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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lender structures such as high rise building or marine riser are highly susceptible to dynamic force exerted by 

fluid-structure interactions among which vortex-induced vibration(VIV) is the main cause of dynamic unstability of the structural 

system. If VIV occurs in natural frequency regime of the structure, fatigue failure likely happens by so-called lock-in phenomenon. 

This study presents the numerical analysis of dynamic behavior of both structure and fluid in the lock-in regimes and investigates 

the subjacent phenomena to hold the resonance frequency in spite of the change of flow condition. Unsteady and laminar flow was 

considered for a two-dimensional circular cylinder which was assumed to move freely in 1 degree of freedom in the direction 

orthogonal to the uniform inflow. Fluid-structure interaction was implemented by solving both unsteady flow and dynamic motion of 

the structure sequentially in each time step where the fluid domain was remeshed considering the movement of the body. The results 

show reasonable agreements with previous studies and reveal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lock-in phenomena. Not only the lift force 

but also drag force are drastically increasing during the lock-in regime, the vertical displacement of the cylinder reaches up to 20% 

of the diameter of the cylinder.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lift and vertical displacement clearly show the dramatic change of 

the phase difference from in-phase to out-of-phase when the cylinder experiences lock-in. From the results, it can be postulated that 

the change of phase difference and flow condition is responsible for the resonating behavior of the structure during loc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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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구조물의 라이 , 교량의 주탑 는 고층건물과 같은 

세장비가 큰 구조물은 바람이나 해류와 같은 복잡한 환경 

하 에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거동하여 진동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가볍고 유연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원형 

실린더 구조인 해양구조물의 라이 는 동  하 에 의해 후류에 

와흘림(vortex shedding)이 발생하여 구조물에 주기 으로 

진동을 유발시키는 와류유기진동(vortex-induced vibration, 

VIV)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실린더 형상의 

구조물 주 를 흐르는 유체로 인한 하 으로 구조물에 변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가 인 유체력이 물체에 

작용하여 구조물의 운동에 다시 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와류유기진동은 구조물의 변형과 불안정한 

운동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상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운동진폭이 증폭되는 공진 상이 

발생하며, 특히 인  유동조건에서도 공진이 지속되는 Lock-in 

상으로 구조물의 피로 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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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원형실린더의 단면 주 에서 발생하는 상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 Lee 등(2013)은 

와류유기진동을 상으로 가상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유체- 

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 으며 구조물에 용 가능성을 제시 

하 으며 Lee 등(1994)는 세장비가 큰 장 구조물의 내풍 

안정성 평가에 하여 유체-구조 연성해석의 용에 하여 

기술하 고 낮은 이놀즈 수에서의 유동은 비교  정확한 

측이 가능하지만 높은 이놀즈 수에서는 측이 어려운 

한계 을 서술하 다. 국외의 경우 Blevins(1974)는 유체흐름 

속에서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와류유기진동과 교량  고층 

건물에 작용하는 내풍 진동에 해서 연구한 바가 있고 

Sarpkaya(1979)는 난류 역에서 와류유기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와흘림의 형상을 분석하여 실린더의 수직 변 에 따라서 

발생하는 상에 하여 분석하 다. Blackburn 등(1996)은 

2차원 원형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와류유기진동의 Lock-in 

상과 특징에 하여 연구하 으나 Lock-in 상의 발생 

원인과 진폭이 증가하는 원인은 언 하지 않았으며 Dettmer 

등(2006)는 FEM(finite elements method)를 기반으로 

여러 형상에 하여 와류유기진동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나, 

원형실린더의 경우 Lock-in 역을 구 하여 진폭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Placzek 등(2009)는  이놀즈수 

역에서 강제진동  자유진동해석을 수행하 으며 푸리에 

(fourier)변환을 통한 워스펙트럼 도(power spectral 

density) 분석에 의해 유효강성도(effective rigidity)에 따른 

공기력계수  유효강성도와 유속과의 계를 분석하 다. 

