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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computational domain size in simulating of periodic obstacle flow has been investigated for 
the flow past tube banks. Reynolds number, defined by freestream velocity (U) and cylinder diameter 
(d), was fixed as 200, and center-to-center distance (P) as 1.5d. In-line square array was considered. 
Drag coefficient, lift coefficient and Strouhal number were calculated depending on domain size. 
Circular cylinders were implemented on a Cartesian grid system by using an immersed boundary 
method. Boundary condition is periodic in both streamwise and lateral directions. Previous studies in 
literature often use a square domain with a side length of P, which contains only one cylinder.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size is improper. Especially, RMS values of flow-induced forces are 
most sensitive to the dom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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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기적인 물체 주위의 유동은 다양한 공학 분

야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원형 관군 내 유

동은 보일러나 응축기, 열교환기 등의 설계와 직

접적인 관련이 되는 중요한 유동 현상이다. 이에 

대한 계산 연구는 실험과 동일한 수의 물체를 직

접 형상화하여 수행하거나(1), 입구에서의 섭동 부

가에 따른 후류에서의 반응 속도를 다시 입구 조

건으로 부가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2). 그리

고 대부분의 경우, 단일 물체에 대해 모든 방향

으로 주기조건을 부가하여 계산을 수행한다(3-5). 

위 첫 번째 방법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며 두 

번째 방법은 섭동부가 및 유동 정보의 저장과 재

부가 등의 작업이 번거로움을 초래한다. 세 번째 

방법은 최소의 격자만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

는 장점으로 인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

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대로 주기적 경계

조건을 이용해 물체 주위 유동을 모사할 때, 계
산영역의 크기가 계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그 예로서 원형 관군 

내 유동을 계산하였다.
관군 내 유동은 실런더 후류에서의 와류 발생

을 통해 원관에 진동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관 

구조의 치명적인 손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열교환기에서 발생된 진동유발 소음은 노무자들

의 작업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6). 특히 

핵발전소와 같은 시설에서의 진동과 소음의 억제

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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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lidation for channel flow under pulsating 
pressure gradient : (a) time history of the 
pressure gradient., (b) comparison for 
instantaneous velocity profiles with exact 
solutions.

다수의 실험 연구들은 난류를 대상으로 수행되

었으나 관군 내 유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서는 층류영역에 대한 유동 특성을 먼저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도 2차원 층류로 

그 영역을 제한하여 계산영역 영향력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원형 관군의 형상은 직교좌교계 상에서 가상경

계법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그 자세한 수치 

방법은 Kim 등(7)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관
군의 배열은 정사각 일행배열(in-line array)을 사

용하였다.

2. 수치해석 기법 및 검증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압축성유동의 연속방정

식과 운동량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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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 (1~2)는 자유류 속도 ∞ , 원관의 지름 로 

무차원화된 식이며, 가상경계법이 적용됨으로써(7) 
운동량 부가 와 그에 따른 질량 보존 만족을 

위한 질량 원천/흡입 가 추가되었다. 는 직교

좌표계의 각 방향성분이며 는 압력을 의미한다. 
무차원 파라메터 Re는 레이놀즈 수 ( ∞)로 

정의되었다.
각 지배 방정식은 직교좌표계에서 유한체적법

(Finite Volume Method)으로 차분되었다. 공간 차

분은 중앙차분법을 사용하였고, 시간 차분은 대

류항에 대하여 3차 정확도의 Runge-Kutta 양해법

(explicit)으로 점성항은 Crank-Nicolson의 음해법

(implicit)으로 적분이 수행되었다.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분리하기 위하여 fractional step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압력항 계산을 위한 Poisson 
방정식은 2차원 Fast Fourier Transform(FFT)을 통

해 계산되었다.

2.2 압력구배 진동 하에서의 채널 유동 검증

수치해석 기법에 대한 검증은 채널 내에서 압

력구배가 진동할 때 발생하는 유동을 계산하여 
엄밀해와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진동하는 압력구배로 주었다.

 



    (3)

그에 따른 엄밀해는 다음과 같이 채널 중앙 근처

의 외부해와 벽면 근처의 내부해로 구분된다.

