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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다학제 간 통합 연구 중 유체-구조 연성 해석은  유체 

유동과 그로 인한 구조부의 지속적인 변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복

잡한 물리현상을 모사하는데 효과적인 연구 분야이다. 하지만 유체와 구조 해

석에 요구되는 격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므로 상경계면에서 격자 불일치 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유체-구조 연성 해석은 격자 불일치 상경계면에서 지속적

으로 물리량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정보 전달 기법의 연구와 적용이 필수적

이다. 

  본 연구는 유체-고체 연성 해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고체로켓의 3차원 

연소실 상경계면 형상에 대해 정보 전달 기법 중 common-refinement 기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법 구현은 상경계면에 common surface를 구

성하고 특정 error norm을 최소화 시키는 minimization 내삽법을 적용하는 과

정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다차원 상경계면 형상에서 연속 및 

불연속 함수를 이용한 정보 전달 실험을 수행하였고, 다른 기법들과 해석 결

과를 비교하였다. 

  정보 전달 실험 결과 common-refinement 기법은 전달 정보의 정확성 측면

에서 타 기법에 비해 오차 적층이 작고, 보존성을 만족시키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점은 실제 유체-구조 연성 해석에 사용되는 형상에서 월등하

게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체-구조 연성 해석 시 common- refinement 

기법의 적용이 적절함을 판단 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유체-구조 연성, 격자 불일치 상경계면, 정보 전달 기법, 

Common-refinement 기법  

학  번 : 2010-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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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sage of solid rockets for space shuttle boosters[14]

Fig. 2     (a) Cutaway drawing of a solid rocket[15], (b) Meshes on a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 solid propellant indicated in 

red and flow region is in blue, rocket component in green 

Fig. 3     (a) Combustion simulation in fluid region, (b) Displacement 

simulation in structure region

Fig. 4     Non-matching meshes on 2-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 fluid mesh indicated in blue and structure in red  

Fig. 5     Non-matching meshes on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surface : fluid mesh indicated in red and structure mesh in 

black

Fig. 6     Example of 2-D source mesh and target mesh

Fig. 7     Mesh node projection of 2-D non-matching interface

Fig. 8     2-D common surface build using linear combination of 

projection nodes

Fig. 9     (a) Meshes for solid rocket o-ring FSI analysis : structure 

mesh indicated in blue fluid in red, (b) Non-matching mesh 

interface of o-ring

Fig. 10    Nodes projection outside of interface boundary of 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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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hematization of nodes projection outside of target element 

boundary

Fig. 12    (a) Sharp edge of o-ring interface, (b) Non-matching mesh 

nodes on sharp edge 

Fig. 13    Result of node projection outside of target element boundary on 

sharp edge

Fig. 14    Schematization of node projection outside of target element 

boundary on sharp edge

Fig. 15    Comparison of nodes projection lengths

Fig. 16    Example of structured quadrilateral mesh and unstructured 

triangular mesh 

Fig. 17    Mesh nodes projection of 3-D non-matching interface and linear 

combination of projection nodes

Fig. 18    Meshes for 3-D common surface build : (a) Source mesh, (b) 

Target mesh

Fig. 19    (a) Common nodes after nodes projection, (b) Overrap of source 

and target meshes 

Fig. 20    Determining subfacets

Fig. 21    (a) Subfacets on common surface, (b) Triangulation of subfacets

Fig. 22    Source and target mesh for 2-D common-refinement metho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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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mparison relative errors in repeated transfer of Runge's 

function between Jiao and Heath's data[3] and present result

Fig. 24    Data transfer result of Runge's function after  iterations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solid black line and numerical result 

in dashed red line

Fig. 25    Meshes for code validation : (a) Source mesh, (b) Target mesh

Fig. 26    Shape of peaks function

Fig. 27    Comparison relative errors in repeated transfer of peaks function 

between Jiao and Heath's data[3] and present result

Fig. 28    Data transfer result of peaks function after  iterations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solid line and present result in dashed line

Fig. 29    Source mesh and target mesh of straight line interface : source 

mesh indicated in red and target mesh is in blue  

Fig. 30    Shape of 2-D damped sine function

Fig. 31    Common surface of straight line interface

Fig. 32    Data transfer result of 2-D damped sine function after  

iterations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black and numerical 

result in red

Fig. 33    Source mesh and target mesh of curved interface : source mesh 

indicated in red and target mesh in blue 



- ix -

Fig. 34    Vertex section of source and target mesh

Fig. 35    Shape of 2-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Fig. 36    Common surface of curved interface

Fig. 37    Vertex section of common surface

Fig. 38    Data transfer result of 2-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after  

iterations using L2 minimization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black and numerical result in red

Fig. 39    Data transfer result of 2-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after  

iterations using Sobolev minimization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black and numerical result in red

Fig. 40    Source mesh and target mesh of o-ring interface : source mesh 

indicated in red and target mesh in blue 

Fig. 41    Shape of 2-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Fig. 42    Common surface of o-ring interface

Fig. 43    Common surface on sharp edge of o-ring interface

Fig. 44    Data transfer result of 2-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after  iterations using L2 minimization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black and numerical result in red

Fig. 45    Data transfer result of 2-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after  iterations using Sobolev minimization : exac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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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d in black and numerical result in red

Fig. 46    Shape of 3-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Fig. 47    Common surface of flat interface

Fig. 48    Subfacets of common surface of flat interface

Fig. 49    Data transfer result of 3-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after  

iterations : (a) MQ, (b) Common-refinement using Sobolev 

minimization

Fig. 50    Repeated data transfer of 3-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 (a) 

Relative errors, (b) Conservation errors

Fig. 51    Meshes of curved surface : (a) Source mesh, (b) Target mesh 

Fig. 52    Common surface of half cylindrical interface

Fig. 53    Subfacets of common surface of half cylindrical interface

Fig. 54    Data transfer result of peaks function : consistent interpolation 

(a)  iterations, (b)  iterations, common-refinement (c)  

iterations, (d)  iterations

Fig. 55    Contour of peaks function after  iterations using 

common-refinement method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solid 

line and numerical result in dashed line

Fig. 56    Repeated data transfer of peaks function : (a) Relative errors, 

(b) Conserv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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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Meshes of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 (a) 

Source mesh,   (b) Target mesh 

Fig. 58    3-D sine function : (a) Function shape, (b) Contour of function 

value on 3-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Fig. 59    Common surface of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Fig. 60    Subfacets of common surface of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Fig. 61    Data transfer result of 3-D sine function : consistent 

interpolation (a)  iterations, (b)  iterations, 

common-refinement (c)  iterations, (d)  iterations 

Fig. 62    Data transfer result of 3-D sine function backside of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shape : consistent 

interpolation (a)  iterations, (b)  iterations, 

common-refinement (c)  iterations, (d)  iterations

Fig. 63    Data transfer result of repeated transfer of 3-D sine function up 

to  iterations : (a) TPS ( iterations), (b) MQ ( iterations), 

(c) Consistent interpolation, (d) Common-refinement

Fig. 64    Repeated data transfer of 3-D sine function : (a) Relative 

errors, (b) Conservation errors

Fig. 65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 (a) Function shape, (b) 

Contour of function value on 3-D rocket combustio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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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Fig. 66    Data transfer result of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 

consistent interpolation (a)  iterations, (b)  iterations, 

common-refinement using Sobolev minimization (c)  iterations, 

(d)  iterations

Fig. 67    Data transfer result of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backside of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 

consistent interpolation (a)  iterations, (b)  iterations, 

common-refinement using Sobolev minimization (c)  iterations, 

(d)  iterations

Fig. 68    Common-refinement data transfer result of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using L2 minimization : (a)  iterations, 

