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유동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뭉툭한 물체(bluff
를 지나게 되면 유동의 불안정성 때문에bodies) ,

후류 에 보텍스 셰딩 이 발생(wake) (vortex shedding)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동장이 흔들리게 되며. ,
항력 과 양력 이 요동을 친다 따라서 뭉(drag) (lift) . ,
툭한 물체를 지나는 유동은 유체역학 분야에서

학문적 및 공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오랫동안 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나란히 배열된 한 쌍의 원형 실린더

를 지나는 유동을 주로 다루게 된다 이 유동은.
각 실린더 뒤에 발생하는 두 후류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특성 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유동은 많은 공학적. ,
인 적용 예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열 교환기. ,
내의 관다발 원자핵 반응기 내의 연료와 제어봉, ,
교각 기름과 가스의 수송관 냉각탑 배열 현수, , ,
교 및 고층 건물 등이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은 등Zhou (1)을 참고 바란다 나란히 배열된 두.
개의 원형실린더를 지나는 유동은 두 개의 무차

원 유동변수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즉 하나는. ,

수Reynolds Re=u∞d/ν이며 다른 하나는 무차원

화된 실린더 간격 g*=g/d이다 여기서. , u∞는

자유유동 속도, d는 실린더 직경, g는 두 실린

더 사이의 간격 그리고, ν는 동점성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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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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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배열된 두 원형실린더를 지나는 유동에

대하여 많은 실험적 연구(2-3, 5-7)가 이루어졌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Zdravkovich(4)와 등Sumner (5)

을 참고 바란다 그 중에서. Williamson(6)은 유동가

시화를 이용하여 Re=50-150 과, 200 0.5<g*≤5

의 범위에 있는 유동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들의 관찰에 따르면 실린더 간격이 대략. ,
실린더 직경보다 클 때 각 실린더에서 일어나는

두 보텍스 셰딩 사이에 동조화( :同調化

가 동일위상 과synchronization) ( : inphase)同一位相

반대위상 중 어느 하나로 발( : antiphase)反對位相

생하였다 이와 반대로 실린더 간격이 실린더 직. ,
경보다 작을 때에는 두 후류가 서로 다르게 되어

유동의 상태가 비대칭이 된다.
이와 반대로 수치해석의 경우 매우 적은 수,

의 연구만(8-10)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 ,
들이 개발한 수치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Williamson(6)의 실험과 비교하기 위하여

매우 좁은 유동조건 범위에서만 연구결과를 제공

하였다 따라서 수치연구는 실험연구에 의해 쉽. ,
게 제공받을 수 없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란히 배열된 한 쌍의 원형실린더,
를 지나는 유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서는 보다 체계적인 수치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Williamson(6)의 실험 결과에

주목하여 나란히 배열된 한 쌍의 원형실린더를

지나며 낮은 수를 가지는 유동의 특성Reynolds
을 수치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더 이해하는 데에 있다 수치해석.
은 복잡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수반하는 물체 위

를 지나거나 안을 흐르는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

여 개발된 가상경계방법(immersed-boundary
method)(11)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가상경계방법은 엇갈림 격자(staggered

와 유한체적방법 을mesh) (finite-volume approach)
기본으로 하며 분할 단계법, (fractional-step method)
과 안정된 이차 보간법(stable second-order

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interpolation scheme) .

서는 40≤Re≤160과 g *<5의 범위에 있는 유동

에 대한 수치해석이 이루어진다.

수치방법2.

나란히 배열된 한 쌍의 원형실린더를 지나는

이차원 비정상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이

가상경계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적절한 지.
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u i
∂t
+
∂ ( u iu j)
∂x j

=-
∂p
∂x i

+
1
Re

∂ 2u i
∂x j∂x j

+ f i (1)

∂u i
∂x i

-q= 0 (2)

그리고, x2+(y±yc)
2=1로 표현되는 두 가상경계

위에 점착조건 이 부과된다 여기(no-slip condition) .

서, xi는 좌표Cartesian , u i는 각 좌표에 해당하

는 속도 성분, p는 압력, (0,±yc)는 두 실린더

의 중심 그리고, yc=(g
*+1)/2이다 모든 변수들.

은 실린더 직경 d와 자유유동 속도 u∞에 의해

무차원화가 이루어졌다 표기쌍. (u,v)는

(u1,u2)와 그리고 (x,y)는 (x1,x2)와 각각 구

분 없이 본 논문에서 사용된다 이산시간.

