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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체 탱크를 운반하는 선박이나 차량의 운동에 
따라 탱크 내의 액체의 자유 수면은 강한 비선형

적인 거동을 나타낸다. 슬로싱 문제는 선박이나 

해상 구조물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
제일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종종 발견되는 중
요한 공학 문제이다. 자유수면의 거동을 수치적으

로 해석하는 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연
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전통적인 방법으

로는 volume of fluid(VOF)(1)나 front-tracking 방법(2) 
및 body fitted method 방법 등(3)이 있다. Level-set 
방법은 1990년대 초에 제안된(4) 이후 수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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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최소자승법에 기반한 level-set 방정식의 이류방정식과 재초기화 방정식의 
이산화기법을 3차원 슬로싱 문제에 적용한 코드를 개발하고, 그 성능을 평가한다. 사용된 수치기법은 정
렬 격자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표준 예제들에 대하여 검증이 수행되었다. 제안된 방법은 상대적으로 성
긴 격자계에서 다른 기법들에 비하여 개선된 해를 줌을 확인하였다. 두 가지의 격자계에 대하여 수행한 
3차원 슬로싱 해석은 상당히 성긴 격자계에서도 압력의 시간 이력이 실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여주며, 
조밀한 격자계에서는 최대압력의 크기가 크게 예측이 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법
은 유한요소법의 특성에 의해서 비정렬 격자계를 이용하여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용기 내의 슬로싱 문
제의 해석으로 바로 확장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a three-dimensional least-square, level-set-based two-phase flow code was developed for the 
simulation of three-dimensional sloshing problems using finite element discretization. The code was validated by 
solving some benchmark problems. The proposed method was found to provide improved results against other existing 
methods, by using a coarser mesh.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experiments conducted during the course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was both robust and accurate for the simulation of three-dimensional sloshing 
problems. Using a substantially coarse grid, historical results of the dynamic pressure at a selected position 
corresponded with existing experimental data. The pressure history with a finer grid was similar to that of a coarse grid; 
however, a fine grid provided higher peak pressures. The present method could be extended to the analysis of a sloshing 
problem in a complex geometrical configuration using unstructured meshes owing to the features of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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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에 의해서 자유표면의 수치해석을 위한 기
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슬로싱 문제의 수치 해석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수치 기법들에 의
하여 해석되어 왔다. Ushijima(5)는 물체 적합 격자

계(body fitted coordinate)와 ALE(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방법을 적용한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
정식의 해석을 통하여 3차원 슬로싱 문제를 해석

하였다. 그는 속도 포텐셜을 이용한 이전의 연구

와 비교하여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의 직
접 해석을 통하여 비선형이 매우 강한 슬로싱 유
동의 해석을 효과적으로 해석하였다. 그의 연구

는 물체 적합 격자계와 결합된 ALE 방법의 수치

적인 특성에 의해 자유 표면에서의 경계 조건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자유표

면 형상을 매우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VOF나 level set 방법을 이용하여 시도된 
수치 기법들(6,7)에서 해석이 가능한 자유 표면의 
Breaking/Merging 현상은 처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Kim 등(8)은 Hirt 등에 의하여 제안된 비압축

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위한 분리 수치해석 
기법(Splitting method)과 유한 차분법을 이용한 
SOLA(Solution algorithm) 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프리즘 형상 탱크 내의 슬로싱 문제를 저 충진율

과 고 충진율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그들은 운동학적 구속조건에 의하여 주어지

는 자유표면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단일한 값
을 가짐을 가정하여 자유 수면의 Breaking/Merging 
현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Chen과 Nokes 등(9)도 일
종의 분리 수치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압력방정식

(Pressure wave equation)과 운동량 방정식을 각각 
유한 차분법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그들의 연구

도 Kim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유 표면의 위치

를 나타내는 height 함수가 한 위치에서 단일한 값
을 가지므로 자유 수면의 Breaking/Merging 현상은 
고려될 수 가 없다. 그들은 Kim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운동학적 구속조건을 통하여 자유 표면의 변
형을 추적하였으며, mapping 방법이 적용된 운동량 
및 압력 방정식의 유한 차분 이산화를 통하여 해
를 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기법과 같이 자유 

