p) = 0.  

    endif 

    do d=1, dim 

      lforce(p, d) = 1./8. * CD(p) * PI * rho0 * (2.*ball(p, 20))**2. *  
net_rel_square_v(d, p); 

    enddo 

    if(in_fluid(p).EQ.1) then 

      lforce(p, 3) = lforce(p, 3) + rho0 * 1./6. *  PI * (2.*ball(p, 20))**3. ;  !! 부력 

    endif 

  enddo 

 

  !! 이후 S->L 를 계산 

  !! 루프는 반복되나, 메모리는 절약됨. 

  interdvxdt = 0. ;  

  do k=1, niac 

    j = pair_i(k); 

    p1 = pair_j(k); 

    p = p1 - ntotal - nvirt;  

    if((itype(j).EQ.2).AND.(itype(p1).EQ.-3)) then  !! 고체-유체간 상호작용 

      rel_speed = 0. ; 

      do d=1, dim 

        i_rel_v(d) = vx(d, j) - vx(d, p1) ; 

        rel_speed = rel_speed + i_rel_v(d)**2.; 

      enddo 

      rel_speed = sqrt(rel_speed); 

      do d=1, dim 

        interdvxdt(d, j)= interdvxdt(d, j) - 1./8. * CD(p) * PI * rho0 * (2.*ball(p, 
20))**2. *  rel_speed * i_rel_v(d) * w(k) * 1./rho_void(j); 

      enddo 

    endif 

  enddo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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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outine get_wall_force(n_solid, ball, wforce, itimestep, dt) 

 

  !! 고체 입자 충돌힘 계산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double precision ball(solid_ball_number, s_param) 

    integer  itimestep 

  double precision dt    

    double precision distance                                            

  integer i, j, k, d 

  integer scale_k   

  double precision wforce(solid_ball_number, dim)  

  double precision xf, yf, zf, mf1, mf2,mf3 

  integer n_solid 

  double precision dx 

                                                                           

    if (skf.eq.1) then                                                   

       scale_k = 2                                                        

    else if (skf.eq.2) then                                              

       scale_k = 3                                                        

    else if (skf.eq.3) then                                              

       scale_k = 3                                                        

    endif                                                                

 

  dx = column_height / num_in_z ;  

  wforce = 0. ;  

  do i=1, n_solid 

    if(ball(i, 20).NE.0) then 

      !! 바닥 충돌 감지 

      call infwallanalysis (0D0, 0D0, -2D0/column_height, -1D0, ball(i,1), ball(i,2), 
ball(i,3) , ball(i,5), ball(i,6), ball(i,7), ball(i,8), ball(i,9), ball(i,10), ball(i, 20), ball(i, 23), 
ball(i, 24), ball(i, 25), ball(i, 26), xf, yf, zf, mf1, mf2, mf3, dt)  

      wforce(i,1) = wforce(i,1) + xf ; wforce(i,2) = wforce(i,2) + yf ; wforce(i,3) = 
wforce(i,3) + zf  

      !! 벽면 충돌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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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cylinderanalysis (0D0, 0D0, column_diameter/2.,  ball(i,1), ball(i,2), 
ball(i,3) , ball(i,5), ball(i,6), ball(i,7), ball(i,8), ball(i,9), ball(i,10), ball(i, 20), ball(i, 23), 
ball(i, 24), ball(i, 25), ball(i, 26), xf, yf, zf, mf1, mf2, mf3,1, 0D0, 0D0, dt)  

      wforce(i,1) = wforce(i,1) + xf ; wforce(i,2) = wforce(i,2) + yf ; wforce(i,3) = 
wforce(i,3) + zf  

    endif 

  enddo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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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ylinder.f90: 

컬럼 외벽과 고체입자의 충돌을 감지, 충돌힘을 계산하기 위한 알

고리즘을 포함한다. solid_force.f90 의 get_wall_force 함수에서 호출된

다. 

 

subroutine cylinderanalysis (cyl_x, cyl_y,cyl_r, x1, y1, z1, u1, v1, w1, r1a, r1b, r1c, ballr, 
KNW, KSW, VNW, VSW, xf, yf, zf, mf1, mf2, mf3, isinf, cyl_high, cyl_low, dt) 

 

!!! 실린더 벽면에 대한 충돌 감지 및 충돌힘 계산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real*8 cyl_x, cyl_y, rspeed, cyl_r, x1, y1, z1 , u1, v1, w1, r1a, r1b, r1c, xf, yf, zf, mf1, 
mf2, mf3 

 real*8 delta_nij , v_ij(3), v_nij(3), n_ij(3), distant_n, distant_w,distant_s , temp, 
tempv(3) 

 real*8 delta_sij , v_sij(3) , s_ij(3) , omega1(3), omega2(3), force_n(3), force_s(3) 

 real*8 abs_force_n, abs_force_s, abs_force_net, wmax_force 

 real*8 v_r1 (3), v_r2(3), cyl_high, cyl_low, circle_contact_point(3) 

 integer isinf, tmp_int, i 

 double precision ballr, dt 

 double precision r2a, r2b, r2c 

 double precision KNW, KSW, VNW, VSW 

  

!!! 델타 및 벡터 계산 !!!!!!! 