운동량 힘(discrete-time) (momentum forcing) fi는

가상경계에서 점착조건이 만족되도록 적용되고,

반면에 질량 생성소멸량/ (mass source/sink) q는
가상경계를 포함하는 단위 격자 에서 질량보(cell)

존 이 만족되도록 적용된다 따라서(continuity) . , fi

와 q는 각각 가상경계 위나 물체 내부에 있는

단위 격자의 표면과 중심에서만 각각 정의된다.
지배방정식 과 에 대한 시간상 적분은 이(1) (2)
차 반내재적 분할단계법(second-order semi-implicit

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그fractional-step method) .
리고 대류항에는 삼차 법 이 확, Runge-Kutta (RK3)
산항에는 이차 법이 각각 적용된Crank-Nicolson
다 반면에 지배방정식에 대한 공간상 차분화 이. , (
산화 는 엇갈림 격자계를 채택한 유한체적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 Cartesian (x,y) 좌표계
가 가상경계방법의 적용을 위한 기본 좌표로 채

택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상경계 위에서 점착조. ,
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이차 선형(second-order)

또는 겹선형 보간법이 적용된다(linear) (bilinear) .
가상경계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등Kim (11)에 상세

히 서술되어 있다.

계산영역은 -50<x<30과 -50<y<50이며,

대한기계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755



두 원형실린더는 각각 (0,±yc)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입구와 외곽 경계는 경계조건. Dirichlet

u=1과 v=0이 부과되며 출구경계는 대류조건,
(convective outflow condition)

∂u i / ∂t+ c ∂u i / ∂x = 0 ( c는 주 유동방향의 평

균 출구 속도 이 적용된다 반면에 실린더 표면) . ,
에는 점착조건이 부과된다.
효율적인 수치계산을 위하여 두 실린더 근처,

에 즉 실린더 사이와 후류영역에는 보다 조밀한,
격자들을 적용하고 반면에 실린더로부터 멀리 떨

어진 곳에는 보다 성근 격자들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실린더 내에는 36×36의 균일 격자를

바깥영역에는 쌍곡탄젠트 격(tangential-hyperbolic)
자분포를 각각 채택하였다 실린더 간격이 변함.
에 따라 두 실린더 사이에 균일 또는 비균일 격

자분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두 실린더 근처의

해상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 y 방향으
로의 총 격자수는 실린더 간격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다 한 예로. , g*=1.5인 경우에 대한 공간

해상도는 M×N=351×273이다 그리고 본 연구. ,

에서 수행된 모든 계산에서는 Δt=0.02의 시간

증분을 사용하였다.

결 과3.

낮은 수에서 관찰된 후류양식3.1 Reynolds
수치모사 결과 나란히 배열된 두 원형실린더,
를 지나며 낮은 수를 가지는 유동은 실Reynolds
린더 간격뿐만 아니라 수에 따라 여러Reynolds
종류의 후류양식을 수반한다 먼저 초기조건을. ,
임의로 교란된 균일상태 즉(randomly disturbed) ,

|u-1|≤0.05 & |v|≤0.05로 선택한 후 유동이 서

로 다른 유동조건( Re와 g * 에서 어떻게 전개되)
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같은 수치모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과 는 유동조건의 변. , Figs. 1 2
화에 따른 양력과 항력계수의 시간 변이와 이에

해당하는 순간 등와도선과 유선을 각각 보여준

다 결과에 의하면 모든 유동은 초기조건의 영향. ,
이 완전히 사라진 후 결국에는 완전 발달된(fully
developed)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어 그 상태가,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완.

Fig. 1 Time evolutions of the lift (two
lower lines in each figure) and drag
(two upper lines) coefficients
according to the wake pattern: (a)
antiphase-synchronized ( Re=100 and
g*=3); (b) inphase-synchronized
( Re=100 and g*=1.5); (c)
flip-flopping ( Re=100 and g*=0.7);
(d) single bluff-body ( Re=100 and
g*=0.2); (e) deflected ( Re=70 and
g*=0.5); (f) steady ( Re=40 and
g*=1) patterns. All the flows start
from the randomly-disturbed uniform
state, |u-1|≤0.05 and |v|≤0.05.
── , lower cylinder; ┈┈ , upper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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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발달된 상태가 충분히 지속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어도 무차원 시간으로 이상 동안 수500
치모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특별. ,
한 언급이 없으면 완전 발달된 상태에서만 분석

하였음을 밝힌다 제시된 계수의 시간변이와 순.
간 유동장을 살펴보면 수와 실린더 간, Reynolds
격이 다를 때 유동도 역시 매우 다른 후류양식,
을 수반할 수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와 는 같은 수인Figs. 1(a-d) 2(a-d) Reynolds