Guilmineau 등(2004)는 난류 역에서 CPI(consistent 

physical interpolation)방법을 사용하여 주 흐름에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는 원형 실린더의 와류유기진동 상을 

연구하여 양력과 실린더의 변  사이의 상각을 분석하 고 

이놀즈 수에 따라서 와류가 발생하는 패턴을 분석하 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와흘림 주  

수가 동일하여 공진이 발생하는 지  이외에 인  유동조건 

에서도 공진이 지속되는 Lock-in의 원인이 명확히 기술된바가 

없었다. 한 Lock-in 상에 의해 운동의 진폭이 증가되는 

특징에 해서 연구된 바 있으나 원인에 한 설명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ock-in 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Lock-in 상의 표 인 특징인 진폭이 증가하는 원인을 

악하고자 Lock-in 역과 그 , 후의 주 수를 검토하여 

양력과 변 의 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유한체 법(finite volume method) 기반의 산유체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지배방정식인 운동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비정상 역에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와류에 의해 유기되는 진동을 반 하기 하여 수치해석의 매 

시간단계에서 유체력에 의해 발생하는 물체의 변 를 반 하는 

유체-구조 연성(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을 수행 

하 다. 이와 같은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해서는 매 시간 

단계 마다 이동한 물체를 고려하여 유체 역의 격자를 재생성 

하는 방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산 

해석 방법에는 Smoothing과 Layering 그리고 Remeshing 

기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Remeshing 기법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층류 역에서 주 

흐름 방향에 해 수직방향으로 진동하는 1 자유도의 원형 

실린더에 발생하는 공진과 Lock-in 상을 구 하여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 다.

2. 지배방정식과 수치해석 기법

2.1 유체-구조 연성해석 기법 

구조-유체 연성해석을 이용하여 주 흐름 방향에 해 수직 

방향으로 물체의 이동 변 가 발생하는 와류유기진동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 매 시간 간격마다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서 

격자가 효과 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보는 바와 같이 매 시간 단계에서 산유체해석을 

통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비정상 유체력을 계산하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물체의 동  변 를 강체 운동방정식을 수치 해석 

하여 산정하는 과정을 구성하 다. 이동된 물체의 치를 고려 

하여 물체 주 의 유동장 격자를 재생성하고 이에 한 산 

유체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하 다.

격자의 재생성을 한 방법으로 Smoothing, Layering, 

Remeshing 등이 있는데, Smoothing 기법은 스 링 상사를 

기반으로 인 한 격자 의 치 변화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주로 변 가 작은 경우에 사용되며, 격자 의 수와 격자 간의 

연결에는 변화가 없으며 주로 삼각격자가 사용된다. 두 번째로 

Layering 기법은 변 가 발생하는 역의 격자가 표면에 

인 한 격자의 높이에 따라서 새로 생성하거나 제거되는 방법 

이다. 주로 선형 인 움직임을 갖는 상에 사용되며, 사각 

격자를 사용한다. 세 번째는 Remeshing 기법으로 격자의 

비틀림 정도와 격자 크기에 따라서 격자를 재생성하는 방법 

이다. 비틀림 정도와 격자 크기가 설정한 최솟값 이하인 경우 

격자는 삭제되며, 최댓값 이상인 경우 격자를 나 어서 재생성 

한다. 격자는 삼각  사각 격자가 사용되고 변 가 비교  큰 

상에 용할 수 있으며, 주로 Smoothing 기법과 같이 

사용하여 격자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시간 간격이 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기법  Reme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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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utational strategy

Fig. 2 Given flow condition

기법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해석 상은 Fig. 2와 같이 균일유입유속 의 주 

흐름이 있는 2차원 공간에 단  길이당 질량 인 원형 

실린더가 동유체력 에 의해 주 흐름에 수직 방향으로 

자유 진동하는 1 자유도의 구조시스템이다. 이때 상 구조 

시스템의 강성계수와 감쇄계수는 각각 와 로 정의한다.

2.2 산유동해석 지배방정식

산유동해석을 한 지배방정식은 2차원 Navier-Stoke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으로 식 (1)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1)




  (2)

여기서, 는 속도이며 2차원 유동이기 때문에 =1, 2로써 

, 방향을 나타내고 는 공기의 도, 는 압력, 는 

동 성계수이다.