    distant_w = sqrt( abs((x1-cyl_x)**2 + (y1-cyl_y)**2)) 

 delta_nij = ballr - abs(distant_w - cyl_r) 

 if (delta_nij.LT.0) then  

  xf=0D0; yf=0D0; zf=0D0; mf1=0D0; mf2=0D0; mf3=0D0; 

  return 

 endif 

 

 if (abs(distant_w - cyl_r).GE.ballr)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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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f=0D0; yf=0D0; zf=0D0; mf1=0D0; mf2=0D0; mf3=0D0; 

  return 

 endif 

 

 tmp_int = 0 ; 

 if((isinf.EQ.0)) then 

  if((z1-cyl_high).GE.0) then 

   tmp_int = 1;  

  elseif((z1-cyl_low).LE.-ballr) then  

   tmp_int = 1;  

  else 

   tmp_int = 0 ;  

  endif 

  if(tmp_int.EQ.1) then 

   xf=0D0; yf=0D0; zf=0D0; mf1=0D0; mf2=0D0; mf3=0D0; 

   return ;  

  endif 

 endif 

 

 if(distant_w.LE.cyl_r) then 

  n_ij(1)=  (cyl_x-x1)/distant_w ; n_ij(2)= (cyl_y-y1)/distant_w ; n_ij(3)= 
0D0 ; 

 else 

  n_ij(1)= -(cyl_x-x1)/distant_w ; n_ij(2)=-(cyl_y-y1)/distant_w ; n_ij(3)= 0D0
 ; 

 endif 

 v_ij(1) = -u1 ; v_ij(2) = -v1 ; v_ij(3) =  -w1  

 

 call innerproduct ( v_ij(1), v_ij(2), v_ij(3), n_ij(1) , n_ij(2), n_ij(3), temp) 

 v_nij(1) = temp * n_ij(1) ; v_nij(2) = temp * n_ij(2) ; v_nij(3) = temp * n_ij(3) ; 

  

 r2a =0D0; r2b = 0D0 ; r2c = 0D0 

 v_r2(1)= (r2b*n_ij(3) - r2c*n_ij(2))*cyl_r; v_r2(2)= (r2c*n_ij(1)-r2a*n_ij(3))*cyl_r; 
v_r2(3)= (r2a*n_ij(2)-r2b*n_ij(1))*cyl_r; 

 v_r1(1)= (-r1b*n_ij(3) + r1c*n_ij(2))*ballr; v_r1(2)= (-r1c*n_ij(1)+r1a*n_ij(3))*ballr; 
v_r1(3)=(-r1a*n_ij(2)+r1b*n_ij(1))*bal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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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_sij(1) = v_ij(1) - v_nij(1) - (v_r1(1) + v_r2(1)); 

 v_sij(2) = v_ij(2) - v_nij(2) - (v_r1(2) + v_r2(2)); 

 v_sij(3) = v_ij(3) - v_nij(3) - (v_r1(3) + v_r2(3)); 

 

 distant_s = sqrt( (v_sij(1)) **2 + (v_sij(2)) **2 + (v_sij(3)) **2 ) ; 

 s_ij(1) = v_sij(1)/distant_s ; s_ij(2) = v_sij(2)/distant_s ; s_ij(3) = v_sij(3)/distant_s ; 

 

 do i=1, 3 

 !!! 힘 계산 !!!!!!! 

  force_n(i) = KNW*(delta_nij)*n_ij(i) + VNW*(v_nij(i))/dt ; 

  force_s(i) = KSW*v_sij(i) + VSW*(v_sij(i))/dt ; 

 enddo 

 

 abs_force_n = sqrt((force_n(1))**2+(force_n(2))**2+(force_n(3))**2 ) ; 

 abs_force_s = sqrt((force_s(1))**2+(force_s(2))**2+(force_s(3))**2 ) ; 

  

 if (abs_force_s.GT.(abs_force_n * FRW)) then  

  do i=1, 3  

   force_s(i) = FRW * abs_force_n * s_ij(i) ;  

  enddo 

 endif 

  

 xf = force_n(1) + force_s(1) ; 

 yf = force_n(2) + force_s(2) ; 

 zf = force_n(3) + force_s(3) ; 

 mf3 = (xf*n_ij(2) - yf*n_ij(1))* ballr ; 

 mf2 = (zf*n_ij(1) - xf*n_ij(3))* ballr ; 

 mf1 = (yf*n_ij(3) - zf*n_ij(2))* ballr ;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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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lane.f90: 

벽면과 고체입자의 충돌을 감지, 충돌힘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

을 포함한다. solid_force.f90 의 get_wall_force 함수에서 호출된다. 

 

subroutine infwallanalysis ( a, b, c, signal, x1, y1, z1 , u1, v1, w1, r1a, r1b, r1c, ballr, 
KNW, KSW, VNW, VSW, xf, yf, zf, mf1, mf2, mf3, dt ) 

 

 !!! 평면과의 충돌 감지 및 충돌힘 계산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real*8 a, b, c, signal, x1, y1, z1 , u1, v1, w1, r1a, r1b, r1c, xf, yf, zf, mf1, mf2, mf3  

 real*8 delta_nij , v_ij(3), v_nij(3), n_ij(3), distant_n, distant_w,distant_s , temp, 
tempv(3) ,delta_sij , v_sij(3) , s_ij(3) , omega1(3), omega2(3), force_n(3), force_s(3), 
abs_force_n, abs_force_s 

 real*8 v_r1 (3), v_r2(3) 

 integer i,j,k  

 double precision ballr, dt 

 double precision KNW, KSW, VNW, VSW 

 

!!!! 델타 및 벡터 계산 !!!!!!! 