(b)  iterations

Fig. 69    Common-refinement data transfer result of repeated transfer of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after  iterations : (a) 

L2 minimization, (b) Sobolev minimization

Fig. 70    Repeated data transfer of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 (a) Relative errors, (b) Conserv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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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다학제 간 통합 연구 중 유체-구조 연성 해석은 유동에 

의해 구조 변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리 현상의 전산해석을 위한 연구 분

야이다. 유체-구조 연성 해석은 다물리 해석 기법으로 그 적용분야가 매우 광

범위하다. 그 중 Fig. 1과 같이 군사 및 우주 추진체의 보조 로켓으로 사용 범

위가 넓은 고체로켓의 연소실은 추진제 연소에 의한 고온, 고압의 연소 가스 

발생과 유동 압력에 의한 추진제 그레인의 구조 변형 등 복잡한 물리 현상을 

갖기 때문에 유체-구조 연성 해석이 필요하다. Fig. 2의 (a)는 고체로켓 연소

실 내부 단면도이며, (b)는 고체로켓 연소실 유체-구조 연성 해석 시 사용되

는 격자 및 형상의 예이다. 고체로켓 연소실 내부 유체-구조 연성 해석의 예

는 Fig. 3과 같다. Fig. 3 (a)의 연소실 내부 유동 발달 과정과 (b)의 추진제 

변위 해석 결과는 상경계면에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아 도출한 유체-구

조 연성 해석 결과이다. 유체-구조 연성 해석 시 고체로켓 유체영역에서는 충

격파 등과 같이 상태변수의 불연속 영역이 존재하는 물리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점성 경계층 포착을 위해 매우 작은 격자의 간격을 요구한다. 이에 

반해 추진제 및 로켓 부속의 변형 해석을 위한 구조해석에 있어서는 유동 해

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해석 격자를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물리 현상

을 포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유체영역은 고체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밀한 

격자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존재하게 되고 결국 Fig. 4과 같이 유체와 구조 

두 영역의 상 경계면에서 격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격자 불일치 경계면이 

형성된다[1,2]. 이와 같은 불일치 경계면을 통해 전달되는 물리량 정보는 유체, 

구조 해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체로켓 내부 해석은 고온, 

압축성 유체 유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연속적인 압력 정보가 전달되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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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전달의 정확성과 보존성을 만족 시키는 정보 전달 기법의 적용이 매우 중

요하다.

  정보 전달 기법 중 common-refinement 기법은 불일치 경계면 상에 서로 

다른 두 격자의 기하학적 특성을 동시에 참조하는 common surface를 구성하

고, common surface 상에서 특정 error norm을 최소화 시키는 수치 적분법을 

이용해 정보 보간법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보존성 모두 

만족 시키는 기법이다[3].

  본 연구는 Fig. 5에 도시된 3차원 고체로켓 연소실 내부의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위한 common-refinement 기반의 불일치 격자 간 정보 전달 기법 개

발 및 정확성 및 보존성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실제 형상 적용에 앞서 

기법 구현의 신뢰성 및 성능 확인을 위하여 다양한 2차원 형상과 3차원 평판 

형상과 반 원통 곡면 형상에서 연속 및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다른 정보 전달 기법과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차원 고

체로켓 연소실 형상에서 정보 전달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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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sage of solid rockets for space shuttle boosters[14] 

(a)

(b)

Fig. 2 (a) Cutaway drawing of a solid rocket[15], (b) Meshes on a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 solid propellant indicated in red and flow region in blue, 
rocket component i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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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Combustion simulation in fluid region, (b) Displacement simulation in 
structur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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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on-matching meshes on 2-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 fluid 
mesh indicated in blue and structure in red   

  

Fig. 5 Non-matching meshes on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surface : fluid 
mesh indicated in red and structure mesh in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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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 전달 기법

  불일치 격자 간 정보 전달 기법은 전달되는 정보 총량의 손실이 있는 

non-conservative 기법과 총량이 보존되는 conservative 기법으로 나뉘어진다.

  

2.1 Non-conservative 기법

  2.1.1 Consistent 내삽법

  Consistent 내삽법은 정보를 전달하는 격자의 형상함수를 사용하여 정보 보

간을 수행한다[4]. Consistent 내삽법은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1)

  식 (1)에서 는 정보를 전달하는 격자 상의 한 점이며, 는 그 점에서의 

형상함수이다. 또한 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한 점이고 와 는  각

각 주고받는 정보량을 나타낸다. Consistent 내삽법은 일반적으로 1차 다항식 

형태의 형상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2차 정확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절단오

차가 존재하며, 이는 반복 정보 전달 시 지속적으로 누적되므로 결국 전달 정

보의 보존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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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IPS (Infinite-Plate Splines)  

  IPS 기법[12]은 consistent 내삽법과 함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ASTROS나 MSC/NASTRAN에서 주로 사용된다. IPS 기법은 무한 평판 평

형에 관한 편미분 방정식 해의 중첩법을 기반으로 한다. IPS 기법은 다음 식

으로 표현된다. 

  
 



  
 

 ln             (2)

  식 (2)에서 개의 격자점이  의 2차원 직교 좌표에 분포 되며, 변형량 

는 각 점의 좌표를 기반으로 구해진다.   는 임의의 상수, 는 정보

를 주는 격자의 좌표이다. IPS 기법을 이용하여 각 점의 변형 시 필요 한 집

중 하중을 계산할 수 있다. 선형 외삽을 이용하여 격자점들의 거리를 산출 한 

후 구조 영역 점들의 변형량을 이용하여 유체 영역의 점들의 정보를 내삽 할 

수 있다. IPS 기법은 격자의 형상에 무관하게 기법 적용이 가능하며, 변형량 

가 항상 미분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7].

  2.1.3 MQ (Multiquadric-Biharmonic)

  MQ 기법[8]은 불규칙적인 2차 곡면에서 정보를 보간하는 방법이다. MQ 기

법은 격자 표면을 2개의 쌍곡선으로 이루어진 2차 곡면으로 가정하고 2차 형

상함수를 이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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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에서 은 임의의 상수로 값에 따라 표면 형상 다양하게 변하고, MQ 

방법의 stability와 consistent를 결정짓는다. 큰 값은 납작한 박판 모양의 함

수, 작은 값은 원뿔형의 함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값을 다양하게 적용시켜 

무한이 많은 함수가 표현되며, 다양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값에 따라 독

립변수들의 크기가 변하며, 종속영역에서 오버랩 정확성이 변화된다. 따라서 

형상 별로 적정한 값을 지정하여 최대한 실제 형상과 근사한 표면을 가정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7].

  2.1.4 TPS (Thin-plate Splines)

  TPS 기법[5,6]의 수식은 박판의 굽힘 에너지를 최소화 시키는 함수를 이용

하여 불규칙 표면의 특성을 정의한다.

 
 




 log                    (4)

  식 (4)에서 ∙은 L1 norm을 나타내며 은 정보를 주는 격자점의 개수이

다. 는 × 행렬 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미지수이다. TPS 기법에서 

각 점의 거리로 정의되는 spline은 형상의 회전 운동과 무관하다. 따라서 지속

적으로 운동이 수행되는 형상 표면의 정보 내삽에 효과적이다[7].



