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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공개 코드 OpenFOAM에 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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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OPENFOAM ⎯ AN OPEN SOURCE SOFTWARE

J.K. Park1 and K.H. Kang*2

Recently, several open source codes f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have been introduced and are 
spreading fast. Our group has chosen the OpenFOAM as a platform to develop our own in-house code. In this 
brief review, we would like to share the information on the codes and what we have experienced so far. We 
introduce several features of OpenFOAM, which include the performance compared with commercial packages, 
estimation for current user population, and our own prospect for future improvement in performance and growth in 
user population. In addition, we briefly introduce our experience gained in embedding the level set method into the 
Open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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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오  소스 소 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는 컴퓨

터를 사용하는 한 어디에나 존재한다. 가젯에 심어져 있는 

로그램부터 운 체제인 리 스(linux), 웹서버 아 치(apache), 
웹 라우  모질라 이어폭스(mozilla firefox)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오  소스가 개발되었고 리 사용되고 있다. 
오  소스 소 트웨어라는 명칭은 1998년에 처음 제시되었으

나, 유사한 개념의 로그램들은 이미 1990년  반부터 존

재하 다[1,2]. 이러한 로그램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사

용 허가가 있는데 그  GNU 일반 공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가 표 이다. GNU 일반 공  사용 허

가서는 자유 소 트웨어 재단에서 공표한 자유 소 트웨어 

라이센스로써 소스 코드의 무상 공개와 사용자가 이를 자유

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3].
산유체역학 분야에서는 통상 Fluent[4], CFX[5] 등의 상

용 산유체역학 패키지를 사용하거나 혹은 각 연구소에서 

직  개발한 in-house 코드를 사용해 왔다. 2001년 미국의 에

지 기술 연구소(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에서는 

자체 으로 개발한 MFIX의 소스를 공개하 으며, 2004년 

OpenCFD사에서 OpenFOAM[6]을 오  소스 소 트웨어로 

환하여 소스를 무상 공개하는 등 근래에 들어서 산유체역

학 분야에서도 오  소스 소 트웨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OpenFOAM은 모든 코드를 공개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기

존 코드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이

러한 유연성을 활용하기 하여 본 연구그룹은 최근 산유

체역학 해석을 한 랫폼으로써 OpenFOAM을 선택하 으

며, 여기에 벨셋 기법(level set method)을 부가하여 자유계

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이를 통해서 

기습윤 문제에서 액 이 바닥면과 하는 선에 생성되

는 각에 한 모델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각 모델을 구 할 수 있는 독자 인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다[7].
자들은 본 리뷰를 통하여 최근 국내외 으로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는 OpenFOAM을 본 그룹에서 랫폼으로 선택하

는 과정에서 축 한 경험과 악한 사실을 여러 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다만, 일반 인 수치해석 반에 한 자

들의 지식  이해의 깊이의 한계로 인하여 본 리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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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aView

각 상황에 따른 이산화기법이나 격자 생성 등과 같은 산유

체역학을 이루는 각 요소별로 엄 한 평가를 수행하지는 못

했고, 사용자 는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본 OpenFOAM이 갖

는 반 인 특징을 주로 다소 일반 인 내용들을 소개하

는데 제한을 두고 있음을 먼  밝힌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OpenFOAM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상용 로

그램과의 경쟁력, 지속 인 발  가능성에 한 망, 사용자

층과 같은 OpenFOAM의 외부 고려요소들에 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본 연구그룹에서 벨셋 기법을 

OpenFOAM에 용하면서 축 한 경험을 소개할 것이다. 

2. OpenFOAM 특성

OpenFOAM은 국의 OpenCFD사에서 개발한 산유체역

학 로그램이다. 처음에는 FOAM(field operation and 
manipulation)이란 이름으로 유료로 배포되었으나, 2004년 

OpenFOAM이란 이름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로 변경되어 

무상으로 배포되었다. OpenFOAM은 GNU 일반 공  사용 허

가서의 정책을 따르며, 개발사인 OpenCFD사는 계약을 통해 

각각의 경우에 한 맞춤형 개발과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수

익을 창출하고 있다. 즉, 기존 OpenFOAM을 바탕으로 계약자

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체 로그램을 새

로 개발하기도 하며, 는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n-house 
코드를 OpenFOAM으로 변환해 주는 등의 용역을 통해 수익