표면의 Breaking/Merging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수
치기법들(6,7)이 최근에 제안되고 슬로싱 문제의 해
석에 적용되었다. Lee(6)는 geometric reconstruction 
기법이 적용된 개선된 VOF 방법을 사용한 상용 
코드 Fluent를 활용하여 낮은 충진율에서의 2차원 

및 3차원 슬로싱 문제를 해석하였다. 그는 다양한 
운동 모드에서의 해석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

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pump tower
가 존재하는 LNG운반선 내의 슬로싱 문제도 성
공적으로 해석하였다. Lohner 등(7)은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의 분리 해석을 위하여 유한 
요소법을 적용하고, 자유 표면의 해석을 위해서는 
VOF 방법을 적용한 수치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수치 기법은 2차원 3차원 슬로싱 문제의 
해석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책임저자에 의해서 제안된(10) 최

소자승 가중잔류법을 이용한 level-set 방법을 쌍곡

선형 미분방정식(이송방정식, redistance방정식)을 
해석하여 기존의 수치해석 결과와 성능을 비교한 
후에, 자유표면을 포함하는 비압축성 유동장의 해
석에 적용한다. 비압축성 자유수면 유동장은 4단
계 분리유한요소법(11)을 이용하여 해석한 코드를 
확장하여 해석한다. 슬로싱 문제의 해석에서 탱크

의 주기적인 운동은 고정된 격자계에서 활용 가능

한ALE 방법을 적용하여 해석한다. 본 논문의 2장
에서는 최소자승 가중잔류법을 이용한 level-set 방
법의 수치해석 및 redistance 방정식의 경계조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된 최소자

승 가중잔류법의 검증을 위하여 표준예제를 해석

한 결과를 기존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3차원 탱크 내의 슬로싱 문제를 
해석한 수치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결론을 서
술한다. 

2. 수치해석 방법 

2.1 Level-Set 유한요소해석의  지배 방정식 
 
2.1.1 비압축성 유동장의 지배 방정식 
액체 탱크를 운반하는 선박이나 차량의 운동에 

의해 유도되는 탱크 내의 액체의 자유수면 운동은 
다음의 비압축성 유동장의 해석을 위한 level-set 
지배방정식에 의해 표시된다.  

 

( ) (2 ( ) ) ( )

0

D p D
Dt

r f m f r f= Ñ +Ñ × +

Ñ × =

u g

u     

  (1) 

 
여기서, , , , , ,pf r mu      g 는 속도, level set 함수, 유

체 밀도, 압력, 유체 점성계수, 중력 가속도를 나
타낸다. 식 (1)은 4단계 분리 유한요소법을 이용하

여 이산화 된다. 식 (1)의 유한요소 공식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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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11,12)을 참고한다. 식 (1)을 
풀어서 자유표면을 가지는 유동장의 속도장을 구
한 다음에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level-set 함수에 
대한 이송 방정식을 풀어서 상경계면을 갱신한다. 
한편, 식 (1)의 운동량 방정식의 좌변항의 물질 도
함수(Material derivative)는 슬로싱 문제의 해석을 
위하여 ALE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
시된다. 
 

( )g
D
Dt t

¶
= + - ×Ñ
¶

u u  

 
여기서, gu 는 격자속도를 나타내며, 슬로싱문제

의 경우에는 탱크의 무게 중심의 속도를 나타낸다.  
 
2.1.2 Level-set 함수의 이송방정식 
2.1.1절에서 제시된 비압축성 유동장을 분리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면 발산정리를 만족

하는 속도장이 얻어진다. 구해진 속도장으로부터 
상경계면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이송방정식

을 풀어야 한다. 
 

( ) 0tf f+ ×Ñ =u                (2) 
 
쌍곡선형 형태인 위의 식 (2)는 Crank-Nicolson 

방법을 이용하여 반이산화한 후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공간이산화 한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
은 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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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은 가중 함수를 나타낸다. 식 (3)의 

유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13)을 참고한

다. 위의 식 (3)에서 속도장은 식 (1)의 해를 사
용한다. 따라서, 지배방정식은 선형방정식으로 최
소자승 유한요소 이산화는 비대칭형태의 행렬을 
제공한다. Level-set 방법을 이용한 자유표면해석

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되는 
redistance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2.1.3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redistance 방정식의

해석 
 

t oS+ ×Ñ =f fc     (4) 
 