    (4)

        (5)

여기서 와 는 로 무차원된 속도

들이며 는   로 정의된다. 는 채

널높이의 절반값이다. 위 엄밀해와 비교하기 위

해  ,   양방향으로 주기조건을 유지한 채 채널

의 벽면을 가상경계법으로 구현하여  ,   방향 

유동을 모두 계산하였다. 계산영역은 벽면 처리

된 경계 부근 한 격자씩을 포함해서  ∆ 
×  ∆ 이며 ∆는 최소격자 크기로서 

이다. 격자수는 ×을 사용하였다.
Fig. 1은 축 방향으로 압력구배를 부가한 경

우의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는 8주기 전

후 동안의 시간에 따른 압력구배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 표시된 A, B, C 각 순간에서

의 속도분포를 (b)에 나타내었으며 엄밀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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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oundary conditions and mesh structure

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b) 횡축

의 0 근처에 도시된 회색 직사각형은 가상경계법

을 이용해 구현된 채널벽의 두께를 나타낸 것이

며 한 격자에 해당하는 길이이다. 축 방향으로

의 유동 계산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지면

의 절약을 위해 별도로 도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양 방향으로의 주기조건과 가상경계법의 구현 모

두 검증을 완료하였다.

3. 계산영역과 경계 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계산영역과 경계조건을 Fig. 
2에 도시하였다.  , 방향 각각에 대해 주기 경

계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원관 표면에 대해서는 가

상경계법을 이용해 점착조건(no-slip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관간 최소 거리가 인 전제 하에 계

산영역 내에 최소 한 개의 관을, 최대 64개의 관

을 위치시켜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영역의 가

로변의 길이( )와 세로변( )의 길이는 동일하며 

모두 관간거리(Pitch) 의 배수가 되고 최소 1
부터 8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격자는 각 방향으로 균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의 경우 × , 최대   에 

대해 ×의 격자가 사용되었다. 
레이놀즈수는 200으로 고정하였으며 관간 거리

는 원관 지름의 1.5배로 고정하였다.
유동의 추진력은 방향으로의 압력구배이며 

이를 통해 일행관군 유동을 구현하였다. 동일한 

압력구배에도 불구하고 계산영역 크기에 따라 다

소 상이한 유동속도가 구현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 오차는 최대 2.6%이다.

4. 결  과

 4.1 일행관군 배열에서의 모드 분류

먼저 일행 관군에서 계산영역 변화에 따라 나

타난 세 가지 모드를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

록 양력 선도를 Fig. 3에 도시하였다. ‘모드 1’은  

(×)과  (×)에서 나타나며 주기가 하나뿐인 

정현파 형태를 보인다. ‘모드 2’는 (×)의 방

향 1, 3열의 원관과 (×) 전체 원관에서 나타

나는데 지배적인 주기성이 2개 존재하며 두 주기

성의 강도가 서로 비슷한 경우이다. 마지막 ‘모드 

3’은 (×)의 방향 2, 4열과 (×) 이상의 배

열에서 나타난다. 모드 2와 유사하게 지배적인 

주기성이 2개 존재하지만 짧은 주기의 양력 발생 

인자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큰 모드이다. 
관간에 발생한 와류쌍은 확대 및 축소, 혹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게 되며 이는 양력 발생의 

원인이 된다. 모드 1의 경우 양력의 변화가 와류

쌍의 거동과 일치하고 있다. 모드 2와 모드 3에
도 와류쌍에 의한 주기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보다 큰 주기성 역시 관찰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를 라 후자를 이라 명명하겠다. 모드 2

의 경우 모드 1과 모드 3에 비해 와류쌍 거동에 

의한 진폭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두 와류 거동의 동시성과 관련된다. 즉, 모드 1과 

3에서는 하나의 와류가 최대 크기일 때 반대편 

와류는 최소의 크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서로 

약  /2의 위상차를 갖는 셈이다. 따라서 양력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모드 2에서는 두 

