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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무격자 기반의 3차원 유동 해석 프로그램에 압축성 유

동 효과를 포착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하여 질점계 적응을 적용하기 

위한 기법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질점계 적응은 다음 과정을 반

복함으로써 적용한다.

첫째, 기존의 질점계에서의 수렴해를 바탕으로 각 점에서 질점계 

개선을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에 대한 curl과 

divergence를 통하여 압축성 효과와 전단 효과를 포착하기 위한 기

준을 인용하였다. 둘째, 기준을 충족하는 질점을 탐색하여 주위 질

점을 개선한다. 셋째, 개선한 질점계를 이용하여 다시 유동 해석을 

실시한다.

이때, 질점계 적응을 위한 기준을 in-house 코드 기반의 무격자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최소제곱법을 사용하였고, 질점계 적응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마하수 2의 초음속 영역에서의 3차원 

Sphere의 유동 해석 케이스를 통하여 질점계 적응 기법의 정확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질점계 적응 기법의 한계인 1 iteration 당 1 level 적

응을 극복하기 위해 질점 거리의 기준을 정리하여 1 iteration 당 

여러 level의 적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개선된 질점계 적응 

기법의 적용을 통해 기존의 질점계 적응 기법보다 효율성이 향상됨

을 확인하였다.

……………………………………

주요어 : 질점계 적응, 무격자 기법, 최소제곱법, 압축성 

유동, 옥트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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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무격자 기법

무격자 기법은 격자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질점만을 이용하

여 수치 해석을 하는 기법이다. 특히 볼륨 격자의 개념이 없이 질점

을 배치하면 되므로 물체가 변형/이동 되는 경우 격자의 재생성이 

필요 없이 유동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자 생성 등의 전처리 과

정에서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무격자 기

법은 격자계에 비해 복잡한 형상이나 다물체 간 상대 운동이 존재

하는 문제의 해석에 용이하다.

무격자 기법은 1977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Katz에 의해 압축성 유동 해석을 위

한 움직이는 최소 제곱법[1]이 개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에 압축성 유동 해석을 위해 Huh에 의해 개발된 무격자 해석 프로

그램[2],[3]과 2017년 Kim에 의해 개발된 옥트리 기반의 질점계 

생성 프로그램[5]을 바탕으로 무격자 기반의 질점계 적응 기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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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ACA 0012 익형 주변의 무격자 질점계[4]

그림 2 Local Cloud Poin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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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배경

현재 개발된 무격자 해석 프로그램으로 무격자의 장점을 살려 

다물체 간 상대 운동이 존재하는 문제나 복잡한 형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무격자 기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는 유동 해석 시 무격자 질

점계의 질점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질점

계 적응 기법이 있다. 이때,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동 

성질의 변화가 급격한 곳은 질점의 개수가 많이 필요하고, 유동 성

질의 변화가 적은 곳은 질점의 개수가 적게 필요하다. 이러한 유동 

성질 변화 특성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동 해석의 수

렴해를 기반으로 질점계 적응이 필요한 위치를 파악하여 질점계 적

응을 수행한 연구[10]가 선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옥트리 기반의 규칙성이 존재하는 질점계에서 질

점의 추가/제거가 쉽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무격자 해석 프로그램 기

반의 질점계 적응 기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복잡한 형상이

나 다물체 간 상대 운동이 존재하는 문제에서 충격파 등의 압축성 

효과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질점계를 생성할 수 있도록 압축성 유동 

해석을 위한 무격자 해석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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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 기법

2.1 지배 방정식

2.1.1 오일러 방정식(Euler Equation)

본 연구에서 기반이 되는 무격자 해석 프로그램은 3차원 오일

러 방정식을 기본 지배방정식으로 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1)

이 때,     벡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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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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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간 이산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무격자 해석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무격자 

기법 중 하나인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여 지배방정식을 이산화하였

으며, 수치 플럭스 기법으로는 AUSMPW+ 기법을 이용하였다.

2.2.1 최소 제곱법(Least Squares Method)

무격자 기법에서 최소제곱법은 테일러 급수 전개를 이용하여 편

미분식을 이산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해석하고자 하는 점

(  )에서 임의의 3차원 함수 를 테일러 전개하면 식

(4)와 같다.

