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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 부착된 채  유동의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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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INSTABILITY IN A BAFFLED CHANNEL FLOW

C. Kang1 and K.S. Yang*2

Flow instability is investigated in a two-dimensional channel with thin baffles placed symmetrically in the 
vertical direction and periodically in the streamwise dircetion. At low Reynolds numbers, the flow is steady and 
symmetric. Above a critical Reynolds number, the steady flow undergoes a Hopf bifurcation leading to unsteady 
periodic flow. As Reynolds number further increases, we observe the onset of secondary instability. At high 
Reynolds numbers, the two-dimensional periodic flow becomes three dimmensional. To identify the onset of 
secondary instability, we carry out Floquet stability analysis. We obseved the transition to 3D flow at a Reynolds 
number of about 125. Also, we computed dominant spanwise wavenumbers near the critical Reynolds number, and 
visualized vortical structures associated with the most unstable spanwis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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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애물이 부착된 채  유동은 열교환기, 와류 발생기, 마이

크로 채 , 연료 지 등에서 폭넓게 응용되는 유동 형태로 채

 내에 부착된 장애물은 유동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유동

장내 와류를 형성하여 유동의 혼합  열 달 효율을 증가시

킴으로 공학  응용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유동 불안정성에 

한 연구는 채  내 유동 형상 설계에 요한 자료가 되므

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왔다[1-6].
채  내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유동은 Hopf 분기(Hopf 

bifurcation)에 의해 임계 이놀즈 수()에서 정상상태 유

동에서 주기 인 2차원 유동으로 천이하게 되며, Re가 더 증

가하게 되면 주기 인 2차원 유동이 3차원 유동으로 천이하

는 이차 불안정성(secondary instability)이 나타나게 된다. 부

분의 단 유동은 이차 불안정성을 통하여 층류에서 난류로 

천이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이차 불안정성에 한 연구는 많

은 연구자들의 심이 되어 왔다. Amon and Patera[3]는 채  

내 주기 으로 홈(groove)이 배열된 경우에 하여 3차원 

Fourier 교란 모드를 이용하여 주기 인 2차원 유동이 3차원

으로 천이하는 임계 Re()를 계산하 다. Schatz등[5]은 원

형 실린더가 주기 으로 배열된 채  유동에 하여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하여 유동 불안정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들은 Floquet 안정성 해석을 통하여 이차 불안정성이 나타

나는 임계 Re()를 계산하 으며, 그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한 Yang[6]은 배 이 주기 으로 존재하는 채

 유동에 하여 확장된 이차원 유동장에 임의의 3차원 교

란항을 결합하여 이차 불안정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리고 에 지 스펙트럼을 통해서 임계 Re() 근처에서 

가장 지배 인 횡방향 동수를 계산하 다. 그는 이차불안정

성이 나타나는 임계 Re()를 약 134에서 150 사이로 추정

하 으며, 이는 같은 형상에서 실험을 통해 Re가 160 이상일 

때 유동이 3차원으로 천이하는 결과를 보인 Roberts[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Roberts[4]와 Yang[6]의 연구에서와 같이 채

 벽면에 배 이 주기 으로 부착된 경우에 하여 유동 불

안정성에 한 수치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Fig. 1). 2차원 

유동에서 3차원 유동으로 천이하는 이차 불안정성 해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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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s. time for Re=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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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stability growth rate vs. Re

같이 정의되는 채 의 심선에서의 수직성분 크기의 평균이

다.

  
 





  (3)

Table 1에서의 값은 Hopf 분기 후의 값이다(Fig. 4).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격자계로 계산된 의 값과 계산 역

의 각 방향으로 4/3배씩 증가시킨 격자계의 의 값이 약 

0.23％의 오차를 보인다.

2.2 Steady 유동

Fig. 3은 각각 정상상태 유동장에서의 유선을 나타낸 것이

다. 정상상태에서 유동은 상하 칭의 형태를 보이며 배 의 

뒷면에 재순환 역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배

 앞면의 벽면 근처에서 상 으로 작은 재순환 역이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이때 낮은 Re에서는 Fig. 3(a)에서와 같이 

두 재순환 역이 분리되어 나타나지만, Re가 증가함에 따라

(a)                                                     (d)

(b)                                                    (e)

(c)                                                     (f)

Fig. 6 Streamlines of unsteady flow over one period for Re=130 ; 
(a)    , (b)    , (c)    , (d)    , 
(e)    , (f)   

Fig. 3(b)에서와 같이 두 재순환 역이 합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동형태는 Roberts[4]와 Yang[6]의 연구결과

들과 잘 일치한다.

