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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에서는 개수로 흐름에서 전단속도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직사각형 개수로 흐.

름과 복단면 개수로 흐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계산된 전단속도는 기존의 실험자료DNS ,

및 수치해석결과와 비교 분석되었다· . 평균흐름장에서는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의 경우 자유수면,

부근에서 내측이차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복단면 개수로 흐름에서는, 주수로와 홍

수터의 접합부 부근에서 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흐름의 최대크기는 체적평균된 주.

흐름방향 유속의 약 로서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5% ,

있었다 이러한 이차흐름의 영향으로 주흐름방향 평균유속의 등속선이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에서 전단속도가 최대값을 갖는 지점은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의 경우 자유수면이며 복단DNS ,

면 개수로 흐름의 경우 접합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결과와 동일하지만 실험연구. LES ,

와는 다른 결과이다 접합부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실험에서 마찰속도를 산정하기 위.

해 사용하는 방법의 부적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전단속도 개수로 난류흐름 이차흐름핵심용어 전단속도 개수로 난류흐름 이차흐름핵심용어 전단속도 개수로 난류흐름 이차흐름핵심용어 전단속도 개수로 난류흐름 이차흐름: , , , DNS: , , , DNS: , , , DNS: , , , DNS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전단속도는 개수로 흐름에 관한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성치이다 즉 주흐름방향 유속분. ,

포 하상의 침식 및 퇴적 호안의 침식 오염물질의 수송 등의 연구에 있어 전단속도는 필수적인, , ,

요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수로 흐름에서 이차흐름이. .

전단속도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과 복단면 개.

수로 흐름에 대한 자료 과 정영훈과 최성욱 를 이용하였다 계산된DNS (Joung Choi, 2005; , 2005) .

전단속도는 기존의 실험자료 및 수치해석결과와 비교 분석되었다· .

수치해석수치해석수치해석수치해석2.2.2.2.

과 및 정영훈과 최성욱 은 각각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과 복단면 개수Joung Choi (2005) (2005)

로 흐름에 대한 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은 주흐름방향DNS . (x 횡방향), (y 그리고 수면수직방향) (z)

으로 각각  ×× 의 길이를 갖는 수로에 대해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해석하Navier-Stokes

였다 이를 위해 등 이 제안한 완전음해분리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법은 과. Kim (2002)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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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한 부분단계법을 개선한 것으로 속도계산에 있어 반복이 필요하지 않고 정확Moin (1985) ,

도 및 안정성이 검증된 효율적인 기법이다 표 에는 에서 사용된 격자특성 및 흐름조건이. 1 DNS

나타나 있다 수면에 주어진 경계조건은 수면방향으로의 변형이 제한된 조건과 수면에서 전단응력.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되었다 또한 수로의 바닥과 측벽에는 조건이 주어졌으며. ,

상 하류단의 경계조건으로는 주기조건이 사용되었다· .

수치모의결과수치모의결과수치모의결과수치모의결과3.3.3.3.

평균유속장평균유속장평균유속장평균유속장3.13.13.13.1

그림 와 는 각각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과 복단면 개수로 흐름에 대한 평균유속장을 나1(a) (b)

타낸 것이다 그림에는 주흐름방향 평균유속. (U 의 등속선과 이차흐름) (V, W 의 벡터도가 함께 도)

시되었으며 모든 유속성분은 체적평균된 주흐름방향 유속, (UB 으로 무차원되었다: bulk velocity) .

직사각형 개수로의 경우 등속선도에서 주흐름방향 평균유속의 최대크기가 자유수면이 아닌 자,

유수면의 하부 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개수로 난류흐름의 주된 특징 중(z/H 0.8) .

하나인 현상이다 와 벡터도에서는 상부 및 하부모서리 부근에velocity-dip (Nezu Nakagawa, 1993).

이차흐름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상부모서리 부근에 내측이차흐름, (inner secondary

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차흐름의 최대크기는flows) . UB의 약 의 크기이며 발생지점은3% ,

자유수면 부근(y/H=0.26, z/H 이다 이러한 이차흐름의 영향에 의해=1.0) . U의 등속선이 이차흐름

벡터의 방향을 향해 편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복단면 개수로 흐름의 경우 벡터도에서 수로 전반에 걸쳐 이차흐름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

데 특히 접합부 부근에 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강한 이차흐름은 가 형성된 영, .

역(y/H=0.44, z/H 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최대크기는=0.57) , UB의 약 로서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5%

의 경우에 비해 강하다 이는 와 의 실험 및 와 의. Tominaga Nezu (1991) Thomas Williams (1995)

결과와 유사하다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과 유사하게LES . U의 등속선이 이차흐름 벡터의 방향을

향해 편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흐름방향 평균유속의 분포가 이차흐름에 의해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접합부 부근에서 등속선은 의 을 따라. ,

크게 부푼 형상을 보인다.

전단속도전단속도전단속도전단속도3.23.23.23.2

그림 는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에서 에 의해 계산된 개수로의 측벽을 따른 전단속도의 분2 DNS

포를 나타낸 것으로 등 의 결과 및 와 의 실험자료와 비교되Broglia (2003) LES Nezu Rodi (1985)

었다 등 과 와 에서 흐름의. Broglia (2003) Nezu Rodi (1985) ReB는 각각 과 이며 폭 수5,571 96,000 , -

심 비는 모두 이다 및 등 의 결과에서는 자유수면에서 최대값을 갖는1 . DNS Broglia (2003) LES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내측이차흐름이 자유수면 부근의 운동량유체 를. (high-momentum-fluids)高

상부 모서리 부근으로 전달하여 전단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그, .