      








  (4)

최소제곱법은 테일러 전개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inimize 
  



 








 (5)

                


≈

  

 (6)

                


≈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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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거리에 따른 가중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9)

식 (5)에서 는 해석하고자 하는 점(  ) 주위 Local 

Point Cloud(LPC)를 구성하는 주변 점의 인덱스이며 은 LPC를 

구성하는 주변 점의 총 개수이다.

3차원의 경우 식 (5)를 만족시키는 최소 제곱 계수   를 

유도하기 위한 행렬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0)

이때, 행렬식의 각 성분은 다음과 같다.

                             (11)

             






 

  

  





 (12)

                 (13)

최소 제곱 계수인 행렬 는 행렬 방정식 해법을 통하여 구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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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AUSMPW+ 기법

AUSMPW+ 기법[8]은 AUSM 계열의 수치 플럭스 계산 기법

으로, 기존의 AUSM+ 기법에서 강한 충격파 이후 또는 벽면 근처

에서 발생하던 수치 진동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다. 

AUSMPW+ 기법은 반응 유동에서 정확성, 강건성을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4)

그리고,

                   




  



  (15)

식 (15)에서  는 방향성을 가진 플럭스이다. 

AUSMPW+ 기법은 에서의 중간 플럭스를 사용하므로 식 

(15)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9]

        
  



 
  




 

 
  




 

  (16)

AUSMPW+의 수치 플럭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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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여기서    ,    이다. 이때, 아래 첨자  

와   은 그림 3의 중간 지점 및 왼쪽, 오른쪽의 상태를 나타낸

다.

그림 3 i,j 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6]

AUSMPW+ 기법의 마하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8)

 


 


 ≥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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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2)

식 (19) ~ (22)에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in


 

 


 (23)

압력 기반의 가중 함수()는 다음과 같다.

                     


  ≠ (24)

여기서,

                     


 (25)

마하수에 따른 ±,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










±


± ≤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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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7)

L, R 방향으로의 마하수는 식 (28)과 같이 정의된다.

                      


 (28)

그리고 중간점에서의 음속 는 다음과 같다.

       









minmax

  


 

minmax
  


 

 (29)

이때,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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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옥트리(Octree) 기반의 질점계

2.3.1 옥트리 기반의 질점계 생성 기법

본 연구에 사용된 옥트리 기반의 질점계는 옥트리 구조를 이용

하여 물체 형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질점계를 생성하는 무격자용 3

차원 질점 생성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질점계이다.

Tree 구조는 특정 영역을 분할하여 한 Cell이 부모 Cell의 주

소값과 자식 Cell의 주소값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는 Data 구조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Cell을 관리하고 검색하기 쉽다. 

그림 4 Tree Structure[5]

Cell들은 그림 5와 같이 3가지 Type으로 분류한다. 

그림 5 Types of Cell[5]



12

이중 Cut-Cell은 물체 표면을 포함하는 Cell로, Cell 내부에 

Seed(물체 표면 점)가 존재하고 Seed의 대표길이가 Cell 한 변의 

길이보다 클 때, 해당 Cell은 자식 Cell을 생성한다. Seed의 대표 

길이()는 식 (32)와 같이 주변 Seed와의 평균 거리로 정의하

였다.[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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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질점계 생성 결과

본 연구에서 질점계 적응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3차원 Sphere 

주변에 옥트리 기반의 질점계 생성 기법을 이용하여 질점계를 생성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3D Sphere의 Octree 질점계 

그림 7은 NASA TM X 2059의 질점계를 생성한 결과이다.

그림 7 NASA TM X 2059의 Octree 질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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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점계 적응 기법

3.1 질점계 적응 기법 개요

3.1.1 질점계 적응 기법 과정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질점계 적응 기법 과정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질점계 적응 기법 수행 과정

우선, 옥트리 기반의 기본 질점계를 생성하여 유동 해석을 실시

한다, 그 후 유동 해석의 수렴해를 이용한 질점계 적응 기준을 통해

서 질점계 적응이 필요한 질점을 판단한다. 질점계 적응이 필요한 

질점에 질점계 적응 기법을 적용하여 적응 질점계를 생성한다. 마지

막으로 적응 질점계를 이용하여 유동 해석을 실시하는 것까지가 1 

iteration 이다. 이를 충분히 반복하여 수렴해를 기반으로 한 적응 

질점계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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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질점계 적응 기법 기준

본 연구에서는 유동 해석의 수렴해를 기반으로 질점계 적응 수

행한다. 수렴해를 기반으로 질점계 적응이 필요한 조건은 충격파와 

같은 압축성 효과가 있는 경우와 전단층과 같은 점성 효과가 있는 

경우로 나뉜다. 따라서 질점계 적응 기법의 기준은 위의 두 가지 조

건을 만족하면서 무격자 Octree 기반의 질점계 적용에 용이해야 한

다.

