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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산모사를 위한 방법론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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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전산모사(computer simulation)는 모든 융합기술 분야에서 실험을 통한 이론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간법은 격자위에서의 알고 있는 값을 이용하여 모르는 값을 알아내는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보간
법의 선택은 디지털 전산모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산모사 작업에서 사용되는 6종류
의 보간법(Quartic-Lagrangian, Cubic Spline, Fourier, Hermite, PWENO, SL-WENO)의 성능을 비교, 평가한다. 디지털 
전산모사의 선형 이류 방정식을 각 방법에 적용함으로써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각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정확도 계산과 오차 함수를 도입한다. 정확도의 계산은 잘 알고 있는  -norm 계산, 분산 계산, 소멸 오차 그리고 
전체적인 오차를 시행한다. 고차의 방법론이 효과적이기는 하나 진동 등 기타의 요인이 발생한다.            

주제어 : 전산모사, Backward semi-Lagrangian, 보간법, 융합기술, WENO, PWENO, SL-WENO 

Abstract  Computer simul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for a theoretical foundation in convergence technology 
and the interpolation is to know the unknown values from known values on grid points.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problem to select an interpolation method for digital simul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alysis of interpolation methods for digital simulation. we test six different interpolation methods namely: 
Quartic-Lagrangian, Cubic Spline, Fourier, Hermit, PWENO and SL-WENO. Through digital simulation of a 
linear advection equation, we analyse pros and cons for each method. In order to compare performance, we 
introduce accuracy computing and Error functions. The accuracy computing is used well-known  -norm and 
the Error functions are dispersion function, dissipation function and total error function. High-order methods 
well apply to computer simulation, unfortunately, side-effects (Oscillation)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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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체  기체 등의 디지털 산모사(digital simulation)

에서 최근 많이 사용 되고 있는 방법론 의 하나가 

Backward semi-Lagrangian(BSL)이다[1,2,3,4]. 이 방법

은 디지털 화 된 격자  알고 있는 함수의 값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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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격자 로 다음 시간에 올 값을 갱신(update)함으로써 

산모사를 하는 방법론이다. 이를 해 격자 에서의 

값을 이용하여 앞으로 그 격자 로 올 값을 계산해야 한

다. 그 방법으로 보간법(interpolation method)이 사용되

며, 보간법의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값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보간법을 살펴보

고, 가장 기본이 되는 디지털 산모사를 통하여 그 결과

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4차(Quartic Lagrangian) 다항식을 이

용한 보간법[5], 가장 많이 사용하는 3차 다항식(Cubic 

Spline)을 이용한 보간법, 그리고 함수를 이용한 

Fourier 방법[6], 격자 에서의 미분을 이용하는 Hermit

방법, 그리고 다항식의 조합을 이용한 PWENO[7]와 

SL-WENO[8] 방법 등 6가지의 보간법을 설명하고, 각 

방법을 비교 설명한다. 특히 PWENO(Piecewise 

Weighted essentially Non-Oscillatory)방법은 고차의 다

항식을 사용하므로 진동(Oscillation)이 생기는데, 이를 

이기 하여 부분별 다항식(local polynomial)을 이용

하여 그들의 조합으로 진동도 이고, 그 격자에서의 함

수 값을 갱신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한 방법이다.  

SL-WENO는 질량을 보존하기 하여 보간법에 사용하

는 다항식을 두 개의 수치  유량함수(Numerical Flux 

function)로 나 어 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격자

에서의 함수 값을 갱신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 다.  

진동을 이기 하여, 두 유량함수에 가 치함수

(Weighted function)를 더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 선형 이류 방정식 및 Backward

   semi-Lagrangian

2.1 선형 이류 방정식 

1차원 공간에서 속력(v)의 선형 이류 방정식(Linear 

advection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1)

식(1)에서 기 조건을    라 하면 시

간 이후의 해는     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디지털 산모사는 임의의 디지털 격자의 을 

  정하면, 그 의 다음시간에서의 값은 의 격자 에

서의 값과     을 활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한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 보간법을 해결하기 하여 분열방

법(Splitting method)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2차원의 선형 이류 방정식

        이 주어지면, 여기서 분열법을 

사용하며     과     으로 나

어 계산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우리는 잘 알려진 2차 정

확도의 분열 방법을 사용한다[3, 9].  

2.2 Backward semi-Lagrangian 

선형 이류 방정식에서 “충격(shock)이 없다”, 라고 가

정한 상황에서는 함수의 값은 특성(characteristics)에 따

라 함수의 값이 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식

으로부터 특성을 나타내는 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는 BSL방법을 설명한다. BSL에서의 특성에 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성을 나타내는 곡선을 

라 했을 때 이 특성곡선의 미분은 속도 에 의해서 이

동된다. 이 식을 시간   사이로 분을 시행하면 

식(3)으로 계산된다. 