위의 쌍곡선형 형태의 방정식을 최소 자승법을 

적용하여 유한요소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

을 거쳐서 최종의 식이 유도된다. 위 식에서 c는 
redistance 방정식의 특성속도이며, 최소자승의 정
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함수가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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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중함수를 이용하여 가중잔류법을 적용하

면 다음과 같은 redistance 방정식에 대한 최소자

승 가중잔류식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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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의 유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

헌(10,13)을 참고한다. 이전 유한요소 공식화를 이용

한 선행연구들(12,14)과 비교하여 식 (5)의 가장 중
요한 특징은 유한요소 이산화에 대하여 경계조건 
항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참고문헌(10,13)을 참고한다. 

 
2.2 Redistance 방정식의 dirichlet 경계조건 
2.1.3절에서 유도된 식 (5)는 쌍곡선형 형태의 

방정식으로 식 (5)의 수치해석을 위해서는 경계조

건의 지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서와 같이 상 경계면 근처의 절점들의 level-set 함
수의 값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경계조건을 처리

하였다.(10) 
 

 

Fig. 1 Dirichlet boundary condition of redistanc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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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결과 

3.1 최소자승법을 적용한 쌍곡선형 방정식 해석 
제안된 수치기법의 쌍곡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

석 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잘 알려진 표준예제인 
원형 유체의 확장 문제(Stretching of a circular 
fluid)(15)를 해석하였다. 이 문제의 경우 속도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sin ( )sin( )
100 50

x yu p p
= -           (6) 

 2sin ( )sin( )
100 50

y xp pu =  

 
Fig. 2는 50×50, 100×100, 200×200, 300×300의 격

자계들을 사용했을 때 t = 300s에서 초기의 원형의 
형상을 가지는 유체가 식 (6)에 주어진 유동장

(vortex)에 의해서 확장되었을 때 계면을 보여준다. 
격자가 조밀해 짐에 따라서 해가 수렴해 감을 볼 
수 있다. Fig. 3은 원형 유체의 확장 문제를 해석한 
경우에 꼬리 부분에서의 상경계면의 모양을 다양

한 격자계에 대해서 기존의 해석결과(14,15)와 비교

한다.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기법이 비교적 성긴 격자계에서도 꼬리 
부분이 파단되지 않고 확장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형 유체의 확장 문제의 해

석에 대하여는 characteristic galerkin 방법을 사용한 
Lin 등의 결과(14)나 3차 정확도의 ENO 기법을 사
용한 Yue 등의 결과(16)보다 더 정확한 해를 줌을 
알 수 있다. 다른 표준 예제들의 해석 결과를 포
함한 제안된 수치 기법의 쌍곡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10,13)을 참고

한다. 따라서, 표준 예제의 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수치기법은 쌍곡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기존의 수치 기법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Fig. 3 Closed-up views of stretched tails at t=300s: (a) 100grid100´ (14) (b) 200grid200´ (14) (c) 200grid200´ (15) 

(d) uniform 100gr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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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etching of a circular fluid at t=300s :  

(a) 50 50 grid´  (b) 100 100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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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3차원 댐 붕괴 문제 
다음 단계로 제안된 수치기법의 자유표면을 수

반하는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의 해석 검
증을 위하여 3차원 댐 붕괴 문제를 해석하였다. 
계산 영역은 Fig. 4에 정의되어 있다. 계산영역의 
크기는 x, y, z 각 방향으로 5a × 1.25a × a이며, a = 
0.05715 m이다.(16) Fig. 5는 시간 간격을 4105 -´ s로 
하고, 100 × 25 × 20 균일한 정육면체 격자를 사용

하여 얻어진 시간에 따른 자유표면 형상을 나타내

며, Fig. 5에 나타난 시간은 * /t a g= 로 무차원화

된 시간이다. 모든 경계는 벽으로 처리하였으며, 
벽에서는 접선 방향으로는 미끄럼 조건을 주고 법
선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은 영의 값으로 지정하였

다. Fig. 6은 시간에 따른 자유 표면의 선단 위치의 
변화를 실험결과와 비교한다. 본 연구 결과는 Lin
등(14)과 Cho 등(12)의 수치해석 보다 1/8의 요소 수
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Martin & Moyce의 실험

결과(17)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3차원 탱크 내의 슬로싱 문제 
본 절에서는 마지막으로 3차원 슬로싱 해석 결

과를 제시한다. Fig. 7에 주어진 직육면체 탱크 내
의 슬로싱 문제를 해석한다. 20%가 물로 채워진 
Fig. 7에 주어진 탱크는 다음과 같은 주기 운동

(sway motion)을 한다.  

