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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 형태로 기울어진 와류 생성기를 이용한
열전달 시스템 수치 해석

김정현* ․ 박성군†

Numerical Analysis of Heat Transfer System Using a Symmetric Flexible 
Vortex Generator in a Poiseuille Channel Flow

Jeonghyeon Kim*, Sung Goon Park†

Abstract Flexible structures have been adopted in heat transfer systems as vortex generators. The 
flexible vortex generators immersed in a flow show a self-sustained oscillatory motion, which 
enhances fluid mixing and heat transfer. In the present study, the vortex generators in a 
two-dimensional channel flow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and they are symmetrically mounted on 
the upper and lower walls with an inclination angle. The momentum interaction and heat transfer 
between the flexible vortex generators and the surrounding fluid are considered by using an immersed 
boundary method. The inclination angl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flapping 
kinematics of the flexible vortex generators. The flapping amplitude increases as the inclination angle 
increases, thereby enhancing fluid mixing. The heat transfer is enhanced up to 80% comparing to the 
baseline channel flow.

Key Words : Convective heat transfer ( 류열전달), Flexible vortex generator(연성와류생성기), 
Immersed boundary method (가상경계기법)

1. 서 론
 

열전달(heat transfer)은 전기/전자 공학, 냉동 

공학 등 많은 산업 공학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유동 내의 

와류가 열전달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 수

치적으로 분석해 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와류 생

성기를 이용하여 열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

스템을 개발해 왔다[1-4].

초기의 와류 생성기는 부분 강체로 구성되었

으며 삼각형, 날개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와류 

생성기를 이용한 열전달 시스템이 제시되었다. 최

근에는 연성체로 구성된 와류생성기 (Flexible vortex 

generator, FVG)를 이용한 열전달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연성체로 만들어

진 와류 생성기는 유동내에서 자발적으로 펄럭임 

운동 지속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강체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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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와류생성기에 비해 열전달 향상에 효과적으

로 발표되었다[6]. Lee et al.[7] 은 채널 유동에서 하

나의 FVG에 의한 시스템보다 칭 형태로 배열된 

2개의 FVG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더욱 열전달이 

향상되는 것을 보였다. FVG는 수직으로 각각 위

와 아래의 벽에 고정되어 있으며, 연성 강도가 열

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해 주로 분석하였다[7]. 최

근에는 굽힘 계수와 더불어 고정된 각도 역시 연

성체의 운동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임이 

밝혀졌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칭구도의 FVG 

시스템에서 초기 각도와 연성체의 굽힘 계수가 와

류 생성기 및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수치방법

2.1 초기조건과 경계조건

Fig. 1은 Poiseuille 채널 유동에서 2차원의 연

성체의 계략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성체들은 

일정한 온도(Ts = Tw)를 유지한다. 연성체의 끝

(tip)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다른 쪽 끝은 채널의 

벽 (0, -L), (0, L)에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끝과 

하단 벽 사이의 경사각은 θ로 표시되며 바닥면

을 기준으로 x축에서 시계 반  방향으로 측정

된다. 상단 벽의 연성체는 하단 벽의 연성체와 

칭을 이룬다. 연성체의 길이는 L이며 계산 도

메인의 범위는 x방향으로 (-2L, 14L), y방향으로 

(-L, L) 이다. 입구 영역 (x = -2L)에서 ui = 1.5U(L 

+ y)(L - y)과 일정한 온도 T = Ti 조건이 부여되

었다. 벽은 유체의 점착 조건 및 일정 온도 조건 

(T = Tw) 을 부여하였다. 출구 영역(x = 14L)의 경

우 열 및 유동에 해 Neumann 경계 조건을 사

Fig. 1. Schematic diagram of two inclined flexible 
flags in a Poiseuille channel flow and the 
computational domain with the coordinate 
system.

