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난류 경계층 내 에너지 재생성에 관련된 와류의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그 구조적인 특성이 연구되어져 왔다. 실험적으로는 
벽면 근처에 설치된 수소기포(hydrogen bubble) 생성기(Kline & 

Runstadler, 1967)를 사용하여 점성저층(viscous sublayer)에 존
재하는 유동방향 와류가 외부영역(outer layer)으로 에너지를 공
급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렇게 공급된 저속유동은 평균전단흐름
(mean shear flow)과 상호작용하면서 와류의 소멸과 재생성 과
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활발한 운동량을 갖고 있
는 외부영역의 고속유동을 벽면으로 유입시키는 Burst 현상

 

적합직교분해(POD)기법을 사용한 난류 응집구조 

거동에 관한 연구
신성윤1 ･정광효1 ･강용덕2,† ･서성부2 ･김진3 ･안남현4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1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미래선박연구부3

거제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4

A Study on the Effect of Large Coherent Structures to the Skin Friction by

POD　Analysis
Seong-Yun Shin1 ･Kwang-Hyo Jung1 ･Yong-Duck Kang2,† ･Sung-Bu Suh2 ･ Jin Kim3･Nam-Hyun An4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1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2

Advanced Ship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Daejeon, Korea3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Koje College,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4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 experimental study in a recirculating water channel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arge coherent structures to

the skin friction on a flat plate.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technique was used to quantify characteristic features of 

coherent structures growing to the boundary layer. In the PIV measurement,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friction velocity near the

wall region due to laser deflection and uncertainty so that Clauser fitting method at the logarithmic region was adopted to 

compute the friction velocity and compared with the one directly measured by the dynamometer. With changing the free-stream

velocity from 0.5 m/s to 1.0 m/s, the activity of coherent structures in the logarithmic region was increased over three times in

terms of Reynolds stress. The flow field was separated by Variable Interval Time Averaging (VITA) technique into the weak and

the strong structure case depending on the existence large coherent structures in order to validate its effectiveness. The 

stream-wise velocity fluctuation was scanned through at the boundary thickness whether it had a large deviation from 

background flow. With coherent structures connected from near-wall to the boundary layer, mean wall shear stress was higher

than that of weak structure case.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POD) analysis was also applied to compare the energy 

budget between them at each free-stream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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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ino & Brodkey, 1969; Willmarth & Lu, 1972)이 마찰항력을 
증가시킨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치해석 결과 (Kim, 1983; Lyons 
et al., 1989; Smith, et al., 1991; Jimenez & Pinelli, 1999; 
Schoppa & Hussain, 2002)는 중심 이격 거리() 50, 유속방
향으로 400~450 무차원 거리()가 유지되는 상반회전 와류가 
sweep 현상을 유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벽면 때림(splatting)”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난류유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
한 구조적 모형 (Theodorsen, 1952; Hinze, 1975; Kim, 1983; 
Choi, 1989; Smith, et al., 1991; Robinson, 1990; Lim, et al., 
1998)이 제안되었고, 그 중 하나로 머리핀 와류가 마찰항력 증감에 
관여하는 기본 형상으로 소개되었다. 초기 연구는 유속과 같은 방
향으로 벽면 근처에 머무르는 와류간 무차원 간격()과 지름()
등 구조적인 형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난류
구조의 재생성 과정중 점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마찰항력 증감 메
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벽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내부영역에 존재하는 작은 규모의 와류를 대상으로 하는 난류제
어기법이 활발하게 제안되었으며, 더 나아가 마찰항력 저감의 최대
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계층 외부영역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대 
난류 응집구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연구그룹 (Zhou, et al., 1999; Christensen & Adrian, 2001; 
Panton, 1997; Ganapathisubramani, et al., 2003; Kim, 2008: 
Kang, et al., 2008; Jimenez 2012; An 2014)에서는 벽면근처에
서 생성된 작은 규모의 머리핀 와류가 경계층 외부영역까지 연결
되어 성장하든지 혹은 인접 와류끼리 집합체를 이룬 응집된 구조
로 벽면에 흔적을 남기는 에너지 전달과정을 통해 벽면 마찰항력
에 관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난류 유동 특성상 하나의 대칭
적인 와류가 발달되기는 어렵고, 다양한 크기의 와류가 모여 응
집된 형태로 상호작용하면서 경계층까지 발달해 나가기도 하고 
중간과정에서 소멸되어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응
집된 와류 구조는 에너지 전달을 통해 벽면 마찰항력 증가에 영
향을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 근처의 와류구조뿐만 아니
라, 거대 난류 응집구조의 제어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난류 에
너지 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계층 내 벽면에서 외부영역으로 성장하는 
와류의 구조적 형상을 파악하고 주위 유동변화에 따른 마찰항력 
메카니즘 연구는 활발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거대 응집구조에 
의한 잠재적인 난류 에너지 기여를 정량적으로 해석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속장 내 변동시간간격평균(VITA) 기법
으로 경계층 외부까지 성장하는 난류 응집구조의 존재 유무에 따
라 Weak structure와 Strong structure 유동장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유동장에서 난류응집구조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데이터
를 추출후 평균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난류 응집구조의 변화를 정
량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유속변화에 따른 유동장을 Reynolds 
stress, 마찰 전단응력과 적합직교분해법(POD)으로 비교 및 분석
하여 난류 응집구조에 의한 잠재적 에너지 변화량을 벽면 마찰항
력 증가량으로 수치화하였다.  

