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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이론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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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 층류유동 및 난류유동

• 층류경계층 이론
• 난류경계층에 대한 몇 가지 사실
– 에너지의 전달 과정
– 벽 법칙

• 난류경계층 해석: 격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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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류-천이-난류: 시각적 이해

Laminar Flow

Re 

VL


Transitional Flow

<평판 위 smoke를 이용한 유동 가시화 >
⊙층류(laminar flow): 유동의 교란 성분이 적어 혼합이 일어나지 않은 채 층을 지어 흐르는 유동
⊙난류(turbulent flow): 큰 교란 성분을 포함하여 규칙성이 없어 보이며, 유체의 혼합과 에너지의 전달이 활발한 유동
⊙천이:어떤 요인에 의해 매우 작은 교란이 불안정하게 증폭됨으로써 층류유동이 난류유동으로 바뀌는 과정
⊙외부교란의 종류: 자유류 속도의 변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음향, 표면거칠기, 물체의 진동 등

경계층 정의
층류/난류 경계층 (Laminar/Turbulent Boundary Layer)

⊙경계층: 유체와 물체 표면의 마찰로 인해 표면에 생성되는 층
⊙경계층 두께: 유체속도가 영인 물체표면에서부터 자유류 속도의 99%까지 증가하는 영역
⊙경계층 구분: 층류(laminar) 경계층과 난류(turbulent) 경계층(그림 1)
⊙층류경계층: 내부에 유동의 교란과 혼합이 매우 적고 상대적으로 얇음
⊙난류경계층: 유동의 교란과 난류로 인해 상당한 혼합과 전달현상이 발생

난류경계층의 발달(1)

Fully Turbulent BL

Transition
Turbulent
Laminar

Fully Turbulent BL
<경계층 유동의 두께 변화>

Turbulent
Transition
Laminar<층류 익형 위 유동 개요>

⊙Fully Turbulent: 경계층이 지속적으로 두꺼워짐
⊙천이(transition)를 고려한 경우 x<0.25 에서는 층류경계층이 존재 (KFLOW_MBTR 사용)
⊙x>0.25 에서 난류경계층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두꺼운 난류경계층이 발달
⊙박리유발천이의 발생 : 층류경계층이 역압력구배에 의해 박리될 경우 미소교란이 급격히 증폭되어
난류천이가 발생

난류경계층의 발달(2)
𝑅𝑒𝑥 = 4.04 × 105

<층류와 난류 경계층 비교>

Turbulent
Transition
Laminar

<초음속 유동에서 경계층의 두께>

⊙규칙이 없어 보이는 한 순간의 속도 분포
⊙시간평균된 속도분포의 비교 : 경계층 두께와 자유류 속도로 무차원화되어 있음에 유의!
⊙표면 속도구배 : (난류) > (층류)  마찰항력!
⊙동일한 조건에서 고속 유동의 경계층 두께가 더 두꺼움

난류유동 특성: 유동의 전달현상

<층류 유동의 혼합 특성>

<난류 유동의 발달과 혼합>

⊙전달현상(transport phenomena): 유동이 확산(diffusion)되어 혼합(mixing)하는 과정
⊙유체 확산: 농도 (또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한다?
⊙운동량 확산: 속도가 빠른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동량이 전달된다?

⊙열 확산(diffusion):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된다?
⊙층류에 비해 난류에서는 더 강한 전달현상이 발생
https://www.youtube.com/watch?v=WSB9ty1vV_o

https://tasc.llnl.gov/galleries/image-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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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유동 특성: 골프공 dimple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
•표면거칠기를 이용하여 층류유동을 빨리 난류유동으
로 전환시킴으로써 박리를 지연시켜 압력항력을 줄임
•천이과정을 통해 마찰항력은 증가하지만 그 손실은 압
력항력의 이득보다 적어 전체항력은 감소하는 원리

⊙거칠기 높이(roughness height)
: 표면거칠기를 길이로 환산하여 거친 정도를 표현

⊙거칠기 높이가 클수록 천이가 빨리 발생

<표면거칠기를 이용한 사례: 골프공 dimple>

난류유동 특성: 익형 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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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수 0.2, Re=3.0M NACA0012 해석
⊙계산의 목적: CFD 해석을 통해 익형의 힘과 모멘트를 계산
⊙천이유동: 넓은 층류 영역으로 마찰저항이 적어 총 항력이 완전난류보다 작음
⊙EDISON_CFD“층류/난류 천이현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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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층 기초 이론(1)
• 적분 해석

y=Y=H+δ*

Y=H

u(y)
Dra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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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보존 관계식

⊙x-운동량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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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변화에 따라 경계층 두께가 두꺼워짐 (displacement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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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Factor: 두 적분변수의 비로 경계층의 특성을 결정하는 형상함수

*
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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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sepration)의 발생
H~3.5 (laminar BL)
H~2.4 (turbulent BL)

