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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다상유동 수치해석 시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
해 사용되는 level-set approach에서 잘량보존을 만족하도록 개선하였다.
다상유동의 효율적인 수치해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균질 혼합 모델은
수치점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상경계면이 퍼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구분함수에 관한 식을 풀거나 부피분율
을 임의로 바꾸어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level-set approach
가 널리 사용된다. Level-set approach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상경계
면을 날카롭게 유지하지만 질량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vel-set approach 중 Kunz가 제시한 방법 LS-3에서 기준
이 되는 부피분율을 도입하고 반복적인 방법을 통해 질량보존을 만족하
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Kunz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할 때 상경계면 끝
쪽에서 부피분율의 공간에 대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나타나는 문제를
Bezier 곡선을 도입하여 미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선된 기법을 적
용하여 다양한 검증문제를 해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균질 혼합 모델,
기존의 level-set approach 및 실험결과와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개선된
기법이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유지하면서 질량보존 또한 만족하여 해석
결과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전산유체역학, 다상유동, 균질 혼합 모델, Level-set 방법, 질
량보존, 상경계면, 부피분율 재구성
학번: 2016-2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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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현대에 들어 다상유동 액체로켓과 내연기관, 조선 등 다양한 산업분야
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다상유동 해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치
해석적인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상유동에서는 단상유동과 달리
상경계면이 존재하고, 상경계면 근처에서 표면장력이나 상경계면 변형
등 다양한 물리현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확한 다상유동 수치해석을 위
해서는 상경계면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때, 다상유동은 단
상유동에 비해 계산비용이 크므로 상경계면을 정확히 잡을 때 효율적인
측면 또한 더욱 더 고려해야한다.

1.1 균질 혼합 모델

많은 연구자들이 효율적인 다상유동 수치해석을 위해 균질 혼합 모델을
이용한다. 균질 혼합 모델에서는 검사체적 내에서 여러 가지 상을 하나
의 혼합류로 가정한다. 이러한 혼합류에 대해 Navier-Stokes 방정식이
적용된다. 이 때 각 상을 구분하기 위해 부피분율이나 질량분율을 통한
각 상의 질량보존 방정식을 시스템 방정식에 추가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각 상에 대해 Navier-Stokes 방정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가지
상을 따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방식보다 계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하나의 혼합류에 대해 풀기 때문에 기존 단상유동에서 사용
된 수치기법들을 다상유동으로 쉽게 확장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균질 혼합 모델은 수치점성으로 인해 그림 1.1과 같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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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에 따라 상경계면이 퍼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퍼진 상경계면은
표면장력과 같이 상경계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의 계산 결과
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거나 비 물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한 상경계면을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1.1 균질 혼합 모델에서 수치점성에 의한 상경계면 퍼짐 현상

1.2 Level-set approach

상경계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level-set approach이다. Level-set approach는 외재적으로 상 구분 함수
에 대한 추가적인 식을 풀거나 임의로 부피분율이나 질량분율을 수정해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재구성한다. 전자의 경우 전통적인 level-set
approach[1]로 상경계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크기로 가지고 하나의
상은 (+) 부호, 다른 상은 (-) 부호를 가지는 signed distance
function(SDF)을 이용해 상을 구분한다. 전통적인 level-set approach에
서는 기존 시스템 방정식을 푼 후 얻어진 부피분율이나 질량분율을, 속
도장에 따라 수송된 SDF를 이용해 재구성하여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유
지한다. 이 후 SDF를 재구성된 상경계면을 기준으로 다시 정의해준다.
후자의 경우 Kunz가 제시한 level-set approach[2]로 시스템 방정식을
푼 후 얻어진 각 셀의 부피분율이나 질량분율을 설계된 재구성 식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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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값으로 사용해 부피분율이나 질량분율의 출력 값을 얻는 방법으로 상
경계면을 날카롭게 재구성한다. Level-set approach는 적용이 쉽고 상경
계면을 날카롭게 재구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러한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경계면은 날카롭게 유지되지만 질량
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1.3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다상유동 수치해석 시 상경계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level-set approach를 질량보존을 만족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level-set approach의 두 가지 형태, 전통적인 level-set
approach와 Kunz가 제시한 level-set approach를 비교하였다. 이 후 더
욱 효율적인 Kunz 방법에 대해 질량보존을 만족하도록 개선하였고, 계
산 도중 나타나는 부피분율의 미분불가능 지점을 없애기 위해 식의 형태
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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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치 모델링
2.1 균질 혼합 모델 지배 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다상유동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균질 혼합 모델을
사용하였다. 균질 혼합 모델에서는 검사체적 내의 여러 가지 상을 하나
의 압력과 온도, 속도를 가진 혼합물로 가정한다. 이 때, 각 상을 구분하
기 위해 추가적인 질량분율이나 부피분율과 관련한 각 상의 질량보존 방
정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질량분율로 나타낸 기체상의 질량보존
방정식을 상 구분을 위해 시스템 방정식에 추가하여 해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2.1)

식에서,      은 바깥 방향을 가지는 수직 벡터이다. 보존형 변수
벡터 와 대류 플럭스 텐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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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이 때,  ,   , , , ,  는 각각 혼합물의 밀도, 속도 벡터, 전
에너지(total energy), 전 엔탈피(total pressure), 기체상의 질량분율을 의
미한다.  는 점성 플럭스 텐서로 다음과 같다.






 
 
   
 
 

 

(2.4)
(2.5)
(2.6)

      
      

이 때, 는 점성 스트레스 텐서를 나타내고, Stokes 가정을 만족하는
Newtonian 유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다.





   
         
   



(2.7)

는 열 플럭스로 Fourier’s law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다.

    


여기서  , 는 각각 점성 계수, 열전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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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2 상태방정식 (Equation of state)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균질 혼합 모델은 혼합물에 대해 지배 방정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혼합물에 대한 물성치가 필요하다. 혼합물의 물성치는
각 상, 기체와 액체의 물성치와 혼합식으로부터 구해진다. 각 상의 물성
치를 구하기 위해 각 상에 대해 상태방정식을 적용하여 물성치를 구한
다.
2.2.1 경화기체 상태방정식 (Stiffened gas EOS)
경화기체 상태방정식[3]은 물과 공기, 물과 수증기의 물성치를 구하기 위
해 사용된다. 식을 다음과 같다.

이 때, 와
   

  
 
  

(2.9)

  

(2.10)

는 각각 비열비, 정압비열을 나타내는 상수이고
   ∙   이다. 또한,    ×   이다.






