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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파이프 유동 내 응집 구조의 횡 방향 성장

안준선* · 이진영** · 황진율†

Spanwise growth of coherent structures in turbulent pipe flow

Junsun Ahn*, Jinyoung Lee**, Jinyul Hwang†

Abstract The spanwise growth of turbulence structures in turbulent pipe flow was investigated using 
the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ata of Reτ = 544, 934 and 3008. Two-point correlations and 
pre-multiplied energy spectra of streamwise velocity fluctuations were examined along the spanwise 
direction. The arclength direction is defined as rθ, which is useful for an analogy with the spanwise 
direction for channels or boundary layers; here, r and θ are the radial distance from the core and 
the azimuthal angles, respectively. Both analyses showed that the arclength scale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wall-normal distance. It showed that the coherent structures were confined in the core 
region due to the crowding effect of a circular pipe geometry. The pipe flow simulation could describe 
a realistic geometrical flow along the azimuthal direction, unlike the simulations of turbulent channel 
or boundary layer flow using periodic boundary conditions along the spanwise direction. The present 
results provided the spanwise organization of energy-containing motions over a broad range of scales 
in turbulent pipe flow. 

Key Words : Turbulent pipe flow (난류 파이프 유동), Turbulence structure (난류 구조), Direct 
numerical simulation (직접수치모사)

1. 서 론  

최근 벽 난류 유동(wall-bounded turbulent flow) 

중 난류 파이프 유동(turbulent pipe flow)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벽 난류 유동에 

속하는 다른 형상인 난류 경계층 및 채널 유동

(turbulent boundary layer and channel flows)의 경우, 

실험 연구에서는 횡 방향 양 쪽 끝에 벽이 위치하

여 그 영향을 무시하려면 충분히 큰 횡 방향 폭을 

가져야 한다. 수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횡 방향

으로 외부영역길이 스케일의 3배이상의 도메인 크

기와 함께 주기 경계 조건(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유동을 모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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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횡 방향 도메인의 크기가 충분치 않다

면 난류 경계층 및 채널 유동의 경우 유동장을 정

하게 수치 모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난류 구조는 유동이 흐르는 방향(streamwise 

direction)과 벽면의 점착 조건(no-slip condition) 사

이 전단 응력으로 인해 유동 방향으로 길게 늘어

나는 형태로 발달하며, 대형 및 거대 난류 구조

(large- and very-large-scale motion)의 발견(1)으로 이

들은 모사하기 위해선 유동 방향으로는 매우 긴 

영역이 고려되어야 한다. 계산 영역의 크기에 따른 

난류 구조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계산 영

역의 유동 방향 길이가 늘어날수록, 더욱 긴 난류 

구조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2) 또한 이들

은 동시에 횡방향으로도 외부영역 길이 스케일의 

크기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은 충분히 수치모사하

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횡 방향 도메인 크기

보다 더 큰 크기를 가져야 한다.

이에 반해, 단면이 원형인 파이프는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갇힌 형상으로서 실험 및 수치 연구에서 

실제 유동을 모사하기에 용이하다.(3) 특히, 유동 방

향의 수직한 평면(cross-stream plane)에서 바라본 난

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파이프 형상은 

매우 적합하다.(4,5) 뿐만 아니라 유동은 연속체의 성

질을 가지므로, 난류 구조의 횡 방향 성질을 이해한

다면, 상호 작용하는 유동 방향의 구조적 성질을 예

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Ahn et 

al.(6)은 Reτ (≡uτR/ν, ν: 유체의 동점성계수, uτ: 마찰속

도) = 3008의 난류 파이프 유동 직접수치모사(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 결과를 이용하여 난류 

구조의 유동 방향 및 횡 방향 크기 사이 선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Han et al.(7)은 횡 방향으로는 

유동을 완전히 모사하는 반면 유동 방향으로 최소 

계산 영역을 사용하는 최소 파이프 유동(minimal 

pipe flow) 분석을 통해 횡 방향 난류 구조가 시간에 

따라 유동 방향으로 발달하는 현상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 구조의 횡 방향 크기와 레이

놀즈 수 사이 관계를 보이고자 한다. 유동 방향 난

류 섭동(streamwise velocity fluctuation)의 두 점 사이 

상관 관계(two-point correlation)와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난류 구조의 횡 방향 크기를 선정하고, 

레이놀즈 수에 따라 이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한다. 

2. 직접수치모사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보고된 직접수치모사 기

법으로 얻은 Reτ = 544, 934, 3008의 난류 파이프 

유동 데이터를 분석하였다.(8,9) Fig. 1은 레이놀즈 

수에 따른 유동 방향 난류 섭동을 보여주는 

cross-stream plane으로 난류 구조의 순간적인 형상

을 보여준다. 벽면 근처의 작은 난류 구조와 함께 

파이프 중심부까지 뻗어 있는 큰 구조가 동시에 

관측된다. 특히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유동현상

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더욱 작은 

난류 구조가 관측됨과 동시에 파이프 반지름의 크

기를 가지는 큰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전 발달한 난류 파이프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층류 유동의 중심 속도와 파이프 반지름(R)으로 

무차원된 Navier-Stoke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지

배방정식으로 사용하였다. 직접수치모사를 위한 

지배방정식의 차분에는 공간에 대해 staggered 격

자 기반 2차 정확도의 중심 차분 기법과 시간에 대

해 Crank-Nicols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배

방정식의 속도와 압력 항을 분리하기 위해 fully 

implicit fractional step method를 사용하였다.(10) 벽

에서는 미끄럼 방지 조건을, 유동 방향과 원주 방

향으로는 주기 조건을 적용하였다. 