2. 실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유동장 계측은 Fig. 1에 나타나 있는 부산대학

교 고속회류수조(길이 6 m, 높이 2 m, 폭 0.6 m)에서 수행되었
다. 고속회류수조는 측정구간에서 2%의 uniformity와 자유유동속
도의 0.5%에 해당하는 난류 강도에서 25 m/s까지 작동이 가능
하다. 

입자영상유속계(PIV) 장비는 2.0 m 길이와 0.2 m(폭) x 0.2 
m(높이)의 횡단면을 가진 측정구간에서 유속장을 얻기 위해 사용
되었다. 입자영상유속계(PIV) 시스템은 Fig.2 에 나타낸 것과 같
이 고속 CCD 카메라, 다이오드 연속 레이저 및 광학 렌즈 시스
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속방향을 양의 x축, 위쪽 벽면을 기준
으로 아랫방향을 양의 y축으로 설정하고 우수계를 만족하는 양의 
z축이 결정되었다. 다이오드 연속 레이저의 최대 강도는 8Watt이
고 532 nm의 파장을 갖는다. 고속 CCD 카메라는 2352x1728 
픽셀의 최대 해상도를 갖고, 최대 1000 Hz의 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며 7x7 μm, 8 bit의 depth를 가지며 초점 거리 105 mm의 
접사 렌즈를 장착하였다. 

실험 특성상 벽면 근처에서 유동장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여 
자유유동속도를 포함하는 전체 경계층에 이르는 영역뿐만 아니
라, 벽면으로부터 대수영역(logarithmic region)까지 포함하는 관
측 영역(field of view)을 추가하였고, 모든 정보는 Table 1에 상
세하게 정리하였다. 조사 영역(interrogation area)은 32x32 픽셀
이며, 50% 화상중복을 하여 벽 부근 영역은 0.2 mm와 경계층 
전체 영역은 0.35 m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다. 

마찰항력을 측정하기 위해 직사각형의 시편(100 mm 길이, 50 mm 
폭, 8 mm 높이)을 동력계와 함께 상부 벽면에 설치하였다. 본 결과는 
차후 진행될 미세기포를 사용한 유동제어실험에 활용될 예정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high-speed recirculating 
water channel

Fig. 2 PIV system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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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ment area for the near-wall and the 
whole boundary layer

Field of
view

Resolution
(Pixel)

Size
(mm)

Vector spatial 
resolution (mm)

Near wall 2352 x 240 28.9 x 2.9 0.20
Whole 

boundary layer 2352 x 1728 51.4 x 37.8 0.35

따라서, 자유유동속도는 미세기포 발생기의 하류에 장착된 시편 
상부 벽면에 도달하여 최대 저감효과를 나타내도록 선정하였다. 
자유유동속도(0.5 m/s와 1.0 m/s)에 따라 시편에 작용하는 힘과 
비례하는 전압을 PC로 전송하여 마찰항력을 계산할 수 있다. 동
력계의 용량은 1.0 N이며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획득한 재현성, 
비직진성 및 이력 오차를 포함한 전체 오차는 ±2.3%이다. 

