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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i  : 초기 상태 
f  : 최종 상태 
h  : 채널 절반 높이 
T  : 가속 시간 

Cf  : 마찰계수(2τw/ρUm
2) 

Reτ  : 레이놀즈 수(uτh/ν) 
Rem  : 레이놀즈 수 (Um2h/ν) 
t*  : 가속 경과 시간 (tuτ,i/h) 
Um  : 평균 속도  
uτ  : 마찰 속도 ( /wτ ρ ) 

+  : 벽 단위 
λci : 속도 구배 텐서 고유값의 허수부 
ν : 동점도 

Key Words: Transient Channel Flow(과도 채널 유동), Direct Numerical Simulation(직접수치모사), Bypass 
Transition(우회 천이) 

초록: 레이놀즈 수의 시간 증가율이 벽면난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난류 채널유동에 대한 직접수치모
사를 수행하여 조사하였다. 완전 발달된 Reτ = 180의 난류 채널유동이 가속을 받게 되어 평균속도로 무
차원화된 레이놀즈 수가 5600에서 13600까지 선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다양한 가속 시간에 대한 계산
을 수행하여 벽면난류에 대한 가속율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유량의 증가율이 큰 경우에는 우회 천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유량의 증가율이 낮은 경우에는 우회 천이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초기 레이놀즈 수와 최종 레이놀즈 수의 비 보다는 레이놀즈 수의 시간 증가율이 채널 
내 과도유동에서의 우회 천이 현상 발생에 주요인자 임을 제시한다.  

Abstract: Effects of the increase rate of Reynold number on near-wall turbulent structures are investigated by 
performing direct numerical simulations of transient turbulent channel flows. The simulations were started with the 
fully-developed turbulent channel flow at Reτ = 180, then temporal accelerations were applied. During the acceleration, 
the Reynolds number, based on the channel width and the bulk mean velocity, increased almost linearly from 5600 to 
13600. To elucidate the effects of flow acceleration rates on near-wall turbulence, a wide range of durations for 
acceleration were selected. Various turbulent statistics and instantaneous flow fields revealed that the rapid increase of 
flow rate invoked bypass-transition like phenomena in the transient flow. By contrast, the flow evolved progressively 
and the bypass transition did not clearly occur during mild flow acceleration.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transition to the new turbulent regime in transient channel flow is mainly affected by the flow acceleration rate, not by 
the ratio of the final and initial Reynolds numbers.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5. 11. 10-14., ICC제주) 발표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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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채널 내 과도 난류유동은 압력구배나 유량의 시
간적 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비정상(unsteady) 유동
으로서 인체 내부의 동맥, 엔진 내부의 흡입구, 
열교환기, 밸브, 발전소 기동운전 및 정지운전 등
과 같은 공학적 문제들에서 볼 수 있으며, 의료, 
자동차, 항공, 기타 기계 설비 분야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다. 70년대부터 최근까지 
많은 실험적, 수치적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채널 
내 과도 유동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난류 
통계량의 시간 지연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이해
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공학적으
로 많이 응용되고 있는 대표적 난류모델들은 아직
까지 채널 내 과도 유동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채널 내 과도 유동 예측에 실제
로 적용될 수 있는 난류 모델 개발이 절실한 상황
이다. 

Kataoka 등(1)은 관 내부에서 유량이 갑자기 변
화할 때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유동의 변
화를 측정하였다. 이들은 유동의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층류에서 난류로 천이되는 시간이 짧
아짐을 발견했다. Mizushina 등(2)은 정상상태에서 
유량이 갑자기 증가할 때 생기는 관 내 과도 유동
에 대한 연구에서 난류가 평균 유동에 비해 비정
상 상태에 늦게 반응하는 난류의 시간 지연 효과
를 관찰하였고, 벽면 근처보다 관 중심부에서 시
간 지연 현상이 두드러짐을 발견하였다. He and 
Jackson(3)은 갑작스런 유동의 가속과 감속이 존재
할 때 과도 유동의 시간적인 변화를 LDV(Laser 
Doppler Velocimetry)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
은 관내 과도 유동에서 난류 생성, 난류에너지 재
분배, 반경방향으로의 난류 전파에 대해 각각 시
간 지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Greenblatt 
and Moss(4)는 Mizushina 등(2)과 He and Jackson(3)의 
실험에서의 유량 증가율과 초기 레이놀즈 수가 너
무 낮고, 반경방향으로의 측정점 개수가 작다고 
지적했다. Greenblatt and Moss(4)은 기존의 연구보다 
큰 유량 증가율과 초기 레이놀즈 수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했고, 과도 유동의 영역을 정상(steady) 
상태, 초기(initial) 상태, 최종(final) 상태로 구분했
다. 이들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최종 상태에서 wake의 재구성을 발견하였다. 
최근 들어 슈퍼컴퓨터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과도 유동에 대한 수치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Chung(5)은 갑작스런 압력구배의 감소가 