이와 같이 유체의 유동해석에 사용되는 Navier-Stokes 

방정식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으로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산화한 후 수방정식으로 변화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한다.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을 이산화하는 표 인 방법 

에는 유한체 법(finite volume method),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등이 있다. 먼  유한체 법은 해석 역을 유한개의 유한체  

(finite volume)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한체 을 분한 후 

인 한 유한체 과의 계를 계산하여 근삿값을 구하는 방법 

이다. 두 번째로 유한차분법은 유한개의 격자에서 서로 이웃한 

격자의 치변화에 하여 미분방정식의 미분을 차분식을 

이용하여 근삿값을 구한다. 세 번째는 유한요소법으로 해석 

상을 유한개의 요소(element)로 나 어 각각의 요소를 

계산한 후 해석 역의 체 요소를 취합하여 근삿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방법  유한체 법을 

기반으로 하 으며 운동량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결합하는 

알고리즘은 PISO(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를 사용하 다. 이산화 과정에서 류항의 보간법은 

2차 정확도의 풍상측 차분법(second-order upwind), 격자 

심에서 해석변수에 한 구배는 최소자승법(least-squares 

cell based), 압력에 한 보간법은 PRESTO(pressure 

staggering option)를 용하 다.

2.3 물체 운동방정식

와류유기진동 해석은 매 시간 간격마다 움직이는 물체를 

모사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역에서 원형 실린더가 

주 흐름 방향에 하여 수직 방향으로 1자유도의 자유진동을 

하도록 하 다. 주 흐름 방향을 라고 할 때 수직 방향의 

변 를 에 한 물체의 운동방정식은 식 (3)에 나타내었다.

 (3)

의 운동방정식은 수치해석을 하기 하여 무차원화하여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4a)

  

   


(4b)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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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

Fig. 4 Computational grid 

Fig. 5 Close-up of remeshing region 

 
 



(4d)

 


(4e)

 


(4f)

 

 




(4g)





(4h)

여기서, 와 는 실린더의 직경 로 무차원화된 주 흐름 

방향과 수직방향 변 , 와 는 무차원화된 구조물의 

강성도와 감쇄비. 는 감소속도(Reduced velocity), 는 

감쇄비, 은 물체의 고유진동수, 은 질량비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주 흐름에 수직방향의 진동만을 상 

으로 1 자유도 구조시스템을 상으로 함으로 은 주 흐름에 

수직방향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무차원 양력계수를 나타낸다. 

이외에 물체에 작용하는 동유체력으로 주 흐름 방향의 항력도 

발생하는데 식 (5)는 항력 와 양력 에 의한 항력계수와 

양력계수를 나타낸다.

 



  




(5)

식 (4a)에 나타낸 동유체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방정식에 

2차 Runge-Kutta 기법을 용하여 매 시간 간격마다 물체의 

새로운 수직 변 를 추 하 다.

3. 해석 역  경계조건 

3.1 해석 역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 이용된 산유체해석을 한 역과 격자는 

Figs. 3~5에 나타내었다. 원형실린더의 방과 후방에 각각 

11D와 45D의 역을 설정하여 방 경계면과 후방 경계면이 

물체 주  유동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 으며, 측면에도 

각각 12D의 간격을 설정하 다. 운동하는 실린더의 주 의 

격자를 매 시간 간격마다 재생성 해주는 Remeshing 기법을 

사용하 으며, Remeshing 역의 격자가 설정된 비틀림 

각도 는 격자 크기가 정의된 최댓값을 과했을 때 격자가 

재구성되도록 비틀림 정도는 최  0.4이고 격자 크기는 최소 

0.005D와 최  0.008D로 설정하 다. Remeshing 역의 

격자는 삼각형으로 설정하 고, 나머지 해석 역은 사각형 

격자를 사용하 다. Remeshing 역의 격자는 Fig. 5에 

나타내었다. 특히 실린더 주 는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 사각형 격자를 사용하 다.

경계조건은 Fig. 3에 보는 바와 같이 균일유입유속 의 

흐름이 방 경계면에서 역으로 유입되도록 하 으며, 후방 

경계면에서는 정압을 0pa로 설정하 다. 한 측면 경계에서는 

미끄러짐 조건을 설정하 다.