3. 데이터 처리
3.1 변동시간간격평균

(Variable Interval Time Averaging)
변동시간간격평균 (VITA, Blackwelder & Kaplan, 1976)기법

은 측정된 유속에서 임의의 시간간격(T) 동안 변동속도의 분산이 
전체 변동속도 분산의 설정 값(K) 비율을 넘는 신호를 찾아냄으
로써 난류 유동장속에서 응집 구조를 확인하는 기법이다. 특히, 
경계층 부근 전체 변동속도의 분산이 낮기 때문에 난류 응집구조
를 확인하기가 용이하며, 시간간격(T) 동안의 분산은 다음 식으
로 계산할 수 있다.

  








′ , for   → (1)

여기서, 
′ 는 평균 속도 〈〉를 뺀 시간간격 T 내의 변동속

도이고, n은 표본 전체수이다. 전체 변동속도의 분산(Varn)은 다
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 (2)

VITA기법에 의해 선택되는 난류 응집구조는 임의의 시간간격
(T) 동안 분산 변화(VarT)가 전체 변동속도의 설정치를 곱한 값
(K×Varn) 보다 큰 시점에 존재한다.

3.2 적합직교분해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해석

적합직교분해(POD) 해석은 변동속도를 기저함수로 표현하여  
유동 내 난류의 응집구조를 드러내는 유용한 기법 (Berkooz et 
al., 1993)으로 활용되어 왔다. 입자영상유속계(PIV)로 촬영된 형

상(snapshot)으로부터 경계층 내 에너지 분산에 기여하는 주된 
난류구조를 각각의 모드 별로 구분함으로써 개별적인 영향을 분
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 난류유동의 공간상 측정된 n개의 속도성
분을 Reynolds 분해법으로 평균속도〈 〉와 변동속도 
′ 로 분해할 수 있다.
  〈 〉 ′                        (3)

위의 식에서 변동속도 ′ 를 정규직교계(Orthonormal 
system)로 분해하는 적합직교분해(POD)해석법을 활용하여 아래
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4)

여기서, 공간모드 는 측정된 위치에서 자기상관함수 
 를 통한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는 해당 
공간모드의 시간종속 계수이다.

   (5)

적합직교분해(POD) 해석은 자기상관함수의 최적분포를 보여
주는 직교모드의 집합인 고유벡터 와 각 직교모드 크기인 
에너지 집합의 고유치 를 도출하는 과정(Han, et al., 2001)이
다. 고유치 크기에 따른 모드를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유동장내 
에너지 재생성에 관여하는 주된 난류구조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연속된 시간영역에서 측정된 데이터
(snapshot)를 특이치 분해법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method of snapshots , Sirovich, 1987)으로 이산화 하여 차원
을 감소시킴으로써 신속하게 계산 가능하다. 

4. 결과 및 논의
난류 경계층을 포함하는 전체영역 유속장은 시험부의 시작점

으로부터 x=1.6 m 인 위치에서 0.5 m/s와 1.0 m/s의 자유유동
속도 조건으로 1.68s 동안 측정한 무차원 평균유속 윤곽을 Fig. 3
에 나타냈다. 경계층 두께(δ)는 평균유속 99.5%에 해당하는 높이
이고, 벽면으로부터 높이(y)를 무차원화(y/δ)하는데 사용되었다.

