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실소개>

†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AIST
E-mail : daeqyoum@kaist.ac.kr

응용 유체역학 연구실

김대겸†

KAIST 기계공학부

1. 서 론

응용 유체역학 연구실은 2015년 개설되었으며 

현재 박사 후 과정 1명,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5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체역학의 응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유체 현상 및 구조물

과의 상호작용 등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수치해석을 통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본 실험실

은 ‘유체-구조 상호 작용’에 연구의 바탕을 두고 있

으며, 그 외에 에너지 하베스팅 또는 열전달 현상

과 같이 유체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현상들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유체와 구조물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서 유동을 만들어 주거나, 구조물의 움직임을 제어

한다. 유동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장비로 풍동, 수동

이 있고, 다양한 크기의 수조를 보유하고 있다 

(Fig. 1). 또한 모터 제어를 통해 구조물의 직진운

동, 회전운동을 제어 한다 (Fig. 2). 또한 유동을 관

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험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가시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액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가시

화 방법인 PIV (Partical Image Velocimetry)를 구현

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공기 중에서의 유체의 거동

을 확인하기 위해 Air PIV와 smoke generator를 사

용하여 유동 가시화를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유

동 가시화의 효과적인 방법인 염료를 이용한 가시

화(dye visualization)를 수행하고 있다. 

Fig. 1. (a) 개방형 풍동, (b) 회류 수조(수동), 
(c) 수조

Fig. 2. 모터를 사용한 구조물 (Structure)의 

움직임 제어

¡

본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제는 크게 

1) Flow-induced vibration, 2) Bio-inspired propulsion, 

3) Bio-inspired transport, 4) Wind and ocean energy, 

5) Thermal convection 으로 나뉘어 있으며, 유체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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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소개

2.1 Flow-induced vibration

유동에 의해 유동 내에 잠겨있는 구조물이 진동

(Flow-induced vibration)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구조물로는 강

체(Rigid body), 연성체(Flexible body) 모두 가능하

며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진동 및 플래핑 운동 등을 

보인다.  

2.1.1 깃발 모델

연성체의 한 종류로 깃발의 형태와 같은 얇은 

플라스틱 플레이트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연구

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균일한 유동 내에 배치

된 깃발의 거동과, 깃발 주변의 유동을 확인하여 

상호작용을 확인하게 된다. 깃발의 고정 형태, 개

수 등의 변화에 따라 깃발의 플래핑 형태가 다양하

게 관찰되며, 플래핑 운동을 에너지 하베스팅과도 

연관 짓는 연구도 존재한다. 

깃발이 유동과 처음 만나는 곳이 고정되어 있고 

뒤쪽 끝이 자유단으로 플래핑할 수 있도록 되어있

는 깃발을 ‘깃발’(conventional flag)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깃발의 앞쪽이 플래핑 하도록 되어 있고, 

뒤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깃발을 ‘반전된 깃

발’(inverted flag)라고 부른다.  

본 실험실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플라

스틱을 사용하여 깃발을 제작하고 (Fig. 1(a))의 풍

동을 활용하여 깃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깃발과 관련해서는 크게 1개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2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한 

개의 깃발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가지 

형태로 깃발이 고정되어 있고, 유동 상류에 유동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직육면체 판 형태의 둔각 물체

(bluff body)가 존재할 때, 둔각 물체와 깃발의 상대

적인 위치의 변화에 따라 유동이 깃발에 끼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다. 

유동 내에서의 ‘깃발’은 낮은 유속에서는 정지

한 상태로 있다가 임계 유속에서 안정성이 깨지면

서 플래핑을 하는데 2차 진동 모드 이상을 보여준

다. 반면, ‘반전된 깃발’은 정지된 상태에서 안정성

Fig. 3. 하나의 (a) ‘깃발 (conventional flag)’[1]과 

(b) ‘반전된 깃발 (inverted flag)’[2]. 
(c) 여러 개의 ‘깃발’ [3]

이 깨지면 1차 진동 모드를 보여주고, 유속이 더 증

가하면 플래핑을 하지 않고 깃발이 한쪽으로 꺾여 

꺾인 상태로 멈춰 있는 deflected mode를 보인다. 

