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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mersed boundary-Lattice Boltzmann Method (IB-LBM) is used for the analysis of flow over the circular

cylinder in the concept of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FSI). Recently, IB-LBM has shown the enormous pos-

sibility for the application of various biomedical engineering fields, such as the movement of a human body or the

behavior of the blood cells and/or particle-based drug delivery system in blood vessels. In order for the numerical

analy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fluid and solid object, immersed boundary method and lattice Boltzmann method

are coupled to analyze the flow over a cylinder for low Reynolds laminar flow (Re=10, 20, 40 and 100) with Zhu-

He boundary condition at the boundary. With the developed IB-LBM, the flow around the cylinder in the uniform

flow is analyzed for the laminar flow and the drag and lift coefficients and recirculation length are compared to the

previou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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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유체-고체의 연성 해석(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FSI)은 유동장 내 움직이는 물체와 유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을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새의 날개 움직임에 의한

양력 예측[1]이나, 비행기의 점탄성 해석[2]과 같은 움직이는

고체 표면과 유동의 상호작용 해석 등에 응용되고 있다. 생

체역학적으로는 혈액의 이동 및 이에 의한 혈관벽의 거동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3].

나노/마이크로 제작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크기와 형상의

나노/마이크로 구조물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4] 이를

통한 다양한 의/약학적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나

노/마이크로 구조물을 기반으로 하는 전달 시스템은 주로 혈

관을 통해서 약물 및 조영제 등의 전달하고 있으며 혈관을

통한 전달 특성의 분석을 위해 혈액내 나노/마이크로 구조

물과 주변 유동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

한다[5,6]. 특히 혈액 내에 존재하는 세포나 적혈구/백혈구

등의 변형성(deformability) 있는 세포들의 유동내 동역학

및 이들과 나노/마이크로 구조물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

해는 이를 통한 약물전달 및 치료법의 효능 향상을 위해 반

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장과 고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유체-고체 연성 해석을 통한 나노/마이크로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전달 시스템 설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생체역학적 문제의 해석을 위한 유체-고체 연성 해

석에서는 움직이는 물체의 경계에서의 고체의 역학적인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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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을 유체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 초기에는 고체의 경계면이 이동

함에 따라 유체해석을 위한 격자를 재생성 해주는 방법들이

사용되었다[7,8]. 하지만 이동경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모사

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격자 재생성으로 인해 계

산량이 늘어나고, 이동경계가 복잡하거나 변형량이 클 경우

격자의 재생성이 어려워진다[9].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상경계법(Immersed Boundary

Method: IBM)이다. Peskin[10]에 의해 처음 고안된 이 방

법은 고체와 유체의 계산을 두 개의 각기 다른 좌표계에서 각

각 수행함으로써 격자 재생성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유동과

상호작용을 하는 고체면의 형상 변화 및 이동은 라그랑지안

좌표계(Lagrangain coordinate system)에서, 유동장의 계

산은 오일러리안 격자 좌표계(Eulerian coordinate system)에

서 수행한다. 라그랑지안 좌표계에서 계산된 고체와 유체 사

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 가상의 힘을 유동장 해석에

가상힘으로 적용하여 해석한다. Peskin이 고안한 IBM[10]은

입자를 탄성체로 가정하여 훅의 법칙을 이용한 힘을 가상힘

으로 유동에 부과하기 때문에 고체 주변 유동해석시 불안정

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탄성 계수와 같은 매개 변수를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지정해 주어야한다. 이에 반해 이산화된 운

동량 방정식으로부터 가상힘을 도출해내는 direct forcing(DF)

IBM[11]은 가상힘의 계산시 매개 변수의 설정 없이 계산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고체표면의 라그랑지

안 좌표계의 경계에서 속도차를 이용하여 가상힘을 계산하는

방법[12]을 활용하여 좀더 간단하게 가상힘을 계산하고 안

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혈관을 통해 주사된 약물전달 시스템은 혈액을 따라서 온