 distant_w = abs(a*x1+b*y1+c*z1-1)/sqrt(a**2 + b**2 + c**2) 

 delta_nij = ballr - distant_w 

 

 if (delta_nij.LT.0) then  

 xf=0D0 ; yf=0D0; zf=0D0; mf1=0D0 ; mf2= 0D0 ; mf3=0D0;return 

 endif 

  

 distant_n = sqrt(a**2 + b**2 + c**2) 

 n_ij(1)= signal * a /distant_n ; n_ij(2)= signal * b /distant_n ; n_ij(3)= signal * c 
/distant_n  

v_ij(1) = -u1 ; v_ij(2) = -v1 ; v_ij(3) = -w1  

 call innerproduct ( v_ij(1), v_ij(2), v_ij(3), n_ij(1) , n_ij(2), n_ij(3),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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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_nij(1) = temp * n_ij(1) ; v_nij(2) = temp * n_ij(2) ; v_nij(3) = temp * n_ij(3) 

v_r2(1)= 0D0; v_r2(2)= 0D0; v_r2(3)= 0D0 

 v_r1(1)= (-r1b*n_ij(3) + r1c*n_ij(2))*ballr; v_r1(2)= (-r1c*n_ij(1)+r1a*n_ij(3))*ballr; 
v_r1(3)=(-r1a*n_ij(2)+r1b*n_ij(1))*ballr 

v_sij(1) = v_ij(1) - v_nij(1) - v_r1(1) - v_r2(1) 

 v_sij(2) = v_ij(2) - v_nij(2) - v_r1(2) - v_r2(2) 

 v_sij(3) = v_ij(3) - v_nij(3) - v_r1(3) - v_r2(3) 

distant_s = sqrt( (v_sij(1)) **2 + (v_sij(2)) **2 + (v_sij(3)) **2 )  

 s_ij(1) = v_ij(1)/distant_s ; s_ij(2) = v_ij(2)/distant_s ; s_ij(3) = v_ij(3)/distant_s 

 

 do 10000 i=1, 3 

  !!! 힘 계산 !!!!!!! 

  force_n(i) = KNW * (delta_nij)* n_ij(i) + VNW * (v_nij(i)) / DT 

  force_s(i) = KSW * v_sij(i) + VSW * (v_sij(i)) / DT 

 10000 continue 

 

 abs_force_n = sqrt( (force_n(1))**2 + (force_n(2))**2 + (force_n(3))**2 ) 

 abs_force_s = sqrt( (force_s(1))**2 + (force_s(2))**2 + (force_s(3))**2 ) 

  

 if (abs_force_s.GT. (abs_force_n * FRW)) then  

 do 10100 i=1, 3; force_s(i) = FRW * abs_force_n * s_ij(i) ; 10100 continue 

 endif 

  

 xf = force_n(1) + force_s(1) 

 yf = force_n(2) + force_s(2) 

 zf = force_n(3) + force_s(3) 

 

 mf3 = ( xf*n_ij(2) - yf*n_ij(1) )* ballr 

 mf2 = ( zf*n_ij(1) - xf*n_ij(3) )* ballr 

 mf1 = ( yf*n_ij(3) - zf*n_ij(2) )* ballr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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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nit_grid.f90: 

검색 셀 크기 지정 및 초기화를 위해 link_list.f90 에서 호출된다. 

 

subroutine init_grid(ntotal,hsml,grid,ngridx,ghsmlx, maxgridx,mingridx,dgeomx) 

 

  !!! 검색 셀 초기화 지정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ntotal, grid(maxngx,maxngy,maxngz), ngridx(dim), ghsmlx(dim) 

      double precision hsml, maxgridx(dim), mingridx(dim), dgeomx(dim) 

     

    !! maxgridx : x 최대 좌표값  

    !! dgeomx(d) : maxgridx(d) - mingridx(d)  = ?_maxgeom - ?_mingeom 

 

      integer i, j, k, d, maxng(dim), ngrid(3) 

 

      double precision nppg 

 

!     검색셀의 크기 지정 :  nppg*h 

      parameter( nppg = 3.e0 ) 

!     Parameter 초기화 

      maxng(1) = maxngx 

      if (dim.ge.2) then 

        maxng(2) = maxngy 

        if (dim.eq.3) then 

          maxng(3) = maxngz 

        endif 

      endif 

      do d=1,3 

        ngrid(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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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do 

       

!     검색셀 범위 지정  

      maxgridx(1) = x_maxgeom 

      mingridx(1) = x_mingeom 

      if (dim.ge.2) then 

        maxgridx(2) = y_maxgeom 

        mingridx(2) = y_mingeom 

        if (dim.eq.3) then 

          maxgridx(3) = z_maxgeom 

          mingridx(3) = z_mingeom 

        endif 

      endif 

 

      do d=1,dim 

         dgeomx(d) = maxgridx(d) - mingridx(d) 

      enddo 

 

      if (dim.eq.1) then 

        ngridx(1) = min(int(ntotal/nppg) + 1,maxng(1)) 

      else if (dim.eq.2) then 

        ngridx(1) = min(int(sqrt(ntotal*dgeomx(1)/(dgeomx(2)*nppg))) + 1,maxng(1)) 

        ngridx(2) = min(int(ngridx(1)*dgeomx(2)/dgeomx(1)) + 1,maxng(2)) 

      else if (dim.eq.3) then 

        ngridx(1) = min(int((ntotal*dgeomx(1)*dgeomx(1)/ 
(dgeomx(2)*dgeomx(3)*nppg))**(1.e0/3.e0)) + 1,maxng(1)) 

        ngridx(2) = min(int(ngridx(1)*dgeomx(2)/dgeomx(1)) + 1,maxng(2)) 

        ngridx(3) = min(int(ngridx(1)*dgeomx(3)/dgeomx(1)) + 1,maxng(3)) 

      endif 

 

