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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UNIST 기계공학과 유동 물리 및 제어 연구실

은 2014년에 개설되어, 2020년 현재 박사 후 과

정 1명, 박사과정 5명 그리고 석사과정 6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의 약 25%는 

공기나 물을 통해 운송체를 이동시키거나 파이

프나 수로를 따라 유체를 이동시키는데 소비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기역학 및 유

체역학 응용분야에서 유동에 한 이해는 기술

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실에서는 유동 현

상을 해석하는 기초연구부터 유동을 예측 및 제

어하기 위한 응용연구까지 폭 넓은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난류유동, 유체-구조 상

호작용,  다상유동에 한 연구를 통해 고효율 

에너지 생성 (또는 절약)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본 소개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주제에 해 

소개하려 한다.

2. 연구 내용 소개

2.1 난류유동

난류유동은 레이놀즈 수가 충분히 클 때 발생

하며, 자연 및 공학적 환경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벽면 주위의 난류유동의 경우, 내

부 (예: 파이프, 덕트 유동 등) 및 외부유동 (예: 

비행기 및 자동차 주위 유동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견할 수 있으나, 점착조건으로 발

생하는 벽면 주위의 큰 전단응력으로 인해 유동

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고, 항력, 소음 및 진동 

등 여러가지 공학적 난제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본 연구실에서는 높은 정확도의 직

접수치모사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 기

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유동 조건에서의 난류유

동 해석을 통한 유동 제어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2.1.1 난류유동 분석 방법 및 수치모사

난류유동을 예측 및 제어하기 위해서는 난류

유동장에 한 분석 및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계적 접근과 난류 구조적 접근을 주로 

활용한다. 통계적 접근으로는 시공간 상 무작위

로 발생하는 난류유동장의 평균과 분산 등의 통

계량을 분석하고, 난류 구조적 접근을 통해서는 

난류 유동장을 구성하는 난류응집구조 (turbulent 

coherent structure)를 관찰 및 분석한다. 특히 난

류응집구조는 난류유동의 모멘텀 전달을 담당하

고 난류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난류유동

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Fig. 1).

2.1.2 다양한 조건에서의 난류유동 

벽면 주위의 난류유동은 표면조도 (surface 

roughness)의 형상, 압력구배 (pressure gradient), 

벽면조건 (wall condition)과 같은 유동 조건에 따

라 유동의 특성이 크게 변화한다. 본 연구실은 

다양한 유동 조건에서 난류유동을 관찰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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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uette-Poiseuille 유동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난류 응집 구조의 성장과 

(b) 부피 평균 레이놀즈 전단 응력의 

초기값 대비 변화

Fig. 2. 가상경계기법으로 구현한 거친면과 

매끈한 면에서의 난류응집구조: (a) 3차원 

입방형 표면 거친 면 (b) 2차원 막대형 

표면 거친 면 (c) 매끈한 면(1)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표적인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면조도는 항력을 증가시키고, 난류 통계량 

및 난류 구조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실에서는 

가상경계기법 (immersed boundary method, IBM)

을 활용하여 여러 형태의 표면조도를 효율적으

로 모사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Lee(1)에서 2차원

원 막 형과 3차원 입방형의 표면조도가 난류 

통계량 및 난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표면조도의 형상에 무관하게 표면조

도의 막힘 효과에 의해 난류응집구조가 바깥 영

역으로 전파됨을 확인하였고, 이는 거친 면에서

의 난류응력 증가의 원인임을 밝혔다 (Fig. 2).

또한, Choi(2)에서는 막 형과 입방형 표면조도

의 높이가 난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표면조도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공통적으

로 Fig. 3과 같이 바깥 영역에서의 응집 구조의 

병합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거  난류 구조의 주 

유동 방향의 길이가 증가하였다 (Fig. 4).