측정한 유동장이 난류 유동으로 충분히 발달되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형상 계수(H)의 개념을 도입하여 배제두께(δ*)와 운동
량 두께(θ)의 비로써 계산할 수 있으며, 난류의 경우는 1.0~1.4
의 값(Schlichting & Gersten, 2000)을 갖는다. 더불어, 운동량 
두께에 관한 Reynolds 수(Reθ)도 유동 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산되었고, 모든 실험조건 및 난류변수를 Table 2에 정리하였
다. 형상계수(H)는 평균유속 0.5 m/s와 1.0 m/s에서 1.35와 
1.38인데, 이는 유동이 측정 위치에서 충분히 난류로 발달되었음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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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on-dimensional mean velocity profiles at 0.5 
m/s and 1.0 m/s of the free-stream velocity

보다 정확한 점성저층(viscous sublayer)의 속도를 얻기 위해 
벽면에서 대수영역(y+≈100)까지 확대한 관측 영역(field of view)
의 평균 유속분포를 전체 영역의 결과와 함께 로그 스케일로 표
현하였다. 난류 유동은 로그 영역에서 선형성을 갖고 있으며, 이 
구간에서 겹치는 평균 유속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체 영역을 측정
한 유속 데이터중 y+≈60이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대한 관측 
영역의 데이터로 대체하였다.  

Fig. 4는 경계층이 충분히 발달하여 넓은 로그 영역을 갖는 대
표적인 평균 속도분포를 보여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 유속 및 위
치에 관련된 오차분석을 하였다. 유속에 관련된 RMS-Uncertainty
는 0.07 pixel로 속도로 환산하면 1.0 m/s 유속에서 0.15%이며, 
위치와 관련된 벽면 기준값 오차는 ±4 pixel로 =0.022 mm로 환
산되어 유속이 0.5 m/s 및 1.0 m/s일 경우 각각 0.26% 및 
0.30%이다. Fig. 4에서 유속별로 벽에 가까운 두 점에 대한 위치 
오차 막대(error bar)로 유속 측정시 포함되는 오차를 표현하였다. 
오차 막대는 각각 y+=±1.85(0.5 m/s) 및 y+=±3.7(1.0 m/s)을

Fig. 4 Logarithmic mean velocity profile with error bar 
of wall-normal position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마찰 속도(uτ)를 계산하기 위해  카르만 
상수 κ=0.41와 거칠기 상수 B=5.5를 갖는 선형 로그 법칙과 
Clauser fitting (Clauser, 1956)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벽 부근 영역 데이터가 선형 벽 법칙 (y+=u+)에 해당하는 이론값
과 겹치게 된다. 여기서, y+=yuτ/ν 및 u+=u/uτ로 무차원화 된 수
이며, y는 벽면으로부터 수직한 거리이고, ν는 동점성 계수, uτ는 
마찰 속도이다. 

평균속도 분포중 로그 영역의 선형 부분에 맞춰 얻어낸 마찰 
속도의 정확도 수준을 입증하기 위해 동력계의 마찰저항으로부
터 계산한 결과와 비교 하였다. 무차원 마찰전단항력 계수는 
Cf=2τw/(ρU∞2)으로 계산되며, 다음 식을 통해 마찰 속도로 변환
할 수 있다.
   × ∞ (6)
여기서, τw는 0.5 m/s, 0.7 m/s, 1.0 m/s의 자유유동속도에 동
력계로 측정한 마찰 전단응력을 나타낸다. 뉴턴유체 가정을 적용
했을 때 점착 조건에 따르는 벽면에서의 유속(u=0)과 선형 벽 법
칙(y+=u+)에 따르는 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기울기(∂u/∂
y) 및 유체의 점성(μ)값을 사용하면 다음 식을 통해  마찰 전단응
력 값(τw)을 구할 수 있다.

  

 (7)

동력계를 통해 계측된 마찰속도, 7승 멱법칙 Cf=0.027/(Rex1/7) 
및 Clauser fitting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마찰속도를 Table 3에 
정리하였으며, 실험과 이론값이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된 유속장에서 난류 응집구조의 형상적 정보를 파악하
기 위해 VITA기법과는 반대로 내부영역의 버퍼구간인 y+=25를 
기준점(x, yR)으로 하여 임의의 점(x+rx, y)과의 상호상관관계 
Rij를 아래의 식 (Jacob, 2010)으로 계산하여 Fig. 5에 나타
내었다. 

Table 2 Parameters for the turbulent boundary layer 
at 0.5 m/s and 1.0 m/s

U∞(m/s) δ(mm) δ*(mm) θ(mm) H Reθ
0.5 34.1 5.1 3.7 1.38 1674
1.0 29.6 4.5 3.3 1.35 2907

Table 3 Friction velocities calculated by Clauser’s 
method, Dynamometer and 7th power law. 