!    각 Grid Cell 에서의 smoothing length 

      do d=1,dim 

         ghsmlx(d) = int(real(ngridx(d))*hsml/dgeomx(d)) + 1 

      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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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1,dim 

        ngrid(d) = ngridx(d) 

      enddo 

 

!    Grid 초기화 

      do i=1,ngrid(1) 

        do j=1,ngrid(2) 

          do k=1,ngrid(3) 

            grid(i,j,k) = 0 

          enddo 

        enddo 

      endd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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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grid_geom.f90: 

검색 셀의 기하적 조건을 할당, 좌표계에서의 범위를 계산한다. 

link_list.f90 에서 호출된다. 

  

subroutine grid_geom(i,x,ngridx,maxgridx,mingridx,dgeomx,xgcell) 

 

      !!! 각 검색 셀의 좌표계에서의 범위 계산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i, ngridx(dim),xgcell(3) 

      double precision x(dim), maxgridx(dim), mingridx(dim), dgeomx(dim) 

      integer d 

 

      do d=1,3 

        xgcell(d) = 1 

      enddo 

 

      do d=1,dim 

          xgcell(d) = int(real(ngridx(d))/dgeomx(d)*(x(d)-mingridx(d)) + 1.e0) 

      endd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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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kernel.f90 

: 두 입자 i, j간 거리에 따라 Smoothing 함수값 W  및 도함수 W  
값을 구하기 위해 호출된다. 

 

subroutine kernel(r,dx,hsml,w,dwdx)    

 

  !!  i-j 사이의 smoothing 함수 값 및 도함수 값을 계산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double precision r, dx(dim), hsml, w, dwdx(dim) 

      integer i, j, d       

      double precision q, dw, factor 

 

      q = r/hsml  

      w = 0.e0 

      do d=1,dim          

        dwdx(d) = 0.e0 

      enddo    

 

      if (skf.eq.1) then       !! cubic spline kernel 

        if (dim.eq.1) then 

          factor = 1.e0/hsml 

        elseif (dim.eq.2) then 

          factor = 15.e0/(7.e0*pi*hsml*hsml) 

        elseif (dim.eq.3) then 

          factor = 3.e0/(2.e0*pi*hsml*hsml*hsml) 

        else 

         print *,' >>> Error <<< : Wrong dimension: Dim =',dim 

         stop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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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q.ge.0.and.q.le.1.e0) then           

          w = factor * (2./3. - q*q + q**3 / 2.) 

          do d = 1, dim 

            dwdx(d) = factor * (-2.+3./2.*q)/hsml**2 * dx(d)        

      enddo    

        else if (q.gt.1.e0.and.q.le.2) then           

          w = factor * 1.e0/6.e0 * (2.-q)**3  

          do d = 1, dim 

            dwdx(d) =-factor * 1.e0/6.e0 * 3.*(2.-q)**2/hsml * (dx(d)/r)         

          enddo               

    else 

      w=0. 

          do d= 1, dim 

            dwdx(d) = 0. 

          enddo              

        endif      

      else if (skf.eq.2) then  !! Gaussian kernel 

      factor = 1.e0 / (hsml**dim * pi**(dim/2.))       

    if(q.ge.0.and.q.le.3) then 

    w = factor * exp(-q*q) 

          do d = 1, dim 

            dwdx(d) = w * ( -2.* dx(d)/hsml/hsml) 

          enddo  

    else 

    w = 0. 

          do d = 1, dim 

            dwdx(d) = 0. 

          enddo       

    endif          

   

      else if (skf.eq.3) then  !!  quintic spline(Morris, 1997) 

 

        if (dim.eq.1) then 

          factor = 1.e0 / (120.e0*hsml) 

        elseif (dim.eq.2)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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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 = 7.e0 / (478.e0*pi*hsml*hsml) 

        elseif (dim.eq.3) then 

      factor = 1.e0 / (120.e0*pi*hsml*hsml*hsml) 

          endif               

        

      if(q.ge.0.and.q.le.1) then 

      w = factor * ( (3-q)**5 - 6*(2-q)**5 + 15*(1-q)**5 ) 

      do d= 1, dim 

        dwdx(d) = factor * (-5*(3-q)**4 + 30*(2-q)**4 - 75*(1-q)**4)/hsml * (dx(d)/r)  

      enddo  

      else if(q.gt.1.and.q.le.2) then 

      w = factor * ( (3-q)**5 - 6*(2-q)**5 ) 

      do d= 1, dim 

        dwdx(d) = factor * (-5*(3-q)**4 + 30*(2-q)**4)/hsml * (dx(d)/r)  

      enddo  

      else if(q.gt.2.and.q.le.3) then 

      w = factor * (3-q)**5  

      do d= 1, dim 

        dwdx(d) = factor * (-5*(3-q)**4) / hsml * (dx(d)/r)  

      enddo  

      else    

      w = 0. 

      do d = 1, dim 

        dwdx(d) = 0. 

      enddo   

          endif                       

      endif 

     

    if(r.EQ.0) then 

    do d=1, dim 

      dwdx(d) = 0 ; 

    enddo 

    endif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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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os.f90 

: Tait equation 에 의해서, 유체입자 i의 압력을 구하기 위해 호출된다. 