용하였다. 유체의 운동은 고정된 Eulerian 격자계

에서 정의되며, 연성체의 운동은 Lagrangian 격

자계에서 정의된다. 연성 와류 생성기와 주변 유

동 사이의 열 및 운동량 전달을 고려하기 위해 

가상경계기법 (Immersed boundary method, IBM)을 

사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격자 개수는 

유체도메인 1025ⅹ129개, 고체 65개이다.

2.2 유체의 운동

유체의 운동은 비압축성 나비어-스톡스 (N-S) 

방정식에 의하여 지배되며 무차원화 된 방정식

은 다음과 같다.

0, u                (1)

21
,

Re
p

t
       

u u u u f

  (2)

이때 u는 속도 벡터, p는 압력, f는 연성체와 

유체 사이의 점착 조건을 만족시키게 하는 운동

량 힘이다. 레이놀즈 수는 0Re mu L  로 정

의되며  는 유체의 동점성 계수이다. 유체의 밀

도 0 , 연성체 하나의 길이 L, 입구영역에서의 

유체의 평균속도 um은 각각 특성 밀도, 길이, 속

도로서 매개 변수를 무차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특성 시간, 밀도, 힘은 각각 L/um , ρ0um
2

, 

ρ0um
2/L 로 정의된다.

온도는 아래의 에너지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21
,

Re Pr

T
T T + 

t


   

 
u q

       (3)

유체의 프란틀 수Pr은 Pr pc k 로 정의되

며, cp는 비열, k는 열전도계수, q는 와류 생성기

에 의한 유체 내부의 열원을 의미한다. 무차원 

온도 T는 ( ) ( )i w iT T T T T   로 정의되며, Tw

는 상·하단 벽의 온도, Ti는 입구유동의 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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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성체의 운동

연성체의 운동은 아래의 식에 의해 지배된다.

2 2 2

2 2 2
,

t s s s s
 

    
  

    

  
      

L
X X X

F
 (4)

1.
s s

 
 

 
X X

(5)

 ( ( , ),  ( , ))X s t Y s tX 는 연성체의 위치, s

는 연성체의 곡선 좌표, σ는 곡선 좌표를 따라 

작용하는 장력, γ는 굽힘 계수, FL은 연성체와 

유체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Lagrangian 운동량 

힘을 의미한다. 유동 내 와류 생성기는 비확장 

조건 (inextensibility condition, 식 (5))에 의해 길

이가 고정된다. 연성체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 매개 변수에 의해 무차원화 되며 특

성 장력, 굽힘 계수, Lagrangian 운동량 힘은 각

각 
2

1U , 
2 2

1 U L , 
2 2

1U L 로 정의된다.

2.4 연성체와 유체의 상호작용

연성체와 그 주변 유체와의 유체-구조-열 상

호작용은 가상경계기법(Immersed boundary method, 

IBM)을 이용하여 고려하였다[5]. 이때 구조는 크

게 두 부분-질량을 가진 경계(massive boundary)

와 질량을 가지지 않은 경계(massless boundary)-

으로 구성된다. 질량을 가진 경계의 위치와 속도

는 운동방정식(식(4))과 비확장성 조건(식(5))에 

의해 결정되고, 질량을 가지지 않은 경계는 유체

와 함께 움직인다. 질량을 가지지 않은 경계의 

각 지점은 질량을 가진 경계와 강한 댐핑을 가

진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지

점을 통해 두 경계는 매우 유사하게 움직인다. 

Lagrangian 운동량 힘 FL은 feedback forcing law

에 의해 도출된다[5].

'

1 10
( ) ( ),

t

ib ibdt   LF = U U U U    (6)

Uib는 질량을 가지지 않은 경계에서의 유체 

속도, U = dX / dt는 연성체의 속도이다. 상수 α1

와 β1는 α1 = ‒1.74×107, β1 = ‒2.60×102으로 설정 

되었다. 질량을 가지지 않은 경계에서의 속도는 

주변 유체의 속도를 아래와 같이 델타함수 δ( )

를 사용하여 보간하여 구한다.