Z.J.wang[10]은 각 셀에서의 속도 미분값을 이용하여 압축성 

효과와 점성 효과를 탐지할 수 있는 2가지 척도(, )를 계산하여 

질점계 적응을 수행한 바 있다. 압축성 효과를 탐지할 수 있는 척도

인 Compressibility detector는 속도의 divergence(∇∙)를 이

용하여 계산하고, 전단층과 같은 점성 효과를 탐지할 수 있는 척도

인 Shear detector는 속도의 curl(∇×)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2

가지 detector와 refine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ompressibility detector

                       ∇∙ (33)

Shear detector

                       ∇× (34)

Refin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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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and min

            





  






  





  






 (35)

이 때, 본 연구에서 min은 물체 표면 격자의 최소 길이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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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격자 기반에 질점계 적응 기준 적용

3.1.2에서 선정한 기준을 무격자 기반의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

기 위해서는 각 질점에서 속도 미분값을 계산해야 하고, 질점 거리

()를 정의해야 한다. 속도 미분값 계산을 위해서는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였고, 질점 거리()를 정의하기 위해서 3D Sphere의 유동 

해석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3.2.1 속도 미분값 계산

각 질점에서 속도 미분값(∇∙, ∇×)을 계산해야 한다. 이 

때 속도의 divergence와 curl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36)

     ∇×  




 




 




  (37)

각 질점에서 속도 미분값을 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무격자 계수

를 계산하는 방법과 같이 최소 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였다. 

                
 



≈
  




 (38)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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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minimize 
 













 (41)

               
 

 
 


 (42)

유동 해석 시 무격자 계수를 구하기 위해 각 질점들이 이미 

LPC(Local Point Cloud)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속도 미분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식 (41)에서 는 무격자 계수

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석하고자 하는 점(  ) 주위 LPC

를 구성하는 주변 점의 인덱스이며 은 LPC를 구성하는 주변 점의 

총 개수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의 식에서 최소 제곱 계수인 행렬 를 

행렬 방정식 해법을 통하여 구한다.

                         (43)

                           (44)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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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질점계 적응 기법 분석 케이스 

본 연구에서는 질점계 적응 기법을 무격자 기반 프로그램에 적

용하기 위한 분석 및 검증 케이스로 3D Sphere의 유동 해석 케이

스를 사용하였다. 유동 조건은 충격파에 의한 압축성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마하수 2의 초음속 영역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Pressure [Pa] 100,000 

Temperature [K] 300

Mach number 2

표면 질점 개수 [개] 19,300

표 1 유동 해석 조건(Sphere)

유동 해석을 수행할 때 공간 차분으로는 AUSMPW+ 기법을 

사용하였고, 시간 적분으로는 LU-SGS 기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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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질점 거리() 결정

옥트리 기반의 질점계에서는 그림 9과 같이 Octree의 Level이 

바뀌는 경계에 있는 질점의 경우 질점 거리()에 대한 2개의 후보

가 존재한다. 두 길이 중 긴 거리를 a, 짧은 거리를 b라고 했을 때, 

유동 해석 수렴해를 기반으로 가 a인 경우와 가 b인 경우 각각 

refine 조건을 충족하는 점을 출력하였다.

그림 9 Octree 질점계

그림 10 Refine 조건을 충족하는 점(를 a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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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Refine 조건을 충족하는 점(를 b로 계산)

그림 10과 그림 11의 octree level이 바뀌는 경계 부분을 비교

해보면 를 긴 거리(a)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경계에 있는 질점들이 

refine 조건을 부자연스럽게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를 긴 거리(a)로 선정하였으므로 경계 질점에서의 

detector가 더 크게 계산되어 조건을 충족하는 값으로 잘못 계산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를 고려하여 질점 거리()는 octree 질점

들 간에 거리 중 짧은 거리(b)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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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질점 거리()의 차수 결정

detector를 계산할 때 질점 거리()의 차수는 detector에서의 

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식 (33), (34)에서의 

의 차수인 3/2가 옥트리 질점계에서 적절한 값인지 확인하기 위해 

compressibility detector의  차수에 따른 refine 조건을 충족하

는 점을 출력하여 분석해보았다. 그림 12~15는 의 차수를 1부터 

2.5까지 변화시켜가며 refine 조건을 충족하는 점을 출력한 것이다.

