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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for laminar flow (Re≤150) past a square cylinder in 
cross freestream with an angle of attack. This study would be the first step towards understanding 
flow-induced forces on cylindrical structures under a strong gust of wind from the viewpoint of wind 
hazards. Collecting all the numerical results obtained, we propose contour diagrams of drag/lift 
coefficients and Strouhal number (St) on an Re–Angl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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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동이 고층빌딩이나, 타워형 구조물, 다리등과 

같은 실린더형 장애물을 지날 경우, 후류에서 주

기적인 카르만 와류가 생성된다. 이 와류는 구조

물에 주기적인 하중을 가하게 되며, 구조물의 진

동 및 소음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 와류를 제어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 2) 
실린더형 장애물을 지나는 유동에 대한 연구는 

사각 단면 실린더 보다는 원형 단면 실린더 주위 

유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3) 두 유동 

구조의 차이점은 사각 단면 실린더의 경우 날카

로운 모서리에서 박리가 발생하여 고정되는 특성

을 보이나, 원형 단면 실린더에서는 시간에 따라 

박리점이 움직이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사각 단

면 실린더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박리가 발생하

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위치 변화로 인해 유동 패

턴이 크게 바뀌게 된다.(4) Igarashi(4)는 실험을 통

해 난류유동에서 박리가 발생하는 모서리의 위치 

변화에 따른 유동 패턴을 구분하고, 각 유동 패

턴에 따라 Strouhal 수, 항력, 양력등의 유동 특징

이 크게 변하는 것을 관측한바 있다.
지금까지 사각단면 실린더에 대한 실험 및 수

치해석적 연구는 대부분 유동 방향과 정렬된 경

우(5-8)이며, 유동방향과 실린더가 이루는 기울임각

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난류 영역에서 실

험적 연구(4, 9-11)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에 존재하는 수치 해석적 연구로 Sohankar등(12)과 

Zaki 등(13)은 정방형 실린더를 지나는 층류 유동

에서 박리가 발생하는 임계 Reynolds 수(Re)와 비

정상 유동으로 천이하는 임계 Re가 유동 방향과

의 기울임각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기울임 각의 변화에 따라 항력, 양력, 
Strouhal 수등의 유동 특징이 변하는 것을 관측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는 주로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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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onfiguration and grid system.

Re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힘의 변화 원인과 Re와 기울임각의 변화 따

른 유체력 변화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Re가 150이하인 정방형 실린더

를 지나는 층류유동에서 유동 방향과 실린더가 

이루는 기울임각(θ)의 변화에 따라 실린더가 받

는 힘의 특성에 대한 수치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

였다. 기울임각과 Re의 변화에 따라 실린더에 작

용하는 항력 및 양력, 와흘림의 Strouhal 수를 계

산하고 이를 하나의 지도로 나타내었다. 고해상

도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층류 유동에서 기

울임각의 변화에 따라 정방형 실린더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대한 기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울어진 정방형 실린더를 직

교좌표계에 구현하기 위해 가상경계법(14)을 이용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가상경계법이 적용

된 2차원 비압축성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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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with other results for square 
cylinder (=0°); (a) mean drag coefficient, (b) rms 
of lift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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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방향으로의 속도성분, p는 압력, 
q는 질량 원천/흡입, 는 운동량부가를 각각 나

타낸다. 위 방정식의 모든 변수는 균일한 입구속

도(U)와 실린더 투영길이(h)로 무차원되었다. 
(Fig. 1)
경계 조건은 입구와 출구에서 각각 Dirichlet 조

건과 대류경계조건이 사용되었으며, 계산 영역 

윗면과 아랫면에서 slip조건을 사용하였다. 물체 

표면에서는 no-slip 조건을 사용하였다. 계산 영역

은 유동방향, 수직방향으로 -33.5h≤x≤36.5h, -50h
≤y≤50h를 사용하였다.(Fig. 1) 사용된 격자수는 

격자 세분화 연구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x, y방향

으로 384×448의 격자계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기울임각이 0°인 경우 정방형 실린더를 지나는 

유동은 비교적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

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방법의 

검증과 격자 및 계산 영역의 결정을 위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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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ase diagram (, ); (a) =0°, (b)=45°, 
Re≥50.