- 9 -

2.2 Conservative 기법

  2.2.1 Common-refinement 기법

  Common-refinement 기법은 격자 불일치 경계면에 두 격자의 기하학적 특

성을 동시에 참조하여 common surface를 구성한다. 그 후 common surface 

상에서 특정 error norm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수치 적분하여 정보 내삽을 수

행한다. 그러므로 정확성과 보존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정확성은 전달

된 정보와 엄밀해 사이의 차로 정의되며, 보존성은 정보 전달 전후의 정보 총

량이 같을 때 확보 된다. Common-refinement 기법은 유체-구조 연성 해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계산 수행 시 적층되는 error량이 다른 정보 전달 기

법보다 작고 정보 총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유체-구조 연성 해석 적용에 장점

을 갖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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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ommon-refinement 기법 구현

  Common-refinement 기법은 크게 common surface를 구성하는 과정과 

common surface 상에서 전달 정보를 내삽하는 과정으로 구현된다. 본 연구에

서는 정보를 주는 격자를 원천격자(source mesh), 정보를 받는 격자를 목표격

자(target mesh)로 정의하였다. 

3.1 Common surface 구성

  3.1.1 2차원 common surface 구성

  3.1.1.1 사용 격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고체 로켓의 유체-구조 연성 해석 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common surface를 구성하였다. 즉, 유체 부분 격자 표

면은 구조 부분 보다 조밀하게 적용하였다. Fig. 6은 2차원 common surface 

구성 시 사용된 유체, 구조 격자의 예이다. 

  3.1.1.2 격자점 투사

  Common surface를 구성하기 위해 원천격자점과 목표격자점을 각각 상대편 

격자 표면에 투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격자점 투사 방향은 격자점을 포함하

고 있는 격자 요소평면들의 법선벡터 평균으로 정의된다. 투사 위치는 상대 

격자 평면과 투사 방향 벡터의 교점으로 정해진다[9]. Fig. 7에 격자점 투사 

과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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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ample of 2-D source mesh and target mesh 

Fig. 7 Mesh node projection of 2-D non-match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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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3 투사점 선형 결합

  Common surface는 원천격자와 목표격자에 투사된 각각의 격자점들을 선형 

결합하여 얻는 common 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두 격자의 기하학적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다음 식을 이용해 투사점 선형 결합이 수행된다[3].

  ≡    ∈                   (5)

 식 (5)에서 와 는 음이 아닌 상수이며 을 만족시켜야 한다. Fig. 8

은 Fig. 7의 격자점 투사 과정 후 평균 선형 결합하여 생성 한 common 

surface를 나타낸다. 

Fig. 8 2-D common surface build using linear combination of projection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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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4 복잡한 2차원 형상에서 common surface 구성

  고체로켓의 o-ring은 유체-구조 연성 해석에 사용되는 형상으로 복잡한 2차

원 구조를 갖는다. o-ring 상경계면은 동일한 좌표에 직각 모서리, 곡선 및 직

선 등 여러 형상이 중첩되며, 특히 모서리 부분에서 격자 불일치 상황이 두드

러지게 발생한다. 따라서 o-ring 상경계면의 common surface 역시 복잡한 형

상을 띄며 구성의 어려움이 커진다. Fig. 9의 (a)는 o-ring 유체-구조 연성 해

석 시 사용되는 격자이며, (b)는 상경계면을 나타낸다.

  O-ring 상경계면과 같은 복잡한 2차원 형상에서는 격자점의 투사 범위를 

알맞은 상대격자의 원소 내부로 제한하지 않으면 Fig. 10과 같이 원래 형상을 

벗어난 범위에 common 점이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Fig 11에 단순화 

한 것 같이, 상대격자의 한 원소 범위에 대해 모든 격자점이 투사되어 상대격

자의 원소 범위 을 벗어나는 투사점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투사 

격자점들을 해당 상대격자 원소의 범위 내에 위치하도록 제한하여 해결할 수 

있다. 

  Fig. 12의 o-ring 형상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격자 불일치성이 커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Fig. 13과 같이 해당 상대격자 원소로 투사되지 않아야 할 

점들까지 투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Fig. 14와 같이 투사점이 올바른 

위치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Fig. 15와 같이 투사 거리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투사 거리에 생성되는 투사점을 선택하여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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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a) Meshes for solid rocket o-ring FSI analysis : 
structure mesh indicated in blue fluid in red, (b) 
Non-matching mesh interface of 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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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Nodes projection outside of interface boundary of 
o-ring

Fig. 11 Schematization of nodes projection outside of target 
element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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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 (a) Sharp edge of o-ring interface, (b) Non-matching 
mesh nodes on sharp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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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sult of node projection outside of target element 
boundary on sharp edge

Fig. 14 Schematization of node projection outside of target 
element boundary on sharp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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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of nodes projection 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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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3차원 common surface 구성

  3.1.2.1 사용 격자

  3차원 common surface 구성은 3.1.1과 동일하게 고체로켓의 유체-구조 연

성 해석 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수행하였다. 즉, 구조 

부분 표면에서 사각형 격자, 유체 부분 표면은 삼각형 비정렬 격자로 가정하

였다. 3차원 상황에서 두 개 불일치 격자가 겹쳐져 생기는 subfacets은 사각형

-사각형 격자의 경우 사각형 형상만을 갖지만 사각형-삼각형 격자의 경우 매

우 다양한 형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common surface 구성 시 어려움이 커

진다. Fig. 16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각형 정렬 격자, 삼각형 비정렬 격자의 

예이다.  

  3.1.2.2 격자점 투사 및 선형 결합

  3차원 common surface 구성 시에도 3.1.1.1과 3.1.1.2에서 설명 된 격자점 투

사 및 선형 결합 과정이 동일하게 수행된다. 3차원 격자점 투사 및 선형 결합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17과 같다. 

 

  3.1.2.3 Subfacets 구성

  Common surface 상의 subfacets을 구성하기 위해 common 점들을 원천격

자와 목표격자의 형상 정보를 이용해 선분으로 연결한다[9]. 예를 들어 Fig. 

18의 (a), (b)와 같이 삼각형 격자가 원천격자이고 사각형 격자가 목표격자라

면 각 격자에서 투사 된 해당 common 점들은 삼각형 형상, 사각형 형상으로 

선분이 연결된다. 즉, Fig. 19 (a)와 같이 common surface 상에 투사 된 격자

점들이 두 격자를 겹쳐놓은 (b)와 같은 형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후 원천

격자 형상(삼각형)으로 구성된 요소 중 하나를 기준요소로 정하고 목표격자 

형상(사각형)으로 구성 된 요소들을 배경요소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기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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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겹치는 배경요소들을 선별한 후 기준요소의 선분과 겹치는 배경요소 선분

의 교차점을 찾아 common 점으로 포함시킨다. 마지막으로 기준요소의 한 점

을 시작점으로 설정, 기준요소 선분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교차점

을 만날 경우 해당 배경요소의 선분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준요소의 한 점이 겹치는 배경요소의 선분 상에 위치할 때 계속 

기준요소 선분을 따라 진행할지, 배경요소 선분으로 변경할지 판단해줘야 한

다. 기준요소와 겹치는 모든 배경요소들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면 해당 

기준요소 상의 subfacets 구성이 완료된다. 이를 원천격자 형상의 모든 요소들

에 대해 동일하게 수행하면 common surface 상의 모든 subfacets를 구성할 

수 있다. Fig. 20은 subfacets 구성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며, 삼각형 기준요소

에 사각형 배경격자 4개가 겹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기준요소의 시작점은 그

림에서 파란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성한 subfacets

은 Fig. 21의 (a)와 같다.

