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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wo-dimensional circular cylinder freely falling in a channel has been simulated by using Immersed 
boundary – lattice Boltzmann method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otion originat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luid and the solid. The wide range of the solid/fluid density ratio has been consider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solid/fluid density ratio on the motion characteristics such as the falling time, the 
terminal velocity and the trajectory i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s.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gap 
between the cylinder and the wall on the motion of two-dimensional circular cylinder freely falling has been 
revealed by taking into account a various range of the gap size. The Reynolds number in terms of the terminal 
velocity is diminished as the cylinder becomes close to the wall at the initial dropping position, since the 
repulsive force induced between the cylinder and wall constrains the vertical motion.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the flow variables such as the pressure coefficient and vorticity on the cylinders is highlighted. 

1. 서 론 

입자-유체의 상호작용(particle-fluid interaction)에 
관한 문제는 화학, 항공, 환경 및 지질학, 생물학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입자-유체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물 속에서의 침전물에 의
한 방사능 핵종(radionuclides)의 수송부터 유동상 
반응기(Fluidized bed reactor), 플라즈마 스프레이 코
팅(Plasma spray coating) 그리고 물방울 형성 및 연
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한다.(1) 또한 입자의 운동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

치면 입자-유체-구조물 사이의 상호작용은 구조물
의 응답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활용 
분야들의 중요성 때문에, 입자-유체 상호작용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실험적(3), 수치적(1-2, 4-13),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Namkoong 등(4)은 무한 유체 내에서 실린
더의 자유 낙하에 대해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을 이용하여 수치적 연구를 수행하였
다. 동일한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 Re)에 대
하여 정지된 실린더 주위의 유동에서의 스트롤수
(Strouhal number, St.)를 비교하고 무한 유체 내에서 
자유 낙하하는 실린더의 스트롤수가 줄어드는 메
커니즘을 제시하였다. Ladd(5-7)는 격자 볼츠만 법
(lattice Boltzmann method, LBM)을 이용하여 입자의 
다양한 운동 및 미립자 유동을 해석함으로써 입자 
상호 작용에 관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격자 볼
츠만 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Feng 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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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구는 벽으로 막혀있지만, 출구는 개방되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폭을 가지는 채널 내부에 정
지한 원형 실린더를 한쪽 벽면에 치우쳐 위치시킨 
후 2차원 수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린더의 운
동에 따른 평균 종속(mean terminal velocity)과 입자
의 직경에 기반을 둔 레이놀즈수를 정의하였으며, 
레이놀즈수에 따른 실린더의 운동 및 벽면 효과
(wall effect)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Glowinski 등(10)

은 가상 영역법(fictitious domain method)을 제안하
면서, 채널 내에서 자유 낙하하는 실린더의 운동
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Uhlmann(11), 
Wang 등(12) 그리고 Wan과 Turek(13)은 가상 영역법
을 다양한 수치 기법에 적용함으로써 실린더 및 
구의 자유 낙하 및 미립자 운동에 관한 수치적 연
구를 수행하였다.  
실린더 또는 구의 자유 낙하 및 미립자 유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치 
기법들이 이용된다. 이 중 유한 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과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과 같은 전통적인 수치해석은 많은 
수의 입자가 있는 미립자 유동(particulate flow)의 
모사(특히 3차원 모사)에서 제한적인 성공을 보이
고 있다. 미립자 유동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방법
들이 가진 주된 단점은 해석하고자 하는 입자의 
이동에 따라 적합한 격자들을 새로 생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격자 재생 방법은 3차
원 유동 해석 시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한다. 1990
년대 초기, Ladd(5, 6)는 LBM을 입자-유체 상호작용
에 관한 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때부터 
LBM은 많은 수의 입자들이 있는 유동(particulate 
flows)을 모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
다.(1, 7, 8) LBM은 유동장을 모사하는데 있어서, 고정
된 오일리안 격자계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FVM과 
FEM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LBM은 격자 
재생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화하기도 쉬
우며, 계산상에도 효율적임이 증명되었다. LBM을 
이용하여 입자-유체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를 해석
할 때, 입자를 형성하는 점과 격자점간의 정보 교
환을 위하여 bounce-back 법칙을 사용한다. 이 경
우 입자의 속도와 힘의 계산에서 섭동(fluctuation)
을 일으키며, 높은 레이놀즈수에서 LBM의 능력을 
제한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eng과 Michaelides(1)는 가상 경계법(immersed 
boundary method: IBM)을 LBM에 적용하였다(IB-