연구 결과와 엄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Fig. 2는 

기존 연구결과(7, 8, 12, 15)와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Fig. 2(a)에서 Re에 따른 평균 

항력의 변화와 Fig 2(b)에서 양력계수 rms값이 다

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   


 

로 정의된다.
정방형 실린더가 유동방향에 대하여 기울어지

게 되면, 유동 박리가 발생하는 날카로운 모서리

의 위치가 기울임각에 따라 바뀌게 되어 와흘림

이 발생하는 임계 Re가 변하게 된다. 실험에 의

하면 기울임각이 0°인 경우 와흘림이 발생하는 

임계 Re는 47±2(12)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기울임

각이 45°로 증가하게 되면 임계 Re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기

울임각이 0°인 경우, 와흘림이 발생하는 임계 Re
가    의 범위에서 발견되었으며,   45°
인 경우에는    에서 임계 Re가 존재하

는 결과를 얻었다. 
Fig. 3은 기울임각이 0°와 45°인 경우 항력계수

와 양력계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위상선도이다. 
비정상 유동인  ≥50 경우에 대한 변화를 나타

내었으며, 0°와 45° 모두 Re가 증가함에 따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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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n pressure and viscous drag coefficients 
versus Reynolds number.

력계수와 양력계수의 진폭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울임각이 45°에서 와흘림이 

보다 활발하게 발생하여 항력계수와 양력계수의 

진폭이 0°일 때보다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평
균 항력계수의 경우, 기울임각이 0°일 때에는 Re
가 증가함에 따라 점자 평균 항력계수가 작아지

지만 기울임각이 45°인 경우 Re가 증가함에 따라 

항력계수가 점차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Re의 변화에 따른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Fig. 4는 Re에 따라 

마찰 항력성분과 압력 항력성분의 변화를 보여준

다. 압력 항력의 경우, Re가 정상유동의 범위에서

는 =0°와 =45°에서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며 감

소하지만, 와흘림이 발생하는 Re 범위에서는 

=45°에서 =0°에 비해 Re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찰 항력에서는 

=45°와 =0° 모두 Re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

하는 특징을 가지지만 =0°에서  =45°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찰 항

력과 압력 항력의 기울기 차이로 인해 =45° 비
정상 유동의 경우 =0°와는 달리 Re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항력계수가 증가하게 된다.
Fig. 5는 Re와 기울임각의 변화에 따른 평균 

항력계수, 평균 양력계수, Strouhal 수, 양력계수

rms을 각각 등분포선으로 나타내었다. 각각의 그

림에서 일점쇄선은 고정된 크기의 실린더를 기울

일 경우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고정된 크기의 

실린더를 기울일 경우, 실린더의 투영길이가 길

어지기 때문에 Re가 증가하게 된다. Fig. 5(a)의 

평균 항력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고정된 Re에서 

기울임각이 0°와 15°사이에서 항력이 가장 작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5(b)의 평균 양력의 경

우 20°와 30° 사이에서 최대값을 가지며, Re가 80
이상이고  ≤ °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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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tours of (a) mean drag coefficient, (b) 

mean lift coefficient, (c) Strouhal number, (d) rms 
of lift coefficient. 

관측되는데 이는 박리가 발생하는 모서리가 바뀌

는 구역이기 때문이다. Fig 5(c)의 St와 Fig. 5(d)
의 양력계수 rms는 Re와 기울임각의 증가함에 따

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후류에서 

발생하는 와흘림 강도가 Re와 기울임각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e가 150이하의 층류 영역에서 

정방형 실린더를 지나는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린더가 유동방향과 이루는 

기울임각의 변화와 Re의 변화에 따라 실린더가 

받는 항력계수, 양력계수, Strouhal 수의 변화를 

지도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방형 실

린더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대한 기준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층 건물이나, 열교환기에 사

용되는 실린더형 장애물을 지나는 응용문제에서

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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