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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velops a 2-D moving least squares(MLS) difference method for Stefan problem by extending the 1-D version of the 

conventional method. Unlike to 1-D interfacial modeling, the complex topology change in 2-D domain due to arbitrarily moving 

boundary is successfully modelled. The MLS derivative approximation that drives the kinetics of moving boundary is derived while 

the strong merit of MLS Difference Method that utilizes only nodal computation is effectively conserved. The governing equations 

are differentiated by an implicit scheme for achieving numerical stability and the moving boundary is updated by an explicit scheme 

for maximizing numerical efficiency. Numerical experiments prove that the MLS Difference Method shows very good accuracy and 

efficiency in solving complex 2-D Stefa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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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tefan 문제는 표 인 이동경계문제로서 해석 역 내부

에서 계면경계의 치 는 형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한, 계면경계에서 해(solution)의 미분이 불연속해지는 특

이성(singularity)을 나타낸다. 기존 수치해석기법들은 부

분 해석과정에서 요소망(mesh)이나 그리드(grid)와 같이 이

산화를 한 규칙 인 기본단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의

로 이동하는 계면경계의 형상과 미분 특이성을 함께 묘사하

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계면경계의 치도 해의 일부이

기 때문에 반복계산이 필요한 비선형 시스템이 필요하고 수

치해석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경계문제의 해

석에 있어서 유한차분법을 근간으로 하는 Tu 등(1992)이 

개발한 Immersed Boundary Method(IBM), LeVeque 

등(1994)이 개발한 Immersed Interface Method(IIM), 

만 사용하는 무요소법(Belytschko et al., 1994) 그리

고 유한요소법을 근간으로 하는 eXtended Finite Element 

Method(XFEM; Moes et al., 1999)와 같이 요소망이나 

그리드의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수치해석기법들

이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해석기법에서도 이동하는 계면경계

의 치는 단순하게 한 번의 방정식을 풀어서 결정할 수 없

기 때문에 일반 으로 Level Set Method(Osher et al., 

1988)와 같이 계면경계의 운동에 한 추가 인 kinetics 

방정식을 도입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문제의 정

식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수치 인 알고리즘 

개발하고 해석하는 과정도 난해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를 

들어, Chessa 등(2002)은 XFEM에 Level Set Method를 

도입하여 요소망의 재구성없이 고형화(solidification) 문제

를 해석했으나, 기존의 방법과 차별되는 해석의 정확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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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 못했다. , Chen 등(1997)은 implicit(음해) 유한

차분법과 Level Set Method를 이용하여 dendritic 고형화 

문제를 해석했으나, 이동하는 계면경계로 인해 차분식 구성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는 단 이 있고, Juric 등(1996) 역시 

dendritic 고형화 문제를 해석하기 해 유한차분법 기반의 

Front-Tracking Method를 제안했으나, 이 방법도 그리드

를 근간으로 계면경계의 기하학  정보를 차분식 구성에 반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 한

편, 1차원 Stefan 문제에 해서는 Voller 등(2004)이 다

양한 수치기법을 이용한 해석결과를 비교했으나, 다차원 문

제로의 확장이 쉽지 않은 단 이 있다. Javierre 등(2006)

도 고체-유체, 고체-고체간 상변화 문제에 해 기존에 알려

진 Moving Grid Method나 Level Set Method를 조합한 

수치기법을 제안하고 해석결과를 상사해(similarity solution)

와 비교했으나 획기 인 정확도를 얻지는 못했다. 