을 얻는다.
OpenFOAM은 각종 로그래 에서 가장 리 쓰이고 있

는 로그램 언어 의 하나인 C++을 기반으로 로그래  

되었다. 소 트웨어를 단일 로그램으로 작성하게 될 경우 

보통 로그램 내의 역 변수(global variable)들은 이들을 

근하는 함수들에 의해서 다루어지는데, 각각 다른 기능을 하

는 함수들이 추가되고 로그램의 규모가 커질수록 잠재 으

로 새로운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C++은 객체 

지향 로그래 (object-oriented programming)으로 복잡한 연산 

 데이터를 분할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클래스라는 

독립된 데이터 타입에 객체를 정의하며, 이러한 독립된 객체

들로 하여  문제를 풀게 한다. C++은 이러한 클래스들을 조

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다루게 되며, 이를 통해 규모 로그

램을 개발할 때 단일 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에 비해 버그

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8]. 
OpenFOAM의 핵심 인 장   하나가 지배방정식을 사

용자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그 형식이 편미분방정식

과 유사하여 사용자가 내부 인 문법을 알지 못해도 직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다. 한 로 다음의 편미분방정식

을 OpenFOAM 상에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1)

 solve
 (
     fvm::ddt(rho,U)
   + fvm::div(phi,U)
    - fvm::laplacian(mu,U)
     ==
   - fvc::grad(p)
 );

개의 상용 산유체역학 로그램들은 solver와 더불어 

격자 생성 로그램과 후처리 로그램을 모두 묶어서 패키

지로 제공한다. 하지만 OpenFOAM을 개발한 OpenCFD사의 

경우에는 solver만을 개발하 다. OpenFOAM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는 격자 생성 로그램은 GUI(graphical user interface) 
없는 문자열 기반의 로그램이며 기본 인 형상 이외의 복

잡한 형상에는 응하기 다소 불편하다. 그 신 Fluent 등의 

다른 로그램을 통해서 생성된 격자를 입력받을 수 있다. 후

처리 로그램 한 마찬가지이다. OpenFOAM 용의 후처리 

로그램을 개발하는 신 OpenFOAM의 계산 결과를 

ParaView[9], EnSight[10] 등의 로그램을 통해서 후처리가 가

능하도록 일 형식의 변환을 지원해주며, 그 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는 ParaView는 그 자체가 한 오  소스 소 트

웨어이기도 하다(Fig. 1). OpenFOAM[6]과 ParaVeiw[9]는 참고

문헌에 명시한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ParaView는 OpenFOAM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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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OpenFOAM은 solver의 개발에만 집 하

으며, 그 결과 재 OpenFOAM은 다양한 표  solver들을 

제공하고 있다. 비압축성 유동(incompressible flows)을 비롯하

여 압축성 유동(compressible flows), 다상 유동(multiphase 
flows), 난류 유동(direct numerical simulation and large eddy 
simulation), 연소(combustion), 열 달(heat transfer), 자기

(electromagnetics), 고체 역학(solid dynamics), 재정(finance) 등

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

자는 원하는 물리 상을 표 하기 하여 여러 solver들을 

조합해서 사용하거나 는 기존의 solver를 수정하여 각 상황

에 맞는 새로운 solver를 개발할 수 있다. 이와 련된 로 

난류 모델링[11-14], 자동차 유체역학[15-19], 선박 유체역학

[20,21], 엔진  연소[22,23], 터보기계[24-27], 다상 유동

[28-33], 유체-구조 연성 해석[34,35], 열 달[36,37] 등 폭 넓은 

분야에서 OpenFOAM을 활용한 연구가 근래에 빠르게 확 되

고 있다. 
OpenFOAM은 유닉스(unix)와 리 스 환경에서만 실행이 가

능하다. 마이크로 소 트사의 도우와 호환이 안 된다는 

은 사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단 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닉스와 리 스가 도우 계열보다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한 병렬 연산(parallel computing)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용량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38].
OpenFOAM은 유한체 법(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하여 

지배방정식을 이산화하며, 항상 삼차원 공간 역을 사용한

다. 삼차원을 이루는 세 축 에서 한 축 방향의 격자를 한 

개만 두고, 양면에 특수한 경계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이차원 

계산 한 모사할 수 있다[6].