4. 2차원 원형 실린더의 와류유기진동 해석

4.1 Lock-in 역에서의 구조응답주 수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원형 실린더에서 층류에 해당하는 

이놀즈 수(reynolds number, ) 90에서 140까지 1 

자유도의 자유진동해석을 수행하 다. 이 때 이놀즈수는 

  로 정의된다. 와흘림 주 수()와 물체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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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s of vortex shedding frequency 

between present and previous studies

Fig. 7 RMS of vertical displacement versus reynolds 

numbers

Fig. 8 Mean drag coefficient versus reynolds numbers

Fig. 9 RMS of lift coefficient versus reynolds numbers

Fig. 10 RMS of drag coefficient versus reynolds numbers 

진동수()간의 계를 Fig. 6에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Lock-in 역의 범 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공통 으로 =100 부근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치해석을 이용한 Dettmer와 

Peric(2006)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 으나 실험 결과인 

Anagonostopoulos와 Bearman(1992)의 Lock-in 상은 

범 가 비교  크게 나타났다. 이는 3차원 공간의 실험 

결과로서 수치해석을 수행한 기타 연구에서는 3차원 향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차이로 단된다. Lock-in 이   

후의 결과가 여타 선행 결과들과 경향이 유사한 것을 확인 

하 다. 본 연구는 와류유기진동 상의 특징인 Lock-in 

상을 구 하 고, 이는 와흘림 주 수가 구조시스템의 고유 

진동수 근처에서 고착되는 것으로서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놀즈수가 증가함에 따라 와흘림 주 수는 차 

증가하다가 =99일 때 와흘림 주 수가 고유진동수 근처에서 

고착되기 시작하여 =104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Lock-in 

역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Lock-in 

상이 발생하는 유동조건에서는 공진 상이 발생하여 운동 

진폭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Fig. 7에 보이는 수직 

변 의 RMS(root-mean-square)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Lock-in 역에서 실린더의 수직변 의 RMS는 직경의 약 

14%이며 Lock-in 역 , 후의 수직변 는 미소하 다.

4.2 항력계수와 양력계수

Fig. 8~10은 이놀즈수의 변화에 따른 동유체력 변화를 

나타내었다. Lock-in 상이 발생되었을 때 Fig. 8에 나타낸 

평균항력계수()가 Lock-in 상 후에 해 약 15% 

증가한 반면, Fig. 9의 양력계수의 RMS(′)는 3배 가까이 

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체의 

유입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양력의 격한 증가로 인하여 

Fig. 7에 보인 바와 같이 실린더의 수직변 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단된다. Fig. 10은 항력계수의 RMS(′)를 나타 

냈는데 양력계수의 RMS에 비해 작지만 Lock-in 역에서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단할 때, 수평방향의 움직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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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efine of vortex shedding distance between 

center of cylinder()

Fig. 12 Strouhal number versus reynolds numbers

Fig. 13 Distance of vortex shedding versus reynolds 

numbers

Fig. 14 Time histories of lift coefficient and vertical 

displacement at Re=90

고려한 2 자유도 운동의 경우 수평방향의 유기진동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와흘림 주 수와 장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속된 와흘림의 심부간 거리를 와흘림 

장()로 Fig. 11과 식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의하  

으며, 무차원 와흘림 주 수인 스트로홀 수()는 식 (7)에 

나타내었다.

  (6)

 


(7)

여기서, 는 와흘림의 주기이다. Fig. 12는 이놀즈수 

변화에 따른 의 변화를 나타낸다. Lock-in 역에서 

이놀즈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는 감소하 는데, 이는 

Lock-in 역에서는 와흘림 주 수가 일정해지는 반면 유속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Lock-in 역에서 와흘림 주 수가 일정하고 유속은 증가함으로 

연속된 와흘림의 심부간 거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Lock-in 역 이외의 구간에서는 유입속도의 

증가율보다 와흘림 주 수의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연속된 

와흘림 사이의 거리는 감소하고 스트로홀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4.4 동유체력과 구조 응답의 상  분석

Figs. 14~16은 각각 Lock-in 발생 이 , Lock-in 역 

 이후에 해당하는 이놀즈수 90, 100  115의 경우에 

양력계수와 실린더 수직변 의 시간 이력을 나타낸다. 모든 

경우에 동유체력인 양력과 구조 응답인 수직변 의 주기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부터 구조 응답이 으로 

동유체력에 종속 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양력과 수직변 의 

상차는 유동조건에 따라 격하게 변함을 알 수 있는데, 

Lock-in 발생 이 에는 상이 일치하여 거의 완벽한 상  

계를 나타내는 반면 Lock-in 발생 이후 역에서는 상이 

정반 로 나타났다. 한편 Lock-in에 해당하는 역에서는 그 

간에 해당하는 상차를 보이고 있다.