이동최소제곱 유한차분법은 그리드없이 만을 이용하여 

이동최소제곱법에 기반한 Taylor 다항식 근사를 통해 얻은 

미분근사식으로 지배방정식을 차분하여 계방정식을 푸는 

새로운 수치기법이다. 이동최소제곱 차분법은 Yoon 등 

(2007a; 2007b)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로 다양한 응력집

문제와 이종재료의 열 달 문제에 용된 바 있다(Yoon 

et al., 2007c; 2007d). 해(solution)와 해의 미분까지 불

연속 특성을 나타내는 포텐셜문제에도 효과 으로 용되었

다(Yoon et al., 2011). 특히, Yoon 등(2009)은 1차원 

Stefan 문제에 한 이동최소제곱 차분법을 제시했는데, 1

차원 문제에서는 이동경계의 치만 정의하고 다루면 형상에 

해서는 따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식화 과정이 매

우 간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원 문제에 국한되었던 기존

의 연구를 확장하여 2차원 공간에서 임의의 형상으로 이동하

는 계면경계를 효과 으로 모형화할 수 있는 2차원 이동최소

제곱 차분법을 개발한다. 계면경계의 기하학  상변화와 

수학  특이성을 모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치기법을 제안하

고 제안된 수치기법이 2차원 융해(melting)문제를 정확하고 

효율 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동경계의 

kinetics를 표 할 수 있는 physics 계식을 이동최소제곱 

차분법의 근사식에 그 로 매입(immersed)하여 Level Set 

Method 같은 계면경계를 진 시키기 한 추가 인 미분방

정식의 도입없이도 이동경계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음

을 보이고자 한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치기법과 

연 된 다양한 수학 인 배경은 Kim 등(2007a; 2007b)이 

계면경계문제 해석을 해 제안한 무요소 별법(Meshfree 

Point Collocation Method)을 참조할 수 있다. 

2. 이동경계문제의 지배방정식

표 인 이동경계문제로서 융해(melting)문제의 평형방

정식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in  (평형방정식) (1)

    on  (필수경계조건) (2)

∇⋅   on  (자연경계조건) (3)

여기서, 는 도, 는 비열(specific heat), 는 열원(heat 

source), 는 열유속(heat flux), 는 열 도율,  자연경

계 상의 수직벡터를 가리킨다. 첨자 ‘-’는 미리 규정된 값을 

의미한다. 이동경계를 지날 때 온도와 열유속의 불연속

(jump)에 한 계면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on  (계면경계조건) (4)

  on  (계면경계조건) (5)

여기서, 는 상태변화를 해 필요한 잠열(latent heat), 

는 계면경계가 계면경계의 수직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

값이다. 에서 식 (4)는 계면경계에서 온도값이 불연속없이 

연속임을 의미하고, 식 (5)는 의 불연속과 이동경계의 

kinetics 계를 묘사한다. 

3. 이동최소제곱 차분법을 사용한 2차원 융해문제의 정식화

3.1 다차원 공간상의 이동경계의 특이성 모형화를 한 

근사함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다 지수표기법(multi-index nota-

tion)을 사용한다. 를 들어,  ⋯∈는 -차원 

실벡터를 의미하고, 의 -차 지수와 -차 편미분은 각각 

 
 ⋯ 

, 
 

 ⋯ 
로 정의되며, 이 때,  

⋯이다.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를 기

으로한 Taylor 개식에서 차 이상의 고차항을 제외하

면 다음과 같은 Taylor 다항식을 얻는다. 


  

≤

 







 (6)


 

여기서, 




이다. 는 함수값을 계산하는 향 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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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이동최소제곱법과 조합되면 가 함수(weight func-

tion)의 반경을 가리킨다. -차원 문제에 한 다항식 기

함수 
 와 의 에서의 미분값들을 포함하는 벡터 

는 다음과 같다.


   





 



⋯





 

 (7)

  
⋯




(8)

여기서,   ⋯,   ⋯, 


이다. 

 벡터에  신 를 입하면 각 성분들은 의 훌

륭한 미분근사값을 제공한다. 미지의 미분계수 
⋯


를 계산하기 해 근사에 포함된( 향 역 내에 포

함된) 개의 에 해 이동최소제곱 잔차식을 다음과 같

이 구성한다.