2.2.2 혼합물 물성치
혼합물의 물성치는 각 상에 적용된 상태방정식으로부터 구해진 각 상의
물성치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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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12)

이 때, 는 한 검사 체적 내에서 같은 압력과 온도를 가지고 각 상마다
차지하는 부피의 합이 총 부피와 같다는 Amagat’s law에 의해 정의되는
물성치 이다. 이 때, 부피분율과 질량분율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13)

2.3 소스항 (Source term)

식 2.1에서 우변에 나타난 소스항 D는 크게 가속도 소스항과 표면장력
소스항으로 나누어진다.
     

(2.14)

2.3.1 가속도 소스항 (Acceleration)
시스템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외부로부터의 가진 등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운동량과 에너지 방정식에 가속도 소스항을 추가해 주어야한다. 가
속도 소스항 벡터는 다음과 같다.

            

2.3.2 표면장력 소스항 (Surface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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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표면장력은 상경계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단상유동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 물리적 현상이다. 따라서 상경계면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인 표면
장력은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상경계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면장
력을 제대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상경계면을 정확히 잡아야 하고 제대로
된 모델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선된 기법을 표면장력이
있는 문제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대로 된 표면장력 모델링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장력 모델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continuum surface force (CSF) model [4]을 사용하였다. CSF 모델은
표면력인 표면장력을 연속적으로 변하는 체적력으로 가정한다. CSF 모
델에 의해 체적력으로 작용하는 표면장력 식은 다음과 같다.
(2.16)
(2.17)
(2.18)

  ∇
  ∇∙

∇

 
∇

여기서 , , , 는 각각 표면장력 계수과 곡률, 상경계면의 단위 수직
벡터, 부피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면장력에 의한 소스항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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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제 3 장 Approach
3.1 기존 level-set approach

Level-set approach는 다상유동 수치해석 시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유지
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Level-set approach에
는 상 구분함수를 이용한 방법인 전통적인 level-set approah와 임의로
부피분율을 수정하는 level-set approach 방법이 있다.
3.1.1 전통적인 level-set approach (LS)
전통적인 level-set approach(LS)는 상 구분함수, signed distance
function (SDF)을 사용한다. 이러한 상 구분함수는 상경계면에서 0의 값
을 가지고 상경계면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가 커진다. 또한 상
경계면을 기준으로 각 상은 다른 부호를 가진다. 전통적인 level-set
approach의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 시스템 방정식을 통해 얻어진 속도장을 이용해 상 구분함수 식
(??)을 푼다.
 
  ∙ ∇  



위 식은 상경계면의 초기위치가 속도장을 따라 이동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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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tep 2: 위 식에 의해 수송된 상 구분함수는 식을 푸는 과정에서 상경계
면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크기가 증가하는 정의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재초기화(re-initialization)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 구분함수가 상경
계면에서 0의 값을 유지하면서 이와 같은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 



(3.2)

Step 3: 재초기화 과정을 거친 상 구분함수를 이용해 아래와 같은 부피
분율을 재구성해준다.






      



f or   
f or  ≦ 
f or   

(3.3)

이 때, 상 경계면 부분에서 수치적 안정성 및 표면장력의 계산을 위해
함수( )를 이용해 부드럽게 변하는 구간을 준다.
3.1.2 Kunz가 제시한 Level-set approach (LS-3)
Level-set approach의 다른 형태 중 하나는 부피분율 재구성 식을 지역
적으로 적용하여 부피분율을 임의로 바꾸어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만드는
방법이다. Kunz가 참고문헌 [2]에서 제시한 부피분율 재구성 식(LS-3)은
다음과 같다.
   
  min max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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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4에서 와  는 재구성 전후의 부피분율, 은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만드는 수준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하 스케일 파라미터)이다. 재구성 식
에서 입력 값은 지역적인 셀의 부피분율 값만을 이용한다. 이 때, 이 커
질수록 재구성 후의 상경계면이 날카로워진다. 또한 재구성 과정에서 부
피분율 가 0.5인 값은 재구성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
림 3.1은 의 값에 따른 재구성 전 부피분율 와 재구성 후 부피분율
 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의 값이 커질수록 더 많은 재구성 전
부피분율의 영역이 0과 1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는 1차
원 도메인에서 baseline과 같이 상경계면이 퍼져있을 때, 의 값에 따른
상경계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마찬가지로 의 값이 커질수록 퍼
져있던 상경계면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 재구성 전후 부피분율 관계 그림 3.2 LS-3 (Kunz)에 의한 1차원
상경계면 재구성

3.1.3 LS와 LS-3 비교
앞서 설명한 전통적인 level-set approach(LS)와 Kunz가 제시한
level-set approach(LS-3)는 모두 부피분율 특정 기준 값을 이용해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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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LS의 경우  가 0인 지점, LS-3의 경우
 가 0.5인 지점을 기준으로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재구성한다. 하지만 두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먼저 효율성 측면이다.
LS의 경우  의 수송방정식을 푸는 과정,  의 재초기화를 위해 반복적
인 식을 푸는 과정,  를 통해 를 재구성하는 과정과 같이 총 3단계의
계산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LS-3는 지역적으로 각 셀의 부피분율을 입
력 값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식을 푸는 과정만 존재한다. 따라서 LS-3가
LS에 비해 계산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두 번째로 지역적인
부피분율 를 잡아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LS의 경우 ∇  을 만족하
도록  의 재초기화 식을 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변 셀의 값을 이용하
게 된다. 따라서 만약 상경계면 부근에서 역전된  구간이 있으면 이를
무시하고 단조증가하게 부피분율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에 반해 LS-3는
계산이 각 셀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전된  구간의 경향성을
잡아낼 수 있다.[2] 그림 3.3은 역전된 부피분율이 있을 때(Baseline)
LS(LS-1, LS-2)와 LS-3를 적용했을 때 결과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그림
이다.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정도를 초기에 결정하는 방법의 차이이다. 먼
저 LS의 경우 식 3.3의 을 통해 상경계면의 두께를 결정한다. 이러한
특징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상경계면 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지만, 초기에 셀의 크기를 알아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LS-3의 경우
는 식 3.4의 을 통해 LS-3가 적용될 때 마다 퍼진 상경계면을 얼마나
날카롭게 만들지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초기에 셀의 크기에 대
한 정보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험적인 값을 통해 날카로운 수
준을 유지하는 값을 찾아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LS와 LS-3 두 방법은 모두 효과적으로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질량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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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피분율을 재구성할 때 LS와 LS-3 각각   ,   을 기준으
로 일정하게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과   라는 기준은 물리적
인 의미가 크게 없고 질량보존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준
으로 삼아 상경계면을 재구성하면 재구성 후 질량과 재구성 전 질량에
차이가 생긴다. 질량보존이 되지 않는 점은 그 자체로 유량 등의 계산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질량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의 특성을 바
꾸어 전체적인 결과의 정확도 또한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러한 level-set approach를 통한 다상유동 수치해석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량보존을 만족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앞서 LS와 LS-3의 비교를 통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넓은 범위
에 적용이 가능한 LS-3를 선정해 이를 질량보존을 만족하도록 개선하였
다.

