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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라이저(Marine riser)는 석유 및 가스 등의 연료를 해저로

부터 상부부유체까지 이송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다양한 형태

의 라이저 중 자유롭게 매달린 라이저는 해수온도차발전을 위

한 취수용 라이저, 망간단괴 채취용 라이저, 그리고 FLNG 

(Floating liquified natural gas)의 냉각수 취수용 라이저 등으로 

사용된다(Pettersen et al., 2013). 해양라이저는 파랑, 조류, 그리

고 상부부유체 운동에 의한 가진 등의 다양한 하중에 의해 지

속적으로 동적거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일정 유속을 가지는 조

류하중에 의해서 VIV(Vortex-induced vibration, 와류유기진동)이 

발생하며, 상부부유체 운동에 기인하는 상부가진에 의해서도 

VIV가 발생하여 피로파괴의 주된 원인이 된다. 

Yin et al.(2018)은 TTR(Top tensioned riser)의 강제가진 조건에

서의 VIV 응답을 모형시험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VIV 응답은 

RIFLEX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자유감쇠 결과에서 얻은 

고유주기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상대적으로은 KC 수(Keulegan- 

Carpenter number)에서 VIV에 의한 가진직각방향(Cross-flow, CF) 

응답은 대체로 안정적(Stable)인 결과를 얻었으며, 가진직각방향 

응답은 가진 주파수의 2배 주파수 응답을 보였다. 

Wang et al.(2017)은 자유롭게 매달린 라이저에 대한 모형시험

을 수행하였으며, 부유체의 운동으로 인한 VIV 특성을 분석하

였다. 상단 강제가진에 의한 라이저의 가진직각방향 응답은 가

진방향(In-line, IL) 응답에 비해 높은 주파수를 가지며, 낮은 KC 

수에서의 가진직각방향 응답은 시간에 따라 일정한 응답 형태

를 보였으나, 높은 KC 수 조건에서 응답은 시간에 따라 불규칙

적으로 변하는 응답 크기와 더불어 모드가 천이하는 현상을 보

였다. Joseph et al.(2017)은 선박운동으로 인한 드릴링(Drilling) 

라이저의 VIV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KC 수에 따른 VIV 응답과 

더불어 Drill string 회전으로 인한 응답을 함께 검토하였다. 또

한, 선박 운동 및 조류 중 VIV 응답은 상용프로그램인 VIVANA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Sun and Xiao(2018)는 플로팅 실린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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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M(Vortex-induced motion) 응답을 모형실험을 통해 검토하였

으며, VIM 저감을 위한 Strake 부착 유무에 따라 VIV 응답을 비

교하였다. 가진방향과 가진직각방향 응답의 크기와 더불어 응

답 주파수 차이 등을 통해 Strake 부착 효과를 검토하였다. 

Liang et al.(2018)은 페어링(Fairing)을 부착한 모형실험을 통해 

원형 실린더의 VIV 저감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페어링 각도에 

따라 VIV 주파수와 lock-in 현상 그리고 Strouhal 수를 비교 검

토하였다. Zhao(2011)는 VIV로부터 야기되는 Tensioned riser의 

피로 손상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모형실험에서 VIV 주파

수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VIVANA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시도

하였다. 측정된 주파수 성분은 RIFLEX를 이용한 고유치해석 결과

와 비교되었으며, 동적응답으로 인한 피로손상을 Miner-Palmgren 

법칙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Sukhov(2017)는 SLWR(Steel lazy 

wave riser)의 VIV 예측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VIV 해석은 가진

직각방향과 가진방향을 포함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SLWR의 위치별 형상에 대한 동유체학적 데이터를 획득하였으

며, VIVANA를 이용한 VIV 예측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SLWR 

의 부력재로 인한 형상의 민감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피로 손

상에 대한 평가를 수치해석적으로 제시하였다. Gustafsson(2012)

은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를 이용한 라이저의 VIV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VIV로 인해 발생하는 라이저의 대변형을 고려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SI 계산에서 계산 효율을 고려하여 격

자의 민감성을 검토하였으며, 난류 모델은 RANS를 활용하였다. 

