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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a parallel Taylor-Galerkin/level set based two-phase flow code was developed using finite 
element discretization and domain decomposition method based on MPI (Message Passing Interface). The proposed 
method can be utilized for the analysis of a large scale free surface problem in a complex geometry due to the feature of 
FEM and domain decomposition method. Four-step fractional step method was used for the solution of the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s and Taylor-Galerkin method was adopted for the discretization of hyperbolic 
type redistancing and advection equations. A Parallel ILU(0) type preconditioner was chosen to accelerate the 
convergence of a conjugate gradient type iterative solvers. From the present parallel numerical experiments, it has been 
shown that the proposed method is applicable to the simulation of large scale free surface flows. 

 
 

1. 서 론 

자유표면을 수반하는 유동은 여러 공학 문제에

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level-set 방
법과 병렬화된 분리 유한요소 방법을 이용하여 자
유표면을 수반하는 몇 가지 문제들의 수치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자유표면의 거동을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volume of fluid (VOF)(1)나 
front-tracking 방법(2)및 body fitted method 방법(3)등이 
있다. level-set 방법은 1990 년 대에 제안된(4)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상유동의 수치해석을 
위한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level-set 방법은 

VOF 방법과 함께 대표적인 자유표면포착(interface 
capturing) 방법으로 배경격자계에서 정의된 level-
set 함수의 분포로부터 자유표면이 포착된다. 임의

의 지점에서의 Level-set 함수의 값은 상경계면까지

의 최단거리로 정의되며, 매 시간마다 갱신되는 상
경계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level-set 함수의 이송

방정식을 해석해야 한다. 또한, level-set 함수의 이
송방정식을 푼 후에 임의의 지점에서의 level-set 
함수의 값이 상경계면까지의 최단거리라는 조건이 
만족하도록 추가의 redistance 방정식을 해석하여야 
한다. 선행연구(4) 결과에 따르면 다상유동의 해석

에서 질량 보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redistance 방
정식의 정확한 해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level-set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쌍곡선형 미분 방
정식은 Taylor-Galerkin 방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한

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표면을 수반하는 대용량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4 단계 분리 유한요소 방
법에 기반한 코드(5)를 병렬화한 유한요소 코드(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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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병렬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석하

기 위해 전체 격자를 구성한 후 계산 영역을 여러 
개의 국소영역으로 나누는 영역분할법을 사용한다. 
각 프로세서는 할당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국소

행렬을 구성하며 구성된 각 국소행렬을 풀기 위해 
영역의 경계에서 자료의 교환이 필요하다. 프로세

서 간의 자료 교환은 MPI(message passing 
interface)(7)를 사용하며 예조건화된 공액구배법

(preconditioned conjugate gradient, 이하 PCG) 알고리

즘을 병렬화하여 전체 영역에서의 해를 구한다. 
2 장에서는 수치기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

며, 3 장에서는 병렬 수치 해석 결과를 기존의결과

와 비교하며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결
론을 도출한다.  
 

2. 수치해석방법 

2.1 Level-set 유한요소해석의 지배 방정식  

2.1.1 비압축성 유동장의 지배 방정식  
 
자유표면을 가지는 비압축성 유동장의 해석을 

위한 level-set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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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4 단계 분리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여 

이산화 된다. 식 (1)의 유한요소 공식화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문헌 [5]를 참고한다. 식 (1)을 풀어서 
자유표면을 가지는 유동장의 속도장을 구한 다음

에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level-set 함수에 대한 이
송 방정식을 풀어서 상경계면을 갱신한다. 

 

2.1.2 Level-set 함수의 이송방정식 
 
2.1.1 절에서 제시된 비압축성 유동장을 분리유

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면 발산정리를 만
족하는 속도장이 얻어진다. 구해진 속도장으로부터 
상경계면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이송방정식

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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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송 방정식을 푼 후에는 다음의 

redistance 방정식을 해석한다.  
 

oit SC =∇⋅+ φφ  (3) 
 
식 (2)와 (3)의 해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Choi 등(9)에 의해서 제안된 Taylor-Galerkin 방법을 
적용한다. 위의 식 (3)을 Taylor-Galerkin 방법을 이
용하여 반이산화하면 다음의 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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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역 분할법 및 병렬 예조건화 

 
효과적인 병렬화를 위해 프로세서간의 계산량

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자료 교환을 최적화하도록 
영역을 분할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의 형
상에 대하여 영역 분할이 가능하도록 METIS(8) 라
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영역을 분할한다. 예조건화된 
공액구배법(preconditioned conjugate gradient, 이하 
PCG) 알고리즘을 병렬화하여 전체 영역에서의 해
를 구한다. 병렬예조건화 기법은 국소영역이 중복

되지 않는 ILU(0) 방법을 적용한다. 병렬화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문헌 [6]을 참고한다. 병렬처

리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속도향상(speedup)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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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1 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했을 때 계산 시간 
Tn: n 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했을 때 계산 시간 
 
병렬화로 인한 부하가 없는 이상적인 경우에 

속도향상은 프로세서 수와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

는 영역간의 자료 교환, 동기화를 위한 대기 시간

과 병렬화로 인한 추가 계산 등으로 인해 그 값이 
감소한다. 
 

3. 수치해석결과 

3.1 3D broken dam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3D broken dam 문

제의 계략도 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PC-Cluster 
system 은 Intel E8400 3.0Ghz Dual-core CPU 를 사용

하며 OS 로는 Fedora Core 8 을 사용하고 있으며, 
compiler 는 Intel Fortran v10.0 을 사용하였다. 또한 
병렬 연산을 위해서는 MPICH2 를 사용하였다. 그
림 2 는 병렬 연산에 노드 수에 따른 연산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3 은 3D broken dam 문제에서 
각각 0.16sec 와 0.3sec 일 때 내부의 자유 표면의 
형태와 압력장을 나타내었다.  

 



   
 

gairwater

x

z

y

a

5a

1.25a
a

a

gairwater

x

z

y

a

5a

1.25a
a

a

 
 

Fig. 1 Schematic of a 3D broken dam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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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alability curve of a 3D broken dam. 

 

 

 
(a) 0.16s 

 

 
(b) 0.3s 

Fig. 3 Free surface shapes and pressure contours at t = 
0.16 sec and t = 0.3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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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over a column of a 3D broken dam 
over a column. 

 

 
(a) 0.2s 

 
(b) 1s 

Fig. 5 Free surface shapes and pressure contours at t = 
0.2 sec and t = 1 sec 

 
3.2 3D broken dam over a column 

 
그림 4 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3D broken dam 

over a column 의 계략도 이다. 그림 5 은 3D broken 
dam over a column 문제에서 각각 0.2sec 와 1sec 일 
때 내부의 자유 표면의 형태와 압력장을 나타내었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aylor-Galerkin 유한요소방법을 
이용하여 해석된 level-set 방법을 병렬화된 4 단계 
분리 유한요소 코드와 결합하여 자유표면을 수반

하는 비압축성 유동장을 해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제안된 방법은 문제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
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PC 클러스터 상에서 
scalable 한 결과를 줌을 확인하였다. 

(2) Taylor-Galerkin 유한요소방법을 적용한 level-
set 방법은 자유표면 유동을 성공적으로 해석함을 
확인하였다. 

(3) 본 연구의 결과는 좀 더 복잡한 형상을 가
지는 대규모 자유표면 유동의 해석에 적용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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