     




 (3)

 식(3)에서   의 값을 격자라 생각하면, 식 

(3)으로 부터    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부분이 선형 사상으로 계산되어 진다고 할 

때,  BSL에서의 격자    에 한  의 값

은 다음 식(4)와 같이 계산된다.  

      ∆ (4)

3. 보간법 

속도공간의 값으로 계산된    값이 격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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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장이 없으므로 보간법을 시행하여, 격자에서의 값

을 갱신해야 한다. 여기서 6가지의 보간법에 하여 설명

한다. 여기서 시뮬 이션 하고자 하는 구간은 기본구간 

로 하고 각 격자의 크기는  (정수)로 잡는다.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격자 은 로 표시한다. 여기서 

는 각 격자수의 정수를 나타낸다. 우리가 찾아야하는 

는 구간  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구간에서의 보간법을 실행한다. 

3.1 Quartic Lagrangian 보간법

구간  에서  4차의 다항식은 다음과 같다.

     
  

  
 (5)

이것을 계산하기 하여 격자 의 함수 값 

 을 이용한

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 식(6)과 같은 선형 사상을 얻을 

수 있다. 











      

   
   

   


      
   

   
   



      
   

   
   



  
 

 
 



      
   

   
   































   

   

   

 

   

(6)

이 선형은 잘 알려진 Vandermond 행렬로써 항상 역

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형사

상의 역행렬을 통하여 미지수  들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구간  에 4차의 정확도

를 가지는 를 정의할 수 있다.

3.2 Cubic spline 보간법     

Quartic Lagrangian 보간법은 격자  부분에서 연속

성은 보장되나, 매끄러운지(미분가능)를 알 수 없다. 

Cubic spline은 주어진 을 매끄럽게 연결하고자 고안된 

보간법으로 3차의 정확도를 가지는 

   
 

을 이용하는 보간법이다.  

즉 정의한 구간  에서 계산하는 3차의 다항식을 

로 정의할 때 양 끝 은 주어진 함수의 값으로 

즉,           을 만족하고 

     , ′   ′   , 그리고 

″    ″   를 만족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3.3 Fourier 보간법 

진동함수 cos와 sin을 기 로써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간법에 사용하고자하는 함수를 다음 식(7)과 같이 정

의한다.

  


 





 

 

 

(7)

여기서 은 격자 의 수를,   로 정의 하

며, 은 시뮬 이션 구간이다. 앞에 설명한 보간법의 방

법과 마찬가지로 격자 에서 이 값과   보간법 함

수와 값이 같다(  )는 방법론으로부터 격

자 의 크기만큼의 선형사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선형

사상을 계산함으로 미지수 와 를 얻어 보간법을 

완성한다. 

3.4 Hermit 보간법  

Hermit 방법은 미분의 차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

간 하려고 하는 구간  에서 이에 응하는 격자

에서의 값을 이용한다. 우선 격자 으로부터 각 격자에

서     ∆를 정의할 수 있

으며, 이를 이용하여 다음 식(8)과 같이 정의한다. 

      ∆
       (8)

이 방법을 한 번 더 사용하여   

를 얻는다. 이 값들로부터 우리는 보간하려고 하는 다항

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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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WENO 보간법

PWENO은 보간하려는 부분의 다항식을 여러 부분별 

정의된 다항식을 조합해서 고차원의 정확도를 얻고자 하

는 방법이다. 우선 부분에서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앞에 Quartic Lagrangian 보간법에서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과 같이 우리가 보간하고자 하는 구간 에

서 이 구간을 포함하는 3차의 방정식을 3가지 구할 수 있

다. 우선        
  


는  

   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선형사상을 

만들어 유일하게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은 

     를 만족하는 조건으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를 

만족하는 조건으로  를 유일하게 만들어 낼 수 있

다. 이러한  ,  , 를 결합하는 방법은 

  부터   까지의 들로부터 6차 정확도

를 가지는 를 만들고 다음 조건으로부터 연결고리 

함수()들을 만든다. 

     (10)

연결고리 함수()들을 진동이 생기는 부분에 

따라 선택 으로 계산함으로 진동을 이는 방법을 만든

다. 진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smoothness indicator)

를 정의하는데, 

 
 






  ∆ 

 



 (11)

여기서 은 0, 1, 2  하나이다. 이 진동을 나타내는 함수

를 이용하여 가 치 함수(Weighted function)를 만드는

데      

 를 만들고, 이 함수로부터 가

치 함수  




로 만든다. 