FSI를 이용한 3차원 해석을 위해 계산의 정확도와 더불어 계산 

효율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라이저 및 연직파이프의 강제가

진 실험에 관한 연구는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

으나, 강제가진 조건에서 라이저 길이에 따른 VIV 특성을 KC 

수와 레이놀드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롭게 매달린 PVC(Polyvinyl chloride) 파이

프의 VIV 특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부유체의 운동에 기

인하는 라이저의 VIV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파이프의 상부 끝

단이 일정 주기와 진폭으로 가진되는 파이프의 모형실험을 수

행하였다. 시험 모형에 대한 모드 해석을 통해 구조물의 동적 

거동특성을 예측하였으며, 가진방향 및 가진직각방향 거동에 

대한 시계열 및 주파수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VIV 특성을 분석

하였다. 강제가진조건에서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KC 수에 

따른 응답과 더불어, 레이놀드수(Reynold No.)와 감소속도

(Reduced velocity)에 따른 VIV 특성을 분석하였다. 

2. 모형시험

2.1 시험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강제가진조건에서 자유롭게 매달린 PVC 파이

프의 VIV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PVC 파이프의 주요제원을 보여주며, 대상 PVC 파이프는 

길이 2.0m, 외경 13.5mm, 내경 12.5mm, 밀도 1,430kg/m3, 그리고 

약 148의 세장비를 갖는다. Fig. 1은 모델 파이프와 파이프의 거

동계측을 위해 설치한 Marker의 위치를 보여준다. 마커를 모델 

상단으로부터 40~180cm 까지 설치하였으며, Fig. 1과 같이 총 

16개의 띠 형태의 마커가 설치되었다(Jung et al., 2018). PVC 파

이프의 상단 끝은 강제가진장치에 고정하고, 하단은 자유 경계

Table 1 Main dimension of the PVC pipe

Item Unit Model

Outer diameter (O.D.) [mm] 13.5

Inner diameter (I.D.) [mm] 12.5

Density [kg/m3] 1,430

Length [mm] 2,000

Young’s modulus [GPa] 2.0

Boundary condition Fix-Free

Fig. 1 Description of the PVC pipe [Jung et al., 2018]

Table 2 Modal periods of the PVC pipe

Mode Modal period [s]

Mode 1 4.08

Mode 2 0.67

Mode 3 0.24

Mode 4 0.12

Fig. 2 Mode shapes of model riser

조건으로 자유롭게 매달린 파이프 형태를 구현하였다. 강제가

진조건에서 파이프의 응답특성을 예상하기 위해 고유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1차 고유주기와 2차 고유주기는 각각 4.08초와 

0.67초 이다. Table 2는 본 모형의 고유주기를 보여준다. 고유주

기는 접수 조건으로 해석하였으며, 원형파이프의 형상을 고려

한 부가질량 계수를 적용하였다. Fig. 2는 본 실험 파이프의 모

드형상과 더불어 수중카메라 계측용 마커 위치를 보여준다. 

2.2 가진조건

상부구조물의 운동은 라이저의 상단부에 직접적인 가진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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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rced oscillation conditions

Test ID Amp. [mm] Oscillation period [s]

001

40

10.0

002 6.0

003 4.209

004 1.834

005 1.171

006 0.862

Fig. 3 Experimental set-up & measurement

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부구조물에 의한 가진효과를 고려하기 위

하여 일정주기와 진폭의 강제가진 실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파이프의 상단은 일정 주기와 진폭으로 가진되며, 하나의 진폭에 

대해 다양한 주기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3은 실험조

건을 보여주는데, 실험모델의 고유주기와 가진주기 특성을 고려

할 때 모델 파이프는 최대 2차 모드로 응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계측 항목

PVC 파이프의 응답은 수중 광학카메라를 이용하여 3차원 운

동을 측정하였다. 수중계측 카메라는 하나의 영역을 2대의 카메

라를 이용하여 3차원 운동을 계측하며, 정밀한 계측을 위해 3대

의 카메라를 활용하였다. 16개의 마커를 설치하여 파이프 상단

으로부터 40cm부터 180cm까지 각 위치별로 3차원 응답을 실시

간으로 계측하였다(Fig. 3).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가진주기 Te =10초 조건에서 파이프의 3지점(상부 : 

4, 5, 6, 중앙 : 10, 11, 12, 하단 : 16, 17, 18) 부근에서 각각 3개

점의 시간영역 응답결과를 보여주는데, 가진방향 응답은 길이

에 따라 진폭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가진직각방향 응

답은 하단으로 갈수록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0초 가진 조건은 1차 모드 영역이기 때문에 가진방향 변위는 

길이에 따라 변위가 유사하다. 반면, 가진직각방향 방향은 상부 

끝단이 고정단, 하부끝단 자유단조건으로, VIV에 의해 발생하

는 변위이기 때문에 상부단에 비하여 아래 단에서 변위가 크게 

나타난다. 이 현상은 전체 형상에 대한 스냅샷(Snapshort)을 보

여주는 아래의 Fig. 5에서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Fig. 5에서는 

스냅샷과 PSD(Power spectrum density) 결과를 보여 준다.