해석된  유동조건에 해 실린더의 수직변 와 양력의 

상 계수를 분석한 결과, Fig. 17에 보는 바와 같이 Lock-in 

발생 이 에는 상 계수가 (+1)을 나타낸 반면 Lock-in 

이후에는 (-1)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Lock-in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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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ime histories of lift coefficient and vertical 

displacement at Re=100 

Fig. 16 Time histories of lift coefficient and vertical 

displacement at Re=115 

Fig. 17 Correlation coefficient of lift coefficient and 

vertical displacement versus Reynolds number

Fig. 18 Definition of position of vertical displacement 

(a)

  

(b)

(c)

Fig. 19 Streamline at y=(a) min, (b) 0, 

(c) max for =90

(a)

  

(b)

(c)

Fig. 20 Streamline at y=(a) min, (b) 0, 

(c) max for =100

역에서는 유동조건에 따라 상 계수가 (+1)에서 (-1)로 

천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4.5 유동조건 변화에 따른 와흘림 특성 변화

앞 에서 기술한 Lock-in 역을 기 으로 나타나는 양력과 

수직변 의 상차 변화를 후류에 발달한 와흘림 특성으로 

통하여 분석하 다. 이를 하여 Fig. 18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실린더의 수직변 가 최소일 때와 0일 때 그리고 최 일 때 

발생하는 후류의 유선을 Figs. 19~21에 나타내었다. 

Lock-in 역 이 에 해당하는 =90인 경우(Fig. 19), 

실린더의 수직변 가 최소일 때 와류는 실린더의 아랫면에서 

발생하 고, 실린더의 수직변 가 최 일 때 와류는 실린더의 

윗면에서 발생하 다. 이는 Fig. 14에 보인 바와 같이 양력과 

수직변 의 상이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반면에 Fig. 2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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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1 Streamline at y=(a) min, (b) 0, 

(c) max for =115 

=115의 경우는 Lock-in 역 이후로서 이 의 상과 

정반 로 나타났다. 실린더의 변 가 최소일 때 와류는 실린더의 

윗면에서 형성되고 실린더의 변 가 최 일 때 와류는 실린더의 

아랫면에서 발생하 다. 이 결과 역시 Fig. 16에 보인 반 의 

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Lock-in 역에 해당하는 

Fig. 20의 =100의 경우는 Fig. 15에서 알 수 있듯이 

실린더의 수직변 가 최소일 때 실린더의 변 가 최소일 때 

아랫면에서 발생한 와류가 후류로 이송된 상태이며, 수직변 가 

최 일 때는 윗면에서 발생한 와류가 후류로 이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15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직변 가 

최소일 때 양력이 음(-)의 에서 증가하는 구간에 해당하며 

수직변 가 최 일 때 양(+)의 역에서 감소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7, 9  17을 종합해 볼 Lock-in 발생 이 의 유동 

조건에서는 양력과 수직변 의 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린더의 수직변 는 실린더 직경의 1%이내로서 작게 나타 

났다. 이는 Lock-in 역 이 에는 상 으로 낮은 유입속도 

로서 낮은 를 갖게 되어, 식 (4c)와 (4d)에 보는 바와 같이 

구조물의 감쇄비와 강성도가 상 으로 큰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실린더의 수직운동은 비교  큰 감쇄비와 강성도에 

의해 억제되어 수직변 가 미소한 것으로 단된다.

Lock-in 역 이후에는 반 로 높은 에 의해 구조물의 

감쇄비와 강성도가 상 으로 작은 값을 갖게 되어 실린더의 

수직변 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양력과 수직 

변 의 상이 정반 가 되어 실린더의 운동이 양력에 의해 

억제되므로 수직변 가 미소한 것으로 단된다.

