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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기법을 이용한 저 레이놀즈 수 충돌 제트의 비정상 거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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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n the Unsteadiness of a Low Reynolds Number Confined 
Impinging Jet using POD Analysis

Nam Hyun An and Inwon Lee

Abstract. The flow characteristics in a confined slot jet impinging on a flat plate were investigated in
low Reynolds number regime (Re≤1,000) by using time-resolved particle image velocimetry technique.
The jet Reynolds number was varied from 404 to 1026, where it is presumed that the transient regime
exists. It is found that the vortical structures in the shear layer are developed with increasing Reynolds
number and that the jet remains steady at the Reynolds number of 404. Vortical structures and their tem-
poral evolution are verifi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numer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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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충돌 제트는 상대적으로 작은 압력 강하로서 높은

열/물질 전달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터빈 날개, 연소기 벽면, 전자 칩 등의 다양

한 요소들을 냉각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전 연구들은 높은 레이놀즈 영역에서의 유동 특성을

추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노즐과 평판 사이

의 거리, 제트 노즐의 형상, 유동장의 제트 충돌 각도

와 같은 다양한 기하학적 인자들이 유동장 및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자 장비

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낮은 레이놀즈 영역(103 이

하)에서의 국한 충돌 제트의 연구가 이슈화되고 있다.

Sparrow와 Wang(1975)은 나프탈렌 승화 기술과 열

전달과 물질 전달간의 유추를 통하여 제트 충돌 영역

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조사한바 있다. Beitelmal 등

(2000)에 의하여 또 다른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들은

열전달 관점에서 충돌각도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최근 들어 발달된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와류

쌍으로 인하여 정상 체제(regime)로부터 비정상 체제

(regime)로의 제트 류의 천이가 연구되고 있다. 특히

노즐 상부 평면과 충돌 면 사이에 형성되는 국한 충돌

제트(confined impinging jet) 는 전자 장비들의 냉각유

동에 있어 중요하며 자유 제트 거동이 위아래면의 유

동과 결합되는 곳에서 복잡한 유동 양상을 보여준다.

Chung 등(2002)은 낮은 레이놀즈 수(Re=300~1,000)

에서의 국한 슬롯 충돌 제트의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레이놀즈 상사의 오류를 보고한 바 있다. Chiriac

과 Ortega(2002)에 의한 수치 시뮬레이션은 국한 슬롯

충돌 제트에서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상-비

정상 천이 현상이 나타남을 보였다. 비정상 영역에서

는, 와의 운동으로 인하여 유동이 부딪히기 전의 제트

에서 유동의 대칭성이 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 거동의 이해는 전자장비의 냉각시스템의 적

절한 디자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만 비정

상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최근

비정상 유동의 동적 거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입자 영

상 유속계를 이용한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Bi et al., 2003; Vetel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Time-Resolved PIV를 이용하여 충돌 제트의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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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을 관측하였고, 와구조 간의 상호 작용으로 발달하

는 응집구조를 적합직교분해(POD :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방법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2. 실험방법

2.1 충돌제트와 PIV 장치

그림 1과 2는 각각 국한 충돌 슬롯 제트 실험장치의

개략도와 좌표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트 출구 폭(W)은

10 mm이며 국한 채널의 높이(H), 길이(L), 깊이(D)는 각

각 50 mm, 250 mm 그리고 100 mm로 설정되었다. 유량

계와 확대 관으로 물을 흘리기 위하여 급수부에서 인버

터 제어 펌프에 의해 증류수가 공급된다. 유입유동의 질

을 제어하기 위하여 2차원 노즐을 수축부(contraction)

하류 쪽에 설치하였다. 그림 2와 같이, x 방향은 제트

에 수직한 방향, y 방향은 제트 유동 방향에 해당된다.

그림 2 윗면의 제트 출구에서 분사된 충돌제트 유동은

그림 2 좌우측 모서리의 국한채널 출구로 빠져나간다. 

본 연구에서는 Dantec Dynamics의 시간 분해 입자

영상 유속계(Time-Resolved PIV)를 사용하였는데, 고

반복율 Nd:YAG 레이저, 고속 CMOS 카메라 및 동기

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입자영상을 조명하는 레이

저는 diode-pumped Nd:YAG 레이저(Lee Laser LDP-

100MQG)로 가변 주사율은 10 Hz부터 20 kHz, 펄스당

에너지는 11 mJ이다. 고속 카메라는 10비트 해상도를

가진 IDT CMOS 카메라(X-Stream XS-3)로 최대 660

Hz의 프레임 율과 1280×1024의 픽셀 해상도를 가지며,

내부에 1 GByte의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다.