와류의 확대 및 축소 주기의 위상차가 크지 않

다. 즉 거의 동시에 확대되고 동시에 축소되는 

셈이다. 이러한 와류 발생의 동시성이 양력 섭동

을 감소시키게 된다. 
모드 2와 3에서는 큰 맥동주기( )가 존재하

며 이 크기는 작은 주기의 7~8배 정도가 된다. 
유동장 분석을 통해 이 맥동주기가 원관 사이에 

발생하는 유선의 'S' 형태와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배열에서 나타나는 모드 

2와 모드 3의 유선과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각각 '역S' 형태와 ‘S'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상류 

쪽 원관의 측면에서 시작한 유선은 하류 쪽 원관

에 정체점 a를 형성한다. 원관 사이로 흘러들어

간 유선은 'S'자 또는 '역S'자를 그리며 두 개의 

와류 사이로 지나간다. 유입됐던 곳의 반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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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한 유체 입자는 다시 정체점 b에서 후

류 원관에 부딪히게 된다. 정체점 a가 강한 주유

동에 의해 발생되는 반면 정체점 b는 원관 사이

에서 와류 사이를 우회하는 유동에 의해 발생된

다. 따라서 정체점 a에서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되며 Fig. 4 (a)와 (b)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S' 형태와 '역S' 형태의 교대 주

기가 양력 선도에서 나타나는 큰 맥동 주기와 일

치하게 된다. 특히 모드 1은 과 가 일치하

는 경우이다.

 4.2 일행관군 배열에서의 공간적 주기성

주유동 방향으로 위치한 각 원관 주위 유동은 

시간에 대한 위상차만 존재할 뿐, 기본적으로 동

일한 유동이다. 주유동 방향으로의 시간에 대한 

위상차는 (홀수×홀수)배열과 (짝수×짝수)배열에 

따라 다르며 Fig. 5에 대략적으로 도시하였다. 화
살표는 시간의 전진을 의미하며 주기적으로 순환

된다. (짝수×짝수)배열의 경우 주유동 방향으로 

인접한 두 원관 주위 유동은 임의 시간주기 에 

대해 의 위상차가 나타난다. 즉 Fig. 5 (b1)과 

(b2)에 도시한대로 하나 건너 하나의 원관 주위 

유동은 매순간마다 동일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주기경계조건과도 일치하게 되며 본 계산

의 모든 (짝수×짝수)배열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홀수×홀수)배열의 경우에는 주유동 방향의 주기

경계조건이 위에서 언급한 교대 현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Fig. 5 (a1~a3)처럼 ( /홀수)만큼

의 위상차가 주유동 방향으로 인접한 원관 주위 

유동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주유동 방향 주기성은 계산된 모든 경

우에 적용된다. 모드 2인 (×)와 (×)는 (짝
수×짝수)배열로서  /2의 위상차가 와류쌍 거동 

및 맥동 주기 모두에 나타나며, 따라서 와 는 

주유동에 수직한 방향으로 완전히 역상(inverse)된 

형태가 된다. 이러한 유동 형태를 Fig. 6에 나타

내었으며 원관 A와 B의 양력도 함께 도시하였다. 
한편, 모드 1 중 (홀수×홀수)배열인 (×)에서

는 Fig. 5 (c1,c2)와 같이 주유동 방향으로의 모든 

원관에서 동일한 위상이 나타나는 예외적인 현상

을 보였다. 이는 계산영역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유동의 다양화가 억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3의 경우, 앞서 기술한 교대 현상이 맥동

주기( )에 대해서만 나타나며 와진동 주기( )

의 위상은 주유동 방향으로 동일하다. 앞서 기술

한대로 (짝수×짝수)배열의 경우는 맥동주기의 위

상차가 로 나타났으며 (홀수×홀수)배열인 

경우, ( /홀수)로 나타났다. Fig. 7에 ×배열

에서 나타난 모드 3의 유동장과 양력 선도를 보

여주고 있으며 의 위상차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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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verse pattern in transverse direction for the 
in-line ×  array at =200 : (a) 
streamlines, (b) lift coefficients of two 
cylinders in the 1st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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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dulation period shifting pattern in 
transverse direction for the in-line ×
array at =200 : (a) streamlines, (b) lift 
coefficients of two cylinders located in the 
2nd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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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low parameters versus domain size in case 
of in-line array at =200 : (a) mean drag 
coefficients, (b) RMS fluctuation of lift 
coefficients, (c) Strouhal numbers.