그림 3.3 방법별 부피분율 재구성 후 역전된
부피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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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질량보존 개선
3.2.1 기준이 되는 부피분율  도입
앞서 언급했듯이 LS-3에서 부피분율을 재구성할 때, 재구성 과정 중
   가 기준이 되어 재구성이 된다. 압축성 다상유동 해석에서는 시
간과 공간에 따라 밀도가 변한다. 부피분율을 재구성할 때 이러한 밀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LS-3이 적용할 때 마다 일정한   의 값을
사용하면 질량보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level-set approach
가 적용되는 iteration 마다 LS-3에서 기준이 되는 부피분율 를 다르게
정해주어야 한다. 기준이 되는 부피분율을  라고 하면 앞선 식 3.4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min max        
   

 



(3.5)

이 때, 식 3.5가 각각의 셀에 대해 적용될 때  는 모든 셀에서 일정
한 값을 가진다. 이 때 재구성되기 전 퍼져있는 상경계면 내에 불연속적
인 상경계면, 즉 정확히 두 가지 상으로 이분하는 특정 부피분율 값이
존재한다. 이 때, 불연속적인 상경계면의 위치  에 따른 질량을

에 대해 단조 증가함수가 된
이라고 하면 함수  은 
다. 또한, 그림 3.5, 그림 3.6과 같이 불연속적인 상경계면이 퍼진 상경계
면 끝 값,   ,   인 지점에 있다고 하면 이를 기준으로 부피분율
을 재구성 했을 때 질량의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 이 된다.
따라서 중간 값 정리에 의해 불연속적인 상경계면  가 퍼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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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계면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level-set
approach가 적용되는 iteration 때, 이분법이나 Newton-Raphson 등 반복
적인 계산 방법을 통해 질량보존을 만족하는  을 찾는다. 그림 3.7은
이 0.1일 때, 재구성 전 부피분율  와 재구성 후 부피분율  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또한 그림 3.8은 1차원 도메인에서 퍼져있는 상경계
면이 baseline과 같이 있을 때, 이 0.1일 때  에 따른 재구성 후 상경
계면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의 값이 증
가할수록 액체상이 증가하고 감소할수록 기체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 값이 증가할수록 전체 질량이 증가하고 감소
할수록 전체 질량이 감소한다. 또한 재구성 후의 상경계면 모두 재구성
전 퍼져있는 상경계면 내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식과 반복
적인 계산 방법을 통해 level-set approach가 적용되는 iteration에서 질
량보존을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3.7과 3.8에서 볼 수 있듯이, 재구성 후의 상경계면 끝 지
점에서 부피분율의 공간에 대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피분율의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표면장력 모델
CSF의 식 2.16, 2.18과 같이 부피분율의 그래디언트 값이 사용되는 계산
에서 수치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에 대해 부피
분율의 미분불가능한 지점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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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재구성 전
상경계면

그림 3.5 질량이 최대가 그림 3.6 질량이 최소가
되는 상경계면 위치
되는 상경계면 위치

그림 3.7  에 따른 재구성 전후
부피분율 관계
 

그림 3.8  에 따른 1차원 상경계면
재구성
 

3.2.2 Bezier 곡선 도입
Bezier 곡선[5]은 많은 분야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데, n개의 조절점을 통해 n-1차 곡선을 얻을 수 있다. 최종적인 식은
n-1차 다항함수 식이지만 원하는 특성의 곡선을 조절점을 통해 쉽게 얻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림 3.8과 같이 선형이면
서 끝부분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곡선을 얻기 위해 총 11개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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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통한 10차 Bezier 곡선을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f or     
f or   






  
    

  
   

f or  ≦  ≦   



 





 

    


 

(3.6)
(3.7)
(3.8)

이 때, 조절점  는 앞서 도입한  와 위에서 언급한 곡선의 특징을
만족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얻어진 상수들로 이루어진다.









  
  
  
 

  
  
  







(3.9)

위 식을 이용해 1차원 도메인에 퍼져있는 상경계면의 재구성 전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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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에서  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3.9와 같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에 상관없이 재구성 후 상경계면의 양 끝 지점에
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없어지고 부드럽게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재구성 후의 날카로워진 상경계면이 기존의
퍼져있는 상경계면 내부에 존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와 Bezier
곡선을 도입한 식 3.7 ~ 3.9를 LS-3(present)라고 하면, LS-3(present)를
적용한 상경계면 재구성 과정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Step 1: 균질 혼합 지배 방정식 2.1을 수치적으로 푼다. 이 때, iteration
수가 초기에 설정된 level-set approach 적용 주기  인 경우 level-set
approach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iteration으로 넘어간다. 구
해진 질량분율  을 통해 계산된 부피분율을  라고 한다. 또한
이 때 초기 질량  을 구하여 저장한다.








Step 2: 식 3.6, 3.7에  을 입력 값으로 넣어 얻어진 부피분율

을 구한다. 이 때,  초기 값은 0.5로 설정한다.







Step 3:  를 통해 전체 질량을 구하고 이와 초기질량  을 비교한
다. 이 때, 이분법을 이용해 초기보다 질량이 줄어든 경우  값을 낮
춰주고 질량이 늘어난 경우  값을 높여준다. 이 후 Step 2로 돌아가
계산된 질량과  와의 차이가 초기에 설정한 질량보존 수준( )보다
작아질 때 까지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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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질량보존을 만족했을 때의
최종 질량분율  을 계산한다.




을



로 두고, 이를 이용해



그림 3.9 Bezier 곡선을 이용한 개선된 기법에서  에
따른 1차원 상경계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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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치해석 결과
앞서  와 Bezier 곡선을 도입해 개선한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4가지
문제를 풀어보았다. 각 문제는 기법이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잡아 표면장
력(4.1, 4.2)과 등가 반지름(4.1), 등가 수면(4.3, 4.4) 등과 같은 상경계면
과 관련된 시스템의 특성을 제대로 묘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선정되
었다. 수치해석 결과를 해석적인 해나 실험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4.1 Oscillations of an Elliptical drop
4.1.1 초기조건 및 문제 설정
본 문제는 수치해석 시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표면장력이 제대
로 적용되는지 검증하는 대표적인 문제이다.[6] 초기 타원형 액적의 상경
계면에서 표면장력이 작용해 표면장력에 의한 포텐셜에너지가 운동에너
지로 바뀌게 되고 다시 운동에너지가 표면장력에 의한 포텐셜에너지로
계속해서 바뀌면서 진동하게 된다. 초기의 타원형 액적의 형상은 그림
4.1 및 식 4.1과 같다.