유동 상류에 둔각 물체가 존재하면 기존에 관찰

되었던 모드들 이외에 둔각 물체의 두 옆면으로부

터 떨어져 나오는 와류의 영향을 받아서 추가로 플

래핑을 하는 유속구간이 존재한다. 이 유속구간은 

각각의 깃발의 본래의 플래핑이 관찰되는 유속구

간보다 낮아서 각각 플래핑이 두 번씩 관찰된다. 

두 가지 형태의 깃발 모두 와류에 은한 플래핑이 

관찰되었으며, 둔각 물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와

류의 shedding frequency와 두 깃발의 플래핑 진동

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동

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moke 

generator를 활용하여 유동을 가시화 하였다. 떨어

져 나오는 와류가 깃발이 플래핑 할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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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연기 발생기를 사용한 유동 가시화 

(a) ‘깃발’, (b) ‘반전된 깃발’ 

과 주로 접촉하게 되는 상대적인 위치에서 깃발의 

와류에 의한 플래핑이 잘 관찰되었다.

또한 유동 상류에 있는 둔각물체는 하류의 유속 

분포 역시 바꾸게 되는데 ‘반전된 깃발’의 안정성

이 깨지는 유속이 이 바뀐 유속 분포에 영향을 받

아 깃발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 연구 이후 깃발의 개수를 늘려서 깃발 끼리

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반전된 깃발’이 2개인 경우에는 두 깃발이 서로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면서 안정성이 깨지는 유속

이 ‘반전된 깃발’이 하나일 때보다 낮아지는 경향

을 관찰하였다 (Fig. 5(a)).

깃발들의 안정성이 깨진 이후에는 깃발들 서로

와 주변 유동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커플

링 모드가 관찰되었다. ‘깃발’이 여러개 존재했을 

때 관찰되었던 동기화 모드는 물론 ‘반전된 깃발’

의 배열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접촉 모드(attached 

mode)를 추가적으로 관찰하였으며 (Fig. 5(b)), 각 

모드들이 두 깃발 사이의 거리와 깃발의 장폭비

(aspect ratio)에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연구

하고 있다.

여러 개의 깃발이 하나의 클램퍼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유동의 흐름이 깃발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Fig. 5. 두 개의 ‘반전된 깃발’의 (a) 안정성 분석 

및 (b) 안정성이 깨진 이후에 관찰되는 

커플링 모드 (위에서부터 동 위상 

동기화, 반대 위상 동기화, 접촉 모드)

고정했을 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연구

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깃발’의 경우 깃발들 사

이로 흐를 수 있는 유동이 존재하지 않으며 뭉쳐 

있는 깃발들의 안정성이 깨지면 깃발들이 하나의 

깃발이 플래핑 하는 것처럼 플래핑을 하며  ‘반전

된 깃발’의 경우에는 깃발들 사이가 벌어져 깃발들 

사이로 진입하는 유동이 존재하며 이 유동들의 움

직임에 의해 깃발들의 안정성이 깨지기 전에 하나

의 ‘반전된 깃발’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준정적 

상태가 관찰된다. 안정성이 깨진 이후에는 신기한 

현상 중의 하나로 바깥쪽의 깃발들이 박수를 치는 

형태로 반대 위상의 플래핑을 하는 것을 관찰하였

으며 특정 임계유속 이후에는 ‘깃발’들의 거동과 

동일하게 동 위상을 가진 채로 뭉쳐서 플래핑 하게 

된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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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동 위상으로 플래핑 하고 있는 4개의 (a) 
‘깃발’과 (b) ‘반전된 깃발’의 중첩 사진

2.1.2 원기둥 구조물 (Cylindrical structure)

또한 다른 형태의 FIV에 대한 연구로, 원기둥 형

태의 구조물(Cylindrical structure)를 들 수 있다. 특

히 원기둥 형태의 구조물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의 굴뚝 들이나 열교환

기의 튜브, 송전선 등의 형태로 이미 우리 생활 속

에서도 원기둥형 구조가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이

러한 구조물들이 유동 내에 있을 경우 유동 유발 

진동에 의한 파손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기

둥형 구조물의 유동 유발 진동에 관한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기둥의 유동 유발 진동에 착안