3. OpenFOAM 외부 고려요소

3.1 상용 산유체역학 로그램과의 경쟁력

OpenFOAM이 등장한 2004년부터 차 사용자층을 늘려가

고 있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산유체역학 분야에서는 이미 

Fluent, CFX 등의 다양한 상용 산유체역학 로그램들이 

리 쓰이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OpenFOAM이 상용 로그램

들에 비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OpenFOAM이 가지는 가장 큰 장 은 solver에 한 자유도

라 할 수 있다. 2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OpenFOAM은 다양

한 물리 상에 한 solver들을 이미 내장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사용자가 자유롭게 solver를 수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solver를 생성할 수 있다. 근래 일부 상용 로그램들도 사용

자가 지배방정식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의 자유도

를 확장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자유도의 정도에 있어

서 아직 OpenFOAM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OpenFOAM의 단 은 상용 로그램 비 낮은 편의

성이다. 상용 산유체역학 로그램들은 격자 생성부터 계

산, 후처리에 이르기까지 버튼 몇 개를 르는 조작만으로 구

되도록 련 GUI를 높은 수 까지 개발하 으며, 이를 통

해 산유체역학에 한 깊은 이해가 없는 사용자라도 제한

인 경우에 해서는 수치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반해 OpenFOAM은 GUI 없이 모든 작업이 문자열 기반

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용 로그램에 비해서 다소 불편하

다. 한 solver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OpenFOAM의 내부 문법

을 이해해야 하며 수정한 코드에 해 직  디버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사용자들에게 큰 진입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39].
한편 상용 산유체역학 로그램들과 OpenFOAM 간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서는 정확도  연산 속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확도  연산 속도의 비교는 그리 단순하

지 않다. 산유체역학 로그램의 정확도와 연산 속도는 사

용된 이산화 방식에 크게 좌우되며, 상황에 따른 한 이산

화 방식 한 다르기 때문이다. 난류와 자유계면 해석을 비롯

한 몇몇 분야에서 상용 로그램인 Fluent와 OpenFOAM의 정

확도와 연산속도를 비교하 으며, 각 경우마다 결과는 다소 

다르지만 체로 OpenFOAM은 Fluent와 유사한 수 의 정확

도와 연산 속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38,40-42]. 하지

만, 아직은 상용 로그램과 OpenFOAM과의 비교 연구가 충

분치 않아서 일반 인 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한편, 
OpenFOAM은 지배 방정식의 각 항목마다 다양한 이산화 방

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OpenFOAM을 

사용할 경우, 이산화 방식만 히 선택한다면 높은 정확도

와 빠른 연산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  소스

의 특성 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토되기 때문에 잠재 인 

오류들 한 교정될 가능성이 크다. OpenFOAM의 정확도와 

련된  다른 로 최근 Audi에서 자동차의 공력 항을 

측하기 하여 OpenFOAM을 기반으로 용 로그램을 개발

하 으며, 로그램 검증을 하여 여러 자동차 모델에 해 

용하여 수치해석한 결과와 풍동에서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

는데 실험과 수치해석이 상당히 잘 일치하 다[15,16].
상술한 바와 같이 OpenFOAM과 상용 산유체역학 로

그램들은 각기 두드러진 특징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로 경

쟁하는 것이 아닌 각기 다른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상용 로그램들은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을 상

으로 한다면 OpenFOAM은 자신만의 독자 인 solver를 구축

하려는 개발자들을 상으로 한다. 자신만의 solver를 개발하

기 해서 매번 산유체역학 로그램 체를 스스로 개발

해야 한다면 개발자의 부담이 무 커지게 된다. OpenFOAM
은 다양한 분야의 표  solver들을 제공하며 모든 코드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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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기존 코드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덜고 자신의 고유한 분야에서의 코드 개발에만 역량

을 집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OpenFOAM의 특수성들이 

OpenFOAM이 거 한 상용 로그램들 사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이루고 있다.

3.2 지속 인 발  가능성

산유체역학 분야는 계산의 정확도와 연산 속도를 향상시

키고 새로운 물리 상을 표 하기 해 이산화 방식의 개선 

는 새로운 기법의 개발 등 각 요소별로 끊임없이 발 하고 

있다. OpenFOAM 한 련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지속 으

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 인 유지, 발 의 주

체는 우선 개발사인 OpenCFD사를 들 수 있다. OpenCFD사에

서는 2004년 OpenFOAM의 출시 이후에 2009년 1.6 버 에 이

르기까지 매년 지속 인 업그 이드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OpenCFD사는 OpenFOAM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거 한 상용 산유체역학 회사들에 비해서는 상 으로 수

익이 을 것이고, 개발인력 한 소수일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OpenCFD사는 상술한 바와 같이 solver의 개발에만 회