이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보간

법의 다항식은    로 만들어 

지며, 이를 통하여 보간법이 완성된다. 

  

3.6  SL-WENO 보간법

PWENO은 진동은 어드나, 질량이 보존되지 못하는 

을 가지고 있다. SL-WENO방법은 이를 해결하고자 

Finite Volume Method(FVM)에서 유량함수(Flux 

function)의 차이를 이용하는 idea를 이용한 방법이다

[6,10,11,12,13,14].  

Quartic Lagrangian 보간법에서 사용하는 다항식처럼 

4차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격자 에

서의 값과 선형(Vandermond 행렬) 함수를 이용하여 구

하고자하는 방정식을 유일하게 얻을 수 있다.   

Vandermond 행렬을 라는 문자열과 벡터를 활용하여 

써보면 식(12)와 같이 쓸 수 있다. 

  



(12)

식(12)에서   ∆이다. 한 여기서 

     
     으로 쓸 수 

있다. 여기서 는 행렬의 번째 열을 나타

낸다. 이 방법론을 이용하여 를 두 행렬의 차로

써 나타낼 수 있다. 

즉       


 로 다시 쓸 수 있다. 이 식을 이

용하여    로 나뉘어 

쓸 수 있으며, 식(13)과 같이 쓸 수 있다. 

 


(13)

이 식은 FVM에서의 유량함수의 차이 방정식처럼 나

타나며, 모든 질량의 계산은 각 부분에서의 질량의 차이

로 계산되어 항상 일정한 질량 값을 나타나게 된다. 

PWENO 방법같이 진동을 이기 하여 SL-WENO는 

  의 계산 부분    와 행렬 가 계

산 되는 행렬의 부분에 가 치를 둔다. 가 치의 계산은 

PWENO에서의 방법과 비슷하다. 즉 의 부분의 

계산을 PWENO방법에서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최종

으로 에 가 치를 부여한 행렬을  ′라 할 때 

   로 정의되고 식

(14)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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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4. 전산모사

각 방법론의 정확도 비교를 하여 다음의 오차 함수

(Error function)를 도입한다. 

  
 



  

 
 








(15)

(16) .

(17) .

 식(15), (16), (17)에서 는 참값(true solution)을 

나타내며, 은 수치  계산값, 은 평균, 는 표 편

차, 그리고 은 디지털 격자의 수를 나타낸다[15].

4.1 1차원 선형 이류 방정식 전산모사

4.1.1 연속 구간 실험

선형 이류 방정식 속도가 1인 경우로써 앞에서 설명과 

같이 시간에 따른 해의 값을 알고 있는 실험이다. 식은 

    이다. 실험 기 조건을   

로 잡고 구간 에서 디지털 산모사를 시행한다. 각 

격자의 개수를 증가하며 각방법론의 정확도를 측정하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N  Quartic(order) Cubic Spline(order) Fourier(order)

16 1.20×10-2(-) 7.92×10-2(-) 1.80×10-2(-)

32 7.28×10-4(4.00) 1.98×10-2(2.00) 2.25×10-3(3.00)

64 4.46×10
-5
(4.00) 4.90×10

-3
(2.01) 2.78×10

-4
(3.02)

128 2.75×10-6(4.00) 1.20×10-3(2.03) 3.45×10-5(3.01)

256 1.71×10-7(4.00) 3.03×10-4(1.99) 4.29×10-6(3.01)

512 1.07×10
-8
(4.00) 7.56×10

-5
(2.00) 5.35×10

-7
(3.00)

1024 6.65×10-10(4.00) 1.89×10-5(2.00) 669×10-8(3.00)

TN Hermit(order) PWENO64(order) SL-WENO74(order)

16 2.04×10-1(-) 6.10×10-3(-) 1.34×10-3(-)

32 5.04×10-2(2.02) 1.40×10-4(5.44) 2.06×10-5(6.08)

64 1.24×10
-2
(2.03) 3.28×10

-6
(5.42) 3.29×10

-7
(5.97)

128 3.05×10-3(2.02) 7.89×10-8(5.38) 5.06×10-9(6.02)

256 7.58×10-4(2.01) 1.95×10-9(5.34) 7.63×10-11(6.05)

512 1.89×10
-4
(2.00) 5.53×10

-11
(5.14) 1.09×10

-12
(6.13)

1024 4.71×10-5(2.00) 1.70×10-12(5.38) 2.39×10-14(5.38)

<Table 1> Smooth initial condition

각 방법의 실행에서 정확도와 방정식의 차수와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Cubic과 

Fourier, Hermit의 경우 우리가 기 하는 값이 나오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방법은  우리가 기 하

는 정확도가 각 방법마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Hermit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져 나오는 것은 미분에 

한 정확도를 다항식의 차수와 동일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1.2 불연속 구간 실험

다음으로 불연속 구간을 포함한 기조건을 가지고 

각 방법마다 오차의 함수 값의 결과를 비교해 보자. 기

조건을 불연속 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즉   

   ∈ 
인 조건에서 격자의 수는 

인 경우를 실험한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정

의한 오차 함수에 한 결과를 볼 것이다. 

