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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원통관에서 선회유동의 속도분포에 관한 연구

장태현†·오건제*·이해수**·김상윤***·도덕희****

A Study on Swirling Flow in a Vertical Circular Tube

Tae-Hyun Chang, Sang-Cheol Kil, Hae Soo Lee, Sang youn Kim and Deog Hee Doh

Abstract. Experiment and numerical investigation are performed on swirling water flow in a vertical cir-

cular tube. This kind of flow is used in heat exchangers, combustion chambers, thermal power plants,

and other mechanical equipment to move slurries or to convey materials. However, limited information

on swirling flow in vertical circular tubes is available. In the current paper, the three-dimensional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 technique is employed to compare the measured velocity profiles of water along

the vertical circular tube with those of non-swirl flow. In additi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code was applied to calculation of the flow velocities with swirl. 

Key words: reversal core(재순환 코어), swirl intensity(선회강도), swirl generator(선회발생기), vortex

collapse(소용돌이 붕괴)

1. 서 론

최근 에너지 문제가 대두 되면서, 원형관 및 사각형

관에서 선회유동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0~50년간 선회유동의 특성은 그것의 과학적 그

리고 기술적 중요성 때문에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왔다.

이 유동은 접선방향 속도가 균일 유동보다 아주 크기

때문에 마찰계수가 증가하여 열전달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왔다. 

수직원통관은 각종열교환기 혹은 대형 발전용 보일

러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 수관

보일러의 강수관(downcomer)은 증기 동에서 수관 입

구까지 동작물질인, 보일러 수를 공급하는 관으로 단

일 상으로 존재하고, 수관벽(water wall tube)은 수직

승수 관으로 연소실로부터 연소열을 받아 가열되면서

증기동(steam drum)까지 상승한다. 이 두 경우, 유동은

모두 균일 유동으로 볼 수 없다. 

수직관에서 선회가 있는 유동에 대한 초기의 연구로

서, Nuttal(1)은 선회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가이드

베인 형 선회발생기를 사용하여 수직하향 원통관에서

물을 이용하여 실험하였고, 그는 Re=30000에서 테스

트 튜브 중심에서 역류흐름이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선

회강도 혹은 Reynolds 수가 증가할수록 축방향속도는

부의 속도분포를 나타내었고, 선회강도가 감소하면, 이

속도분포는 점차 양의 속도 분포로 바뀌었다.

Binnie 등(2)은 깔때기 형의 수직하향의 테스트 튜브

에서 물을 이용하여 선회유동의 압력과 속도분포를 연

구하였다. 그들은 소용돌이 형(volute) 선회발생기를 사

용하였고, 유동가시화용으로 과망산염(permanganate)

용액을 주입하여 두 개의 큰 이탈(departure)을 관찰하

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Binnie 등(3)은 소용돌이 붕괴

(vortex collapse) 현상을 발견하였다. 

Wood 등(4)은 수직하수관의 마모율에서 향상된 입자

분포와 예측된 마손감소를 기술하였다. 상업용 슬러리

파이프라인에서 선회유동의 잠재적인 이점을 제시하

였다. 

수직관에서 선회의 급팽창의 연구로서, Mak 등(5)은

2차원 입자영상 유속계(PIV) 기법을 사용하였다.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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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0.65에서 소용돌이 붕괴로 관 중심에서 역류흐름

을 관찰하였고, 유동의 속도분포를 얻었다. 

최근 Shyy 등(6)은 수직원통관의 상향류에서 물과 공

기 슬러그의 2상유동의 압력 저하와 열전달을 연구하였

고, 기공율(void fraction)과 Taylor 기포속도의 상관 식

을 유도하였다. 

지금까지 수직관에서 선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에서 Shyy 등(6) 이외에는, 3차원 속도 분포를 논의

한 경우는 드물다. 