 

subroutine p_art_water(rho, p) 

  !!  상태방정식(Equations of State) : rho-p 간 관계 

  implicit none 

  double precision rho, p, c, b 

  double precision gamma, rho0 

  include 'param.inc' 

  !!  Artificial EOS (Tait Equation) 

  gamma = 7. 

  rho0 = 1000. 

  b=  rho0 * (sound_velocity/1000./mach_num)**2./gamma ; 

  p = b*((rho/rho0)**gamma-1.);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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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ath.f90 

: 내적, 회전이동 등 기본 연산에 대한 함수를 정의하고 있다. 

 

subroutine innerproduct ( a1, b1, c1, a2, b2, c2, output) 

 

!!  내적 계산  

 

  real*8 a1, b1, c1, a2, b2, c2, output 

  output = a1*a2+ b1*b2 + c1*c2 

  return  

end 

 

subroutine rotational_displacement(axis, angle, x, y, z, x_new, y_new, z_new) 

 

!!  좌표의 회전이동 

  implicit none 

  double precision angle, x, y, z, x_new, y_new, z_new 

  double precision rot_matrix(3,3) 

  integer axis, i, j 

 

  if(axis.EQ.1) then            !! x 축 회전이동  

    rot_matrix(1, 1) = 1. ;      rot_matrix(1, 2) = 0. ;       rot_matrix(1, 3) = 0. ; 

    rot_matrix(2, 1) = 0. ;      rot_matrix(2, 2) = cos(angle) ;   rot_matrix(2, 3) = 
sin(angle) ; 

    rot_matrix(3, 1) = 0. ;      rot_matrix(3, 2) = -sin(angle) ;   rot_matrix(3, 3) = 
cos(angle) ; 

  else if(axis.EQ.2) then          !! y 축 회전이동  

    rot_matrix(1, 1) = cos(angle);  rot_matrix(1, 2) =0  ;         rot_matrix(1, 3) = 
-sin(angle) ; 

    rot_matrix(2, 1) = 0. ;      rot_matrix(2, 2) =1. ;         rot_matrix(2, 3) = 0. ; 

    rot_matrix(3, 1) = sin(angle);  rot_matrix(3, 2) =0 ;         rot_matrix(3, 3) = 
cos(angle) ; 

  else if(axis.EQ.3) then          !! z 축 회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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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_matrix(1, 1) = cos(angle);  rot_matrix(1, 2) =sin(angle) ;     rot_matrix(1, 3) 
= 0. ; 

    rot_matrix(2, 1) = -sin(angle);  rot_matrix(2, 2) =cos(angle) ;     rot_matrix(2, 3) 
= 0. ; 

    rot_matrix(3, 1) = 0;      rot_matrix(3, 2) =0 ;         rot_matrix(3, 3) = 1 ; 

  else  

    print *, "rotational maxtrix error ! : ", axis ;  

    stop; 

  endif 

 

  x_new = 0. ; y_new = 0. ; z_new = 0. ;  

  x_new = rot_matrix(1, 1) * x + rot_matrix(2, 1) * y + rot_matrix(3, 1) * z ;  

  y_new = rot_matrix(1, 2) * x + rot_matrix(2, 2) * y + rot_matrix(3, 2) * z ;  

  z_new = rot_matrix(1, 3) * x + rot_matrix(2, 3) * y + rot_matrix(3, 3) * z ;  

  return ;  

 

1004 format (3(f10.5));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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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ake_output_for_paraview.f90 

:전산해석결과의 영상화(visualization) 및 후처리를 위해서 paraview 

software 에서 판독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해석정보를 저장한다. 

 

subroutine make_output_for_paraview(iflag, ntotal, nvirt, p, vx, x, void, nframe)  

 

  !!  Paraview 에서 Visualization 및 post-treat 하기 위한 전산해석 결과 파일 
생성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iflag 

    CHARACTER(LEN=10) :: FMT,FMT1 

    CHARACTER(LEN=1)  :: TAB,DQ 

  INTEGER ntotal, nvirt, nframe, start_i, end_i, np 

  INTEGER  N_OF_FRAME, NF_IN_DROPLET, NF_IN_VELOCITY, I, IT 

  DOUBLE PRECISION p(maxn), vx(dim, maxn), x(dim, maxn), void(maxn) 

    character np_string3*3, np_string4*4, np_string5*5 

    character np_string6*6, np_string7*7, np_string8*8 

  character name_vtu*100 

    character string1*100,string2*100,string3*100,string4*100 

    character supp*4, zero_string, name_vtu2*12 

    character frame_string1*1, frame_string2*2, frame_string3*3 

    character frame_string4*4, frame_string5*5, frame_string6*6 

1001 format(1x, I6, 6(2x, e14.8)) 

1002 format(1x, I6, 7(2x, e14.8))  

1003 format(1x, I6, 2x, I4, 2x, e14.8)       

1004 format(2(2x, f18.8)) 

1005 format(I6)     

1006 format(100(2x, e14.8)) 

1007 format(100(2x, f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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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lag     : 함수 호출목적 - 목적에 따라 Output File 생성 

  !1:  initial       2:virtual     3: 모션용 총괄    

  !4: 모션용 개별프레임    5 : 개별프레임(virtual 포함)    

  !8: Solid 입자들  

 

  TAB=CHAR(9)      

  FMT="(A)" 

  FMT1="(2A)" 

