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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상태에 있는 실린더 구조물 주위의 PIV유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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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 Analysis on the Flows around a Cylinder under Rolling Wave

Hyo Jae Jo, Deog Hee Doh and Eon Ju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a foundation in predicting a maximum wave force when

the ocean structure is laid out under breaking wave.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a down-scaled

cylindrical model installed in a wave generating water channel. Maximum wave slopes were changed in

regular wave condition by the wave breaker in the water channel. Cylinder's diameters were changed to

0.1m and 0.05m, respectively. Using the PIV results qualitative analyses were performed based upon the

previous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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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공학에서 실제 해양 구조물이 다수의 원주로 이

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형 구조물

주위의 유동장 해석은 유체역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원형구조물 주위의 유동은 구조물의 거동과

주위 유체의 운동에 따른 유동의 박리로 상당한 복잡

성을 띤다.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유동특성을 정

량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적의 방법이

PIV기법(1)이다. 

PIV(입자영상유속계)를 이용하여 조선해양공학에 적

용한 사례들이(2)(3)(4)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물체후류의

와동과 같은 복잡한 유동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PIV

기법을 이용한 사례들이(5)(6)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유

동장 자체가 파랑(rolling wave)의 상태에 놓여 있을 경

우에 실린더 구조물 주위의 유동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구조물 설계 시 고려사항인 최대

파력산정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해양구조물을

간략화한 원형실린더 모형이 파랑 중에 놓여 있을 때

주위 유동장에 대한 PIV실험 결과를 보고한다. 규칙파

일 때 최대 파경사각과 실린더 직경의 변화에 따른 고

정 구조물 주위의 유동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PIV

실험과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 조건

Fig. 1은 2차원수조(25 m(L)×1 m(W)×1.1 m(H) Water

depth: 0.8 m)에서의 PIV실험을 위한 실험장비와 데이터

해석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파고계와 조파기, CCD

카메라간의 동기화를 시키기 위하여 레이저의 Trigger

mode를 사용하였으며, 동기화를 통하여 항상 일정하

게 제어된 정보를 얻어 분석하였다. PIV실험을 위해서

입자의 크기는 57 µm, 밀도는 1.02 g/cm3인 Vestosint

2157(Polyamid12)을 사용하였다. PIV실험을 위한 장

비의 구체적인 설명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특히, 본

실험에 사용한 시스템에서는 두 장의 이미지사이의 시

간간격을 임의로 조절 가능하여 최적의 속도장을 얻을

수 있다. 

Fig. 2는 2차원 조파수조에서 PIV실험을 위하여 구

조물을 설치한 위치와 그에 따른 상세도를 나타낸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린더 길이는 같으나, 실린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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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다른 2가지의 구조물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a) 길이(L):1 m, 외경(D):0.1 m, (b) 길이(L):1 m,

외경(D):0.05 m), 각각의 실린더에는 실린더 내부 공기

압을 고려하여 실린더 내경 단면적의 1/10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구멍을 실린더 측면에 뚫었다. 2차원 조파수조

의 수심은 0.8 m이고, 실린더의 흘수는 0.6 m이다. 

본 논문에서는 파랑상태에 있는 고정 실린더 구조물

의 최대 파경사각(4o 이하 : 선형파, 10o 이상 : 비선형

파)에 따른 유동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able 2에

실험을 실시한 파의 조건을 나타내었다. 조파수조내의

상태가 준정상상태(Quasi-steady state)가 되는 이후로

부터 이미지를 취득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구조물 전·

후면 0.17 m에서 저항식 파고계를 이용하여 100 Hz로

자유수면의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주기별 실린더 주변의 유동장 해석 및 와의 거동분

석을 위해 측정영역(FOV : Field Of View)을 Fig. 3과

같이 설정하고, 400×300mm2 이미지를 취득하였다.

Fig. 3은 PIV Laser Sheet 촬영구간을 나타내고 있으

Fig. 1. PIV measuring system for the estimating the

velocity field.

Table 1. Experimental equipments & specification.