LBM). 입자를 형성하는 점을 라그랑지안점
(Lagrangian point)으로 표현한 후 라그랑지안점과 
오일리안격자계(Eulerian grid)를 가상 경계법으로 
연결하였다. 이 방법은 입자가 라그랑지안 점들의 
집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 효율상 LBM보다 
약간 떨어진다. 그러나, IB-LBM은 LBM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속적인 방법으로 입자 경계를 계산
하기 때문에 입자 표면에서의 힘과 속도를 계산할 
때 섭동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 Glowinski 등(10)이 수행하였
던 채널 내 실린더의 자유 낙하 운동의 연구를 바
탕으로 실린더와 주위 유체의 밀도비(density ratio)
와 실린더와 실린더가 진행하는 방향에 평행한 벽
면 사이의 거리(gap ratio)를 변화시킴으로써, 실린
더가 낙하함에 따른 실린더의 운동 및 주위 유체 
그리고 벽면 효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다.  

2. 지배 방정식 

2.1  격자 볼츠만 법(lattice Boltzmann method) 
식(1)은 격자 볼츠만 법의 지배 방정식으로써 
볼츠만 방정식(Boltzmann equation)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격자 BGK 방정식(lattice BGK equation)이다.  

 
1( , ) ( , ) [ ( , ) ( , )]eq

i i i i if t t t f t f t f t
τ

+ Δ + Δ − = − −x c x x x  (1) 

 
여기서, if , x , c , ic , τ

eq
if 는 각각 밀도 분포 

함수(density distribution function), 위치 벡터(position 
vector), 입자 속도의 크기(lattice speed, /c x t= Δ Δ ), 
입자 속도 백터(lattice velocity vector), 단일 완화 
시간(single relaxation time) 그리고 평형 밀도 분포 
함수(equilibrium density distribution function)를 나타
낸다. 하첨자 i 는 입자의 방향을 의미하며, 격자 
모델(lattice model)에 따라 다르다. 거시적인 밀도
( fρ ), 속도( u )는 식 (2)의 구속 조건(constraints)에 

의해 결정된다.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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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은 D2Q9 모델에 대한 평형 밀도 분포 함수
이며, iω 는 가중 계수(weighting coefficient)로써, 방
향에 따라 0 4 / 9, 0iω = = , 1/ 9, 1,2,3, 4i iω = = , 

1/ 36, 5,6,7,8i iω = = 이다. *u 는 외력( f )을 격자 

BGK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평형속도(equilibrium 
velocity)를 의미하며, * τ= +u u f 이다. 만약 외력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 =u u 로 대체된다.(14) 식 (1)
에 낮은 마크수(Mach number, Ma)의 범위 내에서 
Chapman-Enskog 확장을 도입하면, 식 (4), (5)와 같
은 질량 및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
다.(15)  

( ) 0t f fρ ρ∂ +∇ ⋅ =u                          (4) 

( ) ( )
( ) ( )( )

t f f

T

f fp

ρ ρ

ν ρ ρ

∂ +∇⋅ =

⎡ ⎤−∇ +∇ ∇ +∇ +⎢ ⎥⎣ ⎦

u uu

u u f
 (5) 

동점성 계수(kinematic viscosity, ν )는 단일 완화 
시간 (single relaxation time)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 )( ) ( )22 1 / 6x tν τ= − Δ Δ 의 관계를 가진다. 
 

2.2  direct-forcing fictitious domain method 
본 연구에서는 Glowinski 등(10)이 제시한 가상 
영역법(fictitious domain method)에 direct forcing 가
상 경계 법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시킨 Uhlmann(11)

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Uhlmann(11)은 가상 
경계점에서의 forcing 값을 구하기 위하여, 가상 
영역법을 도입하였으며, 가상 경계점에서의 
forcing 값을 각 오일리안(Eulerian) 격자 점으로 변

환시키기 위하여 direct forcing 가상 경계 법을 사
용하였다. 채널의 벽과 실린더의 충돌을 모사하기 
위하여, Feng과 Michaelides(1)가 제안한 충돌 테크
닉(collision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2.3 수치해석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해석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닫힌 채널 내에서 한 개의 실린더가 자유 
낙하하는 경우에 대해 선행 연구 결과(10-13)와 비교
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계산 영역은 Fig. 1에 도시
되어 있으며, 채널을 형성하는 모든 벽면은 점착 
조건을 만족한다. 물성치 및 초기 조건은 아래와 
같다. 
실린더 직경: 0.25pD =  