채널 내 난류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수치모사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를 통해 관찰하였
다. Chung(5)은 과도 유동의 영역을 두 개로 구분하
였고 초기 상태에서의 난류유동은 비등방성을 띠
며, 후기 상태에서 유동의 이완이 천천히 진행되
는 것은 난류에너지 재분배와 관련이 있음을 규명
하였다. Jung and Chung(6)은 대형 와 모사(Large-
eddy Simulation, LES)를 이용하여 관 내 과도 난류
유동을 관찰하였다. 이들은 He and Jackson(3)의 실
험적 연구에서 지적된 난류 생성, 난류에너지 재
분배, 반경방향으로의 난류 전파에 대한 시간 지
연 효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Jung 
and Chung(6)은 레이놀즈 전단 응력(Reynolds shear 
stress)과 관련된 조건부 평균 유동장을 통해 강한 
스윕(sweep)과 강한 이젝션(ejection)이 각각 난류 
생성과 반경방향으로의 난류 전파 지연과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He and Seddighi(7)는 갑작스런 
유량 변화가 동반된 채널 내 난류유동에 대한 
DNS 연구를 통해 급격한 유량 변화가 공간적으로 
발달되는 층류 경계층 내에서 발견되는 우회 천이
(bypass transition)와 유사한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량 증가 이전의 초기 난류유
동장이 교란 인자로 작용하여 경계층 내 띠 구조
(streaky structure)를 만들어내고, 이 띠 구조가 이
차적 불안정성(secondary instability)에 노출되어 난
류 보텍스 다발(turbulent spot)이 형성된다고 기술
하였다. 이들은 후속 연구(8)를 통해 초기 레이놀즈 
수와 최종 레이놀즈 수의 차이가 클수록 우회 천
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유량 변화에 따른 레이놀
즈 수 차이가 줄면 우회 천이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e and Jackson(3)은 관 내 과도 유동을 규정짓는 
인자로 초기 레이놀즈 수, 최종 레이놀즈 수 그리
고 무차원화된 유량의 시간증가율을 제시한 바 있
다. 초기 레이놀즈 수와 최종 레이놀즈 수는 각각 
과도 초기 상태와 과도 후기 상태를 결정하고, 유
량증가율은 특정시점에서의 과도 유동이 그 시점
에 해당하는 정상상태 유동과 얼마나 다른지 규정
하게 된다. He and Seddighi(8)은 초기와 최종 레이놀
즈 수 차이에 따라 우회 천이 발생 여부가 결정된
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갑작스런 유
량 변화에 따른 채널유동을 모사하였고, 유량의 
시간증가율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
다. 초기와 최종 레이놀즈 수의 차이가 크더라도 
유량 시간증가율이 아주 작다면 우회 천이가 발생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레이놀즈 수의 시간 증가율에 따른 난류 채널유동의 변화 

   
 

437

본 연구에서는 유량의 시간증가율에 따른 채널 
내 과도 유동에서의 우회 천이 현상을 수치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DNS를 수행하였고, 
유량의 시간증가율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초기 레
이놀즈 수와 최종 레이놀즈 수는 각각 Reτ,I =180와 
Reτ,f =395로 고정시켰다. 초기 레이놀즈 수에서 최
종 레이놀즈 수로 유량이 증가되는 데 걸리는 시
간은 총 5가지 경우(T*(≡Tuτ,i /h)=0.1,1.0,2.0,5.0,10.0)
를 설정하였다. 유량의 시간 증가율 변화에 따른 
채널 내 과도유동 해석을 수행하여 이에 따른 우
회 천이 현상을 관찰하고, 우회 천이 발생 원인을 
여러 난류 통계량과 순간 유동장을 통해 규명하고
자 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차원화된 삼차원 비압축
성 Navier-Stokes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1 2 ( )
Re ,

pD p t xDt xiτ

⎧ ∂ ⎫⎪ ⎪= −∇ + ∇ + −⎨ ⎬∂⎪ ⎪⎩ ⎭

u u e  (1) 