그림 12 Refine 조건을 충족하는 점( 차수가 1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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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efine 조건을 충족하는 점( 차수가 1.5일 때)

그림 14 Refine 조건을 충족하는 점( 차수가 2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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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Refine 조건을 충족하는 점( 차수가 2.5일 때)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질점 

거리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진다. 즉, 모든 질점에서의 detector 값

이 커지므로 질점계 적응 기준 또한 높아진다. 그러므로 가 크고 

물체에서 멀리 떨어진 질점들이 질점계 적응 기준을 만족시킬 확률

이 높아지고, 물체와 가깝고 가 작은 질점들은 압축성 효과가 크더

라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림 12~15를 살펴보면 의 

차수가 1.5인 경우가 가장 적절한 의 차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차수와 같은 1.5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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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질점계 적응 검증을 위한 Sphere 해석 결과

무격자 기반의 질점계 적응 기법을 이용하여 3D Sphere의 유

동 해석 및 질점계 적응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6 질점계 및 압력 Contour (0 leve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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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질점계 및 압력 Contour (1 level adaptation)



27

그림 18 질점계 및 압력 Contour (3 leve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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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8과 같이 질점계 적응 level이 올라갈수록 물체 주

변의 충격파 부근에 질점이 더 조밀하게 쌓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충격파가 더 정확하게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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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질점계 적응 기법 개선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옥트리 질점계는 물체에 가까울수록 질

점 간격이 작아지는 구조이다. 그리고 기존의 질점계 적응 기법은 1 

iteration 당 1 level 만큼만 질점계 적응이 적용된다. 따라서 물체

와의 거리가 먼 곳의 경우 질점 간격이 크기 때문에 질점 간격이 

충분히 작아지려면 여러 iteration의 질점계 적응이 필요하다. 그러

나 이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 iteration 당 2 level의 질점계 적

응이 되도록 질점계 적응 기법을 개선하였다.

3.3.1 2 Level 질점계 적응 기법

기존의 질점계 적응 기법을 사용하면 그림 19과 같이 물체에서 

먼 충격파의 경우 질점 간격에 의해 퍼짐 현상이 발생한다. 충격파 

퍼짐 현상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질점계 적응이 필요한 질점 중 질

점 간격이 가장 큰 질점부터 3번째 크기의 질점까지 2 level 질점

계 적응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19 질점계 적응이 필요한 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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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는 기존의 질점계 적응 기법을 이용하여 2 iteration의 

질점계 적응을 실시한 것이고, 그림 21은 개선한 2 level 질점계 

적응 기법을 이용하여 2 iteration의 질점계 적응을 실시한 결과이

다.

그림에서와 같이 물체에서 먼 거리에 있는 충격파가 기존의 질

점계보다 잘 잡혀서 퍼짐을 보완하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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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기존의 질점계 적응 기법(2 iteration adaptation)

그림 21 개선한 질점계 적응 기법(2 iteration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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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개선된 질점계 적응 기법 검증

개선된 질점계 적응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NASA TM X 

2059의 초음속 유동 영역 해석 수행하였다. 유동 해석 조건은 다음

과 같다.

외부 유동 조건

Pressure [Pa] 5,474

Temperature [K] 216.65

Mach number 5

Altitude [km] 약 20

AOA [°] 0

노즐 조건

Pressure [Pa] 2,000,000

Temperature [K] 3,000

Heat of Ratio 1.1209

표 2 유동 해석 조건(NASA TM X 2059)

그림 22과 23는 각각 질점계 적응을 수행 안한 결과와 1 

iteration 만큼 수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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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NASA TM X 2059의 질점계 및 마하수 Contour(0 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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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NASA TM X 2059의 질점계 및 마하수 Contour(1 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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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과 그림 23를 비교하면, 질점계 적응을 1회 실시한 그

림 23의 질점계에서 충격파와 유동 변화를 더욱 잘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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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로 개발된 옥트리 기반의 무격자 기법