Experimental 
equipments

Experimental specification

Solo PIV
Nd-Yag laser

Solo laser head layout : λ=532 nm
Rate : 10Hz, dt : 0.001sec, Trigger 
Mode

CCD-camera
(Red lake 
mega-plusII

ES2001)

Pixel Size : 7.4 µm (square format)
Resolution : 1600×1200 pixels 
(1.9 Mpixel)
Active Area : 11.8 mm(H)×8.9 mm(V)
Bit Depth : 8 bits per color
CameraLink : 30fps
Fireware : 24fps (8Bit monochrome)

Nikon 
AF 60mm 1:2.8D

f 5.6

Vestosint 2157
(Polyamid12)

57 µm, 1.02 g/cm3

Servo type
Wave height 

meter -MainBody
(SH-301)

Channel number : 1channel
Output voltage : ± 3 (± 5V Max)
Calibration voltage : 
0.50%,100%(±0.1% FS)

Servo type
Wave height 

meter -Detector
(SHT3-30)

Max. measuring wave height :
30 cm(±15 cm)

2-D Wave tank 25 m(L) × 1 m(W) × 1.1 m(H)
Water depth : 0.8 m

Wave maker Piston type

Fig. 2. Experimental position at tank and detailed sketch.

Table 2. Wave condition. 

Period
(sec)

Wave height(H)
(cm)

Maximum wave slope
(degree)

0.7 1.3 3.059

0.7 5.4 12.705

Fig. 3. The arrangement of the Field of View around the

obstacle.



파랑상태에 있는 실린더 구조물 주위의 PIV유동 해석 53

며, 실린더 중심 단면상을 통과한다. 

3. 실험에 적용한 파형

Fig. 4, Fig. 5는 실험을 위하여 발생시킨 파형을 나

타내었다. 직경이 0.05 m인 실린더와 직경이 0.1 m인

실린더를 수조에 고정한 후 저항식 파고계를 구조물

전후에 0.17 m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조파수조가 준

정상상태(Quasi-steady state)가 된 이후에 시간에 따른

파고를 측정한 것이다. (a)는 최대 파경사각이 4o 이하

의 선형파이고, (b)는 최대 파경사각이 10o 이상인 비

선형파이다. 

또한 실선은 구조물 앞 0.17 m, 점선은 구조물 뒤

0.17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값으로 구조물에 의하여

전·후의 파고의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굵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한주기내에서 파정(①)과

파저(③), 과도파면(②,④)을 표시한 것으로 PIV로 해

석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4. PIV계측 결과 및 해석

4.1 속도장(Velocity Field)

PIV속도장의 계산은 2화상 상호상관기법(double 2-

exposure/cross-correlation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조사구간(interrogation window)은 16×16 pixels이고

주변조사구간과 50%의 화상중복을 하여 속도장을 계

산하였다. Fig. 6에 실험 관찰결과로부터 얻어낸 특정

시각에서의 파입자의 속도장(velocity field)을 나타낸

다. 특정위치에서 진행파의 파동에 의해 파형이 시간

Fig. 4. Wave profiles of the experimental data as to

period & maximum wave slope(D:0.05 m).

Fig. 5. Wave profiles of the experimental data as to

period & maximum wave slope(D:0.1 m).

Fig. 6. Water particle velocity field in a progressiv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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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변함에 따라 파입자의 속도벡터는 원을 그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은 실린더 구조물 직경 D=0.05 m일 때, Fig. 4(a)

와 Fig. 4(b)의 조건에 해당되는 속도장을 나타내고, Fig.

8은 실린더 구조물 직경 D=0.10 m일 때, Fig. 5(a)와

Fig. 5(b)의 조건에 해당되는 속도장을 나타낸다. 최대

파경사각(α0)이 4o 내외일 때 보다 최대 파경사각이

10o 내외일 때에 속도장 값이 약3배 이상 크게 나타나

는데, 이는 최대 파경사각의 증가분만큼 속도장 값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대 파경사각이 4o 내

Fig. 7 Vector fields, (left figures are at T=0.7 sec, H=1.3 cm, α0=3.059o, right figures are at T=0.7 sec, H=5.4 cm,

α0=12.705o)(D=0.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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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일 때는 실린더 직경이 0.05 m에서 0.1 m로 증가할

때 속도장 값이 다소 증가하나, 최대 파경사각이 10o

내외일 때는 이와 반대로 속도장 값이 감소하였다. 이

는 파고 값에 관련된 것으로 파고값이 5 cm이상이며,

최대 파경사각이 10o 내외인 비선형에서는 실린더 직

경이 증가할 때, 조파감쇄양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장

값이 다소 감소되었다.

4.2 와도장(Vorticity Field)

PIV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와류강도(Vorticity)

를 나타내었으며, 와류강도의 계산은 PIV속도 데이터

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을 적용하여 구하였다(7).