 
 

액체상과 기체상의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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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 or  ≦ 
            f or   









 



(4.2)
(4.3)
(4.4)

이 때, 초기 표면장력 계산을 위해 액체상과 기체상 사이의 상경계면에
Bezier 곡선을 통해 부피분율 가 부드럽게 변하도록 하였다.
본 문제에서는 진동주기에 대한 해석적인 해가 존재하고 이는 다음과
같다.


          

   

(4.5)

여기서  와  , ,  ,  은 각각 각속도, 진동 모드, 표면장력계수, 주
기, 등가 반지름을 의미한다. 또한  과  는 각각 액체상과 기체상의 밀
도를 의미한다. 본 검증문제에서는 level-set approach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baseline), Kunz가 제시한 level-set approach를 적용한 경우
(LS-3(Kunz)), 본 연구에서 개선된 기법을 적용한 경우(LS-3 (present))
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결과를 해석적인 해와 비교하였다. 모든
문제 경우에서 표면장력계수()는   로 일정한 값을 사용하였
다. 수치해석 시 사용한 격자는       ×      의 도
메인의  × 개의 정방격자를 사용하였고, 각 셀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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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도메인 끝의 모든 경계조건은 inviscid wall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공간 차분 기법으로 수치 플럭스 기
법은 AUSMPW+_N[7]을 사용하였고 고차 정확도를 위해 고차 내삽 기
법 MLP5[8]를 사용하였다. 시간 전진 기법으로는 3rd order TVD
Runge-Kutta[9]를 사용하였다. CFL 수는 0.25 (   ×   )로 두
고 계산하였다. 표면장력모델은 앞서 설명한 CSF (Continuum Surface
Force) model을 사용하였다. 상태방정식으로는 Stiffened gas EOS를 사
용하였고, 액체상의 밀도가   의 값을 가지기 위해  값을
 로 설정하였다. 개선된 level-set approach를 적용할 때, 적용 주기
 는 10000, 스케일 파라미터 은  ×  , 질량보존 수준  는
 ×  로 설정하였다.
     





∞











그림 4.1 타원형 액적의 초기 위치 및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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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결과 및 해석
그림 4.2는 한 주기 동안 액적이 진동하는 형태를 부피분율 분포를 통
해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포텐셜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운동에너
지가 포텐셜에너지로의 변화가 두 번 일어난다. 이 때, 진동 주기의 해석
적인 해는 식 4.5와 같다. 이 때, 본 문제에서 등가 반지름은  
이고 이를 이용해 진동주기를 구하면   이다. 그림 4.3은
Baseline과 LS-3 (Kunz), LS-3 (present) 경우의 운동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4,4는 시간에 따른 운동에너지 변화 데이
터를 이용해 FFT를 통해 진동 주기를 구한 것이고, 표 1은 결과를 해석
적인 해와 비교한 것이다.
해석 해
Baseline
LS-3 (Kunz)
LS-3 (present)

진동 주기 (s)

오차율 (%)

0.08500
0.09141
0.08227
0.08658

7.54
-3.21
1.82

표 1 각 방법의 진동주기와 해석 해와의 오차율

이 때, 각각의 경우의 진동 주기를  ,  ,  라고 하자.
그림 4.6 ~ 4.8은 각 경우의 주기  에 대해  ,  ,  ,  에서의 부
피분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4.9 ~ 4.11은 같은 시간에 각각 경우
에 대한 질량분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Baseline의 경우, 그림 4.6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경계면이 점점 더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균질 혼합 지배방정식의 수치점성 때문이다.
Baseline의 시간에 따른 질량분율 분포 그림 4.9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
록 대각선 방향으로 질량분율이 비 물리적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질량분율 수치점성으로 인해 퍼질 때 대각선 지점에서의 상경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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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격자와 방향이 나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그림 4.10, 4.11과
같이 LS-3 (Kunz)와 LS-3 (present)는 시간이 지나도 baseline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경계면이 날카롭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LS-3 (Kunz)와 LS-3 (present)를 비교해 보면, LS-3 (Kunz)는 시간이
지날수록 액적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데 반해 LS-3 (present)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level-set approach가 적용되
어 상경계면은 날카롭게 유지되지만 LS-3 (Kunz)를 적용한 경우 질량
보존을 만족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LS-3 (present)는 질량보존 개선을 통해 질량보존을 baseline 수준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액적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수치점성으로 인해
퍼지는 상경계면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baseline에서
질량분율 분포가 비 물리적으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
시간에 따른 전체 질량변화를 비교한 그래프는 그림 4.5와 같다. 부피분
율과 질량분율 분포 결과와 같이 LS-3 (Kunz)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질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개선된 기법 LS-3 (present)는
시간이 지나도 초기질량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량보존
은 액적의 등가 반지름에 영향을 미친다. LS-3 (Kunz)의 경우 질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등가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 때 식 4.5에서 진동주기는
등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LS-3 (Kunz)의 경우 진동주
기가 해석적인 해보다 작아져 오차가 발생한다. Baseline의 경우 상경계
면이 퍼지면서 등가 반지름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해석적인 해보다
진동주기가 커지게 되어 오차가 발생한다.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baseline과 LS-3 (Kunz)는 오차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반면 LS-3
(present)의 경우는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유지하면서 질량보존 또한 만
족하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 중 가장 오차의 크기가 작은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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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위 결과들을 통해 LS-3 (present)에서는 상경계면을 정확하
게 잡으면서 질량보존 또한 만족하여 시스템의 특성을 정확히 묘사해 해
석 정확도가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한 주기 동안 액적의 형상 변화

그림 4.3 시간에 따른 액적의 운동에너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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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FFT를 통한 각 방법별 진동주기

그림 4.5 시간에 따른 액적의 질량 변화

- 26 -

그림 4.6 Baseline의 2T, 4T, 6T, 8T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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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LS-3 (Kunz)의 2T, 4T, 6T, 8T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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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LS-3 (present)의 2T, 4T, 6T, 8T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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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Baseline의 2T, 4T, 6T, 8T에서의 질량분율 분포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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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LS-3 (Kunz)의 2T, 4T, 6T, 8T에서의 질량분율 분포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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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LS-3 (present)의 2T, 4T, 6T, 8T에서의 질량분율 분포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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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ising bubble
4.2.1 초기조건 및 문제 설정
본 문제는 수치해석 시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표면장력과 부력
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검증하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초기 공기방울이 부
력을 받아 위로 올라가면서 상경계면에서 표면장력과 점성에 의해 공기
방울 형상이 변하게 된다. 초기의 공기방울의 형상은 그림 4.12 및 식
4.6과 같다.
(4.6)