2.3 Primary 불안정성과 Unsteady 유동

채  내 배 과 같은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Re가 증가함

에 따라 유동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임계 Re()에서 주불

안정성인 Hopf 분기(Hopf bifurcation)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정상상태의 유동은 주기 인 비정상상태 유동으로 천이하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 유동이 발생하는 유동 불안정성을 이해

하기 해서 식 (3)의 를 매개변수로하여 유동 불안정성을 

확인하 다[4]. 정상상태 유동의 경우 유동장이 상하 칭의 

형태를 보이므로 은 0이 된다. 하지만 유동 불안정성이 발

생하면 은 증가하게 된다. Fig. 4는 Re가 130인 경우 시간

에 따른 의 변화를 보여 다. 불안정성이 나타나면 그림에

서와 같이 이 지수 (exponential)으로 증가하며, 근 값으

로 수렴한 후 주기 으로 변화하는 자체 지속 인 진동

(Self-sustained oscillation) 상이 나타난다.
주 불안정성(Primary instability)이 나타나는 임계 Re는 

의 선형 증가율()로부터 계산된다. 비정상상태 유동의 경우 

증가율()은 Fig. 4에서와 같이 지수 으로 증가하는 로부

터 계산되어진다. 정상상태 유동의 경우에는 수렴된 유동장에 

난수(random number)의 교란 유동을 사용하여 지수 으로 감

쇠하는 의 증가율()을 계산하 다. Fig. 5에 Re 변화에 

따른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의 변화로부터 주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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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는 임계 Re()는 약 104로 계산되어진다. 이는 

Roberts[4]의 실험결과에 의한 임계치(100), Roberts의 수치해석 

결과에 의한 임계치(100-110)와 일치한다.
Fig. 6은 정상상태에서 주기 인 2차원 유동으로 천이한 

Re가 130인 경우 한 주기( ) 동안의 유동변화를 보여 다. 
배 의 뒷면에서 생성된 와류는 벽면을 따라 다음 배 로 이

동하며, 주 유동은 상하로 진동하는 것이 찰된다. 한 채

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생성되는 와류는 서로 엇갈린 형태

로 나타남이 찰된다. 이러한 주기 인 유동형태는 

Roberts[4]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3. Floquet 안정성 해석

3.1 지배 방정식과 수치해석 기법

주기 인 2차원 유동이 3차원 유동으로 천이하는 이차 불

안정성을 해석하기 하여 Yoon등[7]이 제시한 가상경계법을 

용한 Floquet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 다. 
유동장의 순간 속도는 주기 를 가지는 2차원 기본 유동

(base flow,     )과 3차원 교란속도

(perturbation velocity, ′  )로 구성된다.

  ′ (4)

의 식을 Navier-Stoke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에 입하여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은 교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5)



′
∇∙′′ ∇′


∇′ ′ (6)

여기서  ′는 가상경계법을 용하기 한 운동량부가 항이다. 
경계조건으로는 기본 유동과 동일하게 주유동방향으로는 주

기조건(′     ′   )이 사용되었으며, 채  

내 벽면과 배 의 표면에서는 no-slip 조건(′)을 사용하

다. 의 교란 방정식에서 perturbation 속도와 압력은 횡방

향( )으로 homogeneous 한 특성을 가지므로 Fourier 분을 통

해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
′∞

∞ 








 (7)

여기서  는 횡방향 동수이며, 는 유동 교란의 

횡방향 장을 나타낸다. 식 (5),(6)은 선형이므로 각각의 모드  

                                                       

에 해 독립 이며, 교란 속도와 압력은 각각 다음과 같

은 형태가 된다. 

′   cos cos sin
′   cos

(8)

변형된 교란 방정식은 Fourier 계수로 이루어지며, 식 (5)와 

(6)의 gradient 연산자 ∇를 ∇    로 교체

함으로서 얻어진다. 선형 연산자 을 교란 방정식의 우변으

로 정의하면 교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9)

여기서  는 주기 를 가지는 함수이며, 식 (9)의 해는 

exp형태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한 주기 를 가지는 함수이며, 이를 연산자 

의 Floquet mode라고 한다[11]. 는 Floquet 지수이고 

Floquet 안정성 분석에서는  exp로 정의되는 Floquet 
multiplier를 통해 안정성을 별하게 된다. Floquet multiplier는 

의 고유값을 통해 구하게 되며,  인 경우 유동 교란은 

지수 으로(exponentially) 감소하고 유동장은 안정화 상태이며, 
 인 경우에는 지수 으로 증가하고 유동장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Floquet multiplie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교란 

속도의 운동에 지를 통해 얻어진다[12].

max≈ (10)




    (11)

각 Floquet mode의 교란 방정식은 기본유동의 수치해석 기

법과 동일하게 유한 체 법으로 차분되었다. 시간 차분은 

류항에 하여 3차 정확도의 Runge-Kutta 기법으로 분되었

고, 성항은 Crank-Nicolson 기법으로 분되었다. 연속방정

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분리하기 하여 Fractional step 기법[9]
이 사용되었으며, 채  내 배 을 구 하기 해 가상경계법[8]
이 용되었다. 격자수는 기본유동의 격자계와 동일한 격자수

×를 사용하 다.