역 압력구배 (adverse pressure gradient, APG)는 

비행체 날개 및 터빈 블레이드와 같이 곡률이 

있는 표면에서 압력구배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

Fig. 3. 표면조도 높이 증가에 따른 바깥영역에

서 응집 구조의 병합빈도의 증가. 난류 

구조가 병합을 통해 거대 난류 구조 생

성 과정의 개략도 (삽도)

Fig. 4. 막대형 표면조도가 존재하는 난류 

경계층에 대한 바깥 영역의 시간에 따른 

거대 난류 구조 병합 과정. 회색 실선은 

난류 구조의 중심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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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난류 경계층의 평균 속도 분포의 변화와 큰 

스케일의 난류응집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져 있다(3), (4).  Lee(5)에서는 APG 의 세기 변화에 

따른 난류 경계층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APG 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큰 스케일의 난

류응집구조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증가함을 보였

다 (Fig. 5). 이러한 경향은, 약한 세기의 APG 에

서는 hairpin packet 의 응집성이 커지면서 길어

진 난류응집구조 때문이며, 강한 세기의 APG 에

서는 roll mode 의 발달 때문이다 (Fig. 6). 이를 

통해, APG 의 세기에 따른 난류 경계층의 특성 

변화를 규명하였다.

압력구배와 벽면 속도로 구동하는 Couette- 

Poiseuille 유동에서 벽면 속도에 따라 유동 속도

구배가 변한다. 속도구배의 변화는 난류응집구조

의 생성 메커니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연관성을 Couette-Poiseuille 유동 해석을 통해 규명

하였다(6). Hwang(7)에서 주 유동 방향과 반  방

향의 벽면 속도를 적용한 Couette-Poiseuille 유동

을 분석하였다. 벽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움직이는 벽면 근처의 wall layer 와 속도구배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큰 스케일의 난류 구조가 

Fig. 5. 난류 경계층의 압력구배에 따른 난류 

에너지의 증가: 횡방향 에너지 스펙트라 

(a) ZPG, (b) 강한 세기의 APG

Fig. 6. 난류 경계층에 대한 압력구배에 따른 roll 
mode 의 증가: Q4 이벤트에 대한 조건부 

평균 유동장 (a) ZPG, (b) 강한 세기의 APG

성장하여 난류 에너지가 증가하였다. 정지한 벽

면 근처에서는 속도구배가 증가하지만, wall layer 

의 감소로 인해 큰 스케일의 난류 구조의 성장

이 억제되어 난류 에너지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속도구배뿐만 아니라 wall layer 의 길이

가 난류 에너지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혔다.

2.1.3 난류유동 제어

난류유동은 벽면 주위의 큰 속도구배를 가지

며, 이로 인해 표면 마찰항력 (skin-friction drag)

이 증가한다. 표면 마찰항력을 줄이기 위해, 벽

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난류응집구조의 억제를 

통한 유동 제어 기법들이 제안되었다(8), (9). 유동 

제어 기법은 에너지의 공급 유무에 따라 수동 

및 능동 제어 기법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실 에서 수행한 유동 제어 기법에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Im(10)에서 초 소수성 표면 (superhydrophobic 

surface)이 관내 및 채널 유동의 표면 마찰 항력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Fig. 7). 초 소수

성 표면의 횡 방향 길이 (pitch)와 공기의 면적분

율 (gas fraction) 을 조절하여 유동을 수동 제어

Fig. 7. (a) 초 소수성 표면을 가진 관내/채널 

유동 개략도 (b) 초 소수성 표면을 가진 

관내/채널 유동의 와류 구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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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능동 제어 기법에 따른 표면 마찰 

항력 계수 변화 (b) SSC의 세기에 따른 

횡 방향 swirl motion에 대한 선형 확률 

추계 (linear stochastic estimation): (좌) 
제어가 없는 유동, (우) 강한 세기의 SSC 
제어(12)

했으며, 관내에서 채널보다 항력이 더 감소된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면 마찰항력에 한 기여

도를 층류 성분과 난류 성분으로 나누어 분석하

여, 관내와 채널에서 표면 마찰항력의 감소가 상

이한 이유를 밝혔다.