U∞
(m/s)

uτ(m/s)
Clauser’s method Dynamometer 7th power law

0.52 0.023 0.024 0.023
0.76 - 0.034 0.033
1.00 0.043 0.04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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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   (8)

유속방향 길이를 규정하기 위해 Rij의 값을 0.15로 설정하면, 자유
유동속도 0.5 m/s에서는 r+≈500과 1.0 m/s에서는 r+≈900까지 상관
성을 유지하며 낮은 상관관계 값(Rij=0.05)이지만 경계층 높이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해석방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수치해석 및 실험 (Kim, et al., 2008; Kang, et al., 2008; 
Jacob, et al., 2010)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자유유속별 무차원 Reynolds 응력분포 -<u'v'>/uτ를 계산하여 
벽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른 응력변화를 Fig. 6에 표시하였다. 유
속이 증가함에 따라 Reynolds 응력으로 표현되는 잠재적 에너지
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유속이 0.5 m/s에서 1.0 m/s로 변화하
면 그 값은 3.3배가 증가한다. 이것은 유속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적으로 와류 생성이 빈번하고 에너지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대수영역(logarithmic region)의 확대로 이어진다. 즉, 최대 응력
값의 위치가 높아지는 것은 경계층까지 연결되는 응집구조로의 
성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a)

(b)
Fig. 5 Cross correlation map of (a) 0.5 m/s with δ+=620 

(b) 1.0 m/s with δ+=1100. Dashed line is for the 
reference height, y+=25 and Thick line is for the 
non-dimensional boundary thickness, δ+. 

Fig. 6 Non-dimensional Reynolds stress, -<u'v'>/uτ 
at 0.5 m/s and 1.0 m/s

경계층 내 유동 특성상 난류구조는 비대칭형 혹은 무리를 이
루는 응집구조 형태가 대부분이고 대칭형 형상은 초기발생 이후
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계층까지 이르는 난류 응집구
조를 선별하기 위해 경계층 높이에서의 변동속도를 변동시간간
격평균(VITA) 기법으로 10 ms의 시간(T)간격동안 분산이 설정치
(threshold)보다 큰 시점을 기준으로 유속별 무차원 시간
  × 

    만큼 유동장을 추출하여 앙상블 평균하였
다. 즉, 경계층까지 연결되어 성장하는 응집된 난류 구조가 없는 
유동장을 weak structure(왼쪽)와 있는 유동장을 strong 
structure(오른쪽)라 구분하여 Fig. 7 (0.5 m/s)와 Fig. 8 (1.0 
m/s)에 변동속도(′) 분포를 t+=20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Fig. 7 The velocity fluctuation of 0.5 m/s. Non- 
dimensional time (t+) interval between each figure 
is 20. Left column is for weak and right column 
is for strong structure. Dashed line indicates 
boundary lay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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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velocity fluctuation of 1.0 m/s. Non- 
dimensional time (t+) interval between each figure 
is 20. Left column is for weak and right column 
is for strong structure. Dashed line indicates 
boundary layer thickness.

응집구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경계층(점선) 내부에 낮은 변
동속도를 갖는 음과 양의 영역으로 산포되어있는 반면, 변동시간
간격평균(VITA) 기법으로 추출된 유동장은 높은 음의 변동속도가 
내부영역으로 특히, 0.5 m/s의 유속에서는 깊숙이 버퍼영역
(buffer region)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머리핀 와류의 유속방향 중앙단면에 나타나는 변동속도
분포의 전형으로 와류의 회전방향(6시방향~12시방향)에 의해 낮
은 유속이 외부영역으로 분출(ejection)되어 평균유속을 감소시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는 머리핀 와류 내부에서의 분출현상으로 
구조물 주위의 변동속도는 증가되어 레이놀즈응력 생성에 기여
하게 된다 (Iwamoto, et al., 2002; Del Alamo, et al., 2004).