Lock-in 역에서는 실린더의 변 와 양력의 상 계수가 

낮았으며, 유입속도는 Lock-in 상의 이후보다 작으며 구조물의 

감쇄비와 강성도는 Lock-in 상의 이 보다 상 으로 큰 

값에도 불구하고 Lock-in 역에서 변 가 크게 증가한 것은 

상차가 엇갈리면서 Fig. 15와 같이 양력과 실린더의 운동이 

첩되어 변 가 증가되는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 

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해수 취수용 라이 와 같이 원형 단면을 갖는 

세장체의 와류유기진동을 분석하기 하여 층류 역에서 2차원 

원형 실린더 주 의 유동에 한 산해석을 수행하 다. 특히, 

이 경우 발생하는 Lock-in 상에 하여 비정상 유동의 

주 수 특성, 박리 의 치변화에 따른 연속된 와흘림 사이의 

거리  양력과 수직변 의 상 계수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하여 매 시간 단계마다 

유체의 주 흐름방향에 하여 수직으로 운동하는 2차원 실린더 

단면의 1자유도의 운동방정식을 수치해석하여 이동된 치를 

계산하고, 이를 반 하기 하여 격자변형기법  Remshing 

기법을 용하 다.

물체의 고유진동수 부근에서 와흘림 주 수가 고착되는 

Lock-in 상을 구 하여 운동진폭이 최 가 되는 것을 확인한 

후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연구 결과 Lock-in 상이 발생할 때 항력에 비하여 양력이 

격히 증가함으로 인해 운동진폭이 최 가 된 것으로 단 

된다. 한 양력과 수직변 의 상 계수 분석을 통하여 Lock-in 

역 이 은 양의 상 계로서 양력과 수직변 가 동일한 

상을 갖고 와류가 박리되지만 Lock-in 역 이후는 음의 

상 계로서 양력과 수직변 가 반 의 상을 갖음을 확인 

하 다. 반면, Lock-in 역에서는 상 계수가 상 으로 

낮으며 실린더의 치에 따라서 양력의 증감과 박리 의 치가 

변하는 천이구간이 형성됨을 확인하 다. 특히 Lock-in 역 

이 에는 무차원화된 강성도와 감쇄비의 증가로 운동이 제한되며, 

Lock-in 역 이후에는 양력과 수직변 의 반  상이 

운동을 제한하는 반면 Lock-in 역은 상의 천이 역으로 

양력이 진폭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조건이 형성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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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c Structure damping

C Structure damping, nondimensional form of equation

 Drag coefficient( 
 ), nondimensional

 Lift coefficient( 
 ), nondimensional

 Force coefficient(   ), nondimensional

D Cylinder diameter, m

 Drag force, 

 Lift force, 

 Natural frequency, Hz

 Vortex shedding frequency, Hz

k Structure stiffness

K Structure stiffness, nondimensional form of equation

m Cylinder mass

n Mass ratio

P Pressure, kg/ms2

Re Reynolds number( ), nondimensional

 Strouhal number(  ), nondimensional

t Time, s

T Vortex shedding period, s

U Uniform flow velocity

 Reduced velocity

y Cylinder cross-flow displacement, m

 Fluid dynamic viscosity, kg/ms

 Fluid density, kg/m
3

 Damping ratio, dimensionless

 Distance of vortex sh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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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고층빌딩이나 해양 라이 와 같은 세장 구조물은 구조시스템의 동  불안정의 주요 원인인 와류유기진동(vortex- 

induced vibration, VIV)에 의한 동하 에 매우 취약하다. 와류유기진동이 라이 의 고유진동수 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Lock-in 상으로 피로 괴의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Lock-in 역에서 구조물과 유동의 동 거동에 한 수치해석을 

다루었으며, 유동조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진 주 수가 유지되는 상에 해 분석하 으며, 유입유동에 해 수직방향으

로 자유진동하는 1자유도의 2차원 원형실린더 단면에 한 비정상 층류를 가정하 다. 각 시간 단계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유동장 격자를 재생성하며 비정상 유동과 물체의 운동에 한 지배방정식을 순차 으로 수치해석하여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 다. 결과는 선행연구와 잘 일치함을 보여주었고, Lock-in 상에 한 특성을 잘 나타내었다. Lock-in 

역에서는 양력뿐만 아니라 항력도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었으며, 실린더의 수직변 는 직경의 20%까지 이름을 나타내었

다. 양력과 수직변 의 상 분석을 통해 실린더가 Lock-in 역에서 양력과 수직변 의 상차가 동기로부터 반동기로 천이

함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변화가 Lock-in 역에서 나타나는 공진거동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된되었다.

핵심용어 : 세장체, 라이 , 와류유기진동, Lock-in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