3.1.2.4 Subfacets의 삼각화

  삼각형-사각형의 불일치 격자일 경우 subfacets 형상이 다양한 다각형 형상

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치적분을 통한 정보 내삽 과정에서 필요한 형상함수

를 찾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subfacets을 삼각형으로 나누

어 주면 삼각 형상함수만으로 정보 내삽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나뉘

는 삼각형의 폭이 너무 좁거나 넓으면 적분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subfacets의 내각 중 가장 둔각을 선정하고 마주 보는 subfacets 

점들로 새로운 선분을 생성, 삼각형을 구성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Fig. 21의 

(b)는 Fig. 21의 (a)의 subfacets을 삼각화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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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xample of structured quadrilateral mesh and unstructured triangular mesh 

Fig. 17 Mesh nodes projection of 3-D non-matching interface and linear 
combination of projection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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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8 Meshes for 3-D common surface build : (a) Source mesh, (b) Target mesh

(a)                                      (b)

Fig. 19 (a) Common nodes after nodes projection, (b) Overrap of source and target 
me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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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Determining subfacets

(a)                                      (b) 

Fig. 21 (a) Subfacets on common surface, (b) Triangulation of subfacets



- 24 -

3.2 정보 내삽법

  3.2.1 L2 minimization

  유체-구조 연성 계산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편미분방정식 형태로 가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편미분 방정식의 근사해의 정량적인 표현은 internal form으

로 나타나므로 L2 norm을 이용한 내삽법 적용이 가능하다[3]. L2 

minimization 방법은 주고받는 정보의 차이 ‘’의 L2 norm ‘’

을 최소화시킨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

  식 (6)을 Reyleigh-Ritz-Galerkin 방법으로 표현하면,














 






 




 












 
 






   




   (7)

  식 (7)에서 는 목표격자점의 형상함수, 는 목표격자점으로 전달되는 정

보량, 는 원천격자의 정보량이다.  


 ,   


 ,   으로 

정의하면 식 (7)을   의 행렬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L2 minimization 방법은 부등호 ∥ ∥ ≤∥ ∥의 관계를 만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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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확성을 갖는다. (   : L2 minimization의 해,  : 선형 보간법의 해) 또

한 원천격자와 목표격자의 원소 크기에 대해 ∆ ∆ 의 정확도

를 갖는다. 하지만 이산화에 의한 오차가 존재하므로 엄밀해 에 대해 

∥ ∥ ≤∥ ∥ ∥∥ 관계가 성립된다. 

  L2 minim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내삽되는 정보는 common surface 상에서 

적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존성을 만족시킨다. 즉, 


  


의 관계

를 만족시킨다. 또한, 가 목표격자의 형상함수 공간상의 어떠한 임의의 

함수 와도 직교성을 만족시키므로, 


     (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2 minimization 방법을 통해 얻은 행렬 은 대칭 형상을 갖는다. 특히 

가 직교성을 만족시키는 경우 은 대각행렬이 되고, 계산이 과정이 매우 단

순해진다.

  3.2.2 Sobolev minimization

  L2 minimization 내삽법을 이용하여 불연속 함수 형태의 정보를 전달 할 경

우 Gibb's 현상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특히 고체 로켓 연소실 내부 유동처럼 

충격파 발생으로 인한 불연속 압력 정보 전달 시 정확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수치진동을 감쇠시키는 Sobolev norm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3]. 본 연

구에서는 1차 Sobolev norm을 최소화시키는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을 이

용해 정보 내삽을 수행하였다. 1차 Sobolev norm은 전달 정보 함수값과 형상

함수의 1차 미분항을 L2 norm에 추가하여 도출되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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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

  식 (8)을 Reyleigh-Ritz-Galerkin 방법으로 표현하면,






   ′   ′ 








 



 
  

 



′ ′ 

 
 






 ′′  


′ ′
  (9)

  식 (9)에서 는 목표격자점의 형상함수, ′은 목표격자점 형상함수의 1차 

미분값이다. 는 목표격자점으로 전달되는 정보량, 는 원천격자의 정보량이

다. 는 Sobolev norm의 무게계수로, 임의의 상수값을 갖는다. 의 크기에 따

라 수치진동 감쇠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전달되는 정보의 불연속 정도에 비

해 지나치게 작은 값을 적용하면 수치진동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며, 반대

로 지나치게 큰 값을 적용할 경우 전달 정보가 부정확해진다. 따라서 전달 정

보 형상에 따른 적정한 값 적용이 필요하다.   


로 정의되므로,  ′은 

 ′ 


 ′로 표현된다.  


 ′′  ,   


 ′ ′ , 
  으로 정의하면 식 (9)을   의 행렬식으로 표현된다.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은 Sobolev norm으로 표현되는 정보의 기울기 

값이 정보 내삽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치해가 엄밀해와 가까운 방

향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 수치진동을 억제하게 된다.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은 원천격자와 목표격자의 원소 크기에 대해 

∆ ∆ ∆ 의 정확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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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bolev minimization 방법 역시 L2 minimization 방법과 동일하게 전달 정

보의 보존성을 만족시킨다. 즉, 목표격자의 형상함수 공간상의 어떠한 임의의 

함수 와 미분항  ′에 대해 직교성을 만족시키므로 




 ′ ′ ′   로 표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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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법 구현 검증

4.1 반복 정보 전달 

  유체-구조 연성 해석 시 상경계면에서 정보 전달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연속 및 불연속 함수값을 전달 정보로 이용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 유

체-구조 연성 해석 상황을 최대한 모사하고자 한다. 반복 정보 전달 횟수는 

원천격자에서 목표격자로 정보를 전달한 후 다시 원천격자로 전달되는 과정을 

1번으로 정의하였다.

4.2 상대오차 및 보존오차

  정보 전달 과정에서 정확성의 정량적 표현 방법으로 상대오차를 정의하였

다. 정보의 보존성은 보존오차로 표현하였다. 상대오차와 보존오차는 다음과 

같다. 

  
 



∥∥
∥ ∥

                       (10)

 ∥  ∥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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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0)과 식 (11)은 각각 상대오차와 보존오차의 정의이다. 두 식에서 는 

수치계산 해, 
는 엄밀해를 의미한다. 식 (10)에서 ∥∙∥은 L2 norm을 

의미하며 식 (11)에서 ∥∙∥는 L1 norm을 의미한다.  

4.3 2차원 common-refinement 기법 구현 검증

  

  4.3.1 사용 격자 및 전달 함수

  Common-refinement 기법의 구현 검증은 참고논문 [3]의 조건과동일한 격

자와 정보 전달 함수를 적용해 수행하였다. 검증 격자로는 축 범위  , 

격자점 개수 32, 45의 격자점 간격이 균일한 직선형상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원천격자와 목표격자는 Fig. 22와 같다. 반복 계산 횟수는 참고논문 [3]의 조

건인 번 수행하였다. 정보 전달 함수로는 Runge's 함수를 이용하였다. 

Runge's 함수는 다음과 같다. 