하여 원기둥과 얇은 플라스틱 시트를 결합하여 원

기둥이 진자의 추와 같이 진동하는 원주형 진자 모

델(Cylindrical pendulum model)을 에너지 하베스팅 

모델로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위 모델은 원기

둥의 한 쪽이 플라스틱 시트에 고정되어 있고 반대

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기둥의 진폭이 길이 방향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비록 이와 비슷한 모델을 사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있지만, 위 연구에서는 

에너지 위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유체역학적으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원주형 진

자 모델을 유체역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조건 하에서 원기둥의 진동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Fig. 7).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기둥뿐만 아니라 원기둥과 결합된 플라스틱 시

트의 각 길이에 대한 조건도 다양하게 바꿔 가며 

원주형 진자 모델의 진동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원주형 진자 모델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플라스틱 시트의 두께가

Fig. 7. 균일 유동에 의한 원기둥의 진동

얇으면 얇을수록, 원기둥의 종횡비가 크면 클수

록 더 낮은 유속에서도 크게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속의 무차원화를 통해 원

주형 진자 모델의 진동을 분석하였으며 유속의 무

차원화에 따라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

이 각 변수에 따른 실린더의 진폭이 같은 무차원화 

된 유속에서는 같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8).   

Fi.g. 8. 각 변수에 따른 진폭 변화 (a) 원기둥의 

종횡비, (b) 시트의 두께



응용 유체역학 연구실                                           7

Fig. 9. 각 변수에 따른 진동수 변화 

(a) 원기둥의 종횡비, (b) 시트의 두께

진폭뿐만 아니라, 각 진자 모델의 진동수에 대

해서도 연구를 수행 하였는데, 위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무차원화 한 진자 모델의 진동수가 무

차원화 된 유속에 따라 모든 경우에서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 유도한 무차원화 된 유속, U*는 각 변수가 원

주형 진자 모델의 진동에 주는 영향을 잘 나타내주

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 수행 되지 않은 

변수에 대한 원주형 진자의 진동도 충분히 예측 가

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2.1.3 디스크 연결 모델 (자유 낙하)

유체 내에서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은 자동 

회전(autorotation)하는 단풍나무 씨앗부터 하늘에

서 떨어지는 눈, 바다 속 조개  껍데기의 침적까지 

자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 (plate, cylinder, sphere, disk 등)이 유

체 내에서 자유 낙하할 때 보이는 낙하 유형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디스크는 축대칭으

로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Reynolds 수와 무차원 관

성모멘트를 기준으로 다양한 낙하 유형을 보인다. 

최근에는 디스크 중앙에 구멍을 뚫은 고리 형태의 

디스크의 낙하 유형 변화 연구, 직렬 혹은 병렬로 

자유 낙하하는 두 개의 디스크 사이의 상호 작용과 

그에 따른 낙하 유형 변화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실험실에서는 두 개의 디스크를 얇은 막대로 

연결시킨 아령 형태의 모델을 물속에서 자유 낙하

시켜 새로운 형태의 낙하 유형을 발견하였다. 위 

디스크와 아래 디스크 모두 나선형을 그리며 낙하

하고, 아래 디스크는 위 디스크보다 더 큰 원형을 

그린다. 이에 따라 위 디스크의 관점에서 본 아래 

디스크의 움직임은 원형으로 마치 디스크 연결 모

델이 원뿔을 그리며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Fig. 10). 이러한 형태의 낙하 운동은 아래 디스

크에서 발생한 유동이 위 디스크에 영향을 주어 나

타난 것으로 보고 구조-유체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디스크 연결 모델이 낙하하며 생성하는 유동 구

조는 염료 가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디스

크에 Fluorescein, 아래 디스크에 Rhodamine B

를 바르고 할로겐 램프를 이용하여 빛을 비추었다. 