( )T
tAx m
p2sin=            (7) 

여기서 Am은 좌우 왕복운동의 진폭을 나타내며 
T는 주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진폭은 0.06 
m이고 주기는 1.94s로 주어지는 경우에 대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고 기존의 실험 결과(18)와 비교한다. 
모든 수치해석에 대하여 시간간격은 0.001s를 사
용하였다. Fig. 8은 시간에 따른 자유 수면의 변화

 

Fig. 4 Schematic for a three-dimensional broken dam 
problem 

 

(a) t*=0.33 (b) t*=1.31

(c) t*=2.62 (d) t*=3.93

(d) t*=4.26 (e) t*=4.59

(a) t*=0.33 (b) t*=1.31

(c) t*=2.62 (d) t*=3.93

(d) t*=4.26 (e) t*=4.59

Fig. 5 Free surface evolution of a three-dimensional 
broken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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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rge front position versus non-dimensional time 

 

 
Fig. 7 Schematic for a three-dimensional sloshing 

problem in a rectangula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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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 격자계는 (60×30×10)의 균일 격자계

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은 주기로 무차원된 값이다. 
Fig. 9는 다양한 격자계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동일한 시각에서의 자유표면의 형상을 나타

낸다. 결과들은 서로 정성적으로 일치하나 조밀한 
격자계에서 자유 표면의 분해 성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10은 Fig. 7에서 정의된 한 점 P1에

서의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화를 성긴 격자계

(30×15×6)와 조밀한 격자계들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들을 비교한다. 모든 격자계에서 모두 수치해

석(6) 및 실험결과(17)와 같이 두 개의 극대점이 나
타남을 확인하였고, 격자계가 조밀할수록 최대 압
력의 예측값이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Fig. 11은 (60×30×10)의 격자계를 사

용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점 P1에서의 압력변화를 
실험결과와 비교한다. 예측된 압력의 변화는 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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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ressure histories at P1 for two different grids 

 

 
Fig. 11 Comparison of static pressure history at P1 with 

experiment(17)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리유한요소법과 level-set 방법

을 이용하여 3차원 슬로싱 문제를 해석하였다. 
Level-set 방법에서 나타나는 쌍곡선형 미분방정식

의 해석을 위해서는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다. 수
치해석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Level-set 방법에서 나타나는 쌍곡선형 이송

방정식은Crank-Nicolson 방법으로 반이산화 한 후
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고 redistance 방정식의 경
우에는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해를 구한 결과 기
존의 결과와 견줄만하거나 보다 더 안정적이고 정
확한 해를 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소자승법이 
유선상류도식과 유사한 형태를 가져서, 기존의 수
치기법들에 비하여 수치확산을 줄여주는 상류도식

의 특성을 가짐에 기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최소자승법은 유선상류도식기법과 달리 격자 
및 유동장의 정보에 의존하는 안정화 계수들을 따

(a) t*=0.01 (b) t*=1.03

(c) t*=1.44 (d) t*=2.06

(a) t*=0.01 (b) t*=1.03

(c) t*=1.44 (d) t*=2.06

Fig. 8 Evolution of a free surface for a three-dimensional 
sloshing problem in a rectangular tank 

 

   
(a) (30×15×6) grid      (b) (120×60×20) grid 

   
(c) (180×90×30) grid     (d) (240×120×40) grid 

Fig. 9 Comparison of free surface shape for various grid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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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2) 제안된 알고리즘을 3차원 슬로싱 문제에 적

용한 결과 기존의 실험 및 수치해석의 결과와 비
교하여 만족할 만한 해를 얻었다. 특히, 매우 성긴 
격자계에서도 정성적으로 실험과 일치하는 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적절한 분해도의 격자계를 사
용하여 예측된 압력의 변화는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3)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유한요소법의 
특성에 의하여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물체 내의 
슬로싱 문제의 해석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4) Redistance 방정식의 해법에 적용된 최소자승

법에서 pseudo 시간간격의 크기는 해의 안정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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