수직관에서 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한 최근 연구로

는 J. R. Chaplin 등(7)은 구멍이 뚫린 수직원통관에서 일

정한 Froude 수와 Re 수에서 총 저항 계수를 계측하였

고, Hussein(8)은 수직원통관에서 층류와 혼합된 대류 열

전달을 연구하였다. Kim 등(9)은 사각관 내에 설치된

수직원통관에서 자연대류 열전달을 연구하였다. 수직

원통관 내에서 선회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Irfan

등(10)은 수직 사이클론 내에서 CFD를 사용하여 속도

분포와 열전달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PIV기법을 사용하여 속도분포

를 계측하고, 수치해석 결과와 상호 비교 연구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그리고 기술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장치 및 PIV 시스템

을 나타낸다. 선회발생기는 접선방향 슬롯(tangential

slot)을 사용하였다. 테스트 튜브는 내경 40 mm, 길이

1300 mm의 투명 아크릴 튜브를 사용하여 가공하였다.

원형관의 굴절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테스트 튜브 외

부에 직사각형 투명아크릴 박스를 사용하고, 내부에 물

을 채웠다. 순환수는 선회발생기, 테스트 튜브, 순환수

탱크 그리고 순환 펌프를 통과하여 다시 테스트 튜브에

유입하도록 설계하였다. 순환수의 Reynolds 수는 펌프

입구의 바이파스 밸브로 조절하였다. 

이미지 계측에 사용된 카메라는 Kodak제품(ES 1.0)

을 사용하였고 광원용 레이저(2W)는 Blitz사 제품을 이

용하였다.

3. Stereoscopic PIV system

본 연구에서 하이브리드 SPIV 시스템이 계측에 사

용되었다. Doh 등(11)이 개발한 3차원 PTV 계측에 대

한 10개 파라미터 카메라 교정법을 적용하였다. Soloff

등(12) 은 카메라 교정을 위해, 매핑함수(mapping function)

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실험장치의 굴곡된 벽의 왜곡

효과는 매핑함수로 보정하였다. 이와 반면에, 본 연구

에서는 전형적인 핀홀(pinhole) 모델을 기반으로 왜곡

효과를 보정하였다. 굴곡된 관을 통과한 영상은 많이

왜곡되는 관계로 매핑함수의 경우보다 크게 왜곡되기

쉽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각 카메라의 이미지에 대

한 2차원 이미지 변형, 식(1)에 나타낸 카메라 교정에

대한 원래 이미지를 사용하기 전에, 랩핑(wrapping)작

업을 수행함으로써 영상왜곡을 억제하였다. 

, (1)

x, y는 변형전 좌표, xs, ys:는 변형후 좌표이다. Fig.

2는 교정기(calibrator)에 대한 왜곡영상과 랩핑을 보정

한 영상을 나타낸다. 

식(1)의 aij의 요소를 계산하기 위하여 물리적 평면중

심(z=0.0 mm)에서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카메라 교정

을 위하여 10개 매개변수 법(the ten-parameter method)

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변수들(카메라 외부변수들, l,

α, β, γ, mx, my, 내부변수들, cx, cy, k1, k2)이 얻어진

다. α, β, γ는 절대 축에 대한 사진좌표 축 (photographic

coordinates axes)의 경사각을 나타낸다. 사진좌표축이

절대좌표축에 평형이고, x, y, z는 보정표적(calibration

target)의 이미지 중심의 사진좌표를 나타낸다. l은 원점

(0,0,0)과 주점(principal point) 사이의 거리이다. 좌표

x
a11xs a12ys a13+ +

a31xs a32ys 1+ +
---------------------------------------= y

a21xs a22ys a23+ +

a31xs a32ys 1+ +
---------------------------------------=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and PI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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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 Ym, Zm)은 보정기의 점 P의 위치이다. 카메라

좌표가 경사각과 함께 회전할 때, Fig. 3에 나타낸 것

과 같이 한 선위에 동일선상에 놓기 위하여, 카메라 좌

표의 원점 O(Xo, Yo, Zo)으로 부터 법선 벡터가 X-Y

평면과 만날 때, mx, my는 그 점을 나타낸다. 