 





    (9)

 식의 
  는 임의의 형상을 갖는 에 한 에

서의 가 함수값이고, 는 에서의 온도에 한 해

(nodal solution)이다. 이제, 

 의 조건을 이용해 잔차

식 를 최소화하고 를 로 치환하여 얻은 에 한 최

종 인 미분근사값(
⋯

)은 다음과 같다.

  





 



(10)

⋅
 ⋯

 ⋅









⋮


를 들어, 
와 

는 각각 Taylor 개에 

근거한 와 의 ( ⋯)차 도함수에 한 

매우 훌륭한 근사값을 제공한다. 한, 일반화된 형상함수를 

이용하여 식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 ⋱ ⋮


 ⋯



⋅










⋮


(11)

여기서. 
는 에 한  I의 형상함수 의 차 

미분근사를 의미한다. 는, 아래와 같이 쓸 수도 있다.


≈






  






  (12)

특이성이 없는 정규해는 식 (11) 는 (12)의 근사함수식

을 그 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제 계면경계 주변에서 특

이해를 근사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특이해를 근사하기 해 

식 (6)의 Taylor 다항식에 기함수를 추가한 식 (13)을 고

려한다. 


  

  

 





 





 (13)

여기서, 은 을 의미한다. 는 본래 계면경계의 

수직방향 미분 불연속을 모델링하기 한 의 계면경계 상의 

투 (projection point) 에서 구성된 선형 기함수

(linear wedge function)인데, 수학 으로는 계면경계 상

의 로부터  방향으로 까지의 거리함수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함수를 사용한다(Yoon et al., 

2007d).

  ⋅ (14)

여기서, 의 에 한 미분은 매우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계면경계가 이동하는 경우, 

는 시간 에 의존하게 되지만, 윗 식에서는 편의상 간단히 

표 했다. 

Fig. 1과 같이 얼음이 녹는 융해과정을 모사한다고 가정

하자. 계면경계를 지나는 해의 수직미분의 불연속 크기는 식 

(3)과 식 (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5)

이 때, 얼음의 온도는 일정하므로  0이고, 는 물의 

열 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13)은 식 (16)과 같이 계

면경계의 kinetics를 표 하는 속도항을 포함하여 계면경계

의 특이성과 이동 상을 동시에 모델링할 수 있는 새로운 근

사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 


  

 
  (16)

이와 같은 근사식을 사용하는 경우 Level Se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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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Ω

Γ
(Water) (Ice) Interface moving

direction

Γn

Fig. 1 2-D ice melting problem

(Osher et al., 1988)와 같은 계면경계의 kinetics 는 

기하학  상변화를 모델링하기 한 추가 인 수치기법이 

필요치 않아 계산효율성을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식 (16)에서 미지벡터 를 구하기 해 특이성이 없

는 정규근사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17)

⋅
 ⋯

  

⋅









 
 
⋮


 

는, 일반화된 형상함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



⋅









 
 
⋮


 

(18)

의 두 식들을 보면 는 근사하려는 함수에서 특이

성을 갖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Taylor 다항식으로 근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면경계는 직선 세그먼트들의 연결로 이산화된다. 투

은 세그먼트 상의 임의의 치에 떨어질 수 있다. 투  

에서 수직방향 이동속도는 라메타 좌표값 와 투 이 

치한 세그먼트의 양쪽 꼭지 의 속도값들을 이용한 선형보간

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on ∈ (19)

여기서, 는 선형보간함수이고, 는 일반 으로 의 

투 을 가리킨다. 식 (18)과 식 (19)를 식 (16)에 입하

면 다음과 같은 최종 인 미분근사식을 얻는다. 