나선형의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각각의 디스크

에서 마치 wingtip vortex와 같은 형태의 vortex

가 생성되며 디스크의 운동 방향과 함께 나선형을 

이룬다. 하지만, 아래 디스크의 양쪽 끝의 속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생성되는 vorticity의 크기도 다

르다. 바깥쪽 끝에서 발생하는 helical vortex cor

e가 더 큰 vorticity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

Fig. 10. (a) 얇은 봉(rod)으로 연결된 두 개의 

디스크와 (b) 낙하 시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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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염색 물질을 활용한 두 디스크의 유동 

가시화 (dye visualization)

쪽 vortex core는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유동 구조는 아래 디스크에

서 생성된 helical vortex core의 영향으로 쉽게 소실

된다.(Fig. 11) 

디스크 연결 모델이 나선형의 낙하 운동을 할 

때 길이 비에 따라 수평면의 궤적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길이비가 2.0일 경우 디스크 연결 모델이 

제자리에서 안정하게 나선형의 궤적을 그리며 낙

Fig. 12. 두 디스크 사이의 길이 비에 따른 수직 

낙하 궤적

하하는 경우가 주요하게 나타나지만, 그 외의 길이 

비에서는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 관찰된다. 길이비

가 1.0일 경우 디스크 연결 모델이 원형을 그리며 

이동하고, 길이비가 1.5일 경우 직선 이동과 제자

리 회전을 반복하며, 길이비가 3.0일 경우 한쪽 방

향으로 직선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2)

2.2 Bio-inspired propulsion

펄럭이는 곤충 날개는 고정익 대비 단위면적당 

양력 발생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곤충 날개의 뛰어난 공력 성능에 착안하여, 곤충 

날개와 관련된 운동학학적, 형상학적, 유체역학적 

연구는 생체역학과 유체역학 분야 전반에 걸쳐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

구들은 매끄러운 표면을 갖는 단순한 형상을 갖는 

날개에 국한되어 왔다는 한계를 갖는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밀리미터-스케일의 매끈한 

곤충 날개와 달리, 페어리플라이라는 작은 곤충은 

Fig. 13과 같이, 하나의 프레임에 털이 간격을 두고 

달려있는 빗 모양 날개를 가지고 있다. 즉, 날개에 

구멍이 존재한다. 페어리플라이의 날개 길이는 약 

200μm 수준으로, 털 사이의 간격은 이보다 훨씬 

작다. 

이렇게 작은 스케일에서는, 털의 사이에서 유체

의 경계층이 털 사이의 간격에 비해 매우 두껍게 

발달하여 유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가상의 표면이 

형성된다. 본 연구실에서는, 작은 스케일의 곤충 

날개를 본 딴 상사 실험 모형을 제작하여, 모형의 

공력 성능을 측정하고,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기법을 이용해서 털이 있는 모형과 없는 모

Fig. 13. (a) 페어리플라이(fairy fly)의 빗 모양 

날개[4], (b) 빗 모양 날개에 대한 PIV 
실험을 통한 유동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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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임시. 정지 상태로부터 병진운동을 하는 

날개에 대한 (a) 운동방향으로의 속도장 

및 (b) 갭 내부의 평균속도 변화. Re = 10.

형의 유동구조의 정량적 차이를 분석하고, 작은 스

케일에서 빗 모양 날개가 공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Fig. 14(a)는, 점도가 높은 글리세린 내부에서 움

직이는 빗 모양 모형에 대해 PIV 실험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본 실험을 통해 그림 14(b)와 같은 유동 

구조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페어리플라이 날개에 대한 레이놀즈수와 유사

한 환경에서, 털 사이의 간격이 다른 모형 주위로 

유동구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

타낼 수 있다 (Fig. 15). 간격이 클수록, 전단층이 

털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소요 시간 및 효율

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위와 같이 실험적 분석 뿐만 

아니라, Fig. 15와 같이 빗 모양 날개를 수치해석 

(Immersed Boundary Method, IBM)을 이용해 분석

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수치 해석적으로 모델링 된 플래핑하는 빗 모양 

날개에 대해서, 실험에서와 같이 유동 구조 및 날

Fig. 15. 임시. 빗 모양 날개의 수치해석 모델 

(Re = 10)

개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날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털에 작용하는 점성

력 및 압력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다.