두 좌표사이의 매 좌표에 대한 동일선상의 식은 식

(2)과 같이 표시된다. 

(2)

, 

(3)

(4)

cx와 cy는 좌표 x,y성분에 대한 초점거리이다. 

식(3)에서의 ∆x와 ∆y는 렌즈의 변형(distortion)이다.

식(2)은 식(4)로 전환 될 수 있다. 모든 카메라의 변수

가 일단 구해지면, 입자영상의 사진좌표와 절대좌표와

의 상관관계는 식(5)로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MM은 회전변형 매트릭스이고, 절대좌표좌

표(Xm, Ym, Zm)는 식(6)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6)

, 

카메라 중심을 벡터(Xo, Yo, Zo)에 두면, 입자에 대

한 동일선상의 식(collinear equation)은 P(X,Y,Z)=(a1r+

X0,a2r+Y0,a3r+Z0 로 나타낼 수 있다. 두 대의 카메라 영

상으로부터 3차원 절대좌표는 다음의 두 동일 선상의

식들로부터 구해진다. 

A(X,Y,Z)=A(a'11t+b'11, a'12t+b'12, a'13t+b'13)

B(X,Y,Z)=B(a"21s+b"21, a"22s+b"22, a"23s+b"21) (7)

여기서, r과 s는 최소자승 법에 의해서 얻어진다. 3차

원 좌표는 한 점에서 정확하게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입자에 대한 두 대 카메라영상으로부터 구해지는 3

차원 좌표의 중간값(1/2)으로 나타나는 식(8)을 적용하

였다. 

(8)

이 식은 두 직선간의 최단거리의 중점을 의미한다.

XA, YA,와 ZA는 식(7)에서 정의 된 카메라 A에 대한 절

x cx
Xm mx–

l2 mx
2– my

2– Zm–
---------------------------------------- ∆x+=

y cy
Ym my–

l2 mx
2– my

2– Zm–
---------------------------------------- ∆y+=

∆x x r⁄( ) k1r
2 k2r

4+( )×= ∆y x r⁄( ) k1r
2 k2r

4+( )×=

r x2 y2+=

F cx
Xm mx–

l2 mx
2– my

2– Zm–
---------------------------------------- x ∆x–( )– 0= =

G cy
Ym my–

l2 mx
2– my

2– Zm–
---------------------------------------- y ∆y–( )– 0= =

X

Y

Z

MM

1–

Xm

Ym

Zm

=

Xm
x ∆x–

cx
-------------t mx+= Ym

y ∆y–

cy
-------------t my+=

d Zm– t= d l2 mx
2– my

2–=

XP

YP

ZP

1

2
---

XA

YA

ZA

XB

YB

ZB

+

⎩ ⎭
⎪ ⎪
⎨ ⎬
⎪ ⎪
⎧ ⎫

=

Fig. 2. Calibrator image before and after transformation. 

Fig. 3. The camera parameters on the absolute coordinate

and the photographical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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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좌표를 나타낸다. XB, YB,와 ZB는 카메라 B에 대한

절대 좌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하여 벡터 격자점의

위치(속도벡터 시점)를 계산하였고, 3차원 벡터의 종

점은 각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구한 2차원 속도벡터 종

점을 식(8)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한편, 2차원 속도벡

터 종점은 계조치상호상관법으로 구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토의 

 

4.1 속도 계측

3차원 PIV기법을 사용하여, Re=6000~13000 에서

속도분포들을 계측하였다. 사용된 입자는 나일론 입자

100~120 µm을 사용하였다. Fig. 4 에서 선회유동의 실

험영상(raw image)을 나타낸다. 실험영상은 1초당 200

플레임 촬영하여 1200 플레임을 계산에 사용하였다.