 






 

 




 (20)


 







의 확장된 미분근사식은 새로운 미지값 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값들을 계산하기 해  이외에도 계면경

계를 이산화한 세그먼트들의 꼭지 에서 계면경계조건에 

한 방정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식 (5)의 계면경계조건

은 미분근사식에 이미 반 되었으므로 식 (4)를 이용해야 한

다. 실제로 식 (4)는 계면경계에서 상변화(phase trans-

formation)가 일어날 때 온도가 연속이어야 한다는 조건인

데, 이것은 얼음 융해문제의 경우 계면경계를 따라 온도가 0

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의 

미분근사 과정에서 
는 Taylor 다항식의  계산시 

얻어지므로 추가의 미분연산 과정이 필요없고, 결과 으로 

미분을 계산하는 과정이 거의 없게 되어 계산효율성이 뛰어

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2차원 공간에서 지배방정식의 이산화

2차원 Stefan 문제와 같은 이동경계문제의 지배방정식은 

시간항을 갖고 있으므로 시간 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안정성(stability)의 문제가 없는 implicit법(음해법)을 

이용하여 시간 분한다. 아래의 식은 식 (1)의 미분방정식에 

해 일반 인 Crack-Nicolson법을 용한 차분식이다. 


   (21)

 ∇⋅∇∇⋅∇

여기서, 첨자는 시간단계를 나타내고, ∇는 이산화된 그

라디언트 연산자이다. Implicit법에서 시간 분은 시간간격 

의 크기에 상 없이 안정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를 

의 도와 원하는 해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해 , , 를 

모두 단 값으로 가정하고,  1을 용하여 implicit 법의 

일종인 Backward Euler법으로 차분된 다음 식을 얻는다.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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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이산화된 Laplace 연산자이고, 는 identity 

연산자를 가리킨다. 

이제, 미분근사식을 이용하여 식 (23)~(24)에서 보듯이 

이산화된 형태로 바꿀 수 있다. 내부  의 향 역이 

계면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정규 역(regular region)에 속

하면 평형방정식에 한 차분식은 다음과 같다.







 


 

 (23)











반면, 내부  의 향 역이 계면경계를 포함하는 특

이 역(singular region)에 속하는 경우, 평형방정식에 

한 차분식은 아래 식과 같다.







 




 (24)



 






×














































 

 

 






×

 




여기서, 는 의 계면경계로의 투  좌표이다. 윗 식에

서 미지값은 해 
과 계면경계의 이동속도  뿐이

다. 왜냐하면 
나 은  단계에서 계산된 기지의 값이고, 


는 에 해 에서 계산된 기함수값으로써, 

본 연구에서 시간 에서 계면경계의 치를 다음과 같이 

explicit하게 update하기 때문이다. 


  

⋅
 

 (25)

여기서, 
는 +1 단계에서 계면경계를 구성하는 세

그먼트 꼭지  의 치벡터이다. 식 (14)를 보면 


를 계산하기 한 의 투  나 수직벡터 

를 계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 마찬가지이다. 식 (25)에서 만약 
 신 

을 사용하

면, 
은 재 단계에서 구해야 할 해의 일부이므로 



가 1단계에서 정의될 수 없게 되고, 결과 으로 

체 계방정식이 비선형 시스템이 되어 본 연구와 다른 새로

운 수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체 계방정식을 완성하기 해 식 (2) 는 식 (3)과 같

은 필수경계조건과 자연경계조건에 한 차분식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들의 구성방법은 기존의 이동최소제곱 차분법과 

동일하다(Yoon et al., 2007d). 특히, 계면경계조건식  

식 (5)는 이미 미분근사식에 반 되어 있으므로 식 (4)를 이

용하여 미지의 속도값을 얻기 한 차분식을 구성한다. 필수

경계조건의 처리가 약형식(weak form)을 기반으로 하거나 

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무요소법에 비해 획기 으로 

간소화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3 이동경계의 수치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계면경계를 직선 세그먼트들의 집합으로 모

델링한다. 미분근사식을 구하는 의 계면경계 로의 투

은 세그먼트 의 임의의 치에 떨어질 수 있고, 기

함수를 정의하기 해 그 치에서 수직벡터를 결정해야 한

다(Yoon et al., 2011). 이동경계문제에서는 시간이 경과하

면서 계면경계가 이동하기 때문에 계면경계를 정의하는 세그

먼트 꼭지 들도 따라서 이동해야 하고, 결과 으로 수직벡

터도 함께 변하게 된다. 한, 계면경계의 형상이 임의로 변

화하는 경우, 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세그먼트 꼭지

들의 간격과 치가 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서로 엉키

거나 흐트러지게 되면 정확한 수직벡터를 찾는 것이 어렵고 

미분근사의 정확도를 심각하게 하시킬 수 있다. 