                          (12)

Fig. 22 Source and target mesh for 2-D common-refinement metho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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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계산한 결과와 참고논문 [3]의 결과 비교는 Fig. 23에 나타냈

다. Fig. 23는 회 반복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상대오차 그래프이며, 원형 기

호의 본 연구 결과가 마름모로 표시된 참고논문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과 오

차값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24을 통해 점선으로 나타난 회 반복 

계산 후의 결과가 실선의 엄밀해와 거의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차원 common-refinement 기법 구현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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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mparison relative errors in repeated transfer of 
Runge's function between Jiao and Heath's data[3] and 
present result

Fig. 24 Data transfer result of Runge's function after  
iterations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solid black line and 
numerical result in dashed r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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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차원 Common-refinement 기법 구현 검증

  4.4.1 사용 격자 및 전달 함수

  3차원 common-refinement 기법 구현 검증은 2차원 검증 과정과 동일하게 

참고논문 [3]의 조건을 사용하였다. 검증 격자로는   축 범위  , 

 , 격자점 개수 ×, × 사각형 정렬 격자를 사용하였다. 원천격

자와 목표격자는 Fig. 25와 같다. 반복 계산 횟수는 참고논문 [3]의 조건인 

번 수행하였다. 정보 전달 함수로는 peaks 함수를 이용하였다. Peaks 함수의 

식은 다음과 같으며 함수 형상은 Fig. 26와 같다.

 
   


 

   



   (13)

(a)                                      (b)

Fig. 25 Meshes for code validation : (a) Source mesh, (b) Target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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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hape of peak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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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계산 결과와 참고논문 [3]의 결과 비교는 Fig. 27에 나타냈다. 

Fig. 27는 회 반복 정보 전달 계산 시 상대오차 그래프이며, 원형 기호의 본 

연구 결과가 마름모로 나타낸 참고논문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과 오차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Fig. 28을 통해 점선의 회 반복 계산 후의 결과가 실선의 

엄밀해와 거의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

차원 common-refinement 기법 구현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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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omparison relative errors in repeated transfer of 
peaks function between Jiao and Heath's data[3] and present 
result

Fig. 28 Data transfer result of peaks function after   
iterations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solid line and present 
result in dash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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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 전달 실험 결과 및 비교

5.1 2차원 정보 전달 실험

  5.1.1 직선 형상 연속 함수 전달 실험

  직선 형상과 연속 함수 전달 실험은 기본적인 격자 불일치 상황에서 

common surface 구성과 정보 전달의 신뢰성을 확인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5.1.1.1 사용 격자 및 전달 함수

  본 실험의 사용 격자는 축 범위  , 원천격자와 목표격자의 격자점은 

각각 101개, 51개로 균일하게 구성하였다. Fig. 29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원천

격자와 목표격자의 일부분을 확대한 그림이다. 반복 계산 횟수는 번 수행하

였다. 정보 전달 함수로는 감쇠 sine 함수를 사용하였다. 감쇠 sine 함수의 수

식은 다음과 같으며 함수 형상은 Fig. 30에 나타냈다. 



si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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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Source mesh and target mesh of straight line 
interface : source mesh indicated in red and target mesh is 
in blue  

Fig. 30 Shape of 2-D damped sin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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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2 Common surface 구성 결과

  본 실험에서 구성된 common surface는 Fig. 31과 같다. Fig. 29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목표격자점 간격은 원천격자점 간격 보다 정확히 2배 넓다. 따

라서 모든 목표격자점은 원천격자점과 겹치게 되고 common surface 구성 시 

중복점으로 처리된다. 그러므로 Fig. 31을 통해 common surface는 원천격자와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common 점들은 누락된 원천격자점이 없이 구성되었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1.1.3 정보 전달 결과 

  감쇠 sine 함수를 반복 전달한 결과는 Fig. 32와 같다. Fig. 32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붉은 실선의 common-refinement 기법 정보 전달 결과는 반복 

정보 전달 후에도 검은 실선의 엄밀해 형상을 매우 정확히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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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Common surface of straight line interface

Fig. 32 Data transfer result of 2-D damped sine function 
after  iterations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black and 
numerical result i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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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곡선 형상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

  곡선 형상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은 격자의 불일치 정도가 큰 상황에서 곡

선 꼭지점 부분의 강건한 common surface 구성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을 적용하여 불연속 함수 전달시 발생하는 수

치진동의 효과적 억제를 목표로 하였다.

  5.1.2.1 사용 격자 및 전달 함수

  본 실험의 사용 격자는   축 범위   ,  로 적용하였다. 원천격자와 

목표격자의 격자점은 각각 101개, 31개로 균일하게 구성하였으며, Fig. 33에 

격자 형상을 나타냈다. Fig. 3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곡선 꼭지점 부분

은 두 격자의 불일치성 때문에 형상 모사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반복 계산 

횟수는 번 수행하였다. 정보 전달 함수로는 불연속 step 함수를 사용하였

다. 전달 함수의 값은 각 격자점의 거리를 전체 격자 거리에 대해 정규화하

여 적용하였다. 불연속 step 함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하며, 함수 형상

은 Fig. 35와 같다.   












  ≤
  ≤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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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Source mesh and target mesh of curved interface : 
source mesh indicated in red and target mesh in blue 

Fig. 34 Vertex section of source and target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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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Shape of 2-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5.1.2.2 Common surface 구성 결과

  본 실험에서 구성된 common surface는 Fig. 36과 같다. 격자 불일치성이 큰 

꼭지점 부분의 common surface 구성은 Fig. 37에 자세히 나타냈다. Fig. 37을 

통해 common surface가 원천격자와 목표격자의 기하학적 특징을 동시에 참조

하며 곡선 형상을 적절하게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1.2.3 정보 전달 결과

  L2 minimization 방법을 이용한 불연속 함수의 전달 결과 Fig. 38과 같이 

수치진동이 발생하였다. 반면 Sobolev norm의 무게계수 를 적용한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의 계산 결과 수치진동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Sobolev minimization 방법 적용 결과는 Fig.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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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Common surface of curved interface

Fig. 37 Vertex section of common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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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Data transfer result of 2-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after  iterations using L2 minimization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black and numerical result in red

Fig. 39 Data transfer result of 2-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after  iterations using Sobolev minimization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black and numerical result i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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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O-ring 형상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

  고체로켓 o-ring의 유체, 구조 상경계면은 직선과 곡선, 모서리 형상이 혼재

한다. 따라서 격자 불일치 상황에서 형상 모사의 차이가 심하며 강건한 

common surface 구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실제 유체-구조 연성 해석 시 빈번

하게 전달되는 불연속 지점을 갖는 연속 정보의 전달 모사가 필요하다. 본 실

험은 Fig. 40과 같은 O-ring 상경계면 형상에서 강건한 common surface 구성

과 불연속 함수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5.1.3.1 사용 격자 및 전달 함수

  본 실험의 사용 격자는  축 범위  ,   , 원천격자와 목표격자

의 격자점은 각각 868개, 463개로 불균일하게 구성되었다. 반복 계산 횟수는 

번 수행하였다. 전달 함수는 자연로그 함수의 동일 구간을 반복 배치하여 

불연속 구간을 생성하였다. 전달 함수의 값은 각 격자점의 거리를 전체 격자 

거리에 대해 정규화하여 적용하였다. 불연속 자연로그 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함수 형상은 Fig. 41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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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Source mesh and target mesh of o-ring interface : 
source mesh indicated in red and target mesh in blue 

Fig. 41 Shape of 2-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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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2 Common surface 구성 결과 

  O-ring 상경계면 형상에서 common surface 구성은 Fig. 42와 같다. Fig. 43

은 격자 불일치 상황이 크게 발생하는 모서리 부분을 확대한 그림으로 직선과 

곡선, 모서리 부분에서 common surface가 두 격자의 기하학적 특징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모서리 형상을 완벽히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o-ring 상경계면과 같이 복잡한 형상에서도 common surface가 강건하게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5.1.3.3 정보 전달 결과