          

액체상과 기체상의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f or  ≧ 

              

f or   




       







(4.7)
(4.8)
(4.9)

이 때, 초기 표면장력 계산을 위해 액체상과 기체상 사이의 상경계면에
Bezier 곡선을 통해 부피분율 가 부드럽게 변하도록 하였다. 본 문제에
는 Eotvos 수와 Reynolds 수에 따른 공기방울 형상에 대한 Weber의 실
험결과[10]가 존재한다. 이 때 Eotvos 수와 Reynolds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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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4.11)



여기서 , , ,  은 각각 공기방울의 지름, 표면장력계수, 공기방울
과 액체상의 상대속도, 액체상의 점성계수를 나타낸다. Eotvos 수는 부
력과 표면장력의 영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 수이고, Reynolds 수는
관성과 점성의 영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 수이다. 공기방울에 작용하
는 힘은 표면장력과 중력, 점성에 의한 힘이므로 공기방울의 형상은
Eotvos 수와 Reynolds 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공기방울 형
상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표면장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유지해야한다. Eotvos 수와 Reynolds 수
에 따른 공기방울 형상에 대한 Weber의 실험결과 데이터는 그림 4.13과
같다. 본 검증문제에서는 표 2와 같이 표면장력계수의 크기를 조절하여
3가지 조건에 대해 각각 baseline, LS-3 (Kunz), LS-3 (present)을 적용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고 이를 Weber의 실험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
였다.


Case
A
B
C

  



5
50
500

78.375
7.8375
0.78375

수치해석 시 사용한 격자는

     ×     



표 2 각 Case에 따른 표면장력계수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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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메인의

140
140
260
 × 

의 정방격자를 사용하였고, 각 셀의 크기는      이다. 도
메인 끝의 모든 경계조건은 inviscid wall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하
였다. 공간 차분 기법으로 수치 플럭스 기법은 AUSMPW+_N[7]을 사용
하였고 고차 정확도를 위해 고차 내삽 기법 MLP5[8]를 사용하였다. 시
간 전진 기법으로는 3rd order TVD Runge-Kutta[9]를 사용하였다.
CFL 수는 0.2 (   ×   )로 두고 계산하였다. 표면장력모델은
앞서 설명한 CSF (Continuum Surface Force) model을 사용하였다. 상
태방정식으로는 Stiffened gas EOS를 사용하다. 개선된 level-set
approach를 적용할 때, 적용 주기  는 5000, 스케일 파라미터 은
 ×  , 질량보존 수준 
는  ×  로 설정하였다.










그림 4.12 공기방울의 초기 위치 및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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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Weber의 공기방울 형상 실험결과

4.2.2 결과 및 해석
4.2.2.1 Case A (     )
첫 번째 해석 케이스는 표면장력의 영향이 작은 경우이다. 그림 4.15는
Weber의 실험결과에 A 케이스의  와 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영역은 공기방울 아래쪽 양단이 길게 늘어지는
skirted 영역이다. 그림 4.16 ~ 4.18은 baseline과 LS-3 (Kunz), LS-3
(present)를 통해 A 케이스를 해석한 부피분율 분포 결과이다. 먼저 그
림 4.16과 같이 baseline에서는 상경계면이 점점 퍼져 양단에 늘어지는
영역이 말려 올라가 표면장력이 없을 때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상경계면이 넓게 퍼지게 되어 표면장력이 제대로 적용
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면장력 계산 시 사용하는 CSF 모델은 수치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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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위해 부피분율의 공간에 대한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적
용되도록 설정 된다. 따라서 상경계면이 계속 퍼지게 되면 공간에 대한
부피분율의 변화가 작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표면장력이 제대로 적용되
지 않는 것이다. 반면 그림 4.18의 LS-3 (present)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상경계면이 날카롭게 유지되고 skirted 형태로 공기방울이 형성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4.14는 시간에 따른 질량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LS-3 (Kunz)는 질량이 감소하였다가 증가하
는 형태로 질량보존이 만족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LS-3
(present)는 baseline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2.2 Case B (     )
두 번째 해석 케이스는 중간 크기의 표면장력이 있는 경우이다. 그림
4.20은 Weber의 실험결과에 B 케이스의  와 를 표시한 것이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영역은 공기방울이 타원형상을 가지는 영역이
다. 그림 4.21 ~ 4.23는 baseline과 LS-3 (Kunz), LS-3 (present)를 통해
B 케이스를 해석한 부피분율 분포 결과이다. 먼저 그림 4.21과 같이
baseline에서는 상경계면이 점점 퍼져 양단에 늘어지는 영역이 나타난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단에서 상경계면이 넓게
퍼지게 되어 표면장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그림 4.23
의 LS-3 (present)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상경계면이 날카롭게 유지되고
타원 형태로 공기방울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9는 시간에
따른 질량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LS-3
(Kunz)는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질량보존이 만족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LS-3 (present)는 baseline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질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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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2.3 Case C (     )
마지막 해석 케이스는 표면장력 매우 큰 경우이다. 그림 4.25는 Weber
의 실험결과에 C 케이스의  와 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영역은 공기방울이 거의 원형을 가지는 영역이다. 그림 4.26
~ 4.28은 baseline과 LS-3 (Kunz), LS-3 (present)를 통해 C 케이스를
해석한 부피분율 분포 결과이다. 먼저 그림 26과 같이 baseline에서는 초
기에 상승하면서 상경계면이 퍼지다가 점점 공기방울의 형상이 찌그러지
는 비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와 마
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경계면이 망가지게 되고 또한 동시에 표
면장력의 계수가 커 표면장력의 방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그림 4.28의 LS-3 (present)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상경계면이 날
카롭게 유지되고 원형으로 공기방울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24는 시간에 따른 질량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
듯이 LS-3 (Kunz)는 질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질량보존이 만족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LS-3 (present)는 baseline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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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시간에 따른 공기방울 질량 변화
(Case A)

그림 4.15   와  에 따른 공기방울 형상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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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Baseline의 0.25, 0.5, 0.75, 1 s 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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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LS-3 (Kunz)의 0.25, 0.5, 0.75, 1 s 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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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LS-3 (present)의 0.25, 0.5, 0.75, 1 s 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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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시간에 따른 공기방울 질량 변화
(Case B)

그림 4.20   와  에 따른 공기방울 형상
(Cas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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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Baseline의 0.22, 0.44, 0.66, 0.88 s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Cas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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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LS-3 (Kunz)의 0.22, 0.44, 0.66, 0.88 s 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Cas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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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LS-3 (present)의 0.22, 0.44, 0.66, 0.88 s 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Cas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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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시간에 따른 공기방울 질량 변화
(Case C)