Re=8800과 Re=12000에서 관 중심 부근에서 볼텍스

코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코어는 관중심을 따라

계속 상승하였다. Fig. 5에서 Re 수가 증가할 경우

Re=12000에서 입자들은 다소 강한 유동각을 형성하면

서 이동하고, 볼텍스 코어는 더욱 두터워 지면서 증가

하였다. 이 현상은 Re 수(혹은 선회강도)가 증가하면서

볼텍스 코어는 증가하고, 입자의 유동각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Nuttal(1) 과 Binnie 등(2) 이 실험

한 수직 하향류 관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

이한 현상은 수평관이나 수직하향류와 달리 볼텍스 코

어의 크기가 명확하게 작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6은 비 선회유동에서(Re=6880) 속도의 벡터를

나타낸다. 속도 벡터는 수직원통관을 따라서 균일하게

Fig. 7. Velocity vector profiles with swirl along the test tube

at y/d=1 for Re=10500.

Fig. 6. Velocity vectors without swirl at y/d=2 for Re=6880.

Fig. 4. Raw image with swirl for Re=8800.

Fig. 5. Raw image with swirl for Re=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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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하였다. Fig. 7은 Re=10500에서 선회가 있는 경우

의 속도벡터를 나타낸다. 이 속도벡터는 실험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동 각을 가지고 상승하면서 관중

심 근처에서 부의 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8은

Re=12000에서 Vy, Vr, Vz를 y/d=2에서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Vy는 튜브의 수직방향 속도 벡터이고 Vr은

반경방향 그리고 Vz은 접선방향을 나타낸다. 

특이한 현상은 테스트 튜브 중심 근처에서 Vy가 2

셀의 부의 속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Chang 등(14)의 수평 원통 관에서와 유사하지만, 부의

속도는 증가하나 양의 속도는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물의 중력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Vr은

수평원통관의 경우와 유사하게 아주 작은 값을 볼 수

있다. Vz는 다소 큰 속도분포를 나타내지만, 특이한 현

상은 관중심에서 최댓값을 보이지 않았다. 이 현상역시

물의 중력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Fig. 9는 Re=

4400~13200에서 Vy의 속도분포를 y/d=1~4에서 비선

회 유동과 비교하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Re=12000에

서 2셀의 부의 속도는 점차 양의 속도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수평원통관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유동의 중심이 Re 수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선회유동의 접선방향 속도와 수직관

의 특성과 연관 된 것으로 생각된다. 

5. 수치해석 결과
 

실험 장치에 대한 계산격자는 Fig. 10에 나타내고 있

다. 이 장치의 격자형성 작업은 Iffan(10)이 사용한 기법

과 같이 선회 발생기와 테스트 튜브 전체를 메시 작업

하였다. 3차원 질량 보존 방정식은 다음 식들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3)

여기서, keff와 φ는 유효한 열전도 계수와 에너지 소

멸계수이다. Reynolds stress는 다음 식 (4)와 같이 쓸

수 있다. 

(4)

∂ρi

∂xi
------- 0=

∂
∂xi
------- ρuiuj( ) ∂p

∂xi
-------– ρgi

∂
∂xi
------- ρuiuj′′–( ) )+ + +=

∂
∂xi
------- µ

∂ui
∂xj
-------

∂ui
∂xj
------- 2

3
---δij

∂uk
∂xk
-------–+⎝ ⎠

⎛ ⎞

ρcp
∂
∂xi
------- u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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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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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φ+=

ρuiuj′′– µt

∂ui
∂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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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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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esh of the test tube.

Fig. 8. Velocity Profiles with swirl at y/d=2 for Re=12000.

Fig. 9. Comparisons of Velocity Profiles with and without

swirl along the test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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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점도, µt는 난류운동에너지 k, 그리고 소멸률

(dissipation rate) ε을 결합하여 다음 식 (5)와 (6)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5)

 (6)

본 연구에서 RNG k-ε 모델이 사용되었다. Renor-

malization group 이론에 의해서 Navier-Stokes 식으로

부터 유도된 RNG k-ε에서 난류운동에너지(k)와 소멸

률 ε에 대한 수송식은 (7)과 식(8)로 나타낼 수 있다. 