 0∇⋅ =u  (2) 

식 (1)에서 Reτ,I (≡uτ,i h /ν )는 초기 마찰속도
(friction velocity)와 채널 절반 높이(h)로 무차원된 
초기 레이놀즈 수를 나타내고, 좌측 마지막 항은 
유량 증가와 관련된 평균 압력구배 항을 나타낸다. 
평균 압력구배 항은 정상상태 유동이면 1.0이나, 
유량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과도 유동의 경우 
시간에 따라 1.0보다 큰 값으로 증가하게 된다. 식 
(1)의 시간전진(time advancement)은 점성 항에 대
해서는 내재적인 방법인 Crank-Nicolson 기법을 사
용하였고, 나머지 항들은 Adams-Bashforth 방법을 
사용하는 준 내재적(semi-implicit) 기법을 적용하였
다. 공간상으로는 주 유동 방향 및 횡 방향으로는 
푸리에(Fourier) 계수, 벽면 수직 방향으로는 
Chebyshev 계수를 사용하는 스펙트럴 기법을 사용
하였다. 지배방정식의 경계조건은 벽면에서는 점
착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주 유동 및 횡 방향으로
는 주기적인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전산해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im 등(9)의 논문을 참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큰 계산 영역인 (Lx, Ly, 

Lz) = (4πh, 2h, πh)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격자 수
는 (Nx, Ny, Nz) = (257, 129, 129)이다. 계산 영역과 격
자 해상도를 초기 레이놀즈 수와 최종 레이놀즈 
수의 벽단위(wall unit)로 환산하면 각각 (Lx

+, Lz
+) = 

(2262, 565), (Δx+, Δz+) = (8.84, 4.42)과 (Lx
+, Lz

+) = 
(4964, 1241), (Δx+, Δz+) = (19.39, 9.69)이다.  

3. 전산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채널유량을 선형
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평균 압력구배 항을 아래
와 같이 부과하였다. 

 
2

, ,

Re ( ) Re1( )
Re 2Re

m

i i

p t d
t

x dt
τ

τ τ

⎛ ⎞∂
− = +⎜ ⎟⎜ ⎟∂ ⎝ ⎠

 (3) 

식 (3)은 앙상블 평균 주유동 방향 운동량 방정
식을 채널 단면에 대해 적분하여 얻어지며, 
dRem /dt은 평균속도(bulk velocity)로 무차원된 레이
놀즈 수의 시간 변화량을 나타낸다. 평균속도로 
무차원화된 초기 레이놀즈 수와 최종 레이놀즈 수
의 차이는 8052.96이다. 식 (3)의 우측 첫 번째 항
에서는 시간에 따른 마찰속도를 부과하여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유량의 선형적 증가를 가정하
고 Dean(10)의 경험식(cf = 0.073Rem

-1/4)을 적용하여 
Reτ (t)를 부과하였다. 

Fig. 1은 채널 내 초기 유량이 최종 유량으로 증
가되는데 걸리는 시간(T*)에 따른 평균 압력 구배
(식 (3))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시간 (T* = 0.1, 1.0, 2.0, 5.0, 10.0)에 대해 해석
이 수행되었다. 짧은 시간 내에 유량이 변화할수
록 평균 압력구배 값의 변화가 커짐을 알 수 있다. 
Fig. 2는 유량 증가율에 따른 평균 속도로 무차원
된 레이놀즈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Fig. 1의 
평균 압력구배처럼 T*가 작을수록 레이놀즈 수가 
최종 값에 빨리 도달함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레이놀즈 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나 T* = 0.1

t uτ,i/h

-∂
〈P
〉/∂

x

0 5 10
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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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poral variations of mean pressure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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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는 다소 비선형성을 띠게 된다. 이는 식 
(3)에서 시간에 따른 마찰 속도를 Dean(10)의 경험
식을 이용하여 부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 이러한 레이놀즈 수의 비선형성이 유동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계산 결과를 유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He & 
Seddighi(7)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가속률이 가장 
큰 경우에 대해 시간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유량을 선
형적으로 증가시킨 기존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마찰 계수가 다소 높은 
이유는 He & Seddighi의 최종 레이놀즈 수가 본 연
구(Reτ = 395)보다 약간 높기 때문이다(Reτ = 418). 
Fig. 3으로부터, 압력구배 부과시 마찰속도를 Dean
의 경험식으로 근사하더라도 유량의 선형적인 증
가로 인한 유동의 변화를 잘 모사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가속률이 작은 대부분의 경우 레
이놀즈 수가 선형적으로 증가되므로 본 연구에서 