몸으로 퍼지게 되며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물전달

시스템과 혈액(주로 혈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송되는

과정이 연구되어야 한다. 실험적인 측정방법을 통해 이를 연

구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로 주로 해석적 방법을 통해 연

구된다. 기존에는 특정 유동장 내에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먼

저 해석하고 이로부터 입자의 거동을 2차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5,13], FEM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해석하는 방법[6]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매우 강력

한 해석방법들이기는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거나, 복잡한 형

태의 해석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해석 시간

이 길어 이와 같은 연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혈관을 통해 이동되는 나노/마이크로 입자의 움직임을 해

석하기 위해 유동장의 해석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입자의

거동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때 유동장 해석을 위해 유

체의 운동량 방정식을 사용하는 대신 볼츠만(Boltzmann)

방정식을 기반으로 해석하는 격자 볼츠만 방법(Lattice

Boltzmann Method: LBM)을 사용한다. LBM은 약 30여

년 전부터 유동해석분야에 응용되기 시작된 방법으로[14],

생성된 격자내 입자들의 분포함수를 계산함으로써 밀도, 압

력을 비롯한 다양한 유체역학적인 변수를 계산하게 하는 방

법이다. LBM은 지배방정식이 이산형태이기 때문에 선형적

이며, 수치해석적인 근사가 없어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

차가 적다. 또한 미분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복

잡한 경계에서의 해석이 용이하고, 유체의 운동량 방정식에

서 압력에 대한 포아송 방정식(Poisson equation)을 풀 필

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빠르다[15]. 또한 각각의 격

자에 똑같은 계산이 주어지고 주위의 격자들만이 계산에 참

여하여 병렬 계산을 활용한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16]. 이

와 같은 계산의 효율성으로 인해, 유동장내에서 복잡하거나

이동하는 경계를 갖고 있는 IBM 활용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운동량방정식을 유한체적법이나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는

방법보다 LBM을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 초기의 가상경

계-격자 볼츠만 방법(Immersed boundary-Lattice Boltzmann

method: IB-LBM[17]은 Peskin[10]이 제안한 feedback

forcing IBM과 유동해석에 운동량 방정식을 수치적 해석을

대신하여 LBM을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매우 유사하다.

Momentum-exchange-based IB-LBM[18]은 가상힘을 계

산할 때 IB-LBM이 사용되지만 2차 정확도가 아닌 bounceback

규칙을 사용하였으며, Dupuis 등[19]이 제안한 IB-LBM은

격자 볼츠만 방정식(Lattice Boltzmann equation: LBE)을 사

용하여 유동 변수를 계산하였으나 이들은 운동 특성을 무시

한 lumped-forcing IB-LBM을 사용하여 2차 정확도를 갖지 못

하였다. 반면, Wu와 Shu[20]는 Guo et al.[28]에 의해 제

안된 direct forcing IB-LBM은 split-forcing 가상경계-격자 볼

츠만 방정식을 채택하면서 2차 정확도를 확보하였다. 이후

Kang과 Hassan[21]은 split-forcing 가상경계-격자 볼츠만

방정식을 기반으로 Uhlmann[12]과 Wang[22]의 direct forcing

방법을 적용하여 direct forcing IB-LBM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약물전달 시스템은 주로 폴리머나 실리콘 계열을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기하학적인 형태[23,24]로 제작되었

으나, 최근 개발되고 있는 DNA 종이접기 기술 등을 활용

한 다양한 형태의 나노 구조체 형태의 전달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25]. 약물전달 시스템의 유동장 내

거동 해석은 입자의 전달 성능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며[6],

이를 위해서는 유체에 의해서 입자에 가해지는 힘을 분석하여

입자의 궤적을 해석할 수 있다[5,26]. 이러한 힘을 해석하

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경계-LBM 방법을 사

용하고자 하며 이를 더 발전시켜 입자의 거동을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가상힘 계산을 위해 direct forcing IBM을 이용하고, 유