다.
주유동의 수직한 방향으로 인접한 원관 주위 

유동의 위상차는 홀수 배열과 짝수 배열에 동일

한 현상을 보였다. ×  배열에 대해, 맥동주기

( )의 위상차는 없으며 와진동 주기는   

만큼씩 위상차를 보였다. 단, (×)의 경우 동일

한 모드를 보였던 두 열끼리  /2의 위상차를 보

였다. 또한 (×)의 경우는 방향으로 다소 복

잡한 주기성을 나타냈다. 

 4.3 일행관군 배열 유동에서의 정량적 변화

Fig. 8은 계산영역의 크기에 따른 원관의 항력, 
양력 및 진동 주파수의 변화를 도시한 그림이다. 
(a)에 나타낸 평균 항력의 경우, 계산영역이 증가

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2.55의 항력계수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양력섭동의 RMS 값은 계산영역 크기에 

따라, 즉 모드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 배열에서는 서로 다른 범위의 

항력 섭동 RMS 값이 관찰되었는데 작은 RMS값
은 방향 2,3,6,7번째 열에 위치한 원관에서 계산

되었으며 보다 큰 RMS값은 방향 1,4,5,8번째 열

에서 계산되었다. Fig. 8 (b)에서 (홀수×홀수) 배
열의 계산 결과만을 관찰하게 되면, 계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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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라 양력 섭동의 RMS 값이 증가하며 각 

원관에서 얻은 값들의 편차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짝수×짝수) 배열에서는 모드 3에서 

′   가 대략 1.5~2.0의 범위를 갖는다. (×)

배열에서는 2개의 모드가 발생하였고 (×)배열

에서 단일 모드(모드 3)에서 진폭이 크게 두 종류

가 관찰되었으며 Fig. 8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지닌 유동 현상은 4 배수의 배

열만의 특성으로 추측된다. 모드 1과 모드 3의 

′     차이는 약 두 배 정도이다.

Fig. 8 (c)에서는   ∞로 정의된 양력 기

준의 를 보여주고 있다. 모드 2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약 1.1의 지배적인 를 나타내고 있으

며 이는 와진동 주기 와 관련된다. 모드 3에서

는 약 0.15의 이차적인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맥동주기 과 관련된다. (×)의 경우는 

두 의 강도가 동일했으며 표기만 구분하였다. 
(×)는 두 번째 가 2.26이었으며 편의상 3번
째 를 대신 도시하였다. 앞 절에서 기술했다시

피 (×)과 (×)에서는 2차적인 주기성을 잡

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양방향 주기조건을 사용하여 장애물 주위 유동

을 해석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원형 관군 주위 층류 유동을 계산하였다. 일행관

군에 대해 =200에서, 관간 거리는 원관 지름

의 1.5배로 고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인접한 원관 주위 유동에서 나타나는 'S'패턴과 

와진동 주기를 기준으로 계산 결과에 한하여 3가
지 모드로 구분하였다. 유동의 주기성이 (홀수×

홀수)배열과 (짝수×짝수)배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특히 (×)배열

은 주유동 방향으로 유동의 위상차가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경우였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계산

영역에 두 개 이상의 원관이 존재할 때 진동 주

기는 두 개 이상 관찰되었다. 계산영역 크기에 

따라 항력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며 양력계수 섭동

의 RMS값은 큰 변화를 보였다. 계산영역의 증가

에 따라 유동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와 (×)배열에서는 다

양한 유동 현상이 관찰되었다. 지배적인 는 모

드 1과 모드 3에서 유사한 범위를 나타냈으며 모

드 2에서는 지배적인 와 이차적인 가 서로 

동일하거나 뒤바뀌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산영역 내에 하나의 원관을 위치하고 시도된 

기존의 몇몇 연구들에서는 양력계수 섭동의 RMS 
값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차적인 

진동주파수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

해 주기조건을 이용한 물체 주위 층류 유동 계산 

시에는 신중하게 물체 개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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