2.3 Bio-inspired transport

동물의 털이나 식물의 씨앗, 곤충의 더듬이 등

은 작은 털 등은 주위의 작은 물체들을 감지하거나 

잡아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들

은 작은 크기로 인하여 Reynolds number가 낮은 유

동구조를 보이며, 선행 연구 역시 구조체 주위에서 

낮은 Reynolds number 유동을 가정하여 분석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Fig. 16. Reynolds number (a) 1, (b) 10, 
(c) 100에서 유체 입자 추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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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털 구조를 가진 기관들은 작은 가닥들이 

모여서 형성되는데, 가닥들 사이의 틈은 상기 서술

한 Reynolds number 유동의 특성인, 구조 주위에서

의 두꺼운 경계층에 의해 막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본 실험실에서는 경계층에 의한 틈새의 막힘을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하여 Drift의 개념을 차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Drift는 유체에 잠긴 채 

움직이는 강체로 인하여, 주위 유체가 강체를 따라 

끌려 들어가는 현상이다. 이를 털 구조에 적용하기 

위하여 각 가닥들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2차

원 원기둥으로 가정하고, 2차원 유동에 맞게 drift 

area를 정의하여 탐구하였다.

원기둥 주위의 유동은 Immersed boundary method 

(IBM) 기법을 이용한 연구실 내 코드로 시뮬레이

션 되었으며, drift area를 탐구하기 위하여 유체 입

자들의 경로 역시 추적하였다. Reynolds number로 

인한 영향을 추적하기 위하여, Reynolds number가 

1, 10, 100인 경우에 대하여 가닥 2개 주위 유체입

자들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진다.

Fig. 16과 같이 두꺼운 경계층으로 인하여 틈의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Reynolds number가 

낮은 1, 10에서만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10에서

도 1만큼의 막힘 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역시 확인

되었다.

틈의 막힘 현상을 더욱 탐구하기 위하여 틈새의 

너비를 변수로 시뮬레이션하여 보았을 때, 너비가 

좁을수록 막힘 현상이 더욱 잘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방향 기준으로 틈새 중앙에 있는 유체 

입자가 원기둥의 중심까지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17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은 유체 입자 

초기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걸리

는 시간이다. 틈의 너비가 넓어질수록 통과 시간은 

점선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강모 구조에 가까운 

모사를 위하여 원기둥의 수를 늘려서 유체 입자의 

시간당 변화를 탐구하면, 틈새의 막힘 현상으로 인

하여 원기둥들이 이어진 긴 판으로 모사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유체 입자들로 이루어진 선을 그대로 원기둥의 

수 별로 나타내었을 때와, 그 선을 원기둥의 길이로

Fig. 17. 틈새 너비에 따른 통과 시간

 

Fig. 18. 유체 입자 선 비교, scaling 전(a)과 후(b)
 

나누어 scailing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진다.

Fig. 18에서 왼쪽 그림(a)은 유체 입자들로 이루

어진 선을 특정 시간대에 겹쳐서 표시한 그림이며, 

오른쪽 그림(b)은 이를 원기둥이 차지하는 총 길이

로 나눈 결과이다.

원기둥의 수가 늘어나면 틈새의 막힘으로 인하

여 긴 판으로 모사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뒤쪽으로 밀려들어가는 유동 구조를 더욱 강

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도 하여 강모 구조 주위에

서 틈새 막힘은 원기둥의 수와 틈새의 너비를 최적

화할 때 가장 효과적임을 결론지을 수 있었다. 

2.4 Wind and ocean energy

유체 내에서 구조물의 움직임은 에너지 하베스

팅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유동 

내의 진동하는 포일이 유동상류의 둔각 물체(bluff 

body)의 영향을 받아서 포일만 존재할 때의 거동과 

에너지 하베스팅 측면에서의 차이를 수치 해석적

으로 연구하고 있다.