계산영역: [ ] [ 4 , 4 ] [0, 24 ]f p p pL H D D DΩ × = − ×  

초기 실린더 위치: 0( , ) (0, 16 )c c t px y D= =  

초기 조건: (0) (0) 0ω= =u  
입자/유체 밀도비: / 1.25, 1.5p fρ ρ =  

점성계수: 0.1, 0.01μ =  
중력가속도: 981g =  
격자 간격: 1/ 50, 1/100, 1/150, 1/ 250xΔ =  

 
초기에 채널의 수평방향 중앙에 놓인 실린더는 
중력의 영향으로 하강하게 된다. 이때 실린더는 y
방향 최대 속도를 가지게 되며, x방향 속도와 y방
향 속도에 의하여 레이놀즈수가 결정된다. 실린더
가 바닥에 접근함에 따라 레이놀즈수는 증가하며 
항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서 최대 레이
놀즈수( maxRe )를 가지게 된다. 최대 레이놀즈수는 
식 (6)과 같이 결정되며(13), 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나있다. 이전 결과들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 2( ) ( )p p c c
max

D U t V t
Re Max

ρ
μ

⎡ ⎤+
⎢ ⎥=
⎢ ⎥⎣ ⎦

         (6) 

여기서 ( )cU t 와 ( )cV t 는 실린더 중심의 속도를 
나타낸다. Fig. 2는 실린더와 유체의 밀도비와 유체
의 점성이 각각 / 1.5p fρ ρ = , 0.01μ = 의 조건에 대

Table 1 Comparisons of the maximum Reynolds number( maxRe ) during a cylinder sedimentation  

  Present Glowinski et al.[10] Wan and Turek[12] Wang et al.[13] 

Case 1 
xΔ  1/50 1/100 1/192 1/256 1/48 1/96 1/72 1/144 1/256 

maxRe  16.87 17.24 17.27 17.31 17.42 17.15 16.962 17.216 17.307

Case 2 
xΔ  1/150 1/250 1/256 1/384 1/48 1/96  1/72 1/144 1/256 

maxRe  489.1 478.69 450.7 466 442.19 465.52 502.37 503.26 503.38
Case 1: / 1.25p fρ ρ =  and 0.1μ = , Case 2 : / 1.5p fρ ρ =  and 0.01μ =  

 
Fig. 1 Schematics 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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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린더의 시간에 따른 y방향 낙하 궤적과 속도
를 선행 연구 결과들(10,12)과 비교한 결과이다. 계
산에 사용된 시간 간격은 55 10t −Δ = × 이다. Fig. 2
로부터 알 수 있듯이, 채널 내에서 실린더의 자유 
낙하에 대한 결과는 이전 연구 결과들과 잘 일치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사용된 채널의 길이로는 바
닥의 벽면에 의하여 반사되는 압력의 영향으로 실
린더의 최대 하강 속도가 최대 속도에 미치지 못
하여 최대 레이놀즈수를 계산하기에 충분하지 않
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채널 길이를 충분히 연
장하여 수치 해석을 실시한 후 선행 연구 결과(13)

와 비교하였다.(Fig. 3) 채널의 높이는 60 pD 로 설

정하였으며, 초기에 실린더는 바닥으로부터 56 pD

의 높이에 위치해 있다. 밀도비는 1.5이며, 다른 
계산 조건들은 이전과 동일하다. 격자 간격은 

1/150xΔ = , 시간 간격은 55 10t −Δ = × 이다.  
Fig. 3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Wang 등(13)의 결과
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y방향 최대 하강 속도
는 짧은 채널에 비하여 연장된 채널에서 보다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최대 레이놀즈수는 516.558로 
짧은 채널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바닥면에 도착한 
이후의 실린더 운동은 Wang 등(13)이 사용한 충돌
계수와 다른 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패턴을 
가진다. 벽면과 충돌 이후에 대한 유동 패턴과 실
린더의 운동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3. 결 과 

본 연구에서는 긴 채널 안에서 실린더가 자유 
낙하 시 실린더의 밀도비 및 벽면과 실린더의 초
기 수평방향 위치의 변화에 따른 실린더의 운동 
및 유동 패턴을 고려하였다. 수치 해석에 이용된 
계산 영역은 앞서 이전 결과와 비교했던 연장된 
채널과 동일하며, 실린더와 주변 유체와의 밀도비
는 1.25부터 1.75까지 0.25씩 증가시켜 3가지 경우
에 대하여 변화시켰다. 주위 유체의 점성 계수는 

0.01μ = 로 고정하였다. 초기 실린더의 중심 위치

 
 

Fig. 3 Histories of the y-component of the translation 
velocity of the center of a circular cylinder for 
/ 1.5p fρ ρ =  and 0.01μ = in case of long channel 
with [ ] [ 4 , 4 ] [0, 60 ]f p p pL H D D DΩ × = − ×  

 
 

Fig. 4 Settling time of a circular cylinder at 
different gap ratio. 