Re=100을 가지나 실린더 간격이 서로 다른 경

우 즉, g*=3 와 에서 관찰된 네 가지, 1.5, 0.7 0.2
종류의 후류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차례로.
반 대 위 상 동 조 ( :反 對 位 相 同 調

동일위상동조antiphase-synchronized), (同一位相同
임의교번: inphase-synchronized), ( :調 任意交番

및 단일물체flip-flopping) ( : single單一物體

후류양식이다 이러한 관찰결과는 후bluff-body) .
류양식이 실린더 간격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사실

을 잘 보여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잘 일,

치한다.(1,3-6,8-10) g*=3인 경우 각 원형실린더 뒤,
에 존재하는 두 후류는 서로 동조화가 이루어지

며 결과적으로 유동은 완전히 주기적 인, (periodic)
특징을 가지게 된다 시간변이 결과를 살펴보면. ,
두 실린더의 항력계수는 서로 거의 같아지는데

반하여 양력계수는 서로 반대위상 위상차 을(180° )
가진다 양력계수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를 반.
대위상동조 후류양식이라 부른다 순간 유동장.
결과를 살펴보면 유동은 먼 하류까지 줄곧 중심,

선( y=0 에 대하여 완전 대칭이 된다 반면에) . ,

g*=1.5인 경우에는 초기의 균일상태에서 실린더

에 의한 유동의 급감속 때(impulsive acceleration)
문에 일시적으로 반대위상동조 양식의 특성을 수

반하나 곧 두 후류는 반대위상동조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동조화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두 실린더에서의 보텍스 셰딩은 거,
의 같은 위상으로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두 실,
린더의 항력계수는 위상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

도 양력계수는 같은 위상 동일위상 을 가진다 이( ) .
러한 특징 때문에 이를 동일위상동조 후류양식이

라 부른다 이 경우 순간 유동장을 살펴보면 같. ,
은 부호를 가지는 보텍스의 쌍들이 병합을 하여

하나의 보텍스 흐름선 을 형성한다(vortex street) .
이어 하류의 어느정도 위치에서 그 병합과정이,

중단되며 그 이후에는 유동장이 불규칙적으로 변

한다.
실린더 간격이 좀더 작아지면 예를 들어, Figs.

와 에서 알 수 있듯이1(c) 2(c) g*=0.7이 되면 유,
동은 더 이상 주기적인 특징을 가지지 않으며 심

한 비정상 유동으로 바뀐다 기존의 실험연구. (1,3-6)

에 따르면 두 실린더 표면 사이의 유동 이하 틈, (
새유동이라 불림 은 더 높은 항력을 가지는 실린)

Fig. 2 Instantaneous vorticity contours
(left) and streamlines (right) according
to the wake pattern: (a)
antiphase-synchronized pattern ( Re=100
and g*=3); (b) inphase-synchronized
pattern ( Re=100 and g*=1.5); (c)
flip-flopping pattern ( Re=100 and
g*=0.7); (d) single bluff-body pattern
( Re=100 and g*=0.2); (e) deflected
pattern ( Re=70 and g*=0.5); (f) steady
pattern ( Re=40 and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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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방향으로 편향된다 틈새유동 의 방. (gap flow)
향과 두 항력계수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관계

는 본 수치해석 결과에 의해서도 명확히 증명된

다 시간변이 결과를 살펴보면 두 실린더는 불규. ,
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좀더 높은 항력을 경험

하게 되는데 이는 두 후류가 두 비대칭 상태 사,
이 틈새유동의 방향이 위 또는 아래로 향하는 상(
태로만 존재함을 의미함 에서 교대로 그리고 임)
의로 서로 변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를 임의교번 후류양식,
이라 부른다 이어 두 실린더가 매우 가까운 경. ,

우 예를 들어, g*=0.2일 때 유동은 다시 주기적

인 특징을 가진다 이 경우 틈새유동은 후류양식.
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약하며 결,
과적으로 두 나란한 원형실린더를 지나는 유동은

마치 특성길이가 늘어난 물체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용하여 단 하나의 보텍스 흐름선만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단일물체 후류양식. ,
이라 부른다.
실린더 간격뿐만 아니라 수를 추가로Reynolds

변화시키면 다른 후류양식을 역시 관찰할 수 있

다 이에는 편향 후류양식과 정상. ( : deflected)偏向

후류양식이 있다 먼저( : steady) . ,定常 Re=70과

g*=0.5인 경우에 와 를 참고 한 실(Figs. 1(e) 2(e) ),
린더의 항력계수는 다른 실린더의 계수보다 항상

높다 따라서 틈새유동은 높은 항력계수를 가지. ,
는 실린더 쪽으로 예를 들어 에서 아래, Fig. 2(e)
실린더 쪽으로 향하게 되며 이러한 틈새유동의,
방향은 이후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본 후류양식은 앞서 관찰한 임의교번 양식과 뚜