유동 상류의 둔각 물체는 포일의 유효 받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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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둔각 물체가 있을 때(a)와 없을 때(b)의 

와류장(vorticity fields) 차이

(effective angle of attack)에 영향을 주여 포일의 선

단 엣지로부터 발생하는 와류의 분리를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메카

니즘은 포일 표면에서의 압력 분포의 변화를 일으

키며 이 결과는 포일의 에너지 하베스팅 효율을 증

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둔각 물체의 존재가 포일의 성능을 

항상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둔각 물체와 포일의 상

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포일의 비효율적으로 움직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적의 위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5 Thermal convection

열전달 효율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

나는 목표 열원 주변에 형성되는 유동을 제어하는 

것이다. 열원에 직접적으로 제트를 충돌시키는 충

돌 제트와 열원에 수평하게 제트를 발생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트와 같은 유체 역학

적 방법은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Fig. 20)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본 실험실에서는 다양한 유체역학적 도구를 활

용하여 열전달 효율을 증가시키며 뿐만 아니라 열

Fig. 20. 대류 열전달 활용의 예

Fig. 21. 유체 구동기 내부 구조[5] 및 원리

전달 증가에 미치는 유동 구조적 원인을 실험적으

로 밝히고 있다.

비정상 효과 (unsteady effect)를 활용하여 열전달 

효율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하

지만 지속적으로 유동 방향이 변화하는 제트

(Sweeping jet)가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유동 

구조적 원인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유체 구동

기(Fluidic oscillator)를 활용, sweeping jet를 발

생시켰으며 유동 구조와 열전달에 대한 영향을 연

구하였다. 유체 구동기는 Fig. 21과 같이 내부 고

유 형상에 의해 좌우로 방향을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제트를 발생하는데, 구동기의 입구로 유체가 유

입되자마자 Coanda 효과로 인해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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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Re와 H/d 에 따른 Nu 변화

Fig. 23. Sweeping jet이 벽에 충돌할 때 시간에 

따른 순간 촬영 사진

zone 좌우 한 쪽으로 붙게 된다. 이후 피드백 루프

에 주 유동의 일부가 유입됨에 따라 피드백 루프의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증가된 압력이 주 유동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Sweeping jet이 벽면에 충돌 할 때 열전달 효율

은 Nu(Nusselt number)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Fig. 

22). 이를 통해 실험 영역을 지역적인 최댓값이 나

타나는 영역(  )과 단조롭게 감소하는 영역

(  )으로 나눌 수 있다.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를 통해 위 현상

에 대한 유체역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림 23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1 micro meter 직경의 

oil droplet을 유체 구동기에 유입시켜 촬영한 사진

이다. 주 유동이 좌우로 움직이며 주 유동의 양쪽 

방향으로 수평 방향을 제트(Wall jets)가 발생하는 

Fig. 24. (a) 무차원 평균 수평 속도, (b) 수평 

속도 변동폭의 RMS값

것을 볼 수 있다.

열전달 효율과 유동 특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실험 영역에서의 non-dimensional mean lateral 

velocity와 RMS of lateral velocity fluctuation을 구하

였다(Fig. 24). 그림 24(b)에서 볼 수 있듯이 Nu 의 

지역적인 최댓값이 발생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 비

정상적 유동이 다른 영역에 비해 지배적이기 때문

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Nu 가 단조롭게 감소하는 영역은 

RMS of velocity fluctuation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반면 mean lateral velocity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영역에서의 열전달 효

율은 비정상 유동보다 mean lateral velocity에 영향

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 구동기를 열전달 분야에 적

용하여 열전달 효율과 유동 구조에 대해 연구하였

으며 이를 통해 열전달 특성과 그 특성에 기인하는 

유동 특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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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KAIST 응용유체역학 연구실은 주변에서 관찰

할 수 있는 다양한 스케일의 “유체-구조 상호작용”

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살아있는 생물체

의 주변 유체와의 상호작용부터 시작해서 각종 구

조물들의 상호작용까지 주변에는 학문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수많은 연구 주제들이 분포하고 있으

며, 본 연구실에서는 이런 상호작용에 기본 초점을 

맞추어 놓고 흥미로운 현상을 유체역학적으로 분

석하고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들을 응

용하거나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끊

임없이 탐구하고 조사하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연구주제들과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 유체역학이 

활용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

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적/ 산업적 파급효

과를 주고자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연구실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fluid.kaist.ac.kr”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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