이와 동시에, 반대 방향(12시방향~6시방향)의 와류 회전은 높
은 유속을 내부영역으로 전달(sweep)하여 벽면 마찰항력을 증가
시킨다. 특히, 다리부분은 벽면에서 머리핀 와류가 외부영역으로 
성장하게끔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전단흐름에 의해 머리핀 와류
가 유속방향으로 늘어나면 와류의 크기는 작아지면서 회전도는 
증가하게 된다 (Smith, et al., 1991; Dhanak & Dowling, 1995; 
Toh & Itano, 2005).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경계층까지 성장하면
서 벽면까지 연결된 난류응집구조는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난류유동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계층 내 산재해 있는 와류 구조를 적합직교분해(POD) 기법
을 사용하여 모드별(고유벡터 )로 에너지 크기(고유치 )를 
계산하여 내림차순으로 재배치한다. 저차모드는 유동장 속 주된 
와류에 해당하며 3차 모드까지 유속별로 Fig. 9 (0.5 m/s)과 Fig. 
10 (1.0 m/s)에 나타내었다. 가는 실선은 경계층 높이를 나타내
며, 굵은 실선은 각각의 높이( )에서 유동방향( )으로 표시된 

Fig. 9 POD modes of 0.5 m/s. Left column is for 
weak and right column is for strong structure.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Solid 
thin line indicates boundary layer thickness.

화살표 크기를 합한 값이고 두 번째 x축(위쪽)에 대응된다. 이는 
벽면으로부터 경계층까지 이어지는 난류 구조의 응집도를 높이
에 따라 표현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각 그림의 왼쪽은 응
집 구조가 없는 Weak structure, 오른쪽은 변동시간간격평균
(VITA) 기법에 의해 응집 구조가 포함된 Strong structure 유동장
의 주된 난류 모드를 표시하고 있다. 유속에 관계없이 1차 모드
는 난류 응집구조가 있을 경우, 벽면부터 경계층 높이까지 연결
되는 유동의 형태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확연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다. 자유유동속도 0.5 m/s의 2차 모드 Weak structure 유
동장은 y+ ≥ 400에서 응집구조가 급격히 줄어드나, Strong 
structure 유동장은 증가후 점차 감소하고 경계층까지 상대적으
로 응집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유유동속도 1.0 m/s의 2차 모
드 Weak structure 유동장은 y+~400 기준으로 두 덩어리의 응집
구조가 분리되어 있고 y+~700을 정점으로 경계층까지 그 값이 
줄어들지만, Strong structure 유동장은 벽면으로부터 경계층까
지 하나의 응집구조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모드는 벽면을 제외하고 경계층 전 영역에 낮은 응집도를 
갖고 산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Fig. 7과 
Fig. 8의 유동장을 시간변화에 따라 상호상관관계로 결정된 각 
모드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 에너지를 갖는 1차 및 2차 모드는 
경계층까지 성장한 난류 응집구조가 벽면 근처의 난류 유동과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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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OD modes of 1.0 m/s. Left column is for 
weak and right column is for strong structure.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Solid thin line 
indicates boundary layer thickness.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상부구조의 흔적에 의해 벽면에서 작은 
규모의 와류가 활성화되어 마찰항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하향식 
에너지 전달(Top-down energy cascade) 혹은 진폭변조영향
(Amplitude modulation effect)으로 설명한다 (Hutchins & 
Marusic, 2007; Jimenez 2012; Squire, et al., 2016).

적합직교분해(POD) 방법으로 에너지 생성에 관련되는 모드의 
누적 에너지 및 모드별 에너지를 전체 누적 에너지 값으로 무차
원화하여 Fig. 11에 각각 나타냈다. 전체 에너지의 60%를 4차 
모드까지 기여하고, 5차 모드 이후는 5%이하의 개별 에너지를 
갖는다. 유속별 응집구조가 있는 유동(Strong structure)이 없는 
유동(Weak structure)보다 0.5 m/s에서 32%, 1.0 m/s에서는 
46% 잠재적 에너지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값은 
유동제어를 통해 응집구조의 활동을 제약하여 획득할 수 있는 최
대 마찰항력 감소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덧붙여, 변동시간간격
평균(VITA)을 사용하여 유동장을 분리하기 전 적합직교분해
(POD) 방법을 적용한 유속별 난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0.5 
m/s보다 1.0 m/s의 유속에서 약 3.4배 증가함을 보인다. 이것은 
Reynolds 응력 계산 결과인 증가분(약 3.3배)과 비슷한 결과로 
POD해석에 의한 잠재적 에너지 계산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유속별 난류 응집구조의 유무에 따라 무차원 마찰전단항력 변
동을  Fig. 12에 나타냈다. 벽 부근 영역(y+≈100)을 확대 촬영한 