선형적인 유량 증가 효과를 보고자 하는데 큰 무
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Fig. 4는 유량의 시간 증가율에 따른 마찰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T* = 0.1~2.0인 경우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초반(t* < 0.1)에 마찰계수가 급격히 증
가하게 된다.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초기 
상태의 난류 섭동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기존 난류 구조가 약화되므로 마찰계수가 다시 감
소하는 구간이 생겨난다(0.1 < t* < 1.5). 마찰계수가 
최저값을 나타낸 이후 늘어난 유량에 해당하는 새
로운 난류 구조가 생성되면서 다시 마찰계수가 증
가하여 정상상태의 값을 회복하게 된다. T* = 5.0과 
10.0인 경우 유량 증가율이 크지 않으므로 기존 
난류 구조가 바뀐 유량에 서서히 적응하여 정상상
태의 마찰계수와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Fig. 5의 (a)와 (b)는 각각 T* = 1.0과 T* = 5.0에 대
한 채널유동 내 난류 구조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 난류 구조는 λci 기법(11)으로 가시화되
었으며 초기 유량에 해당되는 값으로 무차원화되
었다. Fig. 5(a)의 T* = 1.0의 경우 마찰계수가 최저
값을 나타내는 시점 부근(t* = 0.8)에서 소수의 국
부적인 위치에 새로운 보텍스들이 집중되어 생성
되는 보텍스 다발(turbulent spot)을 볼 수 있다. 이
는 He and Seddighi(7,8)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회 
천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새로운 난류 구조
인 보텍스 다발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차 발달하
여 벽면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결국 
유동장은 최종 유량에 해당하는 정상상태의 난류
유동 형태를 띠게 된다. 한편, 유량 가속율이 낮은 
경우에는(Fig. 5(b)), 시간이 지나면서 벽면 근처 난
류 보텍스들의 강도가 증가하며,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새롭게 발생한 
강한 보텍스들이 공간상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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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oral variations of Reynolds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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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kin friction coefficient variation after temporal

acceleration given by imposing mean pressure
gradient (present) or by increasing the mass flow
rate (He & Seddigh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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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kin friction change according to accele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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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1.0의 경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Fig. 5에서 
나타낸 순간 유동장을 통해 유동의 가속률이 작은 
경우, 우회 천이 형태의 유동 특성이 나타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유량의 시간 증가율에 따른 채널 
유동의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초기 Reτ,i = 180 
유동에서 시작하여 일정 시간 동안 가속을 통해 

최종 레이놀즈 수는 Reτ,f =395가 된다. 가속 구간
에서는 유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도록 평균 압력
구배를 부과하였다. 가속 시간을 바꾸어 가면서 
난류 통계량과 순간 유동장을 관찰하였다. 레이놀
즈 수의 시간 증가율이 큰 경우 마찰계수가 정상
상태의 값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순간 유동장에
서 우회 천이 현상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유
동의 가속율이 작은 경우, 우회 천이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He and Seddighi(8)의 주장
과는 달리 초기 레이놀즈 수와 최종 레이놀즈 수 

Fig. 5  Instantaneous vortical structures in transient channel flows (a) T* = 1.0 and (b) T* = 5.0. The vortices are shown 
as colored isosurfaces of the swirling strength of λcih/uτ,i = 50 . Blue and red colors indicate vortices closer to 
and farther from the wall, respectively 

(a) T* = 1.0

(b) T*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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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크더라도 레이놀즈 수의 시간 증가율이 작
으면 우회 천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후속 연구로 난류 통계량에 대한 정량
적 분석을 통해 채널 내 과도유동에서의 우회 천
이 현상 발생의 기준이 되는 가속율을 정하고 그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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