원통 좌표계에서는 반지름 방향, 유동 방향, 원

주 방향의 길이는 각각 r, z, θ로 표현되고, 각 방향

의 속도는 ur, uz, uθ로 표현한다. 편의 상 본문에서

는 다음과 같이 직교 좌표계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유동 방향, 벽 높이 방향, 횡 방향의 길이: x = z, 

y = 1 – r, z = rθ, 각 방향의 속도: u = uz, v = −ur, 

w = uθ.

Fig. 1. Instantaneous streamwise velocity 
fluctuations in turbulent pipe flow in the 
cross-stream plane for (a) Reτ = 544, 
(b) 934 and (c)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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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유동 방향 난류 섭동(u)이 이루는 난류 구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 점 사이 상관 관계

(two-point correlation)를 구하였다. 두 점 사이 상관 

관계는 다음 식 (1)으로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x zref

uu
rms rmsref

u x y z u x r y z r

u y u y
R

 


     (1)

 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며, urms

는 유동 방향 난류 섭동의 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값을 의미한다. Fig. 2는 벽면으로부

터의 기준 높이(yref = y/R) yref = 0.05, 0.2, 0.6에서 

얻은 cross-stream plane의 Ruu 값을 보여준다. 기준 

위치 주위로 양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고, 좌우에서 

음의 상관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유동 방향 속도 

섭동은 양의 값과 음의 값이 교대로 존재함을 의

미한다. 기준 높이가 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양의 

상관 관계는 벽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 때 양 쪽에 

위치한 음의 상관 관계는 파이프 중심 부근에서 

이어져서 지붕 형태를 이루게 된다.(11) 이는 기준

점으로부터 90° 이상 떨어진 영역에서는 난류 구

조 사이 상관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Bailey et 

al.(5)의 결과와는 다르다.

Fig. 2의 Ruu = 0.05 실선을 기준으로 기준 높이(y 

= yref)에서 펼친 난류 구조의 횡 방향 크기(lz/R)를 

Fig. 2. Two-point correlations of the streamwise velocity fluctuations at (a) yref = 0.05, (b) 0.2 and (c) 
0.6. Black, red and blue colors indicate Reτ = 544, 934 and 3008, respectively, and solid and 
dashed lines indicate the threshold values of Ruu = 0.05 and –0.04, respectively.

측정하여 Fig. 3에 표시하였다. 엄 히 말하면 구

조의 통계적인 크기는 Ruu = 0이 되는 지점을 바탕

으로 측정해야하나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Ruu = 0.05 의 값을 통해 구조의 크기를 측

정하였다.(4,7,11,14) 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난류 구

조의 횡 방향 크기는 증가한다. 그러나 같은 벽 난

류 내부 유동인 채널 유동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

지만,(12) 파이프 유동 내 난류 구조의 횡 방향 크기

는 증가하다가 수렴한다. 파이프 중심 부근으로 갈

수록 원주 방향의 공간이 제한되어 난류 구조의 

성장을 방해하는데, 이를 crowding effect라고 한

다.(13) 수렴한 난류 구조의 횡 방향 크기는 레이놀

즈 수에 상관없이 lz/R = 0.56 정도이다. 하지만, 벽

으로부터 가까운 영역에서 난류 구조의 횡 방향 

크기는 레이놀즈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벽 근

처에서는 레이놀즈 수에 커짐에 따라 난류 구조의 

크기가 커진다. 이는 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역

에서 존재하는 거대 구조가 벽 근처까지 영향을 

미쳐 난류 구조 크기에 대한 scaling을 방해하기 때

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난류 구조의 크기 별 

에너지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Fig. 4는 유동 방향 속도 섭동으로 이루어진 난

류 구조의 횡 방향 크기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

(
2/z uu z uuk k u

   )을 나타낸다. 스펙트럼( uu )의 

정의는 다음 식 (2)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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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anwise length scales for Ruu = 0.05 
along the wall-normal distance. 

    11
2; 2 Re ; dz zk r

uu z uu z zk y e R r y r

  


    (2)

로그 스케일로 스펙트럼을 분석하기 위해 횡 방향 

파수(spanwise wavenumber, kz)를 곱한 pre-multiplied 

energy spectra를 확인한다. 모든 레이놀즈 수에 대

해 벽 근처 위치인 y+ (= uτy/ν) ≈ 15에서λz
+ (= uτλz/

ν) ≈ 100의 크기 난류 구조가 높은 에너지를 가지

는 inner site가 보인다. 