Ωz( )i j,
Γi j,

4dxdy
---------------  ,≅

Fig. 8. Vector fields, (left figures are at T=0.7 sec, H=1.3 cm, α0=3.059o, right figures are at T=0.7 sec, H=5.4 cm,

α0=12.705o)(D=0.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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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 vorticity : circulation)

으로, 2차원 Strokes 정리에 의해 폐윤곽선(Contour)주

위의 순환은 그 폐곡선 안에 둘러싸여진 와도의 합과

동일하다. 또한 부호규약인 오른손 법칙에 따라,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양(+), 시계방향의 회전이 음(-)이다. Fig.

9는 Fig. 7의 조건에 해당되는 와도장을 나타내고, Fig.

9는 Fig. 8의 조건에 해당되는 와도장을 나타낸다. 그

림에서 파정(crest)(①)의 와도(vorticity) 값은 음(-), 파

저(trough)(③)는 양(+), 과도파면(②,④)은 실린더를 중

심으로 음(-)과 양(+)의 값으로 나누어짐이 나타났다. 또

한 입사파와 실린더의 충돌로 인한 급격한 파력감쇄로

인하여 와도가 증가되어 실린더 전·후로 쇄파와 함께

기포가 발생하였으며, 실린더 전·후면에서는 파면의

와도방향과 반대인 와도방향이 형성되었다. 이는 입사

Γi j,
1

2
---dx ui 1 j 1–,– 2ui j, 1– ui 1 j 1–,++ +( )=

       
1
2
---dx ui 1 j 1–,+ 2vi 1 j,+ ui 1 j 1+,++ +( )+

       
1

2
---– dx ui 1 j 1+,+ 2ui j, 1+ uj 1– j 1+,

+ +( )

       
1
2
---– dx vi 1– j 1+,

2vi 1 j,– ui 1– j 1–,
+ +( )

Γ φU dl ∇ V×( ) ds Ω ds,•∫=•∫=•=

Γ

Fig. 9. Vorticity fields, (left figures are at T=0.7 sec, H=1.3 cm, α0=3.059o, right figures are at T=0.7 sec, H=5.4 cm,

α0=12.705o)(D=0.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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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실린더면의 충돌에 의한 반사파의 생성에 기인한

것으로 국부적인 와도증가와 함께 와도방향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린더 직경이 0.05 m에

서 0.1 m로 증가함에 따라 파력의 감쇄가 증가되어 와

도값이 증가하였으며, 최대 파경사각이 4o 내외(선형)

일 때 보다 최대 파경사각이 10o 내외(비선형)일 때 경

사각의 증가량만큼 와도값도 증가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파랑상태에 있는 고정식 구조물 주위

의 유동해석 시 적용 가능한 PIV기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파랑상태에 있는 고정 구조물 주위 유동해석 시,

대체적으로 유사한 속도분포를 보이나, 최대 파경사각

Fig. 10. Vorticity fields, (left figures are at T=0.7 sec, H=1.3 cm, α0=3.059o, right figures are at T=0.7 sec, H=5.4 cm,

α0=12.705o)(D=0.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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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0)의 증가분만큼 속도장 값이 증가하였다. 

(2) α0=4o 내외일 때는 실린더 직경이 0.05 m에서

0.1 m로 증가할 때 속도장 값이 다소 증가하나, α0=10o

내외일 때는 반대로 속도장 값이 감소하였다. 이는 파

고값에 관련된 것으로 파고값이 5 cm이상이며, α0=10o

내외에서는 실린더 직경이 증가할 때, 조파감쇄양이 증

가함에 따라 속도장 값이 다소 감소된다는 것을 나타

낸다. 

(3) 실린더 전·후면에서는 입사파와 실린더의 충돌

에 의한 반사파의 생성에 의하여 국부적인 와도증가와

함께 와도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파면의 와도방향과

반대인 와도방향이 형성된다.

6. 향후 과제

향후에는 발생하는 Bubble에 의해 정확한 벡터해석

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분 PIV

기법을 이용한 실험의 수행이 요구된다. 또한 수심방

향 PIV실험은 파랑 중 고정식 구조물 주위의 주기와

최대 파경사각에 따른 유동장의 해석에는 적합하나,

와(vortex)와 후류(wake)의 관측을 위해서는 수평방향

PIV실험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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