그림 4.25   와  에 따른 공기방울 형상
(Cas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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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Baseline의 0.14, 0.28, 0.42, 0.56 s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Cas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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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LS-3 (Kunz)의 0.14, 0.28, 0.42, 0.56 s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Cas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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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LS-3 (present)의 0.14, 0.28, 0.42, 0.56 s에서의 부피분율 분포
(Cas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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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am breaking
4.3.1 초기조건 및 문제 설정
본 문제는 초기 왼쪽 벽면에 있던 물기둥이 중력에 의해 무너지면서 흐
름이 생기는 문제로 M.A. Cruchaga의 실험결과[11]를 개선된 기법을 통
해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초기의 물기둥의 위치 및 형상은 그림 4.29와
같다. 액체상과 기체상의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f or 

              

f or 

(4.12)
(4.13)

이 때, 수치적 안정성을 위해 액체상과 기체상 사이의 상경계면에서
Bezier 곡선을 통해 부피분율 가 부드럽게 변하도록 하였다. 본 문제에
서는 baseline과 LS-3 (present)를 적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물의 수평방향 위치와 오른쪽 벽면에서 수직방향 위치를 Cruchaga의 실
험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본 문제는 물의 움직임이 큰 문제이기 때
문에 물의 수평방향 위치와 수직방향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상경계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치해석 시 사용한 격자
는      ×     의 도메인의  × 의 정방격자를 사용하였
고, 각 셀의 크기는    ,    이다.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 도메인 끝의 경계조건은 viscous wall boundary condition을 적
용하였고 위쪽은 outflow subsonic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벽
면에서 경계층을 묘사하기 위해    수준으로 격자를 조밀하게 설정
하였다. 공간 차분 기법으로 수치 플럭스 기법은 AUSMPW+_N[7]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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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고 고차 정확도를 위해 고차 내삽 기법 MLP5[8]를 사용하였다.
시간 전진 기법으로는 LU-SGS[12]를 사용하였다. 이 때, CFL 수는 5
(   ×   )로 두고 계산하였다. 상태방정식으로는 Stiffened gas
EOS를 사용하였고, 난류모델로는     `[13, 14]를 사용하였다. 개
선된 level-set approach를 적용할 때, 적용 주기  는 50000, 스케일
파라미터 은  ×  , 질량보존 수준  는  ×  로 설정하였다.






 



그림 4.29 물기둥의 초기 형상 및 위치

4.3.2 결과 및 해석
그림 4.33와 4.34는 baseline과 LS-3 (present)을 적용했을 때 약 1초까
지 부피분율 분포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보면 0.5
초 이전까지는 baseline의 경우 상경계면이 약간 더 퍼지지만 baselin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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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3 (present) 모두 비슷한 유동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0.5초 이후
baseline에서 오른쪽 벽면을 타고 상승하였던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퍼져있는 상경계면을 짓눌러 더욱 퍼진 상경계면 형태를 가진
다. 이로 인해 0.5초 이후 baseline의 부피분율 분포에서 퍼진 상경계면
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더 이상 상경계면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반면 LS-3 (present)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상경계면
이 상대적으로 날카롭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0.5초 이후에도
상경계면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baseline과 달리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5와 4.36는 같은 시간동안의 질량분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질량분율의 경우 액체상과 기체상의 밀도차이가 매우 크
기 때문에 소량의 액체상이 있더라도 0에 가까운 질량분율 값을 가진다.
Baseline의 경우 부피분율 분포가 심하게 퍼지고 이로 인해 질량분율 분
포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량분율
분포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무게중심 등과 같은 특성이 바뀌게 된다. 반
면 LS-3 (present)에서는 계속해서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때문
에 질량분율 분포가 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30와 4.31는
시간에 따른   에서의 물의 수평위치와 오른쪽 벽면에서의 물의 수직
위치를 Cruchaga의 실험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30에서 볼 수
있듯이 0.3초 까지 물의 수평위치는 LS-3 (present)가 baseline보다 상대
적으로 조금 더 실험결과와 가깝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4.33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벽면에 유동이 부딪히기 전까
지 물에 큰 힘이 작용하지 않고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퍼진
상경계면이 시스템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른
쪽 벽면에서 물의 수직위치 그림 4.31에서도 0.5초 이전에는 두 가지 경
우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0.5초 이후, 약 0.8초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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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은 실험결과의 경향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반면 LS-3 (present)
는 실험결과의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
이 0.5초 이후 오른쪽 벽을 타고 올라갔던 물이 내려오면서 baseline에서
퍼진 상경계면을 짓눌러 더욱 퍼지게 만드는 반면 LS-3 (present)에서는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림 4.32는 시간에 따른 물의
질량 변화 그래프이다. 시간이 지나도 baseline과 LS-3 (present)에서 모
두 질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문제를
통해 개선된 level-set approach, LS-3 (present)가 질량보존을 만족하면
서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유지해 해석 정확도를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4.30 시간에 따른 물의 수평 위치 (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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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시간에 따른 물의 직 위치 (오른쪽 벽면)

그림 4.32 시간에 따른 물의 질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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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Baseline에서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0.1초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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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LS-3 (present)에서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0.1초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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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Baseline에서 시간에 따른 질량분율 분포 (0.1초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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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LS-3 (present)에서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0.1초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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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loshing
4.4.1 초기조건 및 문제 설정
Sloshing은 유체를 담고 있는 용기와 유체 사이에 발생하는 상대적인
운동을 말한다. 유체화물을 운송하는 유조선이나 액체연료 로켓의 연료
탱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sloshing 현상은 구조물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
다. 특히 유체의 운동과 구조물이 공명을 일으키는 경우 큰 충격이 발생
하므로 sloshing 현상에 대해 진동 특성 및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력 등
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Sloshing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 외부
에서 주기적인 가진이 있는 Hinatsu의 실험[15, 16]을 선정하였고 이를
수치적으로 해석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문제의 초기 상태는 그림 4.37
과 같다. 이 때, 그림 4.37에 표시된 길이의 단위는 m이다. 액체상과 기
체상의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f or  ≦ 
f or   

(4.14)
(4.15)

이 때, 수치적 안정성을 위해 액체상과 기체상 사이의 상경계면에서
Bezier 곡선을 통해 부피분율 가 부드럽게 변하도록 하였다. 외부에서
의 주기적인 가진을 고정 격자계에서 구현하기 위해 외부의 힘을 관성력
의 형태로 고려하였다. 이 때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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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여기서 와 , , 은 각각 유체를 담고 있는 탱크의 속도, 탱크의
각속도, 변위, 운동 중심의 변위이다. 외부에서 가진할 때, 진폭과 실제
탱크 위치는 다음과 같다.