해석결과로부터 얻은 세그먼트 꼭지 에 한 속도값과 수

직벡터를 이용하여 매 단계마다 계면경계를 진 시키기 때문

에 정확한 수직벡터를 정의하는 것이 계면경계의 형상을 결

정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 꼭

지 에서 수직벡터를 정의할 때, 그 꼭지  양쪽의 인 한 

세그먼트들의 앙 을 연결하는 단 벡터를 90˚ 회 하여 

수직벡터로 사용했다. 이와 같은 모델링 기법은 세그먼트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직벡터를 훌륭하게 정의해 

주는데, 실제로 제 4장의 수치 제에서 보듯이 복잡한 기하

학  형상을 갖는 이동경계문제에서도 잘 작동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미분근사시 세그먼트 상의 임의의 치

에 떨어지는 투 에서 수직벡터를 정의할 때에는 해당 세

그먼트를 90˚ 회 한 단 벡터를 사용하여 손쉽게 모델링할 

수 있다. 

경험 인 에서 볼 때, 수직벡터가 정확하지 못한 경

우, 시간간격 와 계면경계의 곡률과 연 되어 계면경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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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2-D illustration for 1-D ice melting problem

Fig. 3 Interface position with respect to time variation 

(melting of semi infinite slab) 

Fig. 4 Trajectories of interface shape with respect to 

constant time interval(taken at every 0.074 sec.)

Fig. 5 Surface plot of temperature with the interface 

position at 1.2 sec. for 400-node model

형상이 수치 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곡률을 갖게 되거나 세

그먼트 꼭지 들이 서로 겹치는 상(overlap)이 발생되어 

수치해석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를 들어, 계면경계가 오

목(concave)한 형상을 가지면서 진 하는 경우, 의 크기

를 무 크게 잡아 세그먼트 꼭지 이 곡률반경 크기 이상으

로 이동하게 되면 꼭지 들이 서로 겹쳐 수치 인 안정성이 

깨질 수 있으므로  결정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

약, 계면경계가 국부 으로 곡률변화가 심해 세그먼트 꼭지

들의 간격유지가 힘들 경우, 매 해석단계마다 일정한 간격

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도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동결(freezing) 는 dendritic 결정구조의 생성

(solidification)과 같이 곡률반경이 계속 감소하는 physics

를 갖는 문제라면 세그먼트를 하게 생성, 병합, 소멸시킬 

수 있는 수치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수치 제

4.1 반무한 공간 융해문제

본 에서는 이론해가 알려져 있는 1차원 반무한 공간 이동

경계문제(Ice melting problem)를 통해 개발된 해석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본래 1차원인 문제를 2차원 문제로 고려

하기 해 Fig. 2와 같이 얼음 막 의 윗면과 아래면에 단열

(insulation)에 한 Neumann 경계조건을 부여했다. 해석

시 스테  상수(   )를 0.2로 가정하여 상당

히 빠른 속도로 얼음이 녹아 갈 수 있도록 설정했고, 물 쪽의 

온도에 한 Dirichlet 경계값을   1로 부여했다. 이 

때, 와 는 각각 동결온도와 기 온도를 나타낸다. 이 문

제에 한 이론해는 상사법(similarity method)으로 계산될 수 

있는데, Caldwell과 Kwan(2004) 는 Yoon과 Kim(2007d)

을 참고할 수 있다. 400(=40×10)개 모델에 해, 

0.0037를 용하여 400단계의 해석을 수행했다. 