실험은 레이놀즈 수를 404, 821 그리고 1026으로 변

화시키면서 수행되었고, 이는 평균 제트 출구 속도 Vj

와 제트 출구 폭 W로 정의되었다. Table 1은 각 레이

놀즈 수 실험조건에 대응되는 평균 제트 출구 속도, 입

자 이미지간 지연시간 및 프레임 율을 요약한 것이다.

측정 영역은 72 mm×50 mm(-3.6≤x/W≤3.0,0≤y/W≤5)

의 탐색 영역이 있는 중앙의 xy평면에 위치되었다. 각

측정에서는, 253쌍의 입자 이미지가 저장되고 PC로 전

송이 된다. 대응하는 입자 변위의 시계열은 cross-corre-

lation 알고리즘으로 계산되었다. 탐색 영역의(interroga-

tion window) 크기는 32×32 픽셀과 50% 중첩이 허용

되었다. 결과적인 공간 해상도는 x방향과 y방향으로

Fig. 1. Experimental setup ; (a) schematic diagram, (b)
contraction.

Fig. 2. Measurement area and coordinate system.

Table 1. Measurement conditions

Re Vj
(m/s)

Delay
time (µs)

Frame
rate (Hz)

Measurement
duration (s)

404 0.0383 1,000 50 5.06
821 0.0780 1,000 50 5.06

1,026 0.0974 1,000 50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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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0.0930W와 0.133W이 얻어졌다.

2.2 적합직교분해(POD)

적합직교분해(이하 POD)는 데이터들의 재구성을

위한 최적의 기저를 결정하는 잘 알려진 기법이다.

Karhunen(1946)에 의하여 소개된 이래로 이 기법은 응

집 구조(Berkooz et al., 1993)를 추출하고 확인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이 기저 함수는 지배적인

구조를 대표하는 공간 함수의 POD 분석으로부터 얻

을 수 있다. 공간 속도장 에 있어서, POD를 통

하여 결정된 직교함수 는 속도장을

과 같이 n개의 기저함수로 투영

할 때의 오차 가 최소화

된다. 직교기저함수 는 다음의 적분 방정식을

계산하여 얻어진다.

여기서, 는 속도의 자기 상관

함수이다. 2차원 공간 상의 문제에서 위 적분 방정식

의 직접 수치 계산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이 경우

Sirovich(1987)에 의해 제안된 스냅샷(snapshot) 방법

을 사용하면 고유 함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계산 시

간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채용하였다.

3. 결 과

3.1. 전체 유동 특성

국한채널의 깊이 D와 제트 출구 폭 W 사이의 비는

10:1이다. 제트의 2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횡방향

인 z 방향으로 -4≤z/W≤4의 영역에서 PIV로 측정된 유

동장을 기반으로 제트 출구유량을 계산하였는데, 3%

이내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된 측정이 수

행된 국한 채널 중앙횡단면에서의 유동은 2차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s. 3과 4는 레이놀즈 수의 증가와 함께 평균 유동

장과 순간 유동장을 비교하여 도시하고 있다. Re=404

(Fig. 3)에서는 순간 유동장이 거의 평균 유동장과 같

은데, 저 레이놀즈 수에서 정상 유동 체제가 형성되는

u x t,( )
ϕj x( ) j, 1 2 ...,, ,=

û x t,( ) aj t( )ϕj x( )
j 1=

n

∑=

E  u x t,( ) aj t( )ϕj x( )
j 1=

n

∑–

2

=

ϕj x( )

R x x
*

,( )ϕ x
*

( )dx
*

∫ λϕ x( )=

R x x
*

,( ) u x( )u x
*

( )〈 〉=

Fig. 3. Comparison between time mean and instantaneous
velocity field at Re=404; (a) time mean velocity
vector plot and vorticity contour plot, (b)
instantaneous plot.