  불연속 구간을 갖는 자연로그 함수 전달 시 L2 minimization을 적용하면 

Fig. 44와 같이 연속구간에서는 높은 정확성을 보이지만 불연속 지점에서 수

치진동이 발생한다. 반면 Sobolev norm의 무게계수 를 적용한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은 연속구간에서 높은 정확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불연속 지

점의 수치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쇠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Fig. 45에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2차원 

형상에서 연속과 불연속 구간이 혼재한 정보 전달 시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의 계산 결과가 높은 정확성을 도출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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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ommon surface of o-ring interface

Fig. 43 Common surface on sharp edge of o-r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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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Data transfer result of 2-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after  iterations using L2 minimization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black and numerical result in red

Fig. 45 Data transfer result of 2-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after  iterations using Sobolev minimization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black and numerical result i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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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차원 정보 전달 실험

  

  5.2.1 평판 형상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

  

  본 실험은 평판 형상을 이용해 기본적인 3차원 격자 불일치 상황에서 

common surface 구성과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을 적용하여 불연속 함수 

전달시 발생하는 수치진동의 효과적 억제를 목표로 수행되었다. 3차원 정보 

전달 실험에서는 common-refinement 기법의 결과와 함께 Consistent 내삽법, 

TPS, MQ 기법의 결과를 비교했다.

  5.2.1.1 사용 격자 및 전달 함수

  본 실험의 원천격자로는 격자점 개수 ×의 정렬 사각형 격자를 사용하

였고, 목표격자로는 × 비정렬 삼각형 격자를 이용하였다. 두 격자의 범위

는 ,  축  ,  로 동일하다. 격자형상은 4.4.1의 기법 구현 검증 과

정의 Fig. 25와 같다. 반복 계산 횟수는 번 수행하였다. 전달 함수로 사용된 

불연속 step 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함수 형상은 Fig. 4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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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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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Shape of 3-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5.2.1.2 Common surface 구성 결과

  Fig. 47은 두 평판 형상 격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common surface이다. 

Common surface 일부분을 확대한 Fig.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ubfacets 

구성이 원천격자와 목표격자의 기하학적 특징을 동시에 잘 만족시키며 연결관

계가 구성되었다. 또한 subfacets의 내각 중 최대 둔각을 이용하여 삼각화 과

정을 수행하여 생성된 삼각형들의 넓이 차이가 최소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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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mmon surface of flat interface

Fig. 48 Subfacets of common surface of flat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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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 

interpolation

Thin plate 

splines

Multiquadric 

-biharmonic

Common

-refinement

1 9.74 10.68 16.34 

Table. 1 Normalized execution time

  

  5.2.1.3 정보 전달 결과 

  본 실험에서 각 정보 전달 기법들의 계산 시간은 consistent 내삽법 계산 시

간을 기준으로 하여 Table. 1로 나타내었다. TPS 기법과 MQ 기법은 비슷한 

계산 시간을 나타내었으며, common-refinement 기법은 두 기법에 비해 다소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Fig. 49의 (a), (b)는 각각 회 반복계산 후 MQ 기법과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을 사용한 common-refinement 기법의 결과이다. Fig. 49를 

통해 2차 형상함수를 사용하는 MQ 기법은 불연속 지점에서 Gibb's 현상을 

발생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L2 minimization 방법을 적용한 

common-refinement 기법의 결과 역시 동일한 진동을 발생시켰다. 이를 통해 

2차원 정보 전달 실험과 마찬가지로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을 적용한 

common-refinement 기법이 수치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쇠시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9는 Sobolev norm의 무게계수 를 목표격자에 200, 원천격자에 

대해 100으로 적용하여 반복계산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 50의 (a)와 (b)는 각각 정보 전달 반복 회수 번 동안의 상대오차와 

보존오차를 나타낸다. 전달 정보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상대오차 결과 그래프

인 Fig. 50의 (a)에서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common-refinement 기법의 

상대오차 증가량이 타 기법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MQ 기법의 결

과가 common-refinement 기법보다 다소 좋은 정확성을 나타냈다. 정보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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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정량적으로 정의한 보존오차 그래프인 Fig. 50의 (b)를 통해 

common-refinement 기법의 보존오차는 유지되는 반면 타 기법의 보존오차는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보 보존성을 만족하

는 common-refinement 기법의 특징으로 설명 가능하며 반복 정보전달 계산 

시 장점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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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9 Data transfer result of 3-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after  iterations : (a) MQ, (b) Common-refinement 
using Sobolev min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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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0 Repeated data transfer of 3-D discontinuous step 
function : (a) Relative errors, (b) Conserv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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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반 원통 형상 연속 함수 전달 실험

  본 연구의 최종 적용대상인 3차원 고체로켓 연소실은 주로 원통형상의 조합

으로 이루어지므로 본 실험에서는 우선적으로 반 원통 곡면을 이용한 정보 전

달 계산을 수행하였다. 반 원통 곡면은 격자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형상을 모

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형상 모사가 다른 격자 불일치 상경계면

에서 두 격자의 기하학적 특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common surface를 구성

하고 정보를 내삽하는 common-refinement 기법의 장점을 확인해 보고자한다.

  5.2.2.1 사용 격자 및 전달 함수

  본 실험의 원천격자로는 ×의 정렬 사각형 격자, 목표격자로는 × 

비정렬 삼각형 격자를 이용하였다. 격자는 , , 축 범위 ,  

으로 적용하였다. 원천격자와 목표격자의 형상은 Fig. 51에 나타냈다. 반복 계

산 횟수는 번 수행하였다. 정보 전달 함수로는 4.4.1의 기법 검증에서 사용

된 peaks 함수를 사용하였다. 

(a)                                (b)

Fig. 51 Meshes of curved surface : (a) Source mesh, (b) Target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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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2 Common surface 구성 결과 

  반 원통 곡면의 사각형 정렬 격자와 삼각형 비정렬 격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common surface는 Fig. 52와 같다. Fig. 52의 일부분을 확대한 Fig. 53을 통

해 곡면 상에서 common surface 구성이 원천격자와 목표격자의 형상을 동시

에 잘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ubfacets의 삼각화 과정 역시 적절

하게 구현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5.2.2.3 정보 전달 결과

  본 실험의 계산 결과 중 consistent 내삽법과 common-refinement 기법 비

교를 Fig. 54에 나타냈다. Fig. 54의 (a)와 (b)에서 consistent 내삽법은 반복 

계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 적층이 크게 발생하여 본래 함수 형상을 상

실하였다. 반면 Fig. 54 (c)와 (d)의 common-refinement 기법은 반복 계산이 

진행되어도 본래 형상을 잘 유지하였다. Fig. 55는 회 반복 계산 완료 후 

common-refinement 기법의 결과와 엄밀해를 비교한 그림이다. 점선의 

common-refinement 기법 결과가 실선의 엄밀해의 형상을 잘 유지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6의 (a)와 (b)는 각각 번 반복 계산 동안의 상대오차와 보존오차를 

나타낸다. Fig. 56의 (a)를 통해, 연속함수 반복계산에서 TPS와 MQ 기법의 

상대오차가 선형적으로 적층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common-refinement 

기법은 타 기법에 비해 상대오차 적층양이 적다. 따라서 common-refinement 

기법의 상대오차는 반복 계산 초반에 TPS 기법의 결과보다 다소 높으나, 계

산 완료 후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확성을 나타냈다. 5.2.1의 평판 실험과 