Ω
( , ) ( , t) ( ( , ) ) ,

F
ib s t s t d U = u x X x x

  (7)

Lagrangian 운동량 힘 FL은 Eulerian 격자계에 

외삽되어 구조와 맞닿은 유체의 점착조건을 만

족시킨다.

 Ω
( , ) ( , t) ( ( , )) ,

S

t s t ds  Lf x = F x x X
  (8)

f는 식(2)의 N-S 방정식에 추가된 Eulerian 운

동량 힘이다. 연성체와 주변 유체 사이의 열전달

은 둘 사이의 상호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질량을 가진 경계의 

온도 TS는 등온경계조건(iso-thermal boundary condition)

에 의해 Tw와 동일한 온도로 유지되는 반면, 질

량을 가지지 않는 경계의 온도는 주변 유체의 

온도를 보간하여 결정된다. 질량을 가지는 경계

의 열원 QL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202 ( ) ( ),
t

ib ibL s sQ T T dt T T   =     (9)

Tib는 질량을 가지지 않은 경계의 온도이고 Ts 

= Tw는 연성체의 온도이다. 상수 α2와 β2는 각각 

상수 α1, β1와 같다. 질량을 가지지 않은 경계의 

온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Ω
( , ) ( , t) ( ( , ) ) .

F
ibT s t T s t d = x X x x

 (10)

질량을 가진 경계에서 정의되는 열원 QL은 경

계 주위에서 아래의 식에 의해 Eulerian 격자계

로 확산된다.



70                                             김정현 · 박성군

Ω
,

S
Lt Q s t ds ( , ) ( , t) ( ( , ))q x = x x X    (11)

q는 식(3)에 추가되는 유체-연성체의 열상호작

용의 결과이며, Eulerian 열원이다. 

3. 결과 및 고찰

벽에 고정되어 있는 연성체로 만들어진 와류

생성기(Flexible vortex generator, FVG)의 운동은 

와류생성기의 초기각도와 굽힘 계수에 따라 크

게 달라진다. 굽힘 계수 γ는 FVG의 굽힘의 정도

를 결정하는 계수이며 초기 각도 θ는 벽과 FVG

사이의 경사각이다. 본 수치 해석은 레이놀즈 수 

Re를 400으로 고정하고 굽힘 계수 γ 및 초기 각

도 θ가 열전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

석하였다.

Fig. 2. (a) Time history of the y-position of flag tip. 
(b) Superimposed flexible vortex generators 
clamped symmetrically at the bottom and 
top wall. θ = 0.2π and γ = 0.22.

Fig. 3. (a) Time history of the y-position of flag tip. 
(b) Superimposed flexible vortex generators 
clamped symmetrically at the bottom and 
top wall. θ = 0.4π and γ = 0.22.

Fig. 4. (a) Time history of the y-position of flag tip. 
(b) Superimposed flexible vortex generators 
clamped symmetrically at the bottom and 
top wall. θ = 0.6π and γ = 0.22.

Fig. 2, 3, 4는 굽힘 계수 γ = 0.22에서 서로 

다른 고정 각도를 가진 FVG 끝의 y 방향 위치

와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자세히 보여준다. 고정

된 끝의 각도는 Fig. 2, 3, 4에서 각각 0.2π, 0.4π, 

0.6π로 설정되었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 FVG는 

일정한 주기로 펄럭임 움직임을 보이며 FVG 끝

이 y 방향으로 최  및 최소값을 가질 때의 위

치를 각 Fig. (b)의 녹색으로 나타냈다. 각도가 

0.2π 인 경우 초기에는 펄럭임 운동을 지속하다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으

며, Fig. 2(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끝 부분의y 

값은 약 0.6에 도달하였다. 각도가 0.4π로 증가하

면서 연성체는 자발적인 펄럭임 운동을 지속하

였으며, 진폭이 0.2 정도로 나타났다 (Fig. 3). 각

도가 0.6π 로 증가하면서 연성 와류 생성기의 펄

럭임 운동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진폭이 약 0.4

로 증가하였다. 

