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tlab and Laplace Equation



Laplace equation

Matlab을 이용하여 위 그림의 각 점들(1,1)~(11,11)의
온도를 구하시오.



Laplace equation

*내부(2<i<10, 2<j<10)
Ti,j=1/4(Ti+1,j + Ti-1,j + Ti,j+1 + Ti,j-1)

*왼쪽(i=1, 2≤j ≤6)
Ti,j=1/4(2Ti+1,j + Ti,j+1 + Ti,j-1)

*오른쪽(i=11, 2 ≤j ≤9)
Ti,j=1/4(2Ti-1,j + Ti,j+1 + Ti,j-1)

*TT=100인점
[1≤i≤11, j=11],[i=1, 7 ≤j ≤10],[i=11, j=10]

*TB=200인점
1≤i ≤11, j=1



데이터 입력(M-file)

조건에 맞게 데이터 입력
-For문장으로 반복실행
-If문으로 조건부여

고정된 값들

변하는 값들

결과출력 양식

반복실행 횟수



데이터 출력(결과값)

주어진 조건을 250번 반복실행 한 값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입력(j고정 그래프)

결과값을 그래프로 출력하기 위한 m-file
-T(i,j)에서 고정된 j에대한 i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axis : 그래프범위 지정
axis(x축시작 x축끝 y축시작 y축끝)



데이터 출력(j고정 그래프)

가로방향



데이터 입력(i고정 그래프)

결과값을 그래프로 출력하기 위한 m-file
-T(i,j)에서 고정된 i에대한 j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데이터 출력(i고정 그래프)

세로방향



조건변화 결과값(n=10)

반복계산 횟수를 나타내는 n의 값을 10으로 변화시켰다.
-즉 10번의 반복계산을 했다.



조건변화 그래프(n=10)

가로방향 그래프 세로방향 그래프

그래프가 처음 값과 나중 값 사이에서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반복계산 된 횟수가 적어 값이 작기때문에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진다



조건변화 결과값(n=20)

반복계산 횟수를 나타내는 n의 값을 20으로 변화시켰다.
-즉 20번의 반복계산을 했다.



조건변화 그래프(n=20)

가로방향 그래프 세로방향 그래프

n=10일때 보다는 보다 보정된 그래프를 보인다.



조건변화 결과값(n=500)

n=500으로 지정. 즉 500번 반복 계산해 주었을 경우
n=250일때와 거의 동일한 데이터 값을 갖는다.
-즉 250번 반복했을 경우도 충분히 정확한 값 임



조건변화입력(초기수치 직접입력)

초기수치를 가정하여 비슷한
값으로 직접입력 해 주었다.

250번 반복



조건변화 결과(초기수치 직접입력)

초기값을 직접 입력하고 250번 반복 계산해준 값은
초기값을 입력하지 않고 250번 반복 계산해준 값과
거의 동일하게 나옴

250번 반복



조건변화 결과(초기값 직접입력)

10번 반복

10번밖에 반복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정확도가 높게 나옴
-즉, 초기수치의 정확도는 반복계산의 횟수를 줄여줌



조건변화 결과(경계 값 변화)

100->200

200->100

경계 값을 역으로 입력해 주었을 경우
데이터 값이 뒤집힌 형태를 띔



조건변화 그래프(경계 값 변화)

그래프가 경계 값을 변화하지 않았을 때와 반대적으로 그려짐

가로방향 그래프 세로방향 그래프



토론 및 검토

한 점의 온도는 그 점을 둘러싸고 있는 점
들의 평균값에 영향을 받음.

n값을 크게 해주면 즉,반복계산의 횟수를
늘려주면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초기수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입력해 주면
반복의 횟수가 적어도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경계 값을 변화시켜 주면 내부의 데이터
값들은 그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