(7)

 (8)

표준 K-ε 모델과 같지 않게 이 모델은 난류Prandtl

수에 대한 해석적 표현을 포함하고, 부가하여 두 번째

식에 여분의 R항을 첨가하였다. 모델상수는 C1ε=1.42,

C2ε=1.58, Cµ=0.0845 그리고 Prt=0.85를 사용하였다.

모든 변수에 대하여 수렴 기준은 10−6에 접근 시켰고,

총 CPU 시간은 팬티엄 IV 컴퓨터에서 800 번 반복계

산 하였다. 

Fig. 11, 12 그리고 Fig. 13에서 CFD 코드를 이용하

여 계산한 선회유동의 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11에 제시한 선회발생기 내와 테스트 튜브 입구에서에

서 강한 선회유동의 발생을 볼 수 있다. Fig. 12에서는

축방향 속도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테스트 튜브 내에서

원주방향으로 강한 속도분포를 가지고 있고, 관벽 근처

에서 가까울수록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이는 테스

트 튜브 벽 근처에서 관 마찰에 의해서 유동의 속도강

도가 저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Re=13000에서 선회유동의 속도분포를 Fig. 13에 제

시하고 있다. 예측한대로, 축방향 속도 분포는 y/D=1~2

에서 다소 저하하는 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험 결과와 비교할 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사용한 실험결과를 입구조건으

로 사용하지 않고 선화발생기 입구의 질량유동으로 Re

수를 결정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4와

15에서와 같이 Re=11,7500에서는 관 중심에서 부의 속

도 분포를 볼 수 있다. 즉, Re 수가 증가하면서, 선회발

생기 출구에서 접선방향 속도가 증가하여 Vy가 부의

속도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현상은

선회 발생기와 테스트 튜브의 질량유동은 같지만, 유

동이 선회발생기를 지날 때 접선방향 속도 분포의 저

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된다. 이 문제는 여러

계수 값들의 변경과 함께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

µt µ µt+=

µeff K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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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ρ
Dk

Dt
------- ∂

∂xi
------- αkµeff 

∂k
∂xi
-------⎝ ⎠

⎛ ⎞ Gk ρε–+=

ρ
Dε
Dt
------- ∂

∂xi
------- α

ε
µeff 

∂ε
∂xi
-------⎝ ⎠

⎛ ⎞ C1ε
ε
k
--Gk C2ερ

ε2

k
---- R––+=

Fig. 12. Axial velocity vector distribution for Re=8,800 with

swirl at y/D=0.0.

Fig. 13. Numerical velocity(Vy) profiles with swirl along the

test tube for Re=13000.

Fig. 11. Axial velocity profiles at upstream with swirl for

Re=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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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한다. 

6. 결 론

1) 볼텍스 코어는 Re=8800~12000에서 관 중심 부

근에서 나타났고, 이 코어는 관 중심을 따라 계속 상승

하였다. Re 수가 증가할 경우 입자들은 다소 강한 유

동 각을 형성하면서 이동하였다. 

2) 특이한 현상은 테스트 튜브 중심 근처에서 Vy가 2

셀의 부의 속도를 나타내었고, 이 현상은 수평 원통 관

에서와 유사하지만, 부의 속도는 증가하나 양의 속도는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물의 중력에 관

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3) Re=12000에서 2셀의 부의 속도는 테스트 튜브를

따라 점차 양의 속도로 바뀌었고, 이 현상은 수평원통

관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유동의 중심이 Re 수의 변화

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선회유동의

접선방향 속도와 수직관의 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

된다. 

4) 선회유동의 수치해석 결과에서, 축 방향 속도 분

포는 y/D=1~2에서 다소 낮은 속도분포를 나타내었지

만, 실험 결과와 비교할 때 차이가 났다. 그러나 Re=

11,7500에서는 관 중심에서 부의 속도 분포를 볼 수 있

었다. 즉, 선회 발생기와 테스트 튜브의 질량유동은 같

지만, 유동이 선회발생기를 지날 때 접선방향 속도의 저

하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 된다. 이 문제는 여러 계수 값

들의 변경과 함께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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