사의 역량을 집 함으로써 그러한 단 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 OpenFOAM은 사용자들이 개발에 기여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다. 오  소스의 특성상 OpenFOAM의 사용자는 개 단

순한 사용자가 아닌 각각의 분야에서의 문가로써 독자 인 

solver를 개발하려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이들 개개인이 축

한 개발 과정의 노하우  그 결과물들은 매우 다양한 분야

를 아우를 것이며, 이런 부분의 OpenFOAM 개발에 한 직

인 는 간 인 기여도는 OpenFOAM만의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한편 OpenFOAM을 숙달하기 해서는 상 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향후에 새로운 오  소스 소 트

웨어에 의해 OpenFOAM이 체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선 

OpenFOAM은 이미 정확도나 연산 속도, 다양한 분야의 표  

solver 구축 등 이미 상당히 높은 수 을 달성한 상태이다. 
Gel 등[43]이 재 쓰이고 있는 오  소스 산유체역학 로

그램들인 OpenFOAM, Trilinos, SAMRAI, OVERTURE, PETSc, 
AMROC, ROCCOM을 다양한 물리 상의 표 , 수치  기법, 

로그램 유지  보수성, 로그램의 공개 정도라는 기 으

로 각각 비교, 평가하 으며, 그 결과 OpenFOAM이 가장 뛰

어나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오  소스의 특성상 문제 이나 

새로운 요구가 있다면 OpenFOAM을 바탕으로 일부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운 로그램을 만들어서 체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측면은 운 체제에 있어서 오  소스 

소 트웨어인 리 스가 도 에 사라지지 않고 수십년에 걸쳐 

개선되어 온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3.3 사용자층

OpenFOAM은 2004년 공개된 이후 지속 으로 사용자층을 

확 하여 왔다. OpenFOAM을 개발한 OpenCFD사가 국회사

인 만큼 주로 유럽 지역을 심으로 련 활동이 개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OpenFOAM 워크샵이 개최되고 있는데 

이때 사용자 교육 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매

년 국제 학술 회(open source cfd international conference)가 

개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상의 포럼을 통한 토론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39]. OpenFOAM을 사용한 SCI 
논문들 한 차 증가하고 있다. ScienceDirect[44]을 통해 

OpenFOAM이란 검색어로 총 6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그 

 2006년 7편, 2007년 2편, 2008년 14편, 2009년 25편, 2010
년 4월말 재까지 17편으로 근래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의 OpenFOAM 련 사용자층은 아직 미미

하다. 본 연구 그룹외에 서울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신형 

교수 그룹을 포함한 소수의 연구그룹이 OpenFOAM을 도입하

기 한 작업을 진행 이거나 혹은 기 단계에 머물러 있

고, 재까지 OpenFOAM을 사용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가 출

된 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벨셋 기법의 용

4.1 벨셋 기법

OpenFOAM의 표  solver인 interFoam을 기반으로 유체의 

유동을 해석하 으며, 벨셋 기법을 추가하여 자유계면을 추

하 다. 벨셋 기법은 무차원 벨셋 함수(φ)의 등고선을 

추 하여 유체의 계면을 모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그룹에서

는 Olsson 등[45]이 제안한 보존(conservative) 벨셋 기법을 

사용하여 질량 손실에 한 문제를 최소화하며 벨셋 함수

를 이송하고(식 (2)) 기화하 다(식 (3)).

φ
t+∇∙(φ u)=0 (2)

φ τ+∇∙(φ(1-φ)n-γ∇φ)=0 (3)

의 식에서 γ은 기화 련 변수이며, 계면 두께의 반에 

해당한다. OpenFOAM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 한다.

 solve
 (
     fvm::ddt(l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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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roplet deformation under DC electric field

Fig. 4 Flow velocity around the droplet

(a) (b)

Fig. 3 (a) Electric field and (b) Electrical force around the droplet

     ==
    -(fvc::div(lsf*U)) 
 );
 lsf 
 +=
 tau*( fvc::div( -lsf*(1-lsf)*n)
      + gamma*fvc::laplacian(lsf) 
    );

4.2 직류 기장 하의 액 의 변형 해석

Fig.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류 기장 하에서의 액 의 

변형에 해 해석하 으며, 이는 박 권 등[46]이 발표한 내

용  일부이다. 두 유체가 하고 있고 상이한 기 도도

(σ)와 유 율(ε)을 갖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기장을 인가하

면 액  주변의 기장이 왜곡되고 두 유체 사이의 계면에 

기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력은 액 을 변형시키게 되는

데 물성의 비율에 따라서 기장과 수평한 방향으로 늘어나

기도 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계산 역은 이

차원 축 칭이며 80⨯160의 등간격 격자로 이산화되었다. 액

의 기 반지름은 1 mm이며 계산 역은 4 mm⨯8 mm이

다. 우선 leaky dielectric model[47]을 통해 액  주변의 기장

을 해석하 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σ∇ψ)= 0 (4)