동 해석에 있어 효율적으로 알려진 격자 볼츠만 방법에 적

용한 direct forcing IB-LBM을 적용하여 유동장 내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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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구조물의 고체-유체 연성 해석을 진행하고 이를 검

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균일 유동장 내 위치된 실린더에

가해지는 항력 및 Reynold 수에 따른 유동 패턴을 분석하

여 개발된 방법의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볼츠만 방정식(Boltzmann Equation)

입자 분포 함수 f(x,c,t), Particle Distribution Function:

PDF)는 특정 위치(x)에 있는 입자의 집합이 주어진 시간(t)

에서 특정 범위의 속도(c)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나

타내는 함수이다. 일정 시간동안 입자 간의 충돌이 없다고

가정하면 식 (1) 같이 표현된다[27].

(1)

하지만 실제 입자간의 충돌은 분자수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입

자 분포 함수의 최종 상태와 초기 상태 사이의 변화가 발생

한다. 이러한 변화를 충돌 연산자 Ω를 이용하면 식 (2)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2)

이를 dt→0으로 극한을 취하고, 정리하면

(3)

식 (3)과 같은 볼츠만 방정식(Boltzmann equation)을 얻을 수

있다.

2. 격자 볼츠만 방법(Lattice Boltzmann Method)

LBM에서 차원과 격자 노드의 개수에 따라 여러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n은 해석하고자 하는 모델의

차원이고, α는 한 개의 격자내 노드의 수를 나타내며 이를

고려하는 모델의 경우 DnQα으로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사각 격자의 9개의 노드를 고려하는 D2Q9모델을 이

용한다. BGK 접근법[28]에 의해, 평형 상태에서 입자 분포

함수의 완화시간 τ와 이산속도 를 이용하여, 2차 정

밀도를 갖는 Taylor 급수로 전개하면 식 (4)와 같은 격자

볼츠만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4)

f (eq)은 Maxwell-Boltzmann 방정식의 평형분포함수이다

[27]. 이때 밀도(ρ) 및 속도(u)와 같은 거시적인 물리량은 분

포함수의 모멘트의 식 (5)와 같이 결정된다.

(5)

LBM에서는 격자 내 분포한 입자가 격자의 노드 방향으로

이산 속도를 갖는다. D2Q9 모델의 경우 모든 이산속도(eα)

와 가중함수(ωα)는 각각 식 (6), (7)과 같이 표현되며

eα= c(0,0) for α = 0

eα= c(cos(α−1) , sin(α−1) for α = 1,2,3,4

eα= (cos(α−1) , sin(α−1) for α = 5,6,7,8 (6)

ωα= for α = 0

ωα= for α = 1,2,3,4

ωα= for α = 5,6,7,8 (7)

D2Q9에 대한 평형분포함수는 식 (8)과 같다[29].

(8)

격자내 입자의 충돌 계산은 다음과 같이 충돌과정과 이동

과정의 2단계로 진행되며 각각의 과정은 식(9)과 (10)로 표

현된다[38].

충돌 과정: (9)

이동 과정: (10)

완화시간 τ는 식 (11)의 동점성계수(ν)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다[29].

(11)

이때 μ는 유체 점성계수, ρ는 유체밀도이고, 동점성계수는

레이놀즈수(Re = )로 구할 수 있다[29]. τ→0.5일 경우

동점성계수가 0에 수렴하게 되며 이는 점성의 영향을 무시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우이다. 또한 ν < 0 인 유체는 존재

할 수 없으므로 동점성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완화시간은 0.5보다 커야 한다.

3. 가상경계법(Immersed Boundary Method)

가상경계법(Immersed boundary method. IBM)에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고체의 형상에 의해 결정되는 라그랑지

안 격자와 유동장의 오일러리안 격자 사이의 물리량을 연결

f x cdt c, Fdt t, dt+ + +( )dxdc f x c t, ,( )dxdc– =

f x cdt c, Fdt t, dt+ + +( )dxdc f x c t, ,( )dxdc– Ω  f( )dxdcdt=

∂f
∂t
---- c ∇f⋅+ Ω=

eα=
Δx
Δt
------

fα x eαΔt t, Δt+ +( ) fα x t,( ) 1

τ
---  fαx t, fα

 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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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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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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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라그랑지안 격자상의 물체 표면의

속도 정보를 통해 경계면 근처의 유체 격자에 가상의 추가

적인 힘을 정의하고 이를 고려하여 유동장을 해석한다[19].