능동 제어 연구로, Kim(11)에서는 벽면 근처에 

존재하는 난류응집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주 전

단 제어 (streamwise shear control, SSC)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반  제어 (opposition control) 

기법과 비교하였다. SSC 기법을 통해 기존 제어 

기법과 비교하여 표면 마찰항력이 크게 감소하

였다 (Fig. 8a). 또한 SSC의 설치 면적과 세기를 

조절하면서 난류 특성 변화와 그에 따른 표면 

마찰항력 감소 메커니즘을 조건부 평균 통계량

을 통해 규명하였다 (Fig. 8b).

2.2 유체-구조 상호작용

유동 내에서 단단하거나 유연한 구조가 이동 

혹은 변형할 때 유체-구조 상호작용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구조 주

위 및 후류에서 복잡한 유동 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가상경계기법을 활용하여 유체-

구조 상호작용을 모델링한다. 주위 유동에 따라 

변형 가능한 연성체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연성

체의 표적인 예시인 물고기와 깃발을 도식화

한 1D 포일로 모사하여 연구한다.

2.2.1 Bio-inspired propulsion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주위 유동과 끊

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이 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높은 효율로 사용한다. 따라서 자연의 원천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고

기가 추진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와류 구조는 

추진 효율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를 분

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균일 유동 내에서 히빙 운동

을 하는 무한한 종횡비의 강성 포일과 유연한 

포일의 후류에서 생성되는 와류 구조를 비교하

였고, 나아가 포일의 유연성이 와류 구조 생성에 

끼치는 영향에 해 분석했다. 강성 포일의 경

우, 와류 구조 전이 경계선은 유한한 종횡비의 

강성 포일에 한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히빙 진폭으로 무차원화된 스트롤 수로 나타났

다. 하지만, 유연한 포일은 높은 히빙 진동수를 

가지는 경우에서만 히빙 진폭으로 무차원화된 

스트롤 수로 와류 구조 전이 경계선을 나타났다 

(Fig. 9). 이러한 현상은 유연성에 의해 야기되는 

뒷전 진폭의 강화와 앞전 그리고 뒷전의 위상 

차이가 와류 세기를 변화시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고기들은 집단 이동 혹은 벽면 효과를 통해 

유체역학적인 이점을 취한다고 알려져 있다. 때

문에 단일 물고기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벽면 

효과 내 집단 물고기들에 한 연구도 진행하였

다. 해당 연구에서는 추진하는 두 개의 포일들이 

단일 벽 또는 양면 벽 근처에서 일렬로 이동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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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강성 및 (b) 유연한 포일에 대한 와류 구조의 위상 도표(12): (∎) von Kármán wake, (◽) 
reverse von Kármán wake, (●) asymmetric reverse von Kármán, and (○) complex wake

Fig. 10. 팔로워가 마주하는 와류 구조: 벽이 

없는 경우, vortex interception mode; 
단일 벽의 경우, mixed mode; 양면 벽의 

경우, slalom mode

포일들에 한 벽의 직간접적인 영향 및 벽면 

효과로 인해 변형된 리더가 만들어낸 와류 구조

가 팔로워의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벽

면 효과 내에서 와류 구조 변화로 인해 리더에 

의해 생성된 측면 유동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팔로워의 측면 운동과 동기화를 이루어 벽

 

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팔로워의 시간 평균 

입력 전력을 크게 감소시켰다. 벽이 없는 경우, 

팔로워는 리더가 생성하는 추진 반  방향의 수

평 유동을 극복하기 위해 와류의 중심 주변을 

지나는 vortex interception mode 를 이용하여 큰 

추력을 달성했지만 측면 유동의 이점이 감소했

다. 그러나 벽 근처에서 이동하는 팔로워는 이동 

방향과 동일한 수평 유동의 도움으로 인해 큰 

추력을 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측면 유동의 

에너지 이점을 극 화하는 양면 벽에 해서 와

류를 피해가는 slalom mode 와 단일 벽에 해

서 mixed mode (즉, vortex interception mode 와 

slalom mode 의 조합)를 이용했다 (Fig. 10).