 식에서 ψ는 이다. OpenFOAM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solve
 (
     fvm::laplacian(sigma, psi) 
 );

식 (4)를 해석하여 액  주변의 기장(E)을 구할 수 있었

으며 그 결과는 Fig. 3(a)에 도시된 바와 같다. 왼쪽편의 선은 

등 선이며 화살표는 기장을 나타낸다. 의 기장 분포

를 바탕으로 다음 식을 통해 기력(fE)을 구하 다.

f E=∇∙(εE)E-
1
2
|E|

2∇ε (5)

OpenFOAM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 한다.

 fE
 =
     fvc::laplacian(epsilon, psi)*fvc::grad(psi)
   - scalar(0.5)*magSqr( -fvc::grad(psi) )*fvc::grad(epsilon);

 식을 통해 구한 기력의 분포는 Fig. 3(b)에 도시하 으

며, 명도는 기력의 세기를 화살표는 기력의 세기와 방향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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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ynamic contact angle model

(a)

(b)

Fig. 6 Time evolution of base radius of droplet using (a) constant 
contact angle model and (b) dynamic contact angle model

이와 같이 구한 기력을 사용하여 interFoam에 내재된 

PISO(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 알고리즘으로 

유체 유동을 해석할 때 유체에 가해지는 체 력(body force)으

로 인가하 다. 이러한 기력은 Fig. 4에 도시된 것과 같은 

유체의 유동을 생성시키며 이로 인하여 액 은 가로 방향으

로 늘어난 편구(oblate spheroid)가 된다.
와 같이 OpenFOAM 상에서 지배방정식을 수정하거나 

생성하는 일은 직 이며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교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체 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로그램의 일부만을 수정하는 경우라 하더라

도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그리고 수정된 코드가 어디에 

삽입되어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하고 한 수정된 로그램을 

직  디버깅해야 한다. 따라서 3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OpenFOAM이 가지는 자유도를 활용하기 해서는 결국 

OpenFOAM의 내부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상용 로그램을 익히는 것에 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39].

4.3 동  각 모델을 사용한 기습윤 상의 동

 거동에 한 해석

Cahill 등[48]은 기습윤 시의 액 의 동  거동을 해석하

으며, 이때 상용 산유체역학 로그램인 COMSOL을 사

용하여 고정된 각 모델로 해석하 다. 그 결과 고정된 

각 모델의 한계로 액 은 다소 과장된 진동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그룹에서는 OpenFOAM을 기반으로 수치해석 로그

램을 개발하 으며 각 모델을 다양하게 설정함으로써 

기습윤 상의 해석에 한 상용 로그램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를 보다 개선할 수 있었다. Fig.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동

 각 모델을 용하 으며, 각 모델에 따른 액 의 

거동을 Fig. 6에서 비교하 다. r*는 액 이 바닥과 하는 반

지름(rb)을 기 반지름(rb,i)과 평형 상태의 반지름(rb,f)를 사용

하여 무차원화한 값이다(식 (6)). 련된 자세한 내용은 참고

문헌 [7]에 기술되어 있다.

r *=
r b-r b, i
r b, f-r b, i

(6)

5. 결  론

근래 산유체역학 분야에서는 여러 오  소스 소 트웨어

가 등장하여 그 사용자층을 넓 가고 있다. 본 연구그룹은 그 

 OpenFOAM을 산유체역학 해석을 한 랫폼으로 선택

하 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 인 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OpenFOAM은 다양한 표  solver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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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r의 수정  새로운 solver의 개발이 매우 자유롭다. 이러

한 유연성과 더불어 코드를 모두 공개함으로 인한 넓은 사용

자층을 통한 잠재 인 오류의 교정  각 사용자들의 

OpenFOAM의 개선에 한 기여는 많은 상용 산유체역학 

로그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OpenFOAM만의 경쟁력

이 되었다. 한 OpenFOAM을 기반으로 한 독자 인 solver 
개발에 한 한 시로 본 연구그룹에서 수행한 벨셋 기법

을 이용한 자유계면 해석을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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