Fig. 3에는 2차원화한 반무한 공간 융해문제를 수치해석

하여 얻은 시간에 따른 계면경계의 치를 이론해와 함께 도

시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면경계의 이동속도가 증가

되는 추세가 감소하여 제곱근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론해와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 Fig. 4는 400개 모델 

에 0.05  간격으로 추출된 계면경계의 치를 표시했다. 

계면경계가 Neumann 경계에 해 수직을 이루는 동시에 

직선모양을 잘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것과 계면경계의 이동속

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326 단

계의 계산이 진행된 후( 1.2  경과 후)에서 계산된 온도

분포인데, 계면경계에서 온도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결국, 규칙 으로 분포된 만으로

도 계면경계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물리 상을 정

확하게 모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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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radius changes of the ice 

cylinder with respect to time variation

Fig. 7 Surface plot of temperature at 1.65 sec. for 

528-node model

Fig. 8 Surface plot of temperature gradient(x-directional 

component) at 1.65 sec. for 528-node model 

Fig. 9 Trajectories of interface shape with respect to 

constant time interval for 528-node model

(taken at every 0.184 sec.) 

4.2 실린더 융해문제

본 에서는 Fig. 1과 같은 2차원 실린더 형상의 얼음 융

해문제를 해석한다. 이 문제는 알려진 이론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1차원 문제에 해 검증된 Yoon 등(2009)이 계산한 

결과와 비교를 통해 검증했다. 수치계산시  0.2, 실린더 

외부의 Dirichlet 경계조건은 0를 용했으며, 528개와 

2208개의 을 사용한 두 가지 모델을 사용했고, 계면경

계의 이산화를 해 각각 50개의 세그먼트와 100개의 세그

먼트를 사용했다. 는 528 모델의 경우 0.0368 , 

2208 모델의 경우 0.0337 를 용했다. 

Fig. 6에는 검증을 해 시간에 따른 얼음 실린더의 직경

변화를 41개, 81개 모델을 사용한 1차원 해석결과와 함

께 비교했으며, 2차원 계산의 경우, 계면경계 세그먼트 꼭지

 반경의 평균값을 직경값으로 사용했다. 1차원, 2차원 그

리고 의 개수에 계없이 서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8에는 528 모델에서 50단계의 계산이 진행

된 후( 1.65  경과후)의 해석 역의 온도분포와 그라디

언트의 x-방향 성분을 보여 다. 계면경계를 지나면서 온도

의 기형상과 그라디언트 성분의 불연속(jump) 상이 진동

(oscillation)이나 smearing없이 날카롭게 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0.184  간격으로 추출한 계면경

계의 형상인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융해속도가 둔화되는 것

과 실린더 형상의 얼음이 원형을 잘 유지하면서 안정 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계면경계 세그먼트 꼭

지 에서 계산되는 이동속도가 정확하다면, 꼭지 들의 이동

속도에 차이가 생겨 계면경계의 상변화 추 시 오차가 

되고 수직벡터가 정확히 정의되지 못해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우나, 본 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3 복잡한 계면경계 형상을 갖는 이동경계문제

본 에서는 보다 복잡한 형상의 계면경계를 갖는 융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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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rajectories of interface shape with respect to 

constant time interval(taken at every 0.05 sec.) for 

1600-node model

제를 해석했다. Fig. 10과 같이 정사각형 역에 1600 

(40×40)개 을 배치하고, 계면경계는 80개의 세그먼트로 

나  후, 가지(branch)가 5개인 별(star) 모양의 기형상

을 갖는 얼음 이 녹아가는 과정을 모사했다. 해석을 한 

각종 라메터 값들은 4.2 과 동일하게 용했다. 이와 같

은 문제는 일반 인 볼록한(convex) 형상의 계면경계가 아

니기 때문에 계면경계의 국부 인 형상 즉, 주로 곡률반경의 

부호와 크기에 따라 수직방향의 융해속도에 큰 차이가 발생

하고, 매 해석단계에서 수직벡터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못하

면 계면경계의 상변화가 일정한 패턴(pattern)을 벗어나 

불규칙해지고,  세그먼트 꼭지 의 치가 서로 엉키게 되

어 수치해석이 불가능해지기 쉽다.