         



(4.17)

여기서 와 는 각각 탱크의 위치, 진폭을 의미한다. 또한  은
가진 주기를 의미하는데 Hinatsu의 실험과 같이 공명주기보다 약 3% 작
은 1.404 s로 설정하였다. 유체를 담고 있는 탱크의 공명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4.18)

여기서,  와 , 는 각각 중력가속도, 탱크의 폭, 수면의 높이를 의미
한다. 식 4.18에서 볼 수 있듯이 sloshing 현상에서 수면의 높이는 진동
특성에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상경계면을 날카롭게 잡고 질량보존을
만족하는 것은 수면의 높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sloshing 현상을 정
확히 묘사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문제에서는 baseline과 LS-3 (Kunz),
LS-3 (present)를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Hinatsu의 실험
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격자는   ×   의 도메인의
32400개의 정방격자를 사용하였다. 모든 도메인 끝의 경계조건은
viscous wall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벽면에서 경계층을 묘사
하기 위해    수준으로 격자를 조밀하게 설정하였다. 공간 차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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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수치 플럭스 기법은 AUSMPW+_N[7]을 사용하였고 고차 정확도
를 위해 고차 내삽 기법 MLP5[8]를 사용하였다. 시간 전진 기법으로는
LU-SGS[12]를 사용하였다. 이 때, CFL 수는 5 (   ×   )로
두고 계산하였다. 상태방정식으로는 IAPWS-97[17]를 사용하였고, 난류
모델로는     [13, 14]를 사용하였다. 개선된 level-set approach를
적용할 때, 적용 주기  는 10000, 스케일 파라미터 은  ×  , 질량
보존 수준  는  ×  로 설정하였다.










그림 4.37 초기 수면의 높이와 탱크형상 및 압력 측정 지점

4.4.2 결과 및 해석
그림 4.43 ~ 4.51은 baseline과 LS-3 (Kunz), LS-3 (present)을 적용했
을 때, 각각 주기  에 대해  ∼  ,  ∼  ,  ∼  일 때의 부
피분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  에서는 baseline과 level-set
approach를 적용한 경우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  와  ∼  에서 baseline의 경우 상경계면이 매우 퍼진
것에 반해 level-set approach를 적용했을 때는 상경계면이 날카롭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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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문제는  에 비해 해석시간이 매우 긴 문
제이므로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baseline에서 상경계면이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시간에서의 질량분율 분포 그림 4.52 ~ 4.60
에서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다. baseline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점성으
로 인해 질량분율이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해석시간이 길어지면 완전히
퍼져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level-set approach를 적용했을
때는 해석시간이 길어져도 질량분율이 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부피분율 분포를 보면 baseline과 level-set approach를 적용했을 때
와 진폭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퍼져버린 상경계면으로 인
해 등가 수면의 높이가 달라져 식 4.18에서 시스템의 공명주파수가 바뀌
어 전혀 다른 진동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림 4.38는 시간에 따른 전체 질량 변화 그래프이다. 이 때, 시간을 외
부 가진 주기로 무차원화 하여 Oscillation number로 대체하였다. 앞선
문제들에서와 같이 LS-3 (Kunz)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질량이 감소해
질량보존을 만족하지 않는다. 반면 baseline과 LS-3 (present)에서는 시
간이 지나도 질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39는 시
간에 따른 y방향 무게중심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Baseline은 앞서 부피
분율과 질량분율 분포 결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상경계면이 퍼져 y방
향 무게중심이 초기보다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등가 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LS-3 (Kunz)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량이
감소해 y방향 무게중심이 초기보다 점점 낮아지게 되어 등가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 이와 같은 등가 수면의 변화는 식 4.18에서와 같이 시
스템의 공명주파수를 바꿔 진동특성을 바꾸게 된다. 이는 시간에 따른 x
방향 무게중심 그래프(그림 4.40, 4.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baseline과 LS-3 (present)를 비교해보면 baseline의 경우 등가 수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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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높아져 공명주파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 가진 주기와 상호작
용을 할 때 등가 수면의 높이가 거의 일정한 LS-3 (present)와 달리 맥
놀이 현상과 같은 진동 특성을 보이게 된다. 반면 LS-3 (Kunz)의 경우
는 등가 수면의 높이가 낮아졌지만 시간에 따른 x방향 무게중심이 LS-3
(present)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공명주파수가 변할 때, baseline의
경우 초기에는 공명주파수가 외부 가진의 주파수보다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가진의 주파수를 지나 이보다 더 커진 반면에 LS-3
(Kunz)는 공명주파수가 변해도 계속해서 외부 가진의 주파수보다 작기
때문에 급격하게 진동 특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부
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LS-3 (present)와 비슷한 경
향을 보인다.
그림 4.42는 그림 4.37의 P4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실험결
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실험결과와 비교했을 때 LS-3 (present)가 가
장 정확한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Sloshing의 경우 진
폭이 클 때 벽면에서 압력의 peak 지점이 두 번 있는 double peak 현상
이 나타나는데, Baseline과 LS-3 (Kunz)에서는 변해버린 진동특성으로
인해 진폭이 바뀌어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는 double peak 현상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LS-3 (present)는 시간이 지
나도 상경계면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유지하고 질량보존 또한 만족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특성이 초기와 같이 유지되어 실험과 같은 double peak
현상을 제대로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문제를 통해
개선된 level-set approach, LS-3 (present)가 질량보존을 만족하고, 상경
계면을 날카롭게 유지해 결과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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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시간에 따른 전체 질량 변화

그림 4.39 시간에 따른 y방향 무게중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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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시간에 따른 x방향 무게중심 변화
(Baseline과 LS-3 (present)비교)

그림 4.41 시간에 따른 x방향 무게중심 변화
(LS-3 (Kunz)와 LS-3 (present)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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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시간에 따른 P4지점에서의 압력 변화

그림 4.43 Baseline의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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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Baseline의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변화 ( ∼  )

그림 4.45 Baseline의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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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LS-3 (Kunz)의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변화 (  ∼  )

그림 4.47 LS-3 (Kunz)의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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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LS-3 (Kunz)의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변화 (  ∼  )

그림 4.49 LS-3 (present)의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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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LS-3 (present)의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변화 (  ∼  )

그림 4.51 LS-3 (present)의 시간에 따른 부피분율 분포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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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Baseline의 시간에 따른 질량분율 분포 변화 ( ∼  )

그림 4.53 Baseline의 시간에 따른 질량분율 분포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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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 Baseline의 시간에 따른 질량분율 분포 변화 (  ∼  )

그림 4.55 LS-3 (Kunz)의 시간에 따른 질량분율 분포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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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LS-3 (Kunz)의 시간에 따른 질량분율 분포 변화 ( ∼  )