  DQ=CHAR(34) 

  zero_string=CHAR(48) 

  if(iflag.EQ.2) then 

    start_i = ntotal + 1 ;  

    end_i = ntotal + nvirt ; 

  else if(iflag.EQ.5) then 

    start_i = 1 ;  

    end_i = ntotal + nvirt ; 

  else 

    start_i = 1 ;  

    end_i = ntotal ; 

  endif 

 

  if(iflag.EQ.3) then          !!! 총괄파일 만들기 

    OPEN(24, FILE="./data/motion/VTUinp.pvd") 

    OPEN(25, FILE="./data/motion+virtual/VTUinp.pvd") 

     OPEN(26, FILE="./data/motion2D/VTUinp.pvd") 

     OPEN(27, FILE="./data/solid/VTUinp.pvd") 

 

    string1 = '<?xml version='//DQ//'1.0'//DQ//'?>' 

    string2 = ' <VTKFile type='//DQ//'Collection'//DQ//' version='//DQ//'0.1'//DQ//'>' 

    string3 = '  <Collection>' 

 

    write(24,211)string1 

    write(24,202)string2 

    write(24,202)string3 

    write(25,211)str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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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25,202)string2 

    write(25,202)string3 

    write(26,211)string1 

    write(26,202)string2 

    write(26,202)string3 

    write(27,211)string1 

    write(27,202)string2 

    write(27,202)string3 

 

    print *, "iflag :", iflag; 

    print *, "nfame :", nframe; 

 

    DO i=1, nframe 

        write(supp,'(i4.4)') i 

        name_vtu2='PART'//supp//'.vtu' 

         if(i.lt.10)then        

        write(frame_string1,'(i1.1)') i 

        string4 = '<DataSet timestep='//DQ//frame_string1//DQ//' group='//DQ//DQ//' 
part='//DQ//zero_string//DQ//' file='//DQ//name_vtu2//DQ//'/>' 

        elseif(i.lt.100)then        

        write(frame_string2,'(i2.2)') i 

        string4 = '<DataSet timestep='//DQ//frame_string2//DQ//' group='//DQ//DQ//' 
part='//DQ//zero_string//DQ//' file='//DQ//name_vtu2//DQ//'/>' 

        elseif(i.lt.1000)then        

        write(frame_string3,'(i3.3)') i 

        string4 = '<DataSet timestep='//DQ//frame_string3//DQ//' group='//DQ//DQ//' 
part='//DQ//zero_string//DQ//' file='//DQ//name_vtu2//DQ//'/>' 

       elseif(i.lt.10000)then        

        write(frame_string4,'(i4.4)') i 

        string4 = '<DataSet timestep='//DQ//frame_string4//DQ//' group='//DQ//DQ//' 
part='//DQ//zero_string//DQ//' file='//DQ//name_vtu2//DQ//'/>' 

      endif 

 

      write(24,202) string4 

      write(25,202) string4 

      write(26,202) strin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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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27,202) string4 

    ENDDO 

     

    string3 = '   </Collection>' 

    string4 = '  </VTKFile>' 

     

    write(24,202) string3 

    write(24,202) string4 

    close(24) 

 

    write(25,202) string3 

    write(25,202) string4 

    close(25) 

 

    write(26,202) string3 

    write(26,202) string4 

    close(26) 

 

    write(27,202) string3 

    write(27,202) string4 

    close(27) 

  endif  

 

  if(iflag.EQ.3) then 

    return ;  

  endif 

 

  write(supp,'(i4.4)') nframe 

  if(iflag.EQ.1) then   

    name_vtu = './data/initial/PART'//supp//'.vtu'; 

  else if(iflag.EQ.2) then  

    name_vtu = './data/virtual/PART'//supp//'.vtu'; 

  else if(iflag.EQ.4) then 

    name_vtu = './data/motion/PART'//supp//'.vtu'; 

  else if(iflag.EQ.5)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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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_vtu = './data/motion+virtual/PART'//supp//'.vtu'; 

  else if(iflag.EQ.6) then 

    name_vtu = './data/motion2D/PART'//supp//'.vtu'; 

  else if(iflag.EQ.7) then 

    name_vtu = './data/virtual/PART'//supp//'.vtu'; 

  else if(iflag.EQ.8) then 

    name_vtu = './data/solid/PART'//supp//'.vtu'; 

  endif 

   

  open(24,file=name_vtu,status='unknown') 

  string1 = '<?xml version='//DQ//'1.0'//DQ//'?>' 

  string2 = '<VTKFile type= '//DQ//'UnstructuredGrid'//DQ//'  version= 
'//DQ//'0.1'//DQ//'  byte_order= '//DQ//'BigEndian'//DQ//'>'                          

  string3 = ' <UnstructuredGrid>' 