3.2 Secondary instability 
Fig. 7(a)는 기본유동의 Re가 120이고, 횡방향 동수()가 

4.1인 경우 시간에 따른 교란속도의 운동에 지와 Flo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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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Fig. 9 Q contours[13] of Floquet mode for       

time

N
(t

)

⎢μ
⎢

0 10 20 30 40 50

10-11

10-10

10-9

10-8

0.2

0.4

0.6

0.8

1

1.2Multiplier

Norm

(a)

time

N
(t

)

⎢μ
⎢

0 20 40 60 80 100

1E-09

2E-09

3E-09

4E-09

5E-09

0.2

0.4

0.6

0.8

1

1.2

1.4Multiplier

Norm

(b)

         Fig. 7 Growth of the norm and the Floquet multiplier ; 
(a)      ,  (b)      

multiplier의 변화를 보여 다. 교란속도의 기조건으로는 난

수(random number)를 사용하 다. 기조건의 향으로 구조

가 없는 난수들은 불규칙 으로 감소하다가 무차원 시간으로 

약 15 정도부터는 운동에 지가 지수 으로 감소하며 Floquet 
multiplier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로 수렴하며,  이므로 유동장은 안정한 

상태이다. Fig. 7(b)는 기본유동의 Re가 125이고, 횡방향 동

수()가 4.0인 경우의 운동에 지와 Floquet multiplier의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에 지가 지수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로 수렴하며,  이므로 

유동장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채  내 배 에 의해 주기 인 2차원 유동으로 천이한 유

동은 Re가 증가함에 따라 3차원 유동으로 천이하게 된다. 이

때의 임계 Re()는 Floquet 안정성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횡방향 동수에 따른 Floquet multiplier를 계산함으로써 얻을 

Spanwise Wavenumber,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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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Variation of Floquet multipliers with spanwise 
wavenumber

Floquet multiplier를 나타낸 것이다.  인 선은 립 안

정한(neutral stability) 상태를 의미한다. Re=120인 경우 모든 

범 의의 에서 Floquet multiplier가 1보다 작은 결과를 보이

며 유동장이 안정한 상태를 보이지만, Re가 증가하면 Re=125
일 때와 같이 값이 1보다 커지는 가 나타나며 유동장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의 결과로부터 보간을 통하여 주기

인 2차원 유동에서 3차원 유동으로 천이하는 임계 Re
()는 124.85이며, 이때의 임계 횡방향 동수()는 4.0으

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임계 횡방향 장(spanwise 
wavelength,   )은 1.57이다.

Fig. 9는 3차원 유동으로 천이한 유동장의 유동 구조를 

악하기 해서 기본 유동과 교란 유동의 첩( ′ )을 

통해 구 된 유동장에서의 3차원 와류 구조를 보여 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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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의 Re가 125이고, 교란 유동이 가장 불안정한   인 

경우의 순간 유동장의 속도 성분을 이용하 다. 여기서 주유

동방향( )과 수직방향( )으로는 기본유동과 Floquet 안정성 

해석에 사용된 격자와 동일한 격자(×)를 사용하 으

며, 횡방향( )으로는 512개의 격자를 사용하여 3차원으로 확

장하 다. 이때 3차원 와류 구조를 가시화하여 나타내기 해

서 Jeong and Hussain[12]이 제시한 positive second invariant of 
the velocity gradient tensor()를 이용하여 순간 유동장에서 와

류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채 의 윗면에서는 배 의 뒷면에, 
아랫면에서는 배 의 앞면에 횡방향으로 주기 인 와류 구조

가 찰되며, 채 의 윗면과 아랫면에 부착된 배 의 끝부분

을 보면 이 부분에서 와류가 형성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이 게 형성된 와류는 주유동방향으로 이동하며 그림에서와 

같이 횡방향으로 변형된 특성을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채  내 배 이 주기 으로 부착된 채  유

동의 유동 불안정성에 한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채  내 부착된 배 은 유동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정상상태

의 유동이 주기 인 비정상상태로 천이되는 주 불안정성을 

발생시켰다. 이때의 임계 Re()는 약 104로 계산되어 졌으

며, 선행 연구자들의 결과와 일치하 다. Re가 증가함에 따라 

주기 인 2차원 유동이 3차원 유동으로 천이하는 이차 불안

정성이 발생하 다. 이러한 유동 천이를 해석하기 해서 

Floquet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여 2차원 유동에서 3차원 유동

으로 천이하는 임계 Re()와 임계 횡방향 동수()를 

계산하 다. Re가 124.85일 때 이차 불안정성이 나타났으며, 
그때의 횡방향 동수는 4.0으로 계산되었다. 한 기본 유동

과 교란 유동의 순간 속도 성분으로 구 된 3차원 와류 구조

를 통해 3차원 유동으로 천이한 유동장에서 배 의 끝부분에

서 형성된 와류는 횡방향으로 변형된 특성을 보임이 확인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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