그림 4.57 LS-3 (Kunz)의 시간에 따른 질량분율 분포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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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8 LS-3 (present)의 시간에 따른 질량분율 분포 변화 (  ∼  )

그림 4.59 LS-3 (present)의 시간에 따른 질량분율 분포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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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LS-3 (present)의 시간에 따른 질량분율 분포 변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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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균질 혼합 모델을 이용한 다상유동 수치해석 시 상경계면 정확도 향상
을 위해 사용되는 level-set approach에서 질량보존을 만족하도록 개선
하였다. 균질 혼합 모델은 효율적으로 다상유동을 해석할 수 있지만 수
치점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경계면이 퍼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level-set approach가 사용되는데 크게 전통적인 방
법(LS)과 Kunz가 제시한 방법(LS-3 (Kunz))으로 나눌 수 있다. Kunz가
제시한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역전된 부피분율 구
간의 경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질량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evel-set approach가 적용될 때 기준이 되는 부피분율을 일정한 값이
아닌 변수로 바꾸어 질량보존을 만족하는 값을 찾도록 개선하였다. 이
때, Kunz가 제시한 식의 형태는 부피분율을 재구성 할 때 양 끝에서 공
간에 대해 부피분율의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가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Bezier 곡선을 도입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준이 되는 부피분
율을 변수로 가지는 Bezier 곡선을 부피분율 재구성 과정에 사용하여 미
분 불가능한 지점을 제거하면서 질량보존 또한 만족하도록 하였다.
Oscillations of an ellipsoidal drop, rising bubble, dam breaking,
sloshing 문제를 통해 개선된 기법이 질량보존을 만족하는 동시에 상경
계면을 날카롭게 유지해 결과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법을 개선할 때 상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변화가 있는 문제에서 개선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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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기법을 개선하기 위해 초기
에 선정한 level-set approach의 방법이 역전된 부피분율의 경향성을 잡
아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개선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level-set approach가 적용되는 주기와 날카로운 수준을 정하는 파라미
터의 값이 경험적으로 구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효율적이라는 개선된 기
법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단점이다. 이러한 단점은 향후 상경계면이 퍼진
정도를 감지하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추후 연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 78 -

제 6 장 참고문헌
[1] Osher, Stanley, and James A. Sethian. "Fronts propagating with
curvature-dependent speed: algorithms based on Hamilton-Jacobi
formulations."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79.1 (1988): 12-49.
[2] Kinzel, Michael P., Jules W. Lindau, and Robert F. Kunz. "A
Level-Set Approach for Compressible, Multiphase Fluid Flows
with Mass Transfer." 19th AIA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2009. 4152.
[3] Harlow, F. H., and A. A. Amsden. "Fluid dynamics: A LASL
monograph(Mathematical solutions for problems in fluid
dynamics)." (1971).
[4] Brackbill, J. U., Douglas B. Kothe, and Charles Zemach. "A
continuum method for modeling surface tension."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100.2 (1992): 335-354.
[5] Farin, Gerald E., Josef Hoschek, and Myung-Soo Kim, eds.
Handbook of computer aided geometric design. Elsevier, 2002.
[6] Perigaud, Guillaume, and Richard Saurel. "A compressible flow
model with capillary effects."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209.1 (2005): 139-178.
[7] Kim, Hyeongjun, et al. "Methods for Accurate Computations of
Homogeneous Multi-phase Real Fluid Flows at All Speeds." 23rd
AIA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onference. 2017.
- 79 -

[8] Kim, Kyu Hong, and Chongam Kim. "Accurate, efficient and
monotonic numerical methods for multi-dimensional compressible
flows: Part II: Multi-dimensional limiting process."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208.2 (2005): 570-615.
[9] Shu, Chi-Wang, and Stanley Oshe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essentially non-oscillatory shock-capturing schemes."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77.2 (1988): 439-471.
[10] Bhaga, Dahya, and M. E. Weber. "Bubbles in viscous liquids:
shapes, wakes and velocities." Journal of Fluid Mechanics 105
(1981): 61-85.
[11] Cruchaga, Marcela A., Diego J. Celentano, and Tayfun E.
Tezduyar. "Collapse of a liquid column: numerical simulation and
experimental validation." Computational Mechanics 39.4 (2007):
453-476.
[12] Yoon, Seokkwan, and Antony Jameson. "Lower-upper
symmetric-Gauss-Seidel method for the Euler and Navier-Stokes
equations." AIAA journal 26.9 (1988): 1025-1026.
[13] Menter, Florian R. "Two-equation eddy-viscosity turbulence
model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AIAA journal 32.8 (1994):
1598-1605.
[14] Menter, Florian R., Martin Kuntz, and Robin Langtry. "Ten years
of industrial experience with the SST turbulence model."
Turbulence, heat and mass transfer 4.1 (2003): 625-632.
[15] Hinatsu, Munehiko. "Experiments of two-phase flows for the
joint research." Proc. SRITUHH mini-Workshop on Numerical
- 80 -

Simulation of Two-Phase Flows, 2001. Ship Research Institute,
2001.
[16] Godderidge, Bernhard, et al. "An investigation of multiphase CFD
modelling of a lateral sloshing tank." Computers & Fluids 38.2
(2009): 183-193.
[17] Wagner, Wolfgang, et al. "The IAPWS industrial formulation
1997 for the thermodynamic properties of water and steam."
Journal of engineering for gas turbines and power 122.1 (2000):
150-184.

- 81 -

Abstract
Kim Hongkyu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ut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level-set approach, which is used to sharpen the
interface of the surface during numerical analysis of multiphase flow,
is improved to satisfy the mass conservation. Homogeneous mixture
model, which is widely used for efficient numerical analysis of
multiphase flow, is disadvantageous in that the interface is spread
over time due to the numerical diffusion. To solve this problem, a
level-set approach is widely used which solves the equation for the
signed distance function (SDF) or arbitrarily changes the volume
fraction to sharpen the interface. Level-set approach has a
disadvantage that it does not preserve the mass, although it keeps
the interface at the interfac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reference volume fraction of the level-set approach
proposed by Kunz in LS-3 and improved it to satisfy mass
conservation through iterative methods. In addition, when applying the
method proposed by Kunz, the problem of non-differentiable points
along space in the volume fraction at the end of the interface is
improved by introducing the Bezier curve. Various verification
problems are analyzed by applying the improved techniqu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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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homogeneous
mixture model, the previous level-set approach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improved method improves the
accuracy of the analytical results by satisfying the mass conservation
while maintaining the sharp interface.

Key word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ultiphase flow,
Homogeneous mixture model, Level-set approach,
Mass conservation, phase interface, Volume
fraction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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