이는 self-sustaining near-wall cycle에 의한 결과

이다.(14) 또한, Reτ = 934와 3008에서는 벽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인 y/R ≈ 0.2에서 λz/R ≈ 1.2~1.3의 거대 

난류 구조가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outer site를 관

찰하였다. 

Outer site의 거대 난류 구조는 벽면 근처까지 영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Reτ = 3008

에서는 y/R ≈ 0.05 지점에서 국부적으로 높은 에너

Fig. 4. Pre-multiplied spanwise energy spectra of the streamwise velocity fluctuations for (a) Reτ = 544, 
(b) 934 and (c) 3008. Symbols indicate the local maximum spanwise wavelength at each 
wall-normal distance.

지를 가지는 λz/R ≈ 0.6 크기의 대형 난류 구조를 

발견하였다. 이렇듯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높

은 에너지를 가지는 대형 및 거대 난류 구조가 활

발해지고, 이들이 벽면 근처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벽으로부터 가까운 영역에는 멀리 떨어진 곳보

다 다양한 크기의 난류 구조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복잡하게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Fig. 3에서 나타

나는 것과 같이 벽 근처의 난류 구조의 크기는 한 

가지 length scale로 표현하기 어렵다. 

벽면 근처에서부터 높이마다 국부적으로 최대 

에너지를 가지는 구조들을 빨간색 십자가로 표시

하였다. 그리고 이 값들을 Fig. 5에서 한꺼번에 표

현하였다. 난류 구조의 크기를 outer length scale 

(R)로 표현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레이놀즈 수에 따

른 경향이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Inner site

와 outer site 사이에서 국부적으로 최대 에너지를 

가지는 구조들의 횡 방향 크기는 벽으로부터 떨어

진 거리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레이놀즈 수가 높아질수록 대형 

및 거대 난류 구조가 활발해짐에 따라 특정 높이

에서 난류 구조의 크기가 유지되는 듯한 현상이 

보인다. 이 두 가지는 attached eddy의 크기는 벽으

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고 이들은 크기 별로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는 Townsend의 attached eddy 

hypothesis(15)를 만족하는 결과다. 

Reτ = 544의 경우 y/R = 0.2 이상에서부터 

maximum spanwise wavelength가 높이게 관계없이 

대략 λz/R ≈ 1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Reτ 

= 934의 경우 y/R = 0.2 (y+ ≈ 200)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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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s of the local maximum spanwise 
length scales only along the wall-normal 
distance obtained from the energy spectra 
in Fig. 4.

maximum spanwise wavelength가 거의 λz/R ≈ 1 로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Reτ = 544와 934 

모두 높이에 따른 maximum spanwise wavelength가 

outer unit으로 scaling 되는 영역은 y/R = 0.2 이상인 

외부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logarithmic region

의 upper limit과 어느정도 일치한다. Reτ = 3008의 

경우에서도 y/R = 0.2 이상에서 maximum spanwise 

wavelength가 outer unit으로 일정해지는 영역이 똑

같이 관측이 된다. 하지만 y/R ≈ 0.05 (y+ ≈ 150)에

서도 maximum spanwise wavelength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는 logarithmic region 내에도 

outer unit으로 특징지어지는 난류 구조가 지배적

임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2개의 outer 

site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낮은 레이놀즈 수 유동

과 마찬가지로 외부영역에서 λz/R ≈ 1.3에서 outer 

site가 존재하지만 대략 절반의 wavelength인 λz/R ≈ 

0.6 에서도 outer site가 존재한다. 레이놀즈 수가 

커짐에 따라 난류 구조의 스케일이 확장되기 때문

에, 더 넓은 범위에서 난류 구조가 분포하게 된다. 

하지만 파이프 유동의 경우 원형 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large scale이 λz/R ≈ 1.3 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진다. 두 점 사이 상관 

관계에서는 난류 구조의 크기 별 분석이 불가능하

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스펙트럼 분

석을 통해 λz/R ≈ 1.3 보다 작은 스케일의 large 

scale (λz/R ≈ 0.6)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른 outer site

를 추가로 발견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레이놀즈 수에 따라 난류 파이프 

유동 내 존재하는 난류 구조의 횡 방향 성장을 두 

점 상관 관계와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살펴

보았다. 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난류 구조의 횡 방

향 크기는 증가하다가 파이프 중심 부근에서는 수

렴하여 일정한 크기를 가지게 된다. 특히, 에너지 

스펙트럼에서는 국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난류 구조의 횡 방향 크기는 벽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점 상관 관계와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 결과

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상관 관계 분석에서

는 난류 구조의 성장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만을 

파악할 수 있지만, 에너지 스펙트럼은 구조의 크기 

별 에너지 분포를 보여준다. 난류 구조의 횡 방향 

크기를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난류 구조

의 크기와 각 구조의 에너지 뿐 아니라 각 구조의 

출현 빈도를 고려해야한다. 이들을 가중치로 부과

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각 높이에 따른 난류 

구조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난류 구조의 높이가 파이프 반지름에 이르는 

경우 외부영역에서 횡 방향 크기가 제한되기에 주

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거대구조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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