라그랑지안 격자상의 좌표(Xm) 가상힘(Fv, virtual force)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체면의 목표속도(Ud)를 이용하여 라그

랑지안 격자에서 계산된 유체속도(U*)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식 (12)와 같이 계산한다.

(12)

라그랑지안 격자에서 계산된 힘 Fa는 식 (13)과 같이 오일

러리안 격자계로 전달된다[21].

(13)

Δs는 라그랑지안 격자의 호의 길이이고, h는 오일러리안 좌

표계의 격자 간격이다. Xm은 m번째 라그랑지안점을 나타

내고, xij는 격자 볼츠만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오일러리안

좌표점이다. δh는 가상힘을 유체에 전달하는 델타함수이며

식 (14)와 같이 정의한다.

(14)

가상경계에서 가상힘이 확산되는 정도는 함수 φ(r)에 의해

결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식 (15)의 Peskin[10]이 제안한 2-

점 델타함수를 적용하였다.

(15)

IBM에서는 라그랑지안 좌표계와 오일러리안 좌표계 간에

속도와 힘을 주고 받을때 고체의 경계 주변에서 진동

(Oscil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움직이는 물체의 해

석에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균일 유동장

내 고정되어 있는 입자 주변의 유동해석이므로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30]. 움직이는 물체에서 관찰

되는 수치적인 진동은 부분연속으로 정의된 델타함수의 도

함수가 특정 모멘트 조건(moment condition)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경우 델타

함수의 smoothing을 통해 도함수의 모멘트 조건을 만족하는

도함수의 차수를 1개 높임으로써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31].

이때 IBM을 통해 오일러리안 격자에서 얻은 가상힘(Fv)은 격

자 볼츠만 방정식에 적용하기 위해 Guo 등[32]에 의해서 제

안된 식 (16)을 이용하여 변환된다.

(16)

이는 격자 볼츠만 방정식에는 다음 식 (17)과 같이 적용된

다[21].

(17)

4. 균일한 유동장 내 원형실린더 주변의 유동 해석

혈관을 통해 전달되는 나노/마이크로 입자의 경우 입자 크

기의 영향으로 Re가 매우 작다. 특히 입자의 전달 성능향

상을 위해서는 혈관벽 근처에서의 입자 거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13] 이때 혈관 벽의 경계층의 영향으로 유속 역시

매우 작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 층류 영역에

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26] 이를 이

용한 혈관벽 근처에서의 입자 거동에 대한 연구는 입자의

전달 성능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

노/마이크로 입자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층류 영역

에서의 입자 거동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연구로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IB-LBM을 이용한 균일한 유동

장 내에 원형실린더 주변의 유동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일정 유속 U∞로 흐르고 있는 2차원 유동장 내에 직경

D인 실린더를 설치하고, 다양한 유동조건(Re=10, 20, 40,

100)을 개발된 IB-LBM으로 해석하고, 실린더에 작용하는

항력, 양력 및 주변 유동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원형

실린더의 경계는 앞서 설명한 라그랑지안 좌표계를 따르며, 가

상경계법을 이용해 유체와 상호작용을 한다. 유동장의 경계

조건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구에서는 Dirichlet 경

계조건(u=U∞, ν=0)을 사용하였고, 윗면과 아랫면은 Neumann

경계조건( =0, ν=0)을 사용하였으며, 출구는 Zou-He의 압

력 경계 조건[33]을 사용하였다. 유동장 격자는 801×801와

1601×1601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하였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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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균일한 유동장 내 원형실린더의 모식도 및 경계조건

Fig. 1. Schematic diagram of uniform flow over circular

cylinder and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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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린더는 입구로부터 16D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원형 실

린더의 라그랑지안 격자의 크기는 유동장 격자 크기(Δx)의

2/3로 하였다[34]. 