렷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틈새유동의. ,
편향된 유동 특징 때문에 이를 편향 후류양식이

라 부른다 이 경우 보다 높은 항력을 가지는 실. ,
린더의 틈새 쪽에서 발생하는 보텍스는 반대부호

를 가지는 보텍스 들에 의해 완전히 억제되었으

며 반면에 하류에서는 매우 큰 스케(suppressed),

일의 보텍스들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 Re=40

과 g*=1의 경우에 와 를 참고 유동(Figs. 1(f) 2(f) ),
은 보텍스 셰딩 발생 없이 정상상태가 되며 중심

선에 대해 대칭이 된다 따라서 이를 정상 후류. ,
양식이라 부른다.

수와 간격에 따른 후류양식3.2 Reynolds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란히 배열된 두,
원형실린더를 지나며 낮은 레이놀즈 수를 가지는

이차원 유동에서 수반되는 후류양식은 Reynolds
수와 실린더 간격에 강하게 의존하였다 이러한.
발견들을 좀더 체계화 하기 위하여 각 유동조건,
에서 어떠한 후류양식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의Fig. 3 Re-g* 평면에 부호

로 표시하였다 평면에 표시된 부호 중 이중으로.
표시된 부분은 같은 유동조건에서 각각에 해당하

는 두 후류양식이 발생할 수 있는 쌍갈림 현상

을 가리킨다 후류양식의(bifurcation phenomenon) .
결정은 항력과 양력의 시간변이와 등와도선 및

유선과 같은 순간 유동장을 기초로 하여 완전 발

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Fig. 3 ,

는 수치해석을 수행한 유동조건 Re≤160과

g *< 5의 범위에서 총 여섯 가지 종류의 후류양

식을 관찰하였다 여섯 가지의 후류양식으로는.
반대위상동조 동일위상동(antiphase-synchronized),
조 임의교번 단(inphase-synchronized), (flip-flopping),
일물체 편향 그리고(single bluff-body), (deflected)
정상 후류양식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각(steady) . ,

후류양식이 존재할 수 있는 유동조건은 Re-g*

평면 위에서 유한한 크기 의 범위를(finite extent)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후류양식의 영역을. ,

Fig. 3 Wake patterns observed behind two
side-by-side circular cylinders with varying Re

and g * : S ( ---), antiphase-synchronized
pattern; A ( -⋅-), inphase-synchronized pattern;
F (┈┈), flip-flopping pattern; O ( -⋅⋅-),
single bluff-body pattern; D (──), deflected
pattern; X, steady pattern. Note that the
superscripts '*' ( S*) denote marginal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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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역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의 선Fig. 7
도에 근사적인 경계선을 함께 그려 넣었다.

은Fig. 3 Re-g* 평면에서 이웃하는 두 개의

후류양식 영역이 서로 겹치는 세 개의 지역이 존

재하는 것을 역시 보여주며 이는 쌍갈림 현상들,
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편향과 임의교번 후류양.

식으로 구성된 쌍갈림 현상은 대략 50< Re<90

과 0.4<g*<1의 유한한 범위에서 일어나고 반,
면에 임의교번과 동일위상동조 양식으로 구성된

쌍갈림 현상은 두 후류양식 영역 사이의 매우 긴

영역에서 로 표시 일어난다 이와는 별도로 반(I ) . ,
대위상동조와 동일위상동조 양식으로 구성된 쌍

갈림 현상은 실린더 간격이 큰 곳에서 으로 표(III
시 일어난다) .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나란히 배열된 한 쌍의 원형실

린더를 지나며 낮은 수Reynolds ( 40≤Re≤160)

를 가지는 이차원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가상

경계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그 유동범위에서 반대위상동조 동일위상동조 임, ,

의교번 단일물체 편향 및 정상 후류양식 등 총, ,

여섯 가지 종류의 후류양식이 관찰되었다 유동.

의 특성은 수와 실린더 간격에 현저하Reynolds

게 의존하며 의존의 강도는 후자가 전자보다 매,

우 강하다 후류양식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순간 유동장 유동,

량의 시간 변이 유동 통계량 등이 제시되었다, .

편향 후류양식의 경우 틈새유동은 보다 높은 항,

력계수를 가지는 실린더 쪽으로 흐르게 되며 흐

름 방향은 줄곧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특

이하다 게다가 어느 유동조건에서는 가능한 두. ,

후류양식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날 수 있는 쌍갈림

현상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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