유동 내 연성체의 운동 형태는 굽힘 계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있다[5-8]. 굽힘 

계수가 클 때는 유체역학적 힘이 연성체의 변형

을 일으키지 못하고, 굽힘 모드 (deflected mode)

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굽힘 계수가 작아지는 경

우, 유체역학적 힘과 연성체의 탄성력이 서로 균

형을 이루어 펄럭임 운동 모드 (flapping mode)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Fig. 2, 3, 4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각도 역시 연성체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같은 굽힘 계수에 해서도 각도

가 작은 경우는 굽힘 모드를 보이는 반면 각도

가 커짐에 따라 운동이 점차적으로 확 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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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였다. 또한 각도가 커지는 경우 (Fig. 

3(a), 4(a)) 펄럭임 운동이 2개의 주파수 성분으

로 나누어져 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와 Fig. 6은 다양한 굽힘 계수 (γ = 0.04, 

0.10, 0.22) 및 고정 각도에 해 연성체 끝단에

서의 펄럭임 진폭과 평균 y 위치를 나타낸다. 

Fig. 5에서 전반적으로 펄럭임 진폭은 각도가 증

가할수록, 굽힘 계수가 감소할수록 증가하였다. 

굽힘 계수가 0.22 이고 고정 각도가 0.2π, 0.25π 

일 때, 연성체는 굽힘 모드를 보였으며, 각도가 

증가하면서 펄럭임 운동을 지속하였다. 반면, 굽

힘 계수가 0.1 및 0.04 인 경우 고정 각도가 낮

은 범위에서도 펄럭임 운동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성체 끝단의 평균적인 y 위치 역시 펄

럭임 진폭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각도가 증

가할수록 굽힘 계수가 감소할수록 y위치 값은 

증가하였다.

Fig. 5. Flapping amplitude (A) as a function of 
the angles (θ).

Fig. 6. Averaged y-position of the trailing edge 
(Yavg) as a function of angle(θ).

Fig. 7. Variations of the mean heat flux for 
different angles and bending rigidities. The 
dotted line indicates the mean heat flux 
without the flexible vortex generators.

Fig. 7은 Fig. 5 및 Fig. 6의 연성체를 사용하

는 경우 실제 열전달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열

전달 Q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out in

L L

L LpQ c uTdy uTdy
 

   ,
 (12)

아래 첨자 out은 x = 13L을 의미하고, in은 입

구 영역을 의미한다. 와류 생성기가 없는 경우 

Q 값은 약 0.3 값이 도출되었다. 고정 각도가 매

우 작은 경우 연성체는 굽힘 모드를 보였으며, 

이때의 열전달 값은 연성체가 없는 경우에 비해 

더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와류 생성기가 

펄럭임 운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열전달 성능이 더욱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

다. 펄럭임 움직임이 없는 경우, 연성체 바로 뒷

단의 영역에서는 유동이 순환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영역이 발생한다. 따라서 벽으로부터 발생

한 열이 연성체 바로 뒷단에서 계속 쌓이게 되

어, 연성체가 없는 시스템에 비해 열전달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성체의 

펄럭임 운동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와류 구조가 

생성되어 유체의 혼합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유체의 혼합 효과 향상은 열전달 향상으로 이어

지며, 고정 각도가 증가할 때, 열전달 값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γ = 0.22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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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가 0.25π 에서 0.3π 로 변할 때, 연성체가 굽

힘 모드에서 펄럭임 움직임을 하는 모드로 변경

되었으며, 열전달량이 매우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각도가 0.4π 에서 열전달량이 최  값을 

보였으며, 열전달량이 연성체가 없는 채널 유동

에 비해 약 8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각도가 0.4π 이후에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연성체

의 펄럭임 진폭은 증가하였으나 (Fig. 5) 연성체 

끝단의 평균 위치가 벽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진폭은 증가

하지만, 생성되는 와류 구조들이 양 벽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γ = 0.22의 경우 

각도 0.4π를 기준으로 열전달량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γ = 0.04 와 0.1의 경우에는 

펄럭임 운동 진폭의 상승 효과로 인한 열전달 

상승 효과가, 연성체 끝단의 y 값 상승에 의한 

열전달 감소효과보다 더 크므로 각도가 증가할 

때, 열전달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Fig. 8과 Fig. 9는 열전달 값이 최 값을 가질 

때 (θ = 0.4π , γ = 0.22) 실시간 와류 구조와 온

도장의 그림을 나타낸다. Fig. 8, 9의 a-e는 Fig. 