III. 연구 결과

그림 2는 실린더의 중심으로부터 y-방향으로 y/D=0, 0.25,

0.5위치에서의 x-방향으로의 속도(u)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Cai 등[35]이 제시한 같은 위치에서의 속도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형 실린더 경계에서는

x-방향 속도성분은 0에 근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정지

된 실린더의 속도값(u=0)을 갖는다. 유동장 내에 원형실린

더와 같은 고체면이 존재하면 이를 우회하기 위한 유동이

발달하며 실린더 상류에서 x-방향속도는 약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린더의 하류에서는 x-방향 속도성분이

0보다 작은 영역이 관찰된다. 이후 하류로 진행할 수록 점차

속도가 유동방향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린더 하류의 재순환 유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재순환 영역이 지속되는 구간의 길이를 재순환 길이(Lr,

recirculation length)라고 하며 실린더 직경으로 무차원화

하여 다음 식 (18) 같이 나타낸다[21].

(18)

그림 3(a)~(d)는 각각 Re=10, 20, 40, 100일 때 유동장의

속도분포를 나타낸다. 보여준다. 원형실린더 주변의 균일한

유동장은 정지된 실린더를 지나가게 되고 이는 실린더에 항

력(CD = )을 발생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Re<45

인 경우(그림 3(a)~(c)) 상하 대칭의 2차 재순환 유동 구조

가 실린더 하류에서 관찰되며, Re수가 커짐에 따라 재순환

길이(Lr)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100까지 커

지면(그림 3(d)) Karman 와류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Re수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재순환 유동의 불안정

성에 기인한 유동특성으로 이로 인해 원형실린더에는 반복

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양력(CL = )을 발생하게 한다.

다양한 연구 그룹에서 유체해석방법의 검증을 위해서 2차원

균일유동장내 실린더에 발생하는 항력 및 재순환길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Re=10에 대해서 Dennis와 Chang[36]

은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 FDM)을 이용

하여 CD=2.85과 Lr=0.27을, Nieuwstadt와 Keller[37]는

준분석적(Semi-Analytical Method) CD=2.83과 Lr=0.22를,

Doolen[38]은 LBM을 이용하여 CD=3.17과 Lr=0.24, Pepona와

Favier[39]는 adaptive LBM을 이용하여 CD=2.92과 Lr=0.25의

값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direct forcing IB-LBM을 이

용하여 2가지 격자수에 대해 해석을 수행한 결과 801×801

에서는 CD=2.93과 Lr=0.24를 1601×1601에서는 CD=2.91과

Lr=0.23의 항력계수와 재순환 길이 값을 확인하였다. 이는

CD의 경우 FDM을 이용한 결과와 2.10%, adaptive LBM을 이

용한 결과와는 0.34%의 오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Lr의 경우 4.2~14.8%의 오차를 보이며 가장 큰 오차는

FDM을 이용한 결과와의 비교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

구결과 범위 안에 있는 값으로 판단된다.

Re=20에 대해서는 수치적인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실험적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Tritton[40]은 CD=2.09,

Nishioka와 Sato[41]는 CD=1.95의 항력계수를 실험적으로

Lr

L

D
----=

2Fd

ρU∞

2

D
--------------

2Fl

ρU∞

2

D
--------------

그림 2. Re=20일때, y-방향 위치에 따른 x-방향 속도 분포, (a)

y/D=0.0, (b) y/D=0.25, (c) y/D=0.5

Fig. 2. x-directional velocity distribution at Re=20 for (a)

y/D=0.0, (b) y/D=0.25 and (c) y/D=0.5 for the comparison to

the previous result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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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Wu와 Shu[20]는 momentum

exchange IB-LBM을 이용하여 CD=2.14과 Lr=0.95를, Kang과

Hassan[21]은 explicit diffuse LBM을 이용하여 CD=2.08과

Lr=0.94를, Cai 등[35]은 CD=2.10과 Lr=0.99를, Tao 등

[42]은 CD=2.17과 Lr=0.97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801×801에서는 CD=2.11과 Lr=0.96를 1601×1601에서는