 

  if(iflag.Eq.2) then 

      np =  nvirt 

  else if(iflag.EQ.5) then 

      np = ntotal+nvirt 

  else 

      np = ntotal 

  endif 

 

    if(np.lt.1000)then        

      write(np_string3,'(i3.3)') np 

    string4 = '  <Piece NumberOfPoints='//DQ//np_string3//DQ//' 
NumberOfCells='//DQ//np_string3//DQ//'>' 

    elseif(np.lt.10000)then        

      write(np_string4,'(i4.4)') np 

      string4 = '  <Piece NumberOfPoints='//DQ//np_string4//DQ//' 
NumberOfCells='//DQ//np_string4//DQ//'>' 

    elseif(np.lt.100000)then        

      write(np_string5,'(i5.5)') np 

      string4 = '  <Piece NumberOfPoints='//DQ//np_string5//DQ//' 
NumberOfCells='//DQ//np_string5//DQ//'>' 

    elseif(np.lt.1000000)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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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np_string6,'(i6.6)') np 

      string4 = '  <Piece NumberOfPoints='//DQ//np_string6//DQ//' 
NumberOfCells='//DQ//np_string6//DQ//'>' 

    elseif(np.lt.10000000)then        

      write(np_string7,'(i7.7)') np 

    string4 = '  <Piece NumberOfPoints='//DQ//np_string7//DQ//' 
NumberOfCells='//DQ//np_string7//DQ//'>' 

    elseif(np.lt.100000000)then        

      write(np_string8,'(i8.8)') np 

      string4 = '  <Piece NumberOfPoints='//DQ//np_string8//DQ//' 
NumberOfCells='//DQ//np_string8//DQ//'>' 

    else 

      print*,'Too many particles for np_string' 

      stop   

    endif 

  write(24, 202)  string1 

  write(24, 202)  string2 

  write(24, 202)  string3 

  write(24, 202)  string4 

 

 

!   WRITE IN PRESSURE DATA 

    string1 = '   <PointData Scalars='//DQ//'Pressure'//DQ//' 
Vectors='//DQ//'Velocity'//DQ//'>'         

  string2 = '    <DataArray type='//DQ//'Float32'//DQ//' 
Name='//DQ//'Pressures'//DQ//' format='//DQ//'ascii'//DQ//'>' 

 

  write(24,202)string1 

    write(24,202)string2 

    DO it=start_i, end_i 

    WRITE(24, *) p(it) 

  ENDDO 

 

    string3 = '    </DataArray>' 

   write(24,202)string3 

 

!  WRITE IN z-VELOCIT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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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2 = '    <DataArray type='//DQ//'Float32'//DQ//' Name='//DQ//'z-
Velocity'//DQ//' format='//DQ//'ascii'//DQ//'>' 

    write(24,202)string2 

  DO it=start_i, end_i 

    WRITE(24, *) vx(3, it) 

  ENDDO 

    string3 = '    </DataArray>' 

  write(24,202)string3 

 

!  WRITE IN VOID_FRACTION DATA 

    string2 = '    <DataArray type='//DQ//'Float32'//DQ//' 
Name='//DQ//'VOID_FRACTION'//DQ//' format='//DQ//'ascii'//DQ//'>' 

    write(24,202)string2 

  DO it=start_i, end_i 

    WRITE(24, *) void(it)  

  ENDDO 

    string3 = '    </DataArray>' 

  write(24,202)string3 

 

!  WRITE IN XY_SPEED DATA 

    string2 = '    <DataArray type='//DQ//'Float32'//DQ//' 
Name='//DQ//'Xy_Speed'//DQ//' format='//DQ//'ascii'//DQ//'>' 

    write(24,202)string2 

  DO it=start_i, end_i 

    WRITE(24, *) sqrt(vx(1, it)**2.+vx(2, it)**2.) ; 

  ENDDO 

    string3 = '    </DataArray>' 

  write(24,202)string3 

 

!   WRITE VELOCITY DATA 

    string1 = '    <DataArray type='//DQ//'Float32'//DQ//' 
Name='//DQ//'Velocity'//DQ//' NumberOfComponents='//DQ//'3'//DQ//' 
format='//DQ//'ascii'//DQ//'>' 

    write(24,202) string1 

 

  DO it=start_i, end_i 

     WRITE(24, *) vx(1, it), vx(2, it), vx(3,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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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DO 

 

    string3 = '    </DataArray>' 

    string4 = '   </PointData>' 

  write(24,202) string3 

  write(24,202) string4 

 

!   WRITE PARTICLE POSITION DATA 

    string2 = '   <Points>' 

    string1 = '    <DataArray type='//DQ//'Float32'//DQ//' 
NumberOfComponents='//DQ//'3'//DQ//' format='//DQ//'ascii'//DQ//'>' 

    write(24,202) string2 

    write(24,202) string1 

 

  DO it=start_i, end_i 

    WRITE(24, *) x(1, it), x(2, it), x(3, it)  

  ENDDO 

 

    string3 = '    </DataArray>' 

    string2 = '   </Points>' 

    write(24,202) string3 

    write(24,202) string2 

 

!   WRITE CELL DATA. CELL IS OF TYPE VERTEX.         

    string2 = '   <Cells>' 

    string1 = '    <DataArray type='//DQ//'Int32'//DQ//' 
Name='//DQ//'connectivity'//DQ//' format='//DQ//'ascii'//DQ//'>' 

    write(24,202) string2 

    write(24,202) string1 

 

  DO it=start_i, end_i 

    if(iflag.NE.2) then  

      write(24,*)  it-1 

    else 

      write(24,*)  it-ntotal-1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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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DO 

 

    string3 = '    </DataArray>' 

    write(24,202) string3 

 

    string1 = '    <DataArray type='//DQ//'Int32'//DQ//' Name='//DQ//'offsets'//DQ//' 
format='//DQ//'ascii'//DQ//'>' 

    write(24,202) string1 

 