동일하게 본 실험에서도 MQ 기법의 결과가 common-refinement 기법보다 높

은 정확성을 나타냈다. Consistent 내삽법의 경우 반복 회수 번 이후 정보 

전달 함수가 평판 형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상대오차 적층이 크게 증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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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Fig. 56의 (b)를 통해 연속함수에서도 common-refinement 기법의 보존

오차가 타 기법에 비해 월등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본 실험에서도 

common-refinement 기법이 정보 전달의 보존성을 만족시키는 장점을 나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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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Common surface of half cylindrical interface

Fig. 53 Subfacets of common surface of half cylindrical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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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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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54 Data transfer result of peaks function : consistent 
interpolation (a)  iterations, (b)  iterations, 
common-refinement (c)  iterations, (d)  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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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Contour of peaks function after  iterations using common-refinement method : 
exact solution indicated in solid line and numerical result in dash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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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6 Repeated data transfer of peaks function : (a) 
Relative errors, (b) Conserv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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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고체로켓 연소실 형상 연속 함수 전달 실험

  평판 형상과 반 원통 곡면에서의 정보 전달 실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최

종 적용 대상인 3차원 고체로켓 연소실 형상에서 연속 함수 전달 실험을 수행

했다. 3차원 고체로켓 연소실 상경계면은 Fig. 5와 같이 평면과 곡면, 겹쳐진 

형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형상으로 실제 유체-구조 연성 해석에 이용된다. 따

라서 5.2.1과 5.2.2에서 수행 된 평판 형상과 반 원통 곡면 실험 과정이 복합적

으로 적용되며, 모서리와 같이 형상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강건

간 common surface 구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보 전달 정확성과 보존성 측

면에서 common-refinement 기법이 실제 유체-구조 연성 해석에 사용되는 형

상에서 갖는 장점을 확인해 보고자한다.

  5.2.3.1 사용 격자 및 전달 함수

  본 실험의 원천격자로는 격자점 개수 ×의 정렬 사각형 격자를 사용하

였고, 목표격자로는 × 비정렬 삼각형 격자를 이용하였다. 격자는 , , 

축 범위 ,   로 적용하였다. 격자 형상은 Fig. 57과 같다. 

전달 함수로는 sine 함수를 사용하였다. 반복 계산 횟수는 번 수행하였다. 

전달 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함수 형상은 Fig. 58과 같다. 

  si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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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7 Meshes of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 (a) Source mesh, 
(b) Target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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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8 3-D sine function : (a) Function shape, (b) Contour 
of function value on 3-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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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2 Common surface 구성 결과

  Fig. 59는 3차원 고체로켓 연소실 형상에서 사각형 정렬 격자와 삼각형 비

정렬 격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common surface 이다. Fig. 60을 통해 곡면과 

겹쳐진 복잡한 형상에서 common surface 구성이 두 격자의 형상을 동시에 잘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ubfacets의 삼각화 과정 역시 적절하게 구

현되었다. 

 

  5.2.3.3 정보 전달 결과

  Fig. 61은 consistent 내삽법과 common-refinement 기법 결과이다. Fig. 61

의 (a)와 (b)를 통해 consistent 내삽법은 반복 계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

차 적층이 크게 발생하여 형상 전 영역에 걸쳐 본래 함수 형상을 상실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Fig. 61 (c)와 (d)의 common-refinement 기법은 반복 계산이 

진행되어도 본래 형상을 잘 유지하였다. Fig. 62을 통해 형상 후면의 복잡한 

부분에서도 common-refinement 기법의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복 계산 완료 후 기법별 전달 함수의 형상 변화를 Fig. 63에 나타냈다. 

Fig. 63의 (a)와 (b)는 회 정보 전달 후 TPS와 MQ 기법의 결과이다. 두 기

법 모두 반복 계산 수행 초기부터 전달 함수 전 영역에서 매우 큰 수치진동이 

발생하였다. 회 이후 결과는 수치진동으로 인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었다. 

Consistent 내삽법은 TPS와 MQ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동발생이 적었지

만 오차적층으로 인해 Fig. 63 (c)와 같이 회 반복 계산 후 함수의 표면이 

변형되었다. 반면 Fig. 63 (d)의 common-refinement 기법은 반복 계산 완료 

후에도 본래 함수 형상과 표면 형태를 매우 잘 유지시켰다. 

  5.2.1과 5.2.2의 평판과 반 원통 곡면 형상 정보 전달 실험 결과 MQ기법이 

정확성 측면에서 common-refinement 기법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실제 유체-구조 연성 해석에 적용할 3차원 고체로켓 연소실 형상에서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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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a)의 상대오차 그래프와 같이 common-refinement 기법 결과가 TPS와 

MQ 기법 보다 월등히 좋았다. Fig. 64 (b)의 보존오차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ommon-refienemt 기법은 앞의 두 실험과 동일하게 본 실험에서도 

정보 보존성을 월등히 만족시키는 장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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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Common surface of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Fig. 60 Subfacets of common surface of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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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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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61 Data transfer result of 3-D sine function : consistent 
interpolation (a)  iterations, (b)  iterations, 
common-refinement (c)  iterations, (d)  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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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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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62 Data transfer result of 3-D sine function backside of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 consistent 
interpolation (a)  iterations, (b)  iterations, 
common-refinement (c)  iterations, (d)  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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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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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63 Data transfer result of repeated transfer of 3-D sine 
function up to  iterations : (a) TPS ( iterations), (b) MQ 
( iterations), (c) Consistent interpolation, (d) 
Common-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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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4 Repeated data transfer of 3-D sine function : (a) 
Relative errors, (b) Conserv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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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고체로켓 연소실 형상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

  5.2.3의 연속 함수 전달 실험에서 common-refinement 기법이 실제 유체-구

조 연성 해석에 적용되는 고체로켓 형상에서 다른 기법들에 비해 높은 정확성

과 월등한 보존성을 나타냈다. 이 장점이 실제 고체로켓 유체-구조 연성 해석 

시 빈번히 전달되는 불연속 부분이 존재하는 연속 정보 형상에서도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불연속 지점을 갖는 연속 함수 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5.2.4.1 사용 격자 및 전달 함수

 사용 격자는 5.2.3에서 사용한 격자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전달 함수는 자

연로그 함수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불연속 구간을 생성하였다. 불연속 자연

로그 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함수 형상은 Fig. 65과 같다. 반복 계산 

횟수는 번 수행하였다.

   










  


 ≤   


  


 ≤   


  


 ≤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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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5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 (a) Function 
shape, (b) Contour of function value on 3-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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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2 Common surface 구성 결과

  Common surface 구성 결과는 5.2.3.2의 결과와 같다.

  5.2.4.3 정보 전달 결과

  Fig. 66는 consistent 내삽법과 common-refinement 기법의 결과이다. Fig. 

66의 (a)와 (b)의 consistent 내삽법은 반복 계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 

적층이 크게 발생하여 형상 전 영역에 걸쳐 본래 함수 형상을 상실하였다. 특

히, 불연속 지점에서의 형상 변형이 매우 크게 발생되었다. 반면 Fig. 66 (c)와 

(d)의  common-refinement 기법은 반복 계산이 진행되어도 본래 형상을 잘 

유지하였으며, Soboleve minimization 방법을 적용하여 불연속 지점의 수치진

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Fig. 67을 통해 형상 후면의 복잡한 부분에서도 

common-refinement 기법의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68은 L2 minimization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정보 전달이 반복될수

록 함수의 불연속 지점에서 수치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수치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Sobolev norm의 무게계수 를 목표격

자에 대해 150, 원천격자에 대해 100으로 적용하였다. Fig. 69는 회 반복 계

산 후의 L2 minimization 방법과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의 결과 비교이

며,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이 수치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다. 