 
(a) 

 

 
(b) 

 
Fig. 2 Histories of the y-coordinate (a) and y-

component of the translation velocity (b) of the center 
of a circular cylinder for Case 2 
( / 1.5p fρ ρ =  and 0.01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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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pG D 를 0.1부터 3.5까지 0.5간격으로 변화시

켰다. / 0.1pG D = 는 실린더가 벽면에 가장 인접했

을 경우이며, / 3.5pG D = 는 채널의 수평방향 중심

에 위치했을 경우이다. 실린더의 초기 높이는 모
든 경우에 대하여 동일하다. Fig. 4는 밀도비와 실
린더와 벽면 사이의 간격 (gap ratio)에 따른 실린
더의 안정 시간(settling time, st )를 나타낸다. 안정 
시간은 실린더가 바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
간을 의미한다. Fig. 4로부터 알 수 있듯이, / pG D  

및 /p fρ ρ 가 클수록 실린더는 빠르게 채널 바닥

에 도착하게 된다. / 3.5pG D < 의 구간은 

/ 3.5pG D = 인 경우에 비해 벽면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서로 다른 /p fρ ρ 의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Fig. 5는 / 0.1,2.0,3.5pG D = , 

/ 1.25,1.5,1.75p fρ ρ = 에 대한 실린더 중심의 y-방

향에 따른 x-방향의 상대적 이동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Fig. 6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 3.5pG D = 의 

경우, 실린더는 / 32c py D ≈ 에 도달하기 전까지 직

선 궤적을 유지하면서 채널 바닥으로 낙하한다. 
이후 준-주기(quasi-periodic) 진동 형태를 가지고 
하강하게 된다. 이때 실린더의 후류에서는 와흘림
(vortex shedding)이 시작되며, 와흘림의 주기가 일
정하게 일정해지면 다시 등속을 유지하면서 낙하
한다. 이와는 다르게,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실
린더의 초기 위치가 측면의 벽에 인접해있을 경우, 
와흘림은 / pG D 가 작을수록 빨리 발생하게 된다.

초기에 실린더는 정지한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 가
속을 시작한다. 이때 벽면에 발생하는 전단 응력
(shear stress)의 영향에 의해 실린더는 시계방향으
로 회전을 시작하게 된다. 동시에 벽의 영향에 의
한 양력(lift force)이 증가하게 되어 실린더는 벽으
로부터 먼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한다. 이후 와흘림
이 발생되고 벽면에서 멀어지면서 와흘림에 의한 
양력에 의한 영향으로 실린더는 수평으로 진동하
게 된다. 이후 실린더는 Fig. 5의 실린더 궤적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자유 낙하 초기 발생한 수평 
방향 관성력(inertia)의 영향으로 채널의 중심 방향

 
 

Fig. 6 Evolution process of flow field and a cylinder 
position during sedimentation 

( / 3.5pG D = , vorticity range: -50 ~ 50) 

 
Fig. 8 Drag and lift force along the vertical 

trajectory of a cylinder during sedimentation 

 
Fig. 7 Initial evolution process of flow field and a 

cylinder position during sedimentation  
( / 0.1pG D = , vorticity range: -50 ~ 50) 

(flow time: 0~0.2) 

 
Fig. 5 Trajectories of a circular cylinder at various 

density ratio( /p fρ ρ ) and gap ratio( / pG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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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궤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와흘림에 의
한 양력의 변화가 실린더의 수평 방향 운동을 지
배하게 되면서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채로 낙하하
게 된다. Fig. 8은 / pG D 가 0.1, 3.5의 경우에 대한 

실린더가 자유 낙하할 때 실린더의 y방향 궤적에 
따른 항력 계수(drag coefficient)와 양력 계수(lift 
coefficient)의 변화를 나타낸다. / pG D 가 3.5일 경

우 항력은 계속 증가하지만 양력의 경우 실린더의 
속도 증가에 따른 와흘림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양
력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는 다르게 

/ 0.1pG D = 의 경우, 초기에 발생한 음의 방향의 

양력이 실린더를 채널의 중앙 방향으로 밀어냄을 
알 수 있으며, 와흘림이 진행될 때 실린더에 미치
는 양력의 주기와 크기는 일정해진다. 

4. 결 론 

밀폐된 수직 채널내부에서 자유 낙하하는 원형
실린더의 2차원 운동을 고찰하기 위하여 격자 볼
츠만 법과 가상 경계법을 사용하였다. 실린더의  
밀도와 실린더의 초기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실린
더의 x, y방향 궤적을 추적하였다. 실린더의 초기 
위치가 벽면에 가까울수록 와흘림이 조기에 발생
하였으며, 실린더는 이때 생성되는 수평 방향 관
성력에 의하여 채널의 수평 방향 중심을 향해 수
직 낙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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