Quartic

Lagrangian

Cubic 

Spline
Fourier Hermit PWENO64

SL-

WENO74

 0.051 0.0108 0.0094 0.0284 0.0146 0.0134

 0.0002 0.0004 0.0002 0.0006 0.0014 0.0013

 0.0149 0.0104 0.0092 0.0278 0.0132 0.0121

<Table 2> Results of the error functions 

<Table 2>의 결과 우리가 상할 수 있듯이 진동을 

이기 하여 추가 인 작업을 하는 PWENO와 

SL-WENO에서 과 의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한 에도 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 Plots of the numerical solutions with T=3 
and grid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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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을 통하여 우리는 각 방법론마다 불연속 구간

에서 어떠한 진동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Quartic 

Lagrangian의 경우 속도의 진행 방향으로의 두드러진 진

동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PWENO와 

SL-WENO를 제외하고는 불연속 구간에서 진동이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불연속 구간과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각 방법론의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다음 실험을 시행

한다. 

4.1.3 Harten function 실험

이 실험은 동일한 선형 이류 방정식에서 기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  


    ∈  


    ∈ 

          ∈ 









(18)

Quartic

Lagrangian

Cubic 

Spline
Fourier Hermit

PWENO

64

SL-

WENO74

 0.0028 0.0015 0.0021 0.0051 0.0023 0.0011

 0.00001 0.00004 0.0003 0.0001 0.0001 0.00001

 0.0028 0.0015 0.0021 0.0049 0.0022 0.0011

<Table 3> Results of the error functions 

<Table 3>은 <Table 2>의 불연속 실험에서와 비슷

한 결과를 얻었으며, 같은 이유에서 PWENO와 

SL-WENO에서 과 의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에도 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

으나,  좀 더 특이 한 은 SL-WENO의 와   의 

정확도가 의 경우보다 나음을 알 수 있다. 이 은 

PWENO와 SL-WENO상에서의 차이이고 이것은 질량

이 보존 되는가에 따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 

<Table 1>부터 <Table 3>을 통하여 방법론의 정확도가 

꼭 그 방법론의 오차함수의 값과 응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ig. 2]를 통한 참값(true solution)과의 비교를 보면, 

체 으로 모든 값들이 참값을 잘 따라 가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각 부분마다 세 하게 들여다보고 이야기

하기로 하자. 

[Fig. 2] Plots of the numerical solutions with T=3 
and grid 128.

 

[Fig. 2]의 각 부분별 확 해서 보면 [Fig. 3]과 [Fig. 

4], [Fig. 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3]은 [Fig. 

2]의 (a) 부분의 확  결과로  Lagrangian(Quartic) 값이 

왜곡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3] This figure is the part (a) in the Fig. 2

[Fig. 2]의 (b) 부분을 확  확인해 보면, [Fig. 4]와 같

은 결과를 얻으며, [Fig. 4]를 통하여 참값에 SL-WENO

방법이 가장 잘 근 함을 볼 수 있다.

 

[Fig. 4] This figure is the part (b) in the Fig. 2

이것은 SL-WENO의 방법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

지고 있어서이다. 한 Hermit의 경우 가장 참값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Hermit의 방법상 미분을 사

용하는데 극  부분에서는 미분의 정의가 어려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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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Fig. 2]의 (c)부분을 확 하

면 [Fig. 5]를 얻을 수 있다. 

[Fig. 5] This figure is the part (c) in the Fig. 2

[Fig. 5]를 통해서는 모든 값들이 참값을 따라 가지 못

하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4.2 2차원 문제

각 방법론을 2차원 (다차원)문제에 용해 본다. 앞에

서 설명했듯이 다차원의 식을 우리는 분열방법(Splitting 

method)을 사용한다. 

4.2.1 Zalesak's disk function 실험

기 조건은 다음과 같으므로, 원형의 모양과 불연속

의 모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건이다. 

    ∈
 

(19)

 식(19)에서 는 식(20)과 같다.