경계층 기초 이론(2)
• 경계층 외부 압력분포의 영향

<압력구배에 따라 물체표면의 경계층 형상이 바뀌는 과정>

⊙ 경계층 바깥의 속도분포에 따라 경계층 내부 압력분포가 변화
⊙ 경계층 내부에서 벽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압력이 일정:

p
 0 p  p (x )
y

⊙ 역압력구배(adverse pressure gradient): 흐름방향으로 압력이 점점 높아져 유동을 감속시키게 됨.
⊙ 역압력구배로 인해 속도 방향이 거꾸로 바뀔 때 유동 박리(separation) 발생
⊙ 역압력구배는 난류의 생성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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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층 기초 이론(3)
• 층류/난류 경계층 이론의 결과
Laminar Boundary Layer
Skin friction coefficient C 
f

w
1
 V2
2

Boundary layer thickness ( δ )

Turbulent Boundary Layer

0.664
Re x

0.0592
Re 0x.2

5.2 x

0.37 x
Re 0x.2

Re x

Drag coefficient (leading edge to L)

1 L
C D   C f dx  2C f ( L)
L 0

1.328
Re L

0.117
Re 0L.2

<평판 위 층류/난류 경계층의 엄밀해를 통한 비교>

⊙ 평판 선두부부터 경계층은 두꺼워지며 표면마찰계수는 점진적으로 작은 값을 가짐
⊙ 층류경계층: 난류경계층에 비해 얇고, 작은 표면마찰계수(Skin friction coefficient) 값을 가짐
⊙ 전체 항력: 난류경계층의 항력계수(friction drag coefficient)가 더 큰 값을 가짐

⊙ 낮은 레이놀즈수: 표면마찰항력이 전체항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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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의 생성 과정(1)
• 난류의 생성 과정을 바라보는 최근의 시각

<에너지 스펙트럼>

– 큰 스케일의 어떤 유동이 작고 빠른 소용돌이(eddy)로 조각나는
과정 (Large Eddy  Smaller eddy  Smallest eddy)
– 유체에 주어진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소산되는 과정
– 가장 작은 소용돌이가 더 이상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성 마찰을 통해 소멸된다. (Kolmogorov scale)
– 큰 스케일의 운동에너지가 생기는 과정은 문제마다 다르지만, 최
소 스케일에서 소멸되는 과정은 모든 문제에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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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의 생성 과정(2)
• 난류의 생성 과정을 바라보는 최근의 시각

E ( )  Ck  2/3 5/3

– 난류 운동에너지 (turbulent kinetic energy): 속도 교란성분의 총
합 = 큰 스케일 운동에너지의 일부
k

1 2
(u   v2  w2 )
2

– 난류 소산율 (turbulent dissipation rate): 난류 운동에너지가 작
은 소용돌이로 나뉘어 전달되는 시간변화율 = 큰 스케일 운동에
너지의 공급율과 같은 의미
uo3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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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경계층 기초 이론(1)
• 벽 법칙 (law of the wall)

⊙난류경계층의 내부는 4가지 층으로 구성됨

⊙난류경계층의 구조는 무차원 거리(y+), 무차원 속도(u+), friction velocity의 함수로 표현됨
⊙Viscous Sublayer: y+가 10 이하로 매우 얇은 층류 저층

u  y

⊙Logarithmic Layer: y+가 200 이하로 평균속도가 벽법칙(law of the wall)을 따름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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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경계층 기초 이론(2)
• 몇 가지 유용한 결과
– 관 또는 덕트 유동

y
7 / 8 
 7 Re D
y
D

y
y  1   10 5 when Re D  10 6
D


– 경계층 유동
1/ 14

y
13/ 14  x 
 9 Re L
 
L
L

y  9 Re L1 y 

y
y  1   10 6 when Re L  10 7
L


– 격자 생성의 기준으로 활용
16

난류경계층 해석 Tip: 격자 생성(2)
• 난류해석용 격자 생성

(에디슨 컨텐츠: 경계층 이론과 시뮬레이션 참고)

– 무차원 벽거리 (y+)가 10 이하인 점성 저층(viscous sublayer)을 포착하기 위해
서 보통 y+~1이 되도록 벽면의 첫번째 격자점을 선택.
– Re= 1.0×105에서 dy/c=1.0×10-4 , Re= 1.0×106에서 dy/c=1.0×10-5 정도를 기
준으로 격자 생성.
– 벽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압력의 변화가 없음을 가정하고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벽면 근처에서 직교성이 매우 중요함.
– 보통 난류 유동 해석 시 벽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격자점 5~10개까지는 직교성
을 잘 만족하도록 격자를 구성.
– 천이유동 계산 시에는 원방을 시위길이의 40배 이상으로 설정

<LRN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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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이론 이해를 위한 핵심
• 층류/천이/난류 유동의 특성과 기초 이론
–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의 유동과 경계층 발생
– 경계층 이론 : 압렵구배와 Reynolds 수의 중요성

– 난류 생성 과정과 벽 법칙

• 알려진 난류이론을 충족하도록 난류 모델 개발

• CFD 해석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론과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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