Fig. 4. Comparison between time mean and instantaneous
velocity field at Re=1026; (a) time mean velocity
vector plot and vorticity contour plot, (b)
instantaneous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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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Re=821에서는, 충돌점 근처(y/W<1.0)

인 전단층에서 Roll-up이 나타나면서 정상에서 비정상

으로의 천이현상이 일어난다. 레이놀즈 수가 커져서

Re=1,026(Fig. 4)가 되면 와 구조 형성이 더욱 뚜렷해

진다. Fig. 4(b)에서와 같이 와 들은 제트 중심선에 대하

여 대칭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Chiriac과 Ortega(2002)

에 의해 발표된 와 구조의 비대칭적인 엇갈린 배치와

상반된다. 이러한 불일치는 초기의 전단층 경계영역의

속도 구배와 제트 출구 속도의 불균일성 등, 경계조건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3.2. POD 해석결과

POD 해석에서, 고유값(Eigenvalue)은 각각의 고유

모드(Eigenmode)들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Fig. 5는 모

드 값에 대한 누적 에너지 분포를 각각의 레이놀즈 수

에서 나타내고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 대부분의 유동

에너지는 몇몇 기본 고유 모드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이 명백하다. Fig. 5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레이놀

즈 수가 증가할수록 유동에너지가 저차 기본모드들에

더욱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Re=404에서 전체 유동에너지와 처음 여섯 번째까지의

고유모드의 에너지 점유율은 90.6%인데 반하여 Re=

1,026에는 95% 까지 상승한다. 이는 레이놀즈 수가 증

가함에 따라 유동이 보다 낮은 차원의 거대 응집 구조

로 발달됨을 암시한다. 

Figs. 6~8는 Re=404, 821 및 1,026에서의 1차부터 5

차까지의 POD 계수들의 시계열과 그에 해당되는 POD

고유 모드들의 와도 등고선 및 속도 벡터를 도시하고

있다. 제트가 왼쪽으로 치우쳐 흐르는 비대칭성이 관

측되는데, 공간 상의 제약에 따른 불충분한 입구 조건

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본 논문의 주된 관

점인 와형성의 대칭/비대칭성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POD 분석 결과에서, 첫 번째 고유 모드는 평

균 유동장에 대응한다. Re=404(Fig. 6)에서, 1차 모드

이상의 고차모드들은 어떠한 주목할만한 공간적 구조

없이 유사하다. ai(t), i≥2인 POD 계수들은 사소한 노

이즈 특성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정상유동장 이외의 유

동장은 발생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 특별한 의미는 없

다 하겠다. Fig. 7에서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면서(Re=

821) POD 계수의 시계열은 뚜렷한 주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정상 유동 체제로의 천이가 일어났

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도시된 POD 고유모드의 유동 특

성은 1차의 시간평균을 제외하고는 두 개의 모드끼리,

즉 Re=2⋅3차, 4⋅5차 모드끼리 유사한 대칭적 거동을 보

이고 있다. Fig. 8에서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면서(Re=

1,026) 응집구조의 존재와 시간적 주기성이 더욱 현저

해진다. 여기에서는 3차와 4차 고유 모드에서 뚜렷한

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데, 다음 절에서 언급될 것처

럼 fH/Vj≈1.7로 주어지는 응집 와 구조의 주파수와 밀

접한 관계가 있다.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면서 앞서 Re=
Fig. 5. Modal distributions of POD eigenvalues with

varying Re; (a) Re=404, (b) Re=821, (c) Re=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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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의 경우와는 다른 동적 특성이 발견되는데, Fig.

8(b)와 같은 2차 모드에서의 저주파 운동은 Fig. 7에서

는 발견되지 않는다. Fig. 7에서는 2⋅3차, 4⋅5차 모드끼

리 유사한 형태 및 주기적 특성을 보이는데 반하여,

Fig. 8에서는 2⋅3차 모드 사이에 시공간적으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2차 모드는 저주파수의 비정상성의 존

재에 의하여 다른 모드와 뚜렷이 구분되는데 이에 해

당되는 무차원 주파수 fH/Vj≈1.0는 응집 와 구조의 진

동수의 1/1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2차 모드와 연관된 저주파 비정상성을 관찰하기 위하

여 1차 및 2차 고유 모드만으로 유동장을 재구성해 보

았는데, 이의 동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돌 제트의

저속 측방 펄럭거림(lateral flapping motion)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운동은 국한 채널과 연계된 불안정성 같

은 보다 대규모의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측된

다. 3차 모드는 측면의 펄럭임 운동(2차 모드)과 규칙적

인 와구조(4차 모드) 중간에서의 변조 반응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와들이 대칭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주목

할 만하다. 이것은 Chiriac과 Ortega(2002)의 수치 시

뮬레이션에서 형성되는 비대칭 와 형성과 배치된다.

본 실험 결과에서는 순간유동장이든 POD 재합성된

유동장이든 어느 쪽에서도 그러한 비대칭적인 엇갈린

와 구조의 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더욱이, 엇갈림 와

형성이 국한 충돌 슬롯 제트 흐름의 본질적인 특성인

가는 것은 명백하지 않다. 대칭적인 와 형성이 Chung

et al.(2002)의 수치해석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와

Fig. 7. Time histories of POD mode coefficients and
contour plots of eigenmodes at Re=821;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d) 4th mode,
(e) 5th mode.