(a)

(b)
Fig. 11 (a) Non-dimensional cumulative eigen value 

(b) Non-dimensional eigen value up to 20 
modes compared between weak and strong 
structure of velocity field at 0.5 m/s and 1.0 m/s

Fig. 12 Non-dimensional wall shear force (Cf) at the 
wall for t+=40 (a) 0.5 m/s (b) 1.0 m/s.

유속장을 변동시간간격평균(VITA) 기법을 적용하여 난류 응집구
조가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차원 시간 t+=40동안 유속 데
이터를 추출하고 시간변화에 따른 무차원 마찰전단항력계수(Cf)
를 계산하였다. 응집구조가 감지되는 시점인 t+=0 이후 유속에 
따른 무차원 마찰전단항력계수(Cf)를 적분하여 비교하면, 0.5 
m/s인 경우 22.9%, 1.0 m/s의 경우 8.9%가 응집구조에 의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작은 규모의 난류 구조가 벽면 근
처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계층까지 큰 규모의 난류 응집구조로 성
장하면서 내부영역의 난류 구조와 상호작용을 통해 빠른 유속이 
유입되어 벽면 마찰항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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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난류 경계층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하

나의 메커니즘인 하향식 에너지 전달(Top-down energy 
cascade)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고속회류수조에서  입자영상유
속계(PIV) 기법으로 유속장을 측정하였다. 경계층을 포함하는 전
체 영역뿐만 아니라 벽면 유동장의 관측 영역(Field of view)을 
추가적으로 확대 측정함으로써 벽면 마찰속도 계산의 정확도를 
높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유속에 따른 잠재적 에너지 변화량을 Reynolds 응력으로 
계산하면 자유유동속도가 0.5 m/s에서 1.0 m/s로 변함에 따라 
그 값은 3.3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적합직교분해(POD) 
방법으로 유속별 전체 모드에 대한 누적 에너지를 비교하면 3.4
배 증가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 버퍼영역(Buffer region)인 y+=25를 기준점으로 전체 유동
장의 상호상관관계 값(Rij)을 계산하면 유속에는 무관하게 무차원 
높이와 길이는 무차원 경계층 높이(δ+)와 유사하였다.

3) 변동시간간격평균(VITA) 기법으로 경계층에 이르는 응집구
조가 존재하는 유동장(Strong structure)과 그렇지 않은 유동장
(Weak structure)으로 분류하여 난류 응집구조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였다. 난류 응집구조가 있는 유동장에서는 버퍼영역(Buffer 
region)인 내부영역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각각의 유동장 내 주된 와류의 에너지 기여도를 적합직교
분해(POD) 방법으로 분류하면 1차 및 2차 모드가 경계층 전 영
역에 연결된 응집구조로 에너지 생성에 주로 관여하였다. 경계층
까지 발달하는 난류 응집구조가 있는 유동(Strong structure)이 
없는 유동(Weak structure)보다 0.5 m/s에서 32%, 1.0 m/s에서 
46%로 잠재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응집구조의 존재 유무에 따라, 0.5 m/s와 1.0 m/s 유속 
조건에서 무차원 마찰전단항력계수(Cf)는 각각 22.9%와 8.9% 
증가하였다. 경계층 외부 영역에 존재하는 난류 응집구조는 벽면
으로 높은 운동량을 갖는 유동을 유입시켜 마찰항력 증가에 직접
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유동 제어를 실시하여 내부영역뿐만 아니라, 외부 영역의 
난류 응집구조 생성을 방해하면 벽면에 작용하는 마찰항력 저감
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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