Fig. 10은 0.05  간격으로 추출된 계면경계의 형상을 

보여 다. 이 문제는 별 모양 기형상으로 인해 곡률값에 

따라 계면경계의 이동속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돌출된 부

분은 빠르게 녹아 들어가는 반면, 오목한 부분은 상 으로 

천천히 녹는 물리  특성을 갖고 있다. 해석결과를 보면 시

간이 경과할수록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의 차이가 면

서 차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해가며 안정 으로 녹아들

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이론해는 알려져 있지 

않아 정량 인 수치검증은 어렵지만, 실제 상(physics)을 

고려할 때 상이 가능한 융해과정이고, 본 의 수치해석 

결과는 그러한 상과 잘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치기법이 이와 같이 복잡한 형상의 계면경계를 갖는 이동

경계문제에도 효과 으로 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1차원 Stefan 문제의 해석을 해 

개발되었던 이동최소제곱 차분법을 2차원 문제로 확장하여 

이동경계가 복잡한 기하학  형상을 갖는 Stefan 문제까지 

해석할 수 있는 이동최소제곱 차분법을 개발했다. 2차원 공

간상에서도 계면경계의 미분불연속 특이성과 kinetics 계

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동최소제곱 미분근사식를 

제시했다. 유한요소법뿐만 아니라 유한차분법도 이동경계의 

kinetics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해 Level Set Method 같

은 추가 인 수치기법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근

사함수가 미분불연속 특이성과 kinetics 조건식을 동시에 만족

시키기 때문에 효과 으로 이동경계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한, 1차원 문제와 달리 2차원 문제의 경우 계면경계의 

상변화 추 을 해 세그먼트화(化)된 계면경계의 수직미

분 정의와 update 기법이 요한데,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계

면경계 모델링방법이 2차원 융해문제에서 성공 으로 작동하

는 것을 확인했다. 이동경계문제의 평형방정식은 수치 으로 

안정 인 음해법(implicit scheme)을 사용하여 차분했고, 

이동경계는 양해법(explicit scheme)으로 update 함으로써 

체 계방정식의 해석 효율성이 극 화될 수 있도록 했다. 

즉, 비선형 시스템의 구성되는 것을 효과 으로 피하는 동시

에 우수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

했다. 

수치 제를 해석한 결과, 이론해가 알려진 문제에 해 정

확히 계산될 뿐만 아니라, 기의 계면경계 형상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에도 해석의 정확도를 잘 유지하면서 이동경계의 

기하학  상변화를 효과 으로 추 할 수 있음을 보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치기법은 유체-고체 는 유체-유체 

상호작용 문제와 같은 보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확장되어 

용이 가능하다고 단되며 추후에 이에 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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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은 기존의 1차원 Stefan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이동최소제곱 차분법을 확장하여 복잡한 계면경계 형상을 갖는 2

차원 문제에 용할 수 있는 수치기법을 개발한다. 1차원 경우와 달리 2차원 역에서 임의로 움직이는 이동경계의 상변

화를 효과 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했으며, 이동경계 모사시 만 사용하는 이동최소제곱 차분법의 강 을 그

로 살리면서 이동경계의 불연속 특이성과 kinetics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이동최소제곱 미분근사식을 제시했다. 평

형방정식은 implicit(음해)법으로 차분하여 수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이동경계는 explicit(양해)법으로 update하여 계산효율

성의 극 화했다. 몇 가지 수치 제를 통해 개발된 이동최소제곱 차분법이 다양한 계면경계 형상을 갖는 2차원 Stefan 문제

를 정확하고 효율 으로 풀 수 있음을 검증했다. 

핵심용어 : 이동최소제곱 차분법, 이동경계, 상변화, 음해법, 양해법, 2차원 Stefan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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