2.2.2 Energy harvesting

화석 연료의 제한된 가용성과 환경적인 영향

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원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는 연성체의 한 종류인 

깃발의 플래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연구들이 있다. 덧붙여 설명하면, 플래핑하는 깃

발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할 수 있으며, 

깃발의 플래핑 진폭의 증가를 통해 큰 운동 에

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



8                                                 이재화

Fig. 11. 제어 전과 후의 단일 깃발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와류장 차이(13)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단일 깃발의 운동 에

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나란히 위치한 두 개의 

깃발들을 이용한 새로운 수동 제어 기법을 제안

하였다. 나란히 위치한 두 개의 깃발들의 간격이 

가까울 때 동일한 위상으로 플래핑하며 강한 와

류를 만들었다. 이는 하류의 단일 깃발 만들어낸 

와류와 동기화를 이루며 단일 깃발의 플래핑을 

증가시켰다 (Fig. 11).

2.3 다상유동

다상유동 (multi-phase flow)이란 둘 이상의 서

로 다른 상으로 이루어진 유동을 의미하며, 상의 

종류에 따라 기체-액체, 기체-고체, 액체-고체, 기

Fig. 12. 실험 결과와 수치 해석 결과 비교: (a) 위치에 따른 압력계수 비교를 통한 캐비테이션 유동 

검증 (b) 시간에 따른 계면 형상 비교를 통한 기름 퍼짐 (oil spreading) 현상 검증(14)

체-입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에

서의 냉각수 기포류 유동 (bubbly flow), 터빈날

개에서 강한 압력강하에 의한 캐비테이션 유동 

(cavitating flow), 해양에서 나타나는 자유표면 유

동 (free surface flow) 과 같이 다양한 응용분야

가 있다.

다상유동 현상은 복잡한 물리현상을 지니지만 

산업현장 및 실생활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동이

기 때문에 경제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관내 

다상 열전달 유동과 자유표면상의 물질 전달 유

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3.1 관내 다상 열전달 유동

다상 열전달 유동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열전

달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내 다상유

동의 열전달 향상을 위해 벽면 구조 또는 작동 

유체에 따른 기포류 유동에 한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하지만 기포를 포함한 유동은 관측하기 

어려운 금속 관을 사용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유동과 열전달 사이의 관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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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벽면에서 발생하는 기포

의 점착효과는 열전달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해 여전히 제한적인 연구

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다상유동에서 벽면 

점착효과로 인한 유동의 변화가 열전달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압축성 

다상 열전달 유동 코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코

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복잡한 형상 및 

불연속성이 포함된 캐비테이션 유동과 자유표면 

유동 수치 해석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12). 검증된 코드를 이용하여 점착효과를 

고려한 유동 패턴과 열전달 사이의 상관관계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3.2. 자유표면상의 물질전달 유동

자유표면은 두 개의 균질한 유체 사이의 경계

면을 나타낸다. 자유표면에서는 인체에 해를 가

하는 바이러스부터 기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입자까지 다양한 물질이 전달되며, 물질 전

달의 주원인은 bubble bursting process 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한 정확한 메커니즘에 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Bubble bursting process 란 자유표면에 위치한 

기포가 고압의 내부 기체를 외부로 분출시킬 때,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 및 액적을 분출시키는 과

정을 뜻한다. 이 현상에 한 기존 연구들은 물

성치 (점성, 표면장력) 및 기포 반경이 액체 및 

액적 분출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분출 속도를 공식화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물성치에 따른 초기 기포 형상 

변화가 bubble bursting process 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한 제한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물

성치에 따른 기포 형상 변화를 포함한 액체 및 

액적 분출 속도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실에서는 물성치에 따라 변하는 초기 

기포 형상을 고려한 액체 및 액적의 분출 속도

를 공식화하기 위해 기포 형상을 무차원수로 표

현하고 이를 이용해 기포 형상변화가 bubble 

bursting process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3. 맺음말

UNIST 유동 물리 및 제어 연구실은 자연 및 

산업현장에서 발견되는 난류유동, 유체-구조 상

호작용 및 다상유동과 같은 다양한 유체 현상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체역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폭 넓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실에 한 더 자세한 사항

은 홈페이지 “flow.unist.ac.kr”를 방문하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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