     ≤ 
    ≤  ≤ ｝ (20)

Quartic

Lagrangian

Cubic 

Spline
Fourier Hermit

PWENO

64

SL-

WENO74

 0.0061 0.0041 0.004 0.0065 0.0064 0.006

 0.0001 0.0001 0.0001 0.0003 0.0007 0.0007

 0.006 0.004 0.0039 0.0062 0.0056 0.0053

 <Table 4> Results of the error functions 

<Table 4>는 2차원에서의 각 방법론의 오차 함수의 

값을 나타낸 결과이다. 기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6]과 같으며 이 기 조건으로 속도   과 

  로 잡고 이동했을 때 가장 원상태의 모양을 유지

하며 이동하기를 바란다. 산모사 한 결과는 다음의 

[Fig. 7]에 나타난다. 1차원에서의 결과 값과 비교하여 다

차원의 특성에 따른 독특한 결과가 나타난다. 

[Fig. 6] This figure is the initial condition

Lagrangian 다항식을 이용한 4차의 Quartic 방법과 

Cubic Spline, Fourier 그리고 Hermit 방법들은 상과 

같이 진동이 발생했으며 특히 Quartic은 속도의 진행 방

향으로 진동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  

[Fig. 7] Plots of the numerical solutions with T=3 
and grid 128X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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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법론의 결과 그림 상으로는 PWENO와 

SL-WENO가 가장 진동이 없으며, 기 조건을 잘 보존

하고 있다. 이 실험은 단순 방향으로의 이동만을 실험 한 

것으로 좀 더 복잡한 구조에서 각 보간법의 특징을 보는 

실험은 시행한다.

4.2.2 회전 실험 (Rotation test)

회 하는 상황에서의 결과를 보기 해서 기 조건

은 

  










 ∈
 ∈
 ∈
 

(21)

의 구간은 로 잡으며, 속도는 

  
  ,  

 

로 설정한다. 기 조건에 한 값은 [Fig. 8]이다. 각 방

법마다 시간   에서의 결과는 아래 [Fig. 9]와 같

다. 이 실험은 시간이 흐르면서 각 부분의 값들은 얇아지

며 이 얇아진 벽들이 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격벽을 

나타내는 디지털 격자의 수는 제한 이므로, 격벽들의 

자연스러운 첩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Fig. 8] Initial condition 

오차함수의 값과 정확도 등을 고려했을 때 Quartic, 

Cubic과 Fourier, Hermit의 방법이 격벽의 모양을 잘 유

지했다. 그러나 Cubic과 Fourier, Hermit의 방법은 산

모사 외각의 경계의 부분에서 기 하지 않은 값들이 생

성 다. 한 Quartic과 Hermit의 경우 앙 부분에서 다

른 값들과 다른 상이 나타났다.

[Fig. 9] Plots of the numerical solutions with 
T=2.5 and grid 128X128.

 

[Fig. 10] Plot of cross sections of the Fig. 9 

[Fig. 10]의 결과인, 동일 시간 때 단면 모습 결과는 각 

방법론이 가지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Quartic과 같

은 Lagrangian방법론이 가장 진동이 심하면서 반면에 격

벽의 모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속도 방향에 

따른 부정확성으로 상하 좌우의 결과가 균형을 잃고 있

다.  PWENO와 SL-WENO 방법론이 진동은 으나 격

벽의 모양이 가장 많이 평평해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

히 1차원에서 생기지 않는 다차원상이기 때문에 생기는 

특이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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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컴퓨터를 이용한 산모사하려고 하는 방법론에 있어

서 디지털화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격자의 오차

를 해결하고자 여러 방법들이 고안되고 실험해 오고 있

다. 각 방법론 마다 특징이 있으며, 그 특징을 디지털 

산모사의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격벽의 모양

을 최 한 유지하며 산모사 하고자 한다면 Quartic과 

같은 Lagrangian방법론이 유용하며, 반 로 진동이 없고 

부드러운 모양의 산모사를 원한다면 PWENO나 

SL-WENO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속도의 방향

에 따라 Quartic과 같은 Lagrangian방법론은 진동의 폭

이 발생하여 함수의 값을 왜곡할 수 있다. 1차원 불연속 

실험과 회  실험에서 진동의 폭이 불연속 구간에 따라 

다른 과 원형의 회  값이 왜곡됨을 알 수 있다. 

Harten function 실험에서도 Quartic과 같은 Lagrangian

방법론은 참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을 보 다.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자연의 상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모사 하고자 할 때,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참값과 얼마

나 근 한가를 알기 해서는 아직 다양한 방법의 연구

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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