Fig. 6. Time histories of POD mode coefficients and
contour plots of eigenmodes at Re=404;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d) 4th mode,
(e) 5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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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패턴의 불일치는 경계조건의 차이에 기인한다.

3.3. 와 생성 메커니즘

국한 충돌 제트에 있어서, 평균 제트의 출구 속도 Vj

와 국한 채널 높이 H로 정의 되는 특성 진동수 Vj/H

는 와 형성 주파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

져 있다(Chiriac과 Ortega, 2002). 그에 따른 무차원 주

파수인 스트루할 수는 St=fH/Vj와 같이 정의된다. 그러

므로 이에 대응하는 와 형성 스트루할 수는 fH/Vj≈1.8로

서 계산되는데, 이는 Chung et al.(2002)의 수치 결과 fH/

Vj≈2.0와 유사한 값이다(참조 : Chung et al. (2002))에서

는 제트 폭 D으로 St=fD/Vj≈2.0가 보고되었는데, 제트

폭 H/D=10으로 주어짐).

이 값은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의 범위인 St≈2.3과

유사하다(Didden and Ho, 1985; Olsson and Funchcs,

1998). 이에 대하여 비대칭 와 형성일 경우 St=1.1가

보고되고 있다(Chiriac and Ortega, 2002). 이는 대칭

와 형성 주파수가 대략적으로 비대칭 와 형성 주파수

의 두 배임을 나타낸다. Fig. 9은 벽면 근방(y/W=0.1)

에서 측정된 x-방향(제트에 수직 방향) 속도의 시공간

등고선도를 나타낸다. 시공간적으로 일정하게 기울어

진 타원형 등고선으로부터 대규모 응집 와구조의 대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와 다발(vortex packets)의 기

울기 즉, 타원형의 등고선의 기울기는 점선으로 도시

된 대로 레이놀즈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으로 보이

는데, 이는 대류속도 Uc/Vj=0.8에 대응된다. 

충돌 후 벽면 근방에서 얻어진 대류 속도는 와 형성

영역에서 얻어지는 속도와 비슷하다. 따라서, 응집 와

Fig. 8. Time histories of POD mode coefficients and
contour plots of eigenmodes at Re=1,026;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d) 4th mode,
(e) 5th mode.

Fig. 9. Space-time contour plots of u-velocity near the
wall (y/W=0.1); (a) Re=821, (b) Re=1,026.

Fig. 10. Conceptual diagram of vortex formation mechanics.



40 안남현·이인원

의 주파수와 간격은 벽면과의 충돌 과정에서 변하지 않

는 채로 남는다. 이러한 추측은 앞서의 POD 고유 모드

들로부터도 뒷받침된다. 와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

는 Re=1,026에서의 4차 모드의 확대도를 Fig. 10에 나

타내었다. 응집 와의 공간 간격으로부터 추정되는 파장

은 l≈0.36H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정보로부터

와 생성 주파수는 f=Uc/λ=0.8Vj/0.36H=2.2Vj/H로 주어

진다. 이로부터 스트루할 수 2.2를 예상할 수 있는데 앞

서의 측정치인 1.8과 비슷하다. 이러한 추론 과정은 대

칭 및 비대칭 와 형성의 차이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Chiriac과 Ortega(2002)의 그것과 같다. 그러므로 와 형

성은 기본적으로 제트 출구와 충돌 벽면간의 피드백

(feedback) 기구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결 론

입자 영상 유속 기법을 활용하여 평판에 충돌하는

국한 슬롯 제트의 비정상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Re=404까지는 정상 상태 유동이 지속되

면서 비정상 유동으로의 천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레

이놀즈 수가 더 커지면서 제트 전단층에서 대칭적인

와들이 형성되었고, 형성 영역은 제트 출구 쪽에 더 가

깝게 되었다. 와 형성 주파수는 제트 출구 속도와 채널

의 높이 제한에 의하여 정의되는 특성적 주파수에 의

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호설명

aj(t) j 번째 POD 계수

D 국한 채널의 깊이

H 국한 채널의 높이

L 국한 채널의 길이

Re Reynolds 수 (=VjW/ν)

Vj 제트 출구 평균속도

W 제트 출구 폭

x 제트에 수직한 방향 좌표

y 제트에 유동 방향 좌표

j번째 POD 직교 기저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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