CD=2.10과 Lr=0.94로 확인되었으며, Tritton[40]이 실험적

으로 측정한 결과값과 1601×1601 격자의 결과값을 기준으로

1%이내의 오차를 보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IB-LBM을 이

용하여 매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러한 특성은 Re=40인 경우에도 확인되는데, 실험적으로 측

정한 항력계수는 Tritton[40]이 CD=1.59, Nishioka와 Sato[41]

가 1.49로 측정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1×801에서는

CD=1.60과 Lr=2.44를 1601×1601에서는 CD=1.59과 Lr=2.36

로 Tritton[40]이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값과 1601×1601의

격자를 기준으로 1%이내 오차를 나타낸다. 이외의 다른 해

석적인 예측값[20,21,35,42]들도 CD=1.56~1.62, Lr=2.26~2.44

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값들 역시 비슷한 범위에서 확인된다.

Re=100의 경우, Karman 와류로 인해 재순환길이는 측

정되지 않으며 이를 대신하여 유동장에 의해서 실린더에 작용하

는 양력(CL)을 비교하였다. Kang과 Hassan[21]는 CD=1.39와

CL=±0.35, Cai 등[35]은 CD=1.37과 CL=±0.33를, Tao 등

[42]은 CD=1.41와 CL=±0.35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Peskin

[10]은 CD=1.45의 항력계수를 확인한 바 있으며, Uhlmann[12]은

CD=1.50와 CL=±0.35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D=1.40와

CL=±0.35를 얻어, 양력계수는 큰 오차가 확인되지 반면, 항

력계수는 대체적으로 유동장 해석에서 LBM을 이용하는 경

우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는 (a)~(d)는 각각 Re=10, Re=20, Re=40, Re=100일

때 2D×2D 영역을 확대하여 나타낸 원형실린더 주변의 x-

방향과 y-방향의 속도분포이다. 우선 정지된 실린더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실린더 경계면 에서의 x-방향과 y-방향의 속도

값은 0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계를 제

외한 원형실린더 안쪽의 속도는 0으로 가정하지 않고 그대

그림 3. 실린더 주변 속도분포 (a) Re=10, (b) Re=20, (c) Re=40, (d) Re=100

Fig. 3. Contour plot of velosity magnitude over the cylinder at (a) Re=10, (b) Re=20, (c) Re=40 and (d)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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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LBM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여 원형실린더 안에 유

동장이 함께 계산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multi direct forcing등[22]을 통해 고체

내부 유동장이 0으로 수렴하도록 계산하는 방법들이 개발되

그림 4. 실린더 주변 x-방향 속도성분(u)과 y-방향 속도성분(ν) (a) Re=10, (b) Re=20, (c) Re=30, (d) Re=100

Fig. 4. Contour plot of x-directional (u) and y-directional (ν) velocity compoenet (a) Re=10, (b) Re=20, (c) Re=30 and

(d) R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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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Re=10, 20, 40의 경우, 원형실린더의 상류에서 x-방향의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원형실린더 하류에서는

재순환 유동으로 인한 상류방향으로의 속도분포(u<0)가 관

찰된다. y-방향의 속도의 경우 원형실린더의 상단(y>0)에서는

u>0, 하단(y<0)에서는 u<0임을 볼 수 있다. 정상 상태 유

동인 Re=10, 20, 40에서는 실린더 중심(y=0)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대칭인 유동특성이 관찰된다. 그러나 Re=100

의 경우, 실린더 중심(y=0)에 대한 유동장의 대칭성은 원형

실린더 상단를 지나자 마자 깨지는 것이 x-방향과 y-방향 속

도분포 모두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원형실린더

내부의 유동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Re=100

에서 LBM을 이용하는 경우 원형실린더의 항력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해

야할 것이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체-고체 상호 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2차원의 direct forcing IB-LBM을 사용하여 균일한 유