에 질점계 적응 기법을 적용하였다. 질점계 적응을 위해 유동 해석

의 수렴해를 기반으로 압축성 효과와 점성 효과를 탐지할 수 있는 

detector들을 이용하였다. 각 Detector는 LPC를 이용한 무격자 기

법에 적용하기 쉽게 각 질점에서의 속도 미분값은 최소 제곱법으로 

계산하였으며, 질점 거리() 및 질점 거리의 차수는 3D sphere 문

제를 통해 분석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질점계 적응 기법이 충격파와 같은 압축성 효과에 잘 적

용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3D Sphere의 초음속 영역 유동 해석 문제

를 해석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질점계 적응 기법은 1 iteration에 1 level의 질

점계 적응만 가능하여 이를 1 iteration 당 2 level의 질점계 적응

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3D Sphere 유동 해석 문제를 통해, 개

선된 질점계 적응 기법이 적은 iteration 수로 충격파의 퍼짐을 보

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NASA TM X 2059의 초

음속 유동 문제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질점계 적응 기법은 질점 추가 알고리즘만 

개발되어 있다. 추후에는 비정상 moving 유동 해석 문제에도 질점

계 적응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동 변화가 적은 부분에서의 질점 삭제 알고리즘 개발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7

5. 참고 문헌

[1] Katz, Aaron, and Antony Jameson. "Edge-based 

meshless methods for compressible flow simulations." AIAA 

paper 699 (2008).

[2] Huh, J., K. Kim, and S. Jung. "Meshless Method for 

Simulation of 2-D Compressible Flow." The 2013 

Asia-Pacific International Symposium on Aerospace 

Technology. (2013).

[3] Huh, Jin Young, Kyu Hong Kim, and Suk Young Jung. 

"MESHLESS METHOD FOR SIMULATION OF 

COMPRESSIBLE REACTING FLOW." ICAS (2014)

[4] Katz, Aaron, and Antony Jameson. "A comparison of 

various meshless schemes within a unified algorithm." AIAA 

paper 594 (2009).

[5] S.H. Kim, J.Y. Huh, J.H. Park, K.H. Kim, and S.Y. Jung. 

"DEVELOPMENT OF 3-D POINT GENERATION 

TECHNIQUE USING OCTREE FOR MESHLESS METHOD."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5): 144-145.

[6] Jae Sang Rhee. "Development of Point Generation 

Technique for a Meshless Method."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7] Dimitri J. Mavriplis. " Revisiting the Least-Squares 

procedure for Gradient Reconstruction on Unstructured 



38

Meshes." AIAA paper 2003-3986 (2003)

[8] Kim, Kyu Hong, Chongam Kim, and Oh-Hyun Rho. 

"Methods for the accurate computations of hypersonic flows: 

I. AUSMPW+ scheme."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174.1 (2001): 38-80.

[9] Sridar, D., and N. Balakrishnan. "An upwind finite 

difference scheme for meshless solvers."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189.1 (2003): 1-29.

[10] Wang, Z. J. "A Quadtree-based adaptive Cartesian/Quad 

grid flow solver for Navier-Stokes equations." Computers & 

Fluids 27.4 (1998): 529-549.



39

Abstract

Meshless Method-Based Point
Adaptation Method

for Compressible Flow

Park Juho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technique to apply the point

adaptation based on the criterion capable of capturing the

compressible flow effect in the meshless 3 - dimensional flow

analysis program. The point adaptation is applied by repeating

the following procedure.

First, based on the convergence solution in the original point

system, a criterion for improving the point system is

established at each point. In this paper, we have cited the

criteria for capturing compressibility and shear effects through

the divergence and curl of velocity. Second, improve the

surrounding points by searching for the points that meet the

criteria. Third, the flow analysis is performed again using the

improved mass system.

In this case, the least squares method was applied to apply

the criterion for in-house code-based meshless program, an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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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ow analysis case of 3-dimensional sphere in supersonic

domain of Mach number 2 we confirmed the accuracy

improvement of the point adaptation method.

In order to overcome 1 level adaptation per 1 iteration,

which is the limitation of the original point adaptation

technique, the criterion of the point distance is summarized

and it is improved to adapt to multiple levels per 1 iteration.

By applying the improved point adaptation technique, It is

confirmed that the efficiency is improved more than the

original one.

………………………………………

keywords : Point Adaptation, Meshless Method, Least

Square Method, Compressible Flow, Octre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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