러나 와 의 실험결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Nezu Rodi (1985) .

그림 은 복단면 개수로 흐름에서 주수로 및 홍수터 바닥에서의 전단속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3

으로 그림에서 전단속도는 윤변에 대해 평균된 값으로 무차원되었다 그림에서 결과는, . DNS

와 의 실험자료 그리고 와 및 와Tominaga Nezu (1991) Thomas Williams (1995) Xu Pollard (2001)



의 결과와 함께 도시되어 있다 와 는 관수로 흐름LES . Xu Pollard (2001) (annular square duct

에 대한 를 수행하였는데 관수로에서 내측관 모서리 부근의 유동이 복단면 개수로flow) LES ,

흐름에서 접합부 부근의 유동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함께 비교하였다 본 에 의한 결과. DNS

를 보면 주수로 바닥에서 계산된 전단속도가 홍수터 바닥에서의 값보다 더 작은 반면, Tominaga

와 및 와 의 결과에서는 두 영역에서의 값이 서로 유사한 것Nezu (1991) Thomas Williams (1995)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수심 폭 비의 차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본 에서는 수. - . , DNS

심 폭 비가 작아 주수로에서 측벽의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주수로에 상대적으로 작은 유속을 갖- .

는 유체가 흐르기 때문에 주수로의 바닥에서 전단속도가 홍수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갖,

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에서 전단속도의 최대값은 로서 기존의 결과들과 마찬가지. DNS 1.55 , LES

로 주수로와 홍수터의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와 의. Tominaga Nezu (1991)

실험결과는 접합부에서 국부적인 최소값을 보인다.

위의 결과에서 본 및 에 의한 결과와 실험자료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실험DNS LES .

에서는 일반적으로 측정된 주흐름방향 유속자료를 표준적인 난류흐름에 대한 대수법칙에 대입하

여 전단속도를 산정한다 이차흐름이 흐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는 주흐름방향 유속분포가.

표준적인 난류흐름에 대한 대수법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연구에서 얻은 전단속도는 정확,

하지 않을 수 있다 등 그림 와 에는 본 자료를 표준적인 난류흐름에 대한(Broglia , 2003). 2 3 DNS

대수법칙에 적용하여 전단속도를 한 값이 나타나 있다 그 분포를 보면 나 에서 최. DNS LES

대값을 갖는 영역에서 실험과 유사하게 국부적인 최소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차.

흐름이 흐름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는 정규적인 대수법칙을 사용하여 전단속도를 산정하

는 방법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개수로 흐름에서 이차흐름이 전단속도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과 복단면 개수로 흐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계산된DNS ,

전단속도는 기존의 실험자료 및 수치해석결과와 비교 분석되었다· .

평균흐름장에서는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의 경우 상부 모서리 부근에서 내측이차흐름이 발생되,

었으며 복단면 개수로 흐름에서는, 주수로와 홍수터의 접합부 부근에서 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흐름의 최대크기는 체적평균된 주흐름방향 유속의 약 로서 직사각형 개수로 흐. 5% ,

름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차흐름의 영향으로 주흐름방향.

평균유속의 등속선이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에서 전단속도가 최대값을 갖는 지점은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의 경우 자유수면이며DNS ,

복단면 개수로 흐름의 경우 접합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지. LES

만 실험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접합부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실험에서 마찰속도를 산, .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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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격자특성 및 흐름조건표 의 격자특성 및 흐름조건표 의 격자특성 및 흐름조건표 의 격자특성 및 흐름조건1. DNS1. DNS1. DNS1. DNS

ReB

(UBH/ν)

Reτ

(uτH/ν)

격자수

(x, y, z)

격자간격 벽단위( )

xΔ + yΔ +(min-max) zΔ +(min-max)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 4,160 292 64 96 96 28.67 0.91-5.10 0.91-5.10

복단면 개수로 흐름 3,900 275 64 96 96 27.00 0.88-4.76 0.88-4.76
0
.2

0.2

0
.2

0
. 4

0.4

0
.4

0
. 6

0.6

0
.8

0
. 8

1
.0

1.0

1
.0

1
.2

y / H

z
/
H

0.00 0.25 0.50 0.75 1.00
0.00

0.25

0.50

0.75

1.00
0.02 UB

0
.2

0.
2

0
.2

0
. 4

0.4

0
.4

0
.6

0
.6

0
.8

0.8

1
.0

1
.0

1
. 0

1.2

y / H

z
/
H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0.02UB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 복단면 개수로 흐름(a) (b)

그림 평균유속장그림 평균유속장그림 평균유속장그림 평균유속장1.1.1.1.



그림 직사각형 개수로의 측벽을 따른 전단속도의 분포그림 직사각형 개수로의 측벽을 따른 전단속도의 분포그림 직사각형 개수로의 측벽을 따른 전단속도의 분포그림 직사각형 개수로의 측벽을 따른 전단속도의 분포2.2.2.2.

그림 복단면 개수로의 바닥을 따른 전단속도의 분포그림 복단면 개수로의 바닥을 따른 전단속도의 분포그림 복단면 개수로의 바닥을 따른 전단속도의 분포그림 복단면 개수로의 바닥을 따른 전단속도의 분포3.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