  5.2.3의 연속 함수 전달 실험과 동일하게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에서도 

common-refinement 기법이 정확성과 보존성 측면에서 타 기법보다 월등히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대오차와 보존오차 결과는 Fig. 70과 같다. TPS와 

MQ 기법은 연속함수 전달과 유사하게 반복 계산 초기부터 진동이 매우 크게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정확성과 보존성 모두 만족 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본 

실험에서도 common-refinement 기법은 consistent 내삽법보다 상대오차 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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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어 높은 정확성을 확보했으며, 보존성을 월등히 만족시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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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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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66 Data transfer result of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 consistent interpolation (a)  iterations, (b) 
iterations, common-refinement using Sobolev minimization (c) 
 iterations, (d)  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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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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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67 Data transfer result of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backside of 3-D solid rocket combustion chamber 
interface : consistent interpolation (a)  iterations, (b)  
iterations, common-refinement using Sobolev minimization (c) 
 iterations, (d)  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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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8 Common-refinement data transfer result of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using L2 minimization : 
(a)  iterations, (b)  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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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9 Common-refinement data transfer result of repeated 
transfer of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after 
iterations : (a) L2 minimization, (b) Sobolev min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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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0 Repeated data transfer of 3-D discontinuous exponential 
function : (a) Relative errors, (b) Conserv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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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  론

  본 연구는 고체 로켓의 유체-구조 연성 해석 시 발생하는 격자 불일치 경계

면의 정보 전달을 위해 정보 전달 기법들 중 common-refinement 기법의 구

현과 검증, 정보 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법 구현 과정에서는 격자점 투사 및 subfacets 구성, subfacets 삼각화를 

통해 common surface를 구성하였다. 정보 내삽은 common surface 상에서 적

분 과정을 거치는 L2 minimization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불연속 정보 전달 

시 효과적인 수치진동 감쇠를 위해 Soboleve minimization 방법을 추가로 구

현하였다.

  기법 구현 검증은 참고논문 [3]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완료하였다. 구현 

검증 과정에서 실제 유체-구조 연성 해석 상황을 최대한 모사하기 위해 반복 

정보 전달 계산을 수행하였다. 

  정보 전달 실험은 기법의 구현과 검증을 바탕으로 2차원과 3차원 형상에 대

해 연속, 불연속 함수를 전달하였다. 

  2차원 직선 형상, 연속 함수 전달 실험에서 중복점 제거 판단 및 제거 과정

을 적용하여 common surface를 완벽히 구성하였으며, common-refinement 기

법이 반복 정보 전달 계산 후에도 연속 함수의 형태를 매우 정확하게 유지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곡선 형상,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을 통해 격자 불일치 영향이 커지는 곡선

의 꼭지점 부분에서 두 격자의 기하학적 특징을 동시에 만족 시키는 강건한 

common surface 구성하였다. 또한,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을 적용하여 함

수 불연속 지점의 수치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 정보 전달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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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실험을 바탕으로 직선과 곡선, 모서리 형상이 복잡하게 혼재하는 

고체로켓의 o-ring 상경계면 형상에서 common-refinement 기법을 적용하였

다. Common surface는 직선과 곡선, 모서리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두 격자의 

특성을 참조하며 강건하게 구성되었다. 불연속 지점을 갖는 연속 함수 전달 

시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은 연속 지점의 정확성을 유지하며, 불연속 지

점의 수치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쇠시켰다. 이를 통해 실제 유체-구조 연성 해

석에 사용되는 고체로켓의 o-ring 상경계면 형상에서 common-refinement 기

법이 강건한 common surface를 구성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기법임

을 판단할 수 있었다.     

  3차원 평판 형상,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에서 common-refinement 기법은 

consistent 내삽법, TPS 기법에 비해 오차 적층이 적어 정보 전달 반복 횟수

가 증가함에도 정확성을 유지하였다. MQ 기법은 common-refinement 기법보

다 다소 정확한 상대오차 값을 나타내었다. 정보 보존성 측면에서도 

common-refinement 기법은 보존오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타 기법은 

오차가 증가되어 보존성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을 적용하여 수치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쇠시킬 수 

있었다. Common-refinement 기법의 계산 시간은 MQ나 TPS 기법 보다 약 

1.6배 정도 많이 소요된다. 이는 common surface 구성 과정 시 소요되는 시간

으로 판단되며, 구조와 유체부 격자 형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 

common surface를 재구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산 시간의 차이가 줄어들 것

으로 기대된다.   

  반 원통 형상 표면, 연속 함수 전달 실험에서 consistent 내삽법은 오차 적

층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번 반복 정보 교환 후 원래의 함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TPS 기법은 common-refinement 기법에 비해 초기 상대오차가 

작았지만,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지속적으로 적층되어 결국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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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반복 계산 이후부터는 common-refinement 기법 보다 큰 상대오차 값을 

나타내었다. MQ 기법은 평판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게 common-refinement 

기법보다 높은 정확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보존성 측면에서는 

common-refinement 기법이 타 기법에 비해 월등하게 보존성을 만족시켰다.

  평판과 곡면, 겹쳐진 면이 혼재하는 3차원 고체로켓 연소실 형상은 본 연구

의 최종 적용 형상으로 연속과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속 함수 전달 실험에서 consistent 내삽법은 오차 적층이 크게 발생하여 

함수 형상이 변형되었다. 평판 형상과 반 원통 형상에서 비교적 정확한 결과

를 도출했던 TPS와 MQ 기법은 반복 계산 초기부터 매우 큰 수치진동이 발

생하여 상대오차가 발산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common-refinement 기

법은 반복 계산 완료 후에도 함수 형상을 유지하였고, 상대오차 적층이 타 기

법에 비해 월등히 적어 정확성을 가장 잘 만족시켰다. 또한, 

common-refinement 기법은 고체로켓 연소실 형상에서도 보존오차가 일정하

게 유지되는 결과를 나타내 보존성을 월등히 만족시키는 장점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common-refinement 기법의 장점은 실제 고체로켓 유체-구조 연

성 해석 과정에서 전달되는 정보 형상을 모사한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불연속 함수 전달 실험에서 consistent 내삽법은 불연속 

지점에서 오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회 반복 계산 후 본래 함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TPS와 MQ 기법은 연속 함수 전달과 동일하게 매우 큰 

진동을 발생시켜 정확성과 보존성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반면, Sobolev 

minimization 방법을 적용한 common-refinement 기법은 불연속 지점의 수치 

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쇠시키며 연속 부분의 형상을 유지, 오차를 최소화 시켰

다. 연속 함수 전달 실험과 동일하게 common-refinement 기법의 상대오차는 

다른 기법에 비해 적층이 적어 정확성을 가장 잘 만족시켰으며, 보존성을 거

의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장점이 유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유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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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해석 시 정보 전달 기법으로 TPS와 MQ 기법 사용은 무리가 있으며, 

common-refinement 기법 적용이 가장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보 전달 실험 결과를 통해 반복 정보 전달 계산에서 정확성과 

보존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common-refinement 기법의 장점을 확인하였다. 특

히, 이 장점은 실제 유체-구조 연성 해석에 적용되는 3차원 고체로켓 연소실 

형상에서 월등히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체-구조 연성 해석 시 정

보 전달 기법으로 common-refinement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고 판단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를 고체로켓의 개발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유체-구조 연성 해석에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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