3의 A-E 와 동일한 시점을 의미한다. A-B 시점

에서 아래 벽에 고정된 연성체의 끝단은 아랫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의 

와류 구조가 끝 단에서 후류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위에 고정된 연성체의 끝 단

으로부터 음의 와류 구조가 후류로 흘러가는 양

상을 나타낸다. B-C 시점에서 연성체의 끝 단은 

벽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을 보이며 아래 및 

위 벽에 고정된 연성체의 끝단에서 각각 음과 

양의 와류 구조가 생성되며, 이들 와류 구조는 

다시 연성체의 끝단이 벽으로 다가갈 때 (C-D 

구간) 후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

류로 흘러간 와류 구조는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와류 구조와 합쳐져 더 큰 와류 구조를 형성하

게 된다. 결과적으로 두개의 같은 방향의 와류 

구조가 합쳐져 후류로 흘러가게 되면서 혼합 효

과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Fig. 9는 해당 시점에서의 온도장을 나타낸 그

림이며, 연성체 상류영역에서는 벽 주위로 열 경

계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성체 바

Fig. 8. Instantaneous vorticity contours at the 
instants of A – E in Fig. 3. The 
inclination angle is θ = 0.4π and the 
bending rigidity γ = 0.22.

Fig. 9. Instantaneous temperature contours at the 
instants of A – E in Fig. 3. The 
inclination angle is θ = 0.4π and the 
bending rigidity γ = 0.22.

로 뒷 단에서는 온도가 높은 영역이 존재함을 

보이는데, 이는 연성체 뒷 단에서 유동이 갇혀서 

류 열전달이 제 로 일어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즉 연성 와류 생성기를 설치하는 경우 국

부적으로는 열전달이 악화되는 영역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성체의 펄럭임 운동에 의한 

와류 구조가 형성되면서, 유체 혼합 효과를 증가

시켜 전체적인 열전달 값은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생성된 와류 구조는 후류로 이동하면서 

벽으로부터 자란 열 경계층을 채널 가운데 영역

의 차가운 유체 영역과 섞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Fig. 9 (a – e)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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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벽 주위의 유체

를 채널 가운데 영역으로 유입시키고, 반면에 채

널 가운데 영역의 유체를 벽 주위로 유출시켜 

열전달 향상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혼합 효과

로 인해 채널 전 영역에서 온도가 증가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4. 결 론

기울어진 연성 와류 생성기를 이용한 열전달 

시스템에 한 수치해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성체와 주변 유동의 운동량 및 열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가상경계기법 (Immersed boundary 

method)를 사용하였다. 연성체의 운동은 굽힘 계

수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정 각도에도 

지배적인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낮은 각도 

영역에서는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으며 펄럭임 운

동 없이 굽힘 모드를 유지하였다. 이 경우 연성

체가 없는 채널에 비해 열전달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반면, 각도가 큰 영역에서는, 펄럭임 

운동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체-고체 상

호작용에 의해 와류 구조가 형성되어 열전달이 

향상되었다. 각도가 증가할수록 펄럭임 운동의 

진폭과 연성체 끝단의 y위치는 증가하였다. 열전

달은 기본 채널 유동에 비해 최  80% 증가하

였으며, 이때 연성체의 펄럭임 운동에 의해 생성

된 두 개의 와류 구조가 서로 합쳐져 하류로 흘

러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와류 구조는 차가운 

채널 중심 영역의 유체와 비교적 뜨거운 벽 근

처의 유체를 섞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

해 채널 전 영역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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