  DO it=start_i, end_i 

    if(iflag.NE.2) then  

      write(24,*)  it 

    else 

      write(24,*)  it-ntotal 

    endif 

  ENDDO 

 

    string3 = '    </DataArray>' 

    write(24,202) string3 

         

    string1 = '    <DataArray type='//DQ//'Int32'//DQ//' Name='//DQ//'types'//DQ//' 
format='//DQ//'ascii'//DQ//'>' 

    write(24,202) string1 

  DO it=start_i, end_i 

      write(24,*)1 

    ENDDO 

    string3 = '    </DataArray>' 

    write(24,202) string3 

         

    string1 = '   </Cells>'  

    string2 = '  </Piece>' 

    string3 = ' </UnstructuredGrid>' 

    string4 = '</VTKFile>' 

    write(24,202) string1 

    write(24,202) string2 

    write(24,202) str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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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24,202) string4 

    close(24) 

 

201 format(a40) 

202 format(a100) 

203 format(a25,i7,a17,i7,a2) 

211 format(a21) 

301 format(i7)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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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ime_print.f90 

: 현재 시간을 출력한다. 

 

subroutine time_print 

 

  !!! 현재 시간 출력 

  implicit none 

  integer, parameter :: output = 6 

 

  character(len = 8) :: datstr 

  character(len = 10) :: timstr 

 

  call date_and_time (datstr, timstr) 

 

  print *, "-------------------------------------" 

  print '(A8,A4,A1,A2,A1,A2)', " Date = ",datstr(1:4),"/",datstr(5:6),"/",datstr(7:8) 

  print '(A8,A2,A1,A2,A1,A2)', " Time = ",timstr(1:2),":",timstr(3:4),":",timstr(5:10) 

  print *, "-------------------------------------" 

END  



- 213 - 

 

23. output.f90 

: 프로그램의 연결 구동을 위해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상태 정보를 

기록, 저장한다.  

 

subroutine output(x, vx, mass, rho, p, itype, hsml, ntotal, indvxdt, exdvxdt)  

       

!!  최종로그 기록용 

implicit none      

include 'param.inc' 

integer itype(maxn), ntotal 

double precision x(dim, maxn), vx(dim, maxn), mass(maxn),  rho(maxn),p(maxn), 
hsml(maxn), indvxdt(dim,maxn),exdvxdt(dim,maxn) 

integer i, d, npart, start_n,   end_n 

 

open(1,file="./data/f_xv.dat") 

open(2,file="./data/f_state.dat") 

open(3,file="./data/f_other.dat")  

open(4,file="./data/f_summary.dat") 

open(5,file="./data/motion_data.dat") 

write(1,*) ntotal 

do i = 1, ntotal          

write(1,1001) i, (x(d, i), d=1,dim), (vx(d, i), d = 1, dim), sqrt(vx(1,i)**2.+vx(2,i)**2.)               

write(2,1002) i, mass(i), rho(i), p(i)  

write(3,1003) i, itype(i), hsml(i)  

enddo  

      

1001  format(1x, I6, 6(2x, e14.8)) 

1002  format(1x, I6, 7(2x, e14.8))  

1003  format(1x, I6, 2x, I4, 2x, e14.8)       

1004  format(1x, 6(2x, e14.8))       

                                       

close(1); close(2); close(3); close(4);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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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development of an SPH-DEM 

coupled model for numerical simulation of 

solid-liquid two-phase flow 
 

Jihoe Kwon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olid-liquid two phase flow systems, because of their high-efficiency, are widely used 

in mineral processing industries. However, mathematical and computational analysis of 

these systems presents numerous difficulties because of the complicated interactive 

phenomena between two phases.  

This work was carried out to develop a numerical model which is capable of modeling 

solid-liquid two phase flow in micro-scale view. To this end, we developed a fully 

coupled method of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a Lagrangian fluid model 

and DEM(Discrete Element method), a model which is capable of analyzing motions of 

particles.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was tested by applying it to the analysis of 

various problems of solid-liquid two phase flow. 

First, an in-house SPH code was developed and validated by analyzing various types 

of flows and comparing the result to previous experimental/numerical works and exact 

solutions. In addition, an advanced algorithm to reduce numerical insta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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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efficiency of pair-searching was adop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advanced 

algorithm considerably improved numerical stability and efficiency. 

Next, we suggested an algorithm that determines drag force on surface of solid 

particle within SPH analysis at a micro-scale view, and we applied the algorithm to 

simulate flows around cylinders and particles with various shapes.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standard experimental data and results from previous work. The result 

showed that the developed model could predict the drag force acting on surface with and 

acceptable degree of accuracy. 

Finally, starting from the governing equation of multiphase flow that is based on 

local-averaging method, we implemented the numerical governing equations of SPH 

model for solid-liquid two phase flow and developed a fully coupled SPH-DEM model. 

This model was applied to simulate the coagulation process of slurry to examine 

coagulation efficiency with the change in stirring speed. The result showed that if the 

rotational speed exceeds the normal range, the coagulation rate decrease with time 

although it is high during the early stage. This result might come from the size 

separation effect of particles within high-speed flow, and even though we do not 

consider the disintegration of particles by shear, over-speed stirring might bring an 

adverse effect on coagulation efficiency. 

The developed SPH-DEM model is expected to be useful as a numerical tool to 

determine the most energy-efficient stirring condition for a coagulation process. In 

addition, the developed model can be widely applicable to design various wet processes 

as a tool that can clarify the microscopic phenomenon occurring within the various types 

of solid-liquid two-phase flows based on fundamental physics. 

 

Keywords: solid-liquid two phase flow,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SPH), 

Discrete Element Method(DEM), multiphase flow, Langrangian particle method, 

coa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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