가진방향 응답은 가진주파수인  성분이 지배적인 반면, 

가진직각방향 응답은 고주파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로 진동한다(Figs. 4-5). 강제 가진되는 파이프의 VIV 특성은 

Blevin(2001)에서 설명된다. Blevin은 KC 수 조건에 따라 가진직

각방향 응답 주파수가 결정된다는 것을 정립하였다. 파이프 끝

단 부근의 가진방향 응답에 관한 KC 수는 약 22로 분석되었다. 

Fig. 4 Inline and Cross-flow displacements for Te = 10 seconds in tim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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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line (b) Cross-flow

Fig. 5 FFT and snapshot for Te = 10 seconds

Fig. 6 Cross-flow displacement for Te = 6 seconds in time history

(a) Inline (b) Cross-flow

Fig. 7 FFT and snapshot for Te = 6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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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VIV 주파수는 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실험 결과는 

Blevin(2001)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Te =6초 조건에서 가진방향과 가진직각방향 응답을 시

간영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조건에서 파이프 끝단에서 가진방

향 응답의 KC 수는 약 23으로  성분의 VIV 현상이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성분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KC<30 인 영역에서 이 지배적이나, 본 영역에서 정수배 

성분의 응답이 발생한다. 또한, 15<KC<22 인 영역에서 주로 발생

하는 의 영향으로  성분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된다. 

시간영역에서 가진직각방향 응답을 보면, 와  성분이 연성

되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7(b)의 PSD(Power 

spectrum density)에서 성분은 성분에 비하여 크기는 작으

나, 가진직각방향 응답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igs. 

6-7). Te =10초 조건에 대한 결과인 Fig. 5(b)의  성분 크기와 

비교해 볼 때, Te =6초 조건의 Fig. 7(b)의  성분은 크기가 작다. 

그러나, Fig. 4와 Fig. 6의 끝단 가진직각방향 응답을 살펴보면 Te 

=6초 조건의 응답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Te =10초 조건과 Te =6초 조건에서 레이놀드수로 분석할 

수 있다. 조화가진되는 파이프는 길이와 시간에 따라 레이놀드수

가 변하므로, VIV 현상도 길이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두 조건 

모두 연직파이프의 1차 모드 부근 영역에서 가진되므로 파이프 

길이에 따라 분포하는 레이놀드수는 같으며, 속도가 바뀌므로 시

간에 따라 레이놀드수는 변하는데 가진주기에 따른 최대값은 

Table 4와 같다. Blevin(2001)은 레이놀드수에 따라 실린더 주변의 

와류유기 현상을 고찰하였는데, 레이놀드수가 300을 넘으면서 난

류 영역으로 천이되고, 500을 넘으면서 난류 상태가 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Table 4는 레이놀드수의 최대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대값보다 작은 영역에서도 VIV은 발생하므로, Te =10s에서 Te 

=6s 조건으로 넘어가면서 레이놀드수가 증가되면서 와류유기 강

Table 4 Maximum Reynolds number according to Te

Te [s] 10.0 6.0 4.209

Re_max 335.7 559.6 797.7

도는 강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Fig. 8에서는 Te =4.209s 조건에서 가진방향과 가진직각방향 응

답을 시간이력으로 보여준다. 이 조건은 1차 고유주기 조건이므

로 가진방향 변위는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Fig.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가진방향 응답은 Te =10s, Te =6s 조건의 결과에 비

하여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진직각방향 응답은 Te 

=10s, Te =6s 조건에서 사인파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규칙

적으로 나타났는데 반하여, Te =4.209s 조건에서는 불규칙한 응

답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Table 4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동

일한 진폭에서 가진주기가 짧아지면서 연직파이프의 거동 속도

가 빨라지게 되고, 곧, 레이놀드수가 증가한다. 레이놀드수가 증

가하여 500을 넘어서면서 VIV 현상은 난류유동 상태가 되기 때

문에, Fig. 8의 가진직각방향 응답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Fig. 9는 Te =4.209s 조건에서 가진방향 및 가진직각방향 응답