동장 내 원형실린더에 작용하는 힘과 주변 유동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Direct forcing IB-LBM[21]에, 경계조

건을 모두 Zou-He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방법과

차별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벽면의 경계조건은 bounceback

경계조건을 사용하거나 periodic 조건을 사용해 문제를 단

순화하지만 Zou-He 경계조건을 적용한 시스템을 사용함으

로써 향후 본 시스템은 다양한 유동조건을 해석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입자 거동 해석을 위해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고

이를 벽근처 선형유동장내 있는 입자를 가정하여 입자의 거

동을 분석한 바 있다[5,43]. 본 연구를 통해 입자에 작용하는 힘

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확보함으로써 입자에 작용하는 힘의

계산과 입자 거동을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입자와 유동 사이의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력계수 등을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입자의 거동 분석에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개발된 IB-LBM은 상대적으로 Re가 작은 경우 기존의 연

구결과들과 같은 범위의 항력계수 및 재순환 길이를 나타내

며, 이러한 특성은 Stokes 유동의 특성을 갖는 나노스케일

유동해석의 적용에 적합한 특성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LBM

은 다른 유동해석 방법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해석

방법으로 다양한 경계조건의 적용이나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시

스템에 대해서 Re=10, 20, 40, 100에 대해 기존의 연구결

과와의 비교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01×801과 1601×1601 두 가지 격자수에 대

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두 조건에 의한 결과는 큰 차이를 나

표 1. 균일한 유동장 내 실린더의 항력계수(Cd), 양력계수(CL) 및 재순환 길이(Lr)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drag coefficient(Cd), lift coefficient(CL) and recirculation length(Lr) generated by the uniform flow

over the circular cylinder

Reference Method
Re=10 Re=20 Re=40 Re=100

CD Lr CD Lr CD Lr CD CL

[30] Finite Difference Method 2.85 0.27

[31] Semi-Analytical Method 2.83 0.22

[32] LBM 3.17 0.24

[33] Adapted IB-LBM 2.92 0.25

[34] Experiment 2.09 - 1.59 -

[35] Experiment 1.95 - 1.49 -

[17] Momentum Exchange IB-LBM 2.14 0.95 1.59 2.26

[20]
Explicit Diffuse LBM 2.10 0.94 1.58 2.44

fine grid 2.08 0.94 1.56 2.35 1.39 0.35

[29] IB-LBM 2.10 0.99 1.56 2.41 1.37 0.33

[36] IB-LBM 2.17 0.97 1.62 2.38 1.41 0.35

[10] IBM 1.45 -

[12] Direct Forcing IBM 1.50 -

Present study
Direct Forcing IB-LBM 2.93 0.24 2.11 0.96 1.60 2.44

fine grid 2.91 0.23 2.10 0.94 1.59 2.36 1.40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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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지는 않았으며 이는 801×801에서도 어느정도 신뢰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격자수가 커지면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 연구와 결과와 비교했을 경우

신뢰성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Re=100인 경우

801×801에서는 수렴하는 계산값을 얻지 못했으며 이는

Karman 와류와 같이 유동특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 해석 조건을 조정하여 해석 가능한 격자수 영역

을 확장하여 이에 대한 추가 해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개발된 시스템을 확장하여 3차원 형상 및 연성재료에의

응용 등 다양한 확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은 고체형상

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석시간이 오래 걸리고

높은 스펙의 컴퓨터를 필요로 한다. 격자 볼츠만 방법은 해

석시 병렬연산이 가능하여 이를 활용하여 해석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통한 빠른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개발을 통해 가상경계-격자 볼츠만 방법은 생체재료의 복잡

한 형상, 재료물성의 변화, 연성재료의 해석 등 형상이 복잡

하고 움직임에 의해 변화하는 형상을 고려한 해석 등에 있

어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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