의 주파수영역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진방향의 KC 수를 고려

하면, 가진직각방향 응답은 각각 와 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직 파이프 맨 아래쪽은 변위가 크기 때문에 로 

VIV 현상이 나타나며, 중간 부분은 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

었다. 그러나, Fig. 9(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및  성분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연직파이프 전체 길이를 따라 

VIV 현상이 발생하여,  및  성분이 나타나야 하나, 파이프 

길이에 따라 전달되는 구조전달파(Structural propagation)에 의하

여 서로 연성이 발생하였다. 구조전달파에 의해서 위치별로 발생

한 응답이 전달되며, 그 결과 성분이 우세하여 주파수 영역 

Fig. 8 Inline and Cross-flow displacements for Te = 4.209 seconds in tim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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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3가지 가진조건에서는 가진진폭은 동일하면서 주기만 

다른 경우인데, 이 경우 KC 수는 동일하면서 최대유속 및 레이

놀드수만 다른 경우이다. 유속에 따른 VIV 진동수는 Strouhal 

수를 정의하는 아래 공식에 의해서 정의된다.

 


(1)

여기서, 

 : VIV 주파수

 : Strouhal 수

 : 유체 속도

 : 파이프 외경

Strouhal 수를 0.18로 가정하여 3가지 조건에 대하여 VIV 진동수를 

계산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계측된 

VIV 진동수와 이론식에 근거한 진동수의 차이는 일부 발생하기는 

하지만, 강제가진 조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적인 VIV 

주파수를 이론식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KC 수가 같은 조건일지라도 주기에 따라 VIV 주파수는 다르게 

나타나며, VIV 특성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levin(2001)에 의하면, 강제가진 조건에서 VIV 주파수는 KC 수에 

의해 지배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KC 수 뿐만 아니라, 레이놀드

수도 VIV 주파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

여 VIV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은 Te =1.834s 조건에서 가진방향와 가진직각방향 방향

의 전체 형상 및 3개 절점에서 주파수영역 응답을 보여주고 있

다. 주기가 짧아지면서 전체 형상이 1차 모드에서 2차 모드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진방향의 전체 형상을 보면 상부 

부근에서 KC 수는 약 16, 중간 부근에서 약 9.2, 하부 부근에서 

16.4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Blevin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각 지

점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VIV 주파수는 가진 주파수의 

2~3배 진동수이다. 그러나, 가진직각방향 주파수영역 응답을 살

펴보면, 가진주파수의 1배 및 2배 주파수로 응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진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경우의 가진직각방향 응답

은 가진주기인  성분보다  성분이 크게 나타났으나(Fig. 

5, Fig. 7, Fig. 9), 본 조건에서는  성분의 응답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시간영역 응답을 보여주는 Fig. 11에서 명확

하게 볼 수 있다. 6초 가진주기 조건에서는 가진직각방향 응답

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며 가진주기의 배 성분이 지배적으

로 나타났으나, 본 조건에서는 가진주기와 같은  성분이 지

배적으로 VIV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을 설명하

기 위하여 감소속도 영역에 따른 Lock-in 현상을 설명한다.

감소속도(Reduced velocity)는 구조물 고유진동수와 VIV 진동수와

의 관계를 규명하는 무차원수인데,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

 ⋅


(2)

여기서, 

 : 유체 속도

 : 파이프의 n차 고유진동수

 : 파이프의 외경

Table 5 Comparison of VIV frequency according to excitation conditions under same KC number

Excitation periods [s] 10.0 6.0 4.209

Velocities in max [cm/s] 2.5 4.2 6.0

Reynold number 323.3 538.9 768.2

Calculated VIV freq. [Hz] 0.35 0.58 0.83

Measured dominant VIV freq. [Hz] 0.4 0.5 0.83

Differences [%] 13 16 0

(a) Inline (b) Cross-flow

Fig. 9 FFT and snapshot for Te =4.209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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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속도에 따른 파이프의 응답은 파이프의 질량 및 감쇠 등

에 따라 피크 폭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개 감소속도가 5~7 사

이에서 폭넓은 피크가 발생한다(Park et al., 1999). 2차 고유주기

인 0.67(s) 및 Te =1.834s 조건에서 최대속도를 나타낼 때 감소

속도를 계산해보면, 약 7.06을 나타낸다. 즉, Te =1.834s 조건에

서 VIV가 발생하면 파이프의 2차 고유진동수 부근에서 록-인

(Lock-in)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1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가진직각방향 시간영역 변위가 가진주기  성

분으로 나타나며, 가진직각방향 진폭이 가진방향 진폭과 유사

한 값으로 큰 변위를 나타낸다.

Fig. 12에서는 가진주기가 더 짧아지는 Te =1.171s 조건에서 

가진방향과 가진직각방향에서 연직파이프의 전체 형상 및 주파

수영역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Te =1.834s 조건에 비하여 가진

직각방향 변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조건에서 감소

속도는 약 11.1을 나타내기 때문에 2차 고유주기 공진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Te =1.834s 조건에서는 가진직각방향에서 

 성분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는데 비하여, Te =1.171s 조건에

서는 , ,  성분의 가진직각방향 응답이 나타났다. 특

히  성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진직각

방향의 형상은 다른 가진주기 조건과는 달리, 연직파이프의 상

단부와 중간부에서 변위가 크게 나타났다. 이것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연직파이프의 길이에 따른 절점에서 주파수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Fig. 13). 상단부의 약 1/3 지점인 P.8에

서 VIV 변위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그 지점에서는  성분

이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P.12 지점도 P.8 지점과 유사한 

응답을 보였으나, 하단부인 P.16 지점에서의 VIV 거동은  

성분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직 파이프

의 길이에 따라 지배적인 주파수는 다르게 나타나며, 반면 구조 

(a) Inline (b) Cross-flow

Fig. 10 FFT and snapshot for Te = 1.834 seconds

Fig. 11 Inline and Cross-flow displacements for Te = 1.834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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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line (b) Cross-flow

Fig. 12 FFT and snapshot for Te = 1.171 seconds

(a) Point 4 (b) Point 8

(c) Point 12 (d) Point 16

Fig. 13 FFT at positions along riser length Te = 1.171 seconds

(a) Inline (b) Cross-flow

Fig. 14 FFT and snapshot for Te = 0.862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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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파에 의해서 모든 지점에서 같은 주파수 성분이 모두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4에서는 Te =0.862s 조건에서 연직 파이프의 전체 형상 

및 주파수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차 고유주기가 0.76초 

임을 고려할 때, 가진방향의 전체 형상은 2차 모드 형상과 유사

하게 나타난다. Fig. 15에서는 시간영역에서 각각 3개의 절점에 

대한 가진방향 및 가진직각방향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상부점

에서 가진직각방향 응답은  성분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가

운데 점과 하부 점에서의 가진직각방향 응답은  성분이 지

배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운데점과 하부점에서의 

KC 수는 약 10이며, 이 조건에서는  성분으로 VIV가 발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제가진을 받는 자유롭게 매달린 PVC 파이

프의 VIV 특성에 관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강제가진은 하

나의 진폭에 대해 다양한 주기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VIV 특성을 KC 수, 레이놀드수, 감소속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형시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가진주기 10초와 0.862초의 강제가진조건에서 KC 수는 약 

22와 10이며, 이 때 VIV 응답은 가진주파수의 4배와 2배 성분

이 주로 발생하였다. 이 결과는 KC 수에 따른 VIV 주파수를 정

의하는 참고문헌의 연구결과와도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Blevin, 2001). 

(2) 가진 조건에 따라 연직 파이프의 길이를 따라 지배적인 

주파수는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구조전달파에 의해서 모든 지

점에서 같은 주파수 성분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 동일한 가진진폭 조건에서 KC 수가 같은 조건일 지라도, 

주기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레이놀드수가 다르게 나타나며, 레

이놀드수가 큰 조건에서 와류강도가 강하게 발생하여 VIV 응답

도 크게 나타났다. Blevin은 강제가진 조건에서 KC 수에 의해서

만 VIV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KC 수 뿐만 아니라 가진주기 효

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강제가진되는 파이프의 VIV 응답 주파수는 가진조건에서 

최대 속도를 고려하여 Strouhal 수 관계에 의해서 추정될 수 있다. 

(5) 강제가진에 의해 발생하는 VIV 주파수가 파이프 가진직

각방향 진동수의 n차 고유진동수와 공진조건이 되면, 가진직각

방향 응답은 가진주파수를 지배적으로 가지면서 큰 진폭으로 

응답한다.

본 연구성과는 